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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들어올려지는 캐노피를 구비한 절첩식 차폐물

요약

절첩식 차폐물(10)은 들어올려지는 캐노피(12)를 제공하는 트러스 골조를 구비하며, 상기 캐노피는 박공
을 낼 수 있고 들어올려진 연장 형상에서 높은 피크를 가질 수 있다. 상기 캐노피(12)는 적어도 세개의 
레그(18)와, 가위  형상으로 피봇 연결되는 링크 부재로된 외부 주변 및 중심 트러스 쌍(42, 90)에 의해 
지지된다.  주변  트러스  쌍(42)의  링크  부재(44,  54)는  캐노피(12)를  높은  피킹  형상으로  들어올리기 
위해, 인접하는 레그 사이에서 수평으로 연장되는 제1의 절첩 위치에서 상기 레그 위로 연장되는 제2의 
연장 위치로 연장될 수 있도록 가위 형태로 함께 피봇 연결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중심 트러스 쌍(9
0)에 연결된 중심 지지체(130)와 레그(18) 사이에는 또한 인장 케이블(140, 144)이 고정되어 들어올려진 
상태에서 차폐물 골조에 추가로 강도와 안정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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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들어올려지는 캐노피를 구비한 절첩식 차폐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들어올려진 방풍을낸 지붕 구조물을 도시하는, 본 발명의 들어올려진 캐노피를 갖는 절첩식 차폐물
의 사시도이다. 

도2는 본 발명의 도1의 2-2선상에 취한 절첩식 차폐물의 정단면도로서, 연장된 들어올려진 형태에 있는 
차폐물의 주변 및 중심 트러스 쌍을 도시한다. 

도3은 본 발명의 절첩식 차폐물의 평면 단면도이다. 

도4는 주변 트러스 쌍과 중심 트러스 쌍 사이의 링크 부분의 확대 도시도이다. 

도5는 도3의 5-5선상에서 취한 절첩식 차폐물의 레그의 확대 단면도이다. 

도6은 절첩식 차폐물의 골조의 측면도로서, 거의 접혀진 형태의 주변 트러스 쌍을 도시하고 있다. 

도7은 도3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본 발명의 절첩식 차폐물의 세측부 실시예의 평면 단면도이다. 

도8은 들어올려진 방풍을 낸 지붕 구조물을 도시하는 본 발명의 절첩식 차폐물의 다른 하이 피킹된 실시
예의 사시도이다. 

도9는 연장되고 들어올려진 상태에 있는 차폐물의 주변 및 중심 트러스 쌍을 도시하는, 도8의 실시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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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단면도이다. 

도10은 도8의 절첩식 차폐물의 평면 단면도이다. 

도11은 도8의 절첩식 차폐물의 골조의 측단면도로서, 거의 접혀진 형태의 주변 트러스 쌍을 도시한다. 

도12는 도8의 절첩식 차폐물의 세측부를 갖는 실시예의 평면 단면도이다. 

도13은 도9와 유사한 본 발명의 절첩식 차폐물의 세측부를 갖는 다른 실시예의 정단면도로서, 연장되고 
들어올려진 상태의 주변 및 중심 트러스 쌍을 도시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절첩식 구조물에 관한 것으로, 특히 들어올려지는 캐노피(닫집모양의 덮개)를 구비한 절첩식 
야외 차폐물(a collapsible, field sholter structure having an elevated canopy)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용이하게 운반되고 비상 장소에서 신속히 설치될 수 있는 임시 차폐물은 특히 임시 보호 및 대피소를 제
공하는데 유용하다. 이러한 차폐물은 또한 임시 군용 초소와 같은 평상시 옥외 집회, 야외 여행 등에도 
유용하다. 본 출원인의 미국 특허 제4,607,656호에는 X형 링크 기구 골조와 신축 레그 그리고 상기 골조
를 덮는 캐노피를 갖는 신속히 세울수 있는 절첩식 차폐물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차폐물의 레그는 그 적
하 길이(stowed lehgth)의 대략 두배 또는 세배까지 신축될 수 있으며, X형 트러스 쌍의 골조는 캐노피를 
지지하기 위해 레그 사이에서 수평으로 연장될수 있다. 상기 골조는 경량 재료로 구조될수 있으며, 신축 
레그는 차폐물의 골조를 들어올리도록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캐노피의 높이는 레그의 연장된 길이에 
한정되고, 캐노피는 편평해서 레그 위로 연장되는 위치의 상부에 비나 눈 및 파편이 모일 수 있는데, 이
는 캐노피에서의 누설 및 찢어짐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차폐물의 크기 및 안정성은 일반적으로 골조의 
강도에 의해 제한된다. 

지지 레그위로 솟아오르는 캐노피용 지지 골조를 개량된 절첩식 차폐물에 제공하고, 구조물내에 보다 많
은 머리위 공간을 제공하며, 캐노피의 적절한 높이를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골조와 레그의 크기 및 중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나 눈 및 파편이 차폐물의 상부로부터 떨어지도록 박풍을 
내는 캐노피 구조물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보다 크고 보다 가벼운 절첩식 차폐 구조물을 지
지하기 위해 보다 큰 강도와 안정성을 제공하는 차폐물 골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이
러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킨다. 

간단히 그리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본 발명은, 절첩식 차폐물에 개선된 트러스 골조를 제공하며, 
이 골조는 증가된 머리위 공간, 강도,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방풍을 낸 차폐물 캐노피를 들어올린다. 

본 발명은 따라서 적어도 세개의 수직 배치된 레그를 갖는 캐노피를 갖는 절첩식 차폐물을 제공하며, 상
기 레그는 캐노피를 지지한다. 적어도 두개의 주변(perimeter) 트러스 수단이 각각의 레그에 연결된다. 
각각의 주변 트러스 수단은 통상 적어도 한쌍의 제1 및 제2링크 부재를 구비하며, 이중 제1링크 부재는 
한 레그의 상단부에 연결되는 외측 단부를 갖고, 제2링크 부재는 레그에 활주 연결되는 외측 단부를 갖는
다. 제1 및 제2링크 부재는 두 레그 사이에서 수평 연장되는 제1절첩 위치에서 레그 위로 연장되는 제2연
장 위치로 연장될 수 있도록 가위 형상으로 함께 피봇 연결된다. 

일실시예에서, 상기 주변 트러스 수단은 두개의 동일한 X형 주변 트러스 쌍을 구비하며, 이 트러스 쌍은 
중심 피벗에 의해 함께 연결되는 제1 및 제2링크 부재의 쌍이다. 링크부재의 두 주변 트러스 쌍은 그 내
측 단부에서 함께 연결되며, 두개의 인접한 레그 사이에서 절첩식 차폐물의 어느 한쪽에 연결된다. 이 실
시예에서, 절첩식 차폐물은 세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측부를 가질수 있다. 

적어도 두개의 중심 트러스 수단 또한 제공되는데, 이 중심 트러스 수단 각각은 가위 형상으로 함께 연결
되는 제1 및 제2링크 부재의 적어도 한쌍을 구비한다. 각각의 중심 트러스 쌍은 하나의 주변 트러스 수단
의 내측 단부에 연결되고, 제1 및 제2링크 부재는 제1절첩 위치에서 제2연장 위치로 연장될 수 있도록 가
위 형상으로 함께 피봇 연장된다. 본 발명의 양호한 특징에서, 레그 슬라이더 부재와 중심 지지 슬라이더 
부재 사이에는 인장 부여 수단이 또한 고정되어 들어올려진 연장 형상의 차폐물 골조에 추가의 강도 및 
안정성을 제공한다. 

통상의 네측부(four-sided) 차폐물 실시예에서는 링크 부재로 된 두개의 제1주변 트러스 쌍이 네개의 레
그 각각에 연결된다. 각각의 레그에 있어서, 레그에 연결된 각 트러스 쌍의 제1링크의 외측 단부는 레그
의 상단부에 피봇 연결되며, 제2링크의 외측 단부는 레그에 활주 가능하게 연결되고, 통상은 레그 상의 
슬라이더 부재에 피봇 고정된다. 링크 부재로된 적어도 두개의 중심 트러스 쌍 또한 가위 형상으로 함꼐 
피봇 연결되어 제공되며, 각각은 주변 트러스 쌍 또한 가위 형상으로 함께 피봇 연결되어 제공되며, 각각
은 주변 트러스 쌍중 하나의 내측 단부에 연결된다. 중심 트러스 쌍의 외측 단부는 통상 주변 트러스 쌍
의 내측 단부 접합부에 피봇 연결된다. 중심 트러스쌍 각각은 통상적으로 제1링크를 가지며, 제1링크는 
일측부에서 주변 트러스쌍의 제1링크중 적어도 하나의 링크의 내측 단부에 연결되는 외측 단부와, 내측단
부 및, 중심 트러스 쌍 제1링크의 종방향 중심점에 위치하는 피벗 지점을 갖는다. 중심 트러스 쌍 각각은 
또한 주변 트러스 쌍의 제2링크중 적어도 하나의 링크의 내측 단부에 연결되는 일측부상의 외측 단부와, 
내측 단부 및, 중심 트러스 쌍 제1링크의 종방향 중심점에 위치하는 피봇지점을 갖는 제1링크를 갖는다. 
중심 트러스 쌍 각각은 또한 주변 트러스 쌍의 제2링크 중 적어도 하나의 링크의 내측 단부에 연결되는 
일측부상의 외측 단부와, 내측 단부및, 중심 트러스 쌍 제2링크의 종방향 중심점에 위치하는 피봇지점을 
갖는 제2링크를 갖는다. 중심 트러스 쌍의 제2링크는 통상 중심 트러스 쌍의 제1링크보다 길며, 따라서 
차폐물의 팽창 형상에서, 제2링크는 레그의 상부 위로 연장된다. 중심 트러스 쌍의 제1 또는 제2링크의 
내측 단부는 또한 적어도 하나의 수직 배치된 중심 지지 부재에 연결되며, 상기 중심 지지 부재는 차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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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가 팽창 형태에 있을때 캐노피를 지지하여 캐노피에 하이 피치, 하이 피킹된 형상(high pitch, high 
peaked shape)을 부여하도록 제공된다. 인장 부여 수단은 또한 레그 슬라이더와 중심 지지 슬라이더 부재 
사이에 제공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세측벽으로 이루어진(three-sided) 차폐물은 각각의 레그에 연결되는 링크 부재로된 두
개의 주변 트러스 쌍을 구비하는 주변 골조를 포함하며, 각각의 트러스 쌍은 레그의 상단부에 피봇 연결
되는 제1링크 부재와, 레그 슬라이더 부재에 피봇 연결되는 외측 단부를 갖는 제2링크를 구비하고, 제2링
크를 레그의 상부 섹션에 활주 가능하게 연결한다. 각 주변 트러스 쌍의 내측 단부는 통상 차폐물 골조의 
일측부의 두 레그 사이에서 중심조정되는 접합부에서 다른 주변 트러스 쌍의 내측 단부에 피봇 연결된다. 
링크 부재로 된 세개의 중심 트러스 쌍 또한 제공되는데, 이들 트러스 쌍 각각은 접합부에서 적어도 하나
의 주변 트러스 쌍의 내측 단부에 피봇 연결된다. 링크 부재로 된 중심 트러스 쌍 각각은 통상 주변 트러
스 쌍의 제1링크중 적어도 하나의 링크의 내측 단부에 연결된 외측 단부를 일측부에 갖는 제1링크를 구비
한다. 중심 트러스 쌍 각각은 또한 주변 트러스 쌍의 제2링크중 적어도 하나의 링크의 내측 단부에 연결
되는 외측 단부를 일측부에 갖는 제2링크를 구비한다. 중심 트러스 쌍의 제2링크는 통상 중심 트러스 쌍
의 제1링크보다 길며, 따라서 차폐물의 팽창된 상태에서, 제2링크는 레그의 상부 위로 연장된다. 중심 트
러스 쌍의 제1 또는 제2링크의 내측 단부는 또한 적어도 하나의 수직 배치된 중심 지지 부재에 연결되며, 
중심 지지 부재는 차폐물 골조가 팽창 형태에 있을때 캐노피를 지지하여 캐노피에 하이피치, 하이 피킹된 
형상을 부여하도록 제공된다. 

본 발명의 상기 및 기타 특징 및 장점들은 후술하는 상세한 설명 및 첨부도면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실시예]

전술한 절첩식 차폐물의 크기 및 가용 머리위 공간(the size and available headroom)은 일반적으로 구조
물의 레그의 연장 길이에 의해 제한되며, 편평한 지붕 구조물을 가지므로 차폐물의 상부에 있는 포켓 또
는 오목부에 비나 눈이 모일 수 있게한다. 본 발명의 절첩식 차폐물은 보다 크고, 보다 가벼운 절첩식 차
폐물 구조물로서, 들어올려진 방풍을 낸 지붕 구조물을 갖는 절첩식 차폐물 구조물을 제공하며, 이러한 
구조물은 또한 차폐물의 강도 및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도면, 특히 도1에 도시된 네개의 측벽을 갖는 제1실시예에 도시되어 있듯이, 본 발명은 적어도 세개의 측
부(14), 양호하게는 네개의 측부와 적어도 세개의 코너(16), 양호하게는 네개의 코너를 갖는 캐노피(12)
를 구비한 절첩식 차폐물(10)로 구체화된다. 상기 캐노피는 캔버스 또는 다른 형태의 직물 또는 플라스틱
과 같은 다른 적절한 시이트 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통상 가볍고 운반하기 쉽도록 나일론 섬유로 형
성된다. 적어도 세개의, 양호하게는 네개의 레그(18)가 캐노피를 지지하며, 하나의 레그는 캐노피의 각 
코너 아래에 배치된다. 특히 도2 및 도5와 관련하여, 각각의 레그는 상단부(20)와 하단부(22)를 가지며, 
각각의 레그는 신축운동하는 상부 섹션(24)과 하부 섹션(26)을 구비하고, 하부 섹션은 레그 높이를 원하
는대로 조절하기 위해 상부 섹션에 제공되는 개구(28)에 인덱싱 인(index in) 하기 위한 스프링 로딩된 
저지 핀(27)을 구비한다.  연장가능한 하부 섹션은 또한 지면 또는 기타 마루면과의 결합을 위해 족부
(foot portion)(29)를 구비한다. 

도2에 가장 잘 도시되어 있듯이, 레그 슬라이더 부재(32) 또한 각 레그의 상부섹션에 활주 가능하게 장착
된다. 도5와 관련하여, 스프링 로딩되는 저지 핀(34) 또한 상부 레그 섹션에 제공되어 후술되듯이, 레그 
슬라이더 부재 내의 개구(36)와 인덱싱된다. 

도2 및 도6을 참조하면, 네개의 측부를 갖는 실시예에서, 주변 골조(38)는 각각의 레그에 직각으로 연결
되는 링크 부재로 된 두개의 제1주변 트러스 쌍(42)을 갖는 주변 트러스 수단(40)을 구비하며, 제1주변 
트러스 쌍 각각은 레그의 상단부에 연결되는외측단부(46)와, 내측 단부(48)와, 종방향 중심(50)과, 상기 
종방향 중심으로부터 외측 단부를 향해 소정 거리(L) 이격되어 있는 피봇 지점(52)을 갖는 제1링크 부재
(44)를 구비한다. 제1주변 트러스쌍 각각은 레그 슬라이더 부재에 피봇 연결된 외측 단부(56)을 갖는 제2
링크(54)를 구비하며, 상기 제2링크를 레그의 상부 섹션에 활주 가능하게 연결시킨다. 상기 제1주변 트러
스 쌍의 제2링크는 내측 단부(58)와, 종방향 중심(60)과, 이 종방향 중심으로부터 내측 단부를 향해 소정 
거리(L1)만큼 이격되어 있는 피봇 지점(62)을 갖는다. 제1주변 트러스 쌍 각각에서의 제1 및 제2링크의 피

봇 지점은 수정 가위 형상으로 피봇 연결되고, 따라서 이들 제1 및 제2링크 부재가 도6에 도시하듯이 차
폐물의 제1절첩 위치에서 다른 레그를 향해 수평으로 짧은 거리 연장하더라도, 제1 및 제2링크 부재는 제
2의 연장 위치로 연장되며 링크 부재의 내측 단부는 도2에 도시하듯이 레그의 상단부 위로 연장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주변 트러스 쌍은 또한 링크 부재의 제2주변 트러스 쌍(64)을 구비하며, 이 링크 부
재는 제1주변 트러스 쌍 각각에 피봇 연결되어 골조를 차폐물의 레그 위로 추가로 연장시킨다. 제2주변 
트러스쌍 각각은 관련 제1주변 트러스 쌍의 제2링크의 내측 단부에 피봇 연결된 외측 단부(68)와, 내측 
단부(70)와, 종방향 중심점(72)과, 이 종방향 중심점으로부터 내측 단부를 향해 소정 거리(L2) 이격되어 

있는 피봇 지점(74)을 갖는 제1링크(66)를 구비한다. 제2주변 트러스 쌍 각각은 또한 관련 제1주변 트러
스 쌍의 제1링크의 내측 단부에 피봇 연결된 외측 단부(78)와, 내측 단부(80)와, 종방향 중심점(82)과, 
이 종방향 중심점으로부터 외측단부를 향해 소정 거리(L2) 이격되어 있는 피봇 지점(84)을 갖는 제2링크

(76)를 갖는다. 제2주변 트러스 쌍 각각에서의 제1 및 제2링크의 피봇 지점들은 통상적으로 함께 피봇 연
결되며, 그 결과 수정 가위 형상을 갖고, 따라서 제2트러스 쌍 또한 레그 사이에서 수평으로 연장되는 제
1절첩 위치로부터, 제1주변 트러스 쌍 위로 연장되는 제2연장 위치로 연장될 수 있다. 각각의 제2주변 트
러스 쌍의 내측 단부(70, 80)는 또한 차폐물 골조의 일측부의 두 레그 사이에 중심조정되는 접합부(86)에
서 다른 제2주변 트러스 쌍의 내측 단부(70, 80)에 피봇 연결된다. 

도2, 도3, 도4에 가장 잘 도시되어 있듯이, 링크 부재로 된 적어도 두개의 외부 중심 트러스 쌍(90)을 갖
는 다수의 중심 트러스 수단(88) 또한 제공되는데, 상기 외부 중심 트러스 쌍 각각은 직각 브래킷 부재
(87)와  같은  접합부(86)에서  제2주변  트러스  쌍중  적어도  하나의  트러스  쌍의  내측  단부에  피봇 
연결되며,  상기  브래킷  부재에는  제2주변  트러스  쌍과  외측  중심  트러스  쌍의  내측  단부가  피봇 
연결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차폐물의 골조는 정방형의 형상을 가지며, 네개의 외부 중심 트러스 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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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고, 차폐물 골조의 네 측부 접합부에 연결된다. 차폐물 골조가 세개의 측부를 갖는 경우, 세개의 
외부 중심 트러스 쌍이 제공될 수도 있다. 외부 중심 트러스 쌍 각각은 통상 제2주변 트러스 쌍의 제2링
크의 내측 단부에 연결되는 외측 단부(94)와, 내측 단부(96)와, 외부 중심 트러스 쌍 제1링크의 종방향 
중심점에 위치하는 피봇 지점(98)을 갖는 제1링크(92)를 구비한다. 외부 중심 트러스 쌍 각각은 또한 제2
주변 트러스 쌍의 제1링크의 내측 단부에 연결되는 외측 단부(102)와, 내측 단부(104)와, 외부 중심 트러
스 쌍 제2링크의 종방향 중심점에 위치하는 피봇 지점(106)을 갖는 제2링크(100)를 구비한다. 외부 중심 
트러스 쌍의 제1 및 제2링크의 피봇 지점 각각은 함께 피봇 연결되어 차폐물 골조의 측부 사이에서 수평
으로 연장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중심 트러스 수단은 또한 링크 부재로 된 저겅도 두개의 내부 중심 트러스 쌍(110)을 
구비하며, 이들 내부 중심 트러스 쌍 각각은 관련 외부 중심 트러스 쌍의 내측 단부에 피봇 연결된다. 내
부 중심 트러스 쌍 각각은 외부 중심 트러스 쌍의 제2링크의 내측 단부에 연결되는 외측 단부(114)와, 내
측 단부(116)와, 내부 중심 트러스 쌍 제1링크의 종방향 중심점에 위치하는 피봇 지점(118)을 갖는 제1링
크(112)를 구비한다. 내부 중심 트러스 쌍 각각은 또한 외부 중심 트러스 쌍의 제1링크의 내측 단부에 연
결되는 외측 단부(122)와, 내측 단부(124)와, 내부 중심 트러스 쌍 제2링크의 종방향 중심점에 위치하는 
피봇 지점(126)을 갖는 제2링크(120)를 구비한다. 내부 중심 트러스 쌍의 제1 및 제2링크의 피봇 지점 각
각은 함께 피봇 연결되어 차폐물 골조의 측부 사이에서 수평으로 연장된다. 내부 중심  트러스 쌍의 제1 
및 제2링크 각각의 내측 단부는 다른 내부 중심 트러스 쌍의 제1 및 제2링크의 내측 단부에 피봇 연결된
다. 내부 중심 트러스 쌍의 내측 단부는 차폐물 골조가 연장 형태에 있을때 캐노피를 지지하도록 제공되
는 적어도 하나의 수직 배치된 중심 지지 부재(130)에 피봇 연결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중심 슬라이더 
부재(132)는 내부 중심 트러스 쌍의 내측 단부에 피봇 연결되고, 상기 차폐물 골조가 연장 형상에 있을때 
중심 지지 부재와 활주 가능하게 결합하도록 배치된다. 내부 중심 트러스 쌍의 제1링크 각각의 내측 단부
는 중심 지지 부재와 중심 슬라이더 부재중 하나에 피봇 연결되며, 내부 중심 트러스 쌍의 제2링크 각각
의 내측 단부는 중심 지지 부재와 중심 슬라이더 부재중 다른 하나에 피봇 연결된다. 

도2 및 도3에 도시된 제1의 네 측부로 된 차폐물의 실시예에 있어서, 인장 부여 수단(138)은 레그 슬라이
더 부재와 중심 지지 슬라이더 부재 사이에 연결되어 차폐물 골조의 연장 형상에 강도와 안정성을 부가한
다. 인장 부여 수단은 레그 슬라이더 상의 브래킷(142)에 의해 각각의 레그에 고정된 제1케이블(140)을 
구비하며, 예를 들어 제1 및 제2케이블을 함께 고정하기 위해 오버 센터 형태의 케이블 록과 같은 케이블 
록(148)을 구비한다. 중심 지지 부재는 또한 캐노피의 상부 센터를 차폐물 골조 위로 추가로 연장시켜 캐
노피를 타이트하게 잡아당기기 위해 피크 폴(peak pole) 부재(150)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절첩식 차폐물(10')의 세측부를 갖는 실시예가 도7에 도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유사한 도면부
호들은 전술한 도면들에서의 유사한 요소를 지칭한다. 세측부로 된 절첩식 차폐물은 전술한 도면에 도시
된 네측부로된 실시예와 유사하다. 세측부로된 차폐물은 세개의 측부(14')와, 세개의 코너(16')를 갖는 
캐노피(12')를 구비한다. 각각의 레그(18')는 레그 높이를 원하는 대로 조절하기 위해 신축운동하는 상부
섹션과 하부섹션을 구비한다. 레그 슬라이더 부재는 또한 전술했듯이 각 레그의 상부 섹션에 활주 가능하
게 장착된다. 

도7에서, 주변 골조(38')는 대략 60도 각도로 레그 각각에 연결되는 링크 부재로 된 두개의 제1주변 트러
스 쌍(42')을 갖는 주변 트러스 수단(40')을 구비하며, 이 제1주변 트러스 쌍 각각은 레그의 상단부에 연
결되는 외측 단부(46')와, 내측 단부(48')와, 종방향 중심(50')과, 이 종방향 중심으로부터 내측 단부를 
향해 소정 거리(L1') 만큼 이격되어 있는 피봇 지점(52')을 갖는 제1링크 부재(44')를 구비한다. 제1주변 

트러스 쌍 각각은 또한, 레그 슬라이더 부재에 피봇 연결되므로써 레그의 상부 섹션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연결되는 제2링크(54')를 추가로 포함한다. 상기 제1주변 트러스 쌍의 제2링크는 내측 단부(58')와, 종방
향 중심(60')과, 이 종방향 중심으로부터 내측 단부를 향해 위와 동일한 소정 거리(L1)만큼 이격되어 있는 

피봇 지점(62')을 갖는다. 제1주변 트러스 쌍 각각에서의 제1 및 제2링크의 피봇 지점은 수정 가위 형상
으로 피봇 연결되며, 따라서 제1 및 제2링크 부재가 도6에서 전술했듯이 차폐물의 제1절첩 위치에서 다른 
레그를 향해 수평으로 짧은 거리 연장하더라도, 제1 및 제2링크 부재는 제2의 연장 위치로 연장되며, 링
크 부재의 내측 단부는 도2에서 전술했듯이 레그의 상단부 위로 연장된다. 

세측벽으로 이루어진 절첩가능한 차폐물 실시예에서, 주변 트러스 수단은 또한 제1 주변 트러스 쌍 각각
에 피봇 연결되어 골조를 차폐물의 레그 위로 추가로 연장시키는 링크 부재로된 제2의 주변 트러스 쌍
(64')을 구비한다. 제2주변 트러스 쌍의 각각은 관련 제1주변 트러스 쌍의 제2링크의 내측 단부에 피봇 
연결된 외측 단부(68')와, 내측 단부(70')와, 종방향 중심점(72')과, 이 종방향 중심점으로부터 내측 단
부를 향해 소정 거리(L2') 이격된 피봇 지점(74')을 갖는 제1링크(66')를 구비한다. 제2주변 트러스 쌍의 

각각은 또한 관련 제1주변 트러스 쌍의 제1링크의 내측 단부에 피봇 연결된 외측단부(78')와, 내측 단부
(80')와, 종방향 중심점(82')과, 이 종방향 중심점으로부터 외측 단부를 향해 소정 거리(L2') 이격된 피봇 

지점(84')을 갖는 제1링크(76')를 구비한다. 제2주변 트러스 쌍 각각에서의 제1 및 제2트러스 링크의 피
봇 지점은 통상 함께 연결되며, 따라서 수정 가위 형상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제2트러스 쌍은 또한 레그 
사이에서 수평으로 연장되는 제1절첩 위치로부터, 제1주변 트러스 쌍 위로 연장되는 제2연장 위치로 연장
될 수 있다. 제2주변 트러스 쌍 각각의 내측 단부는 또한 차폐물 골조의 일측부의 두 레그 사이에서 중심
조정되는 접합부(86')에서 다른 제2주변 트러스 쌍의 내측 단부에 피봇 연결된다. 

도7에서는 세개의 주변 트러스 쌍(88')이 또한 제공되는데, 이는 링크 부재로 이루어지는 적어도 두개의 
외측 중심 트러스 쌍(90')을 구비하며, 외측 중심 트러스 쌍 각각은 직각 브래킷 부재와 같은 접합부
(86')에서 적어도 하나의 제2주변 트러스 쌍의 내측 단부에 피봇 연결되며, 이 브래킷 부재에는 제2주변 
트러스 쌍 및 외측 중심 트러스 쌍의 내측 단부가 피봇 연결된다. 외부 중심 트러스 쌍 각각은 제2주변 
트러스 쌍의 제2링크의 내측 단부에 연결된 외측 단부(94')와, 내측 단부(96')와, 외부 중심 트러스 쌍 
제1링크의 종방향 중심점에 위치된 피봇 지점(98')을 갖는 제1링크(92')를 구비한다. 외부 중심 트러스 
각각은 또한 제2주변 트러스 쌍의 제1링크의 내측 단부에 연결되는 외측 단부(102')와, 내측 단부(104')
와, 외부 중심 트러스 쌍 제2링크의 종방향 중심점에 위치하는 피봇 지점(106')을 갖는 제2링크(100')를 
구비한다. 외부 중심 트러스 쌍의 제1 및 제2링크의 피봇 지점 각각은 함께 피봇 연결되어 차폐물 골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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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부 사이에서 수평 연장된다. 

세측부로 된 절첩식 차폐물 실시예에서, 각 중심 트러스 수단은 또한 링크 부재로 된 내부 중심 트러스 
쌍(110')은 구비하며, 각각의 내부 중심 트러스 쌍은 관련 외부 중심 트러스 쌍의 내측 단부에 피봇 연결
된다.  내부 중심 트러스 쌍 각각은 외부 중심 트러스 쌍의 제2링크의 내측 단부에 연결된 외측 단부
(114')와,  내측 단부(116')와,  내부 중심 트러스 쌍 제1링크의 종방향 중심점에 위치하는 피봇지점(11
8')을 갖는 제1링크(112')를 구비한다. 내부 중심 트러스 쌍 각각은 또한 외부 중심 트러스 쌍의 제1링크
의 내측 단부에 연결된 외측 단부(122')와, 내측 단부(124')와, 내부 중심 트러스 쌍 제2링크의 종방향 
중심점에 위치하는 피봇지점(126')을 갖는 제2링크(120')를 구비한다. 내부 중심 트러스 쌍의 제1 및 제2
링크의 피봇 지점 각각은 함께 피봇 연결되어 차폐물 골조의 측부 사이에서 수평으로 연장된다. 상기 내
부 중심 트러스 쌍의 제1 및 제2링크의 각각의 내측 단부는 다른 내부 중심 트러스 쌍의 제1 및 제2링크
의 내측단부에 피봇 연결된다. 내부 중심 트러스 쌍의 내측 단부는 통상 차폐물 골조가 연장 형상일때 캐
노피를 지지하도록 제공되는 수직 방향 배치된 중심 지지 부재(130')에 연결된다. 전술했듯이, 중심 슬라
이더 부재는 또한 내부 중심 트러스 쌍의 내측 단부에 피봇 연결되며, 차폐물 골조가 연장 형상일때 중심 
지지 부재와 슬라이드가능하게 결합되도록 배치된다. 내부 중심 트러스 쌍의 제1링크 각각의 내측 단부는 
통상적으로 중심 지지부재와 중심 슬라이더 부재중 어느 하나에 피봇 연결되며, 내부 중심 트러스 쌍의 
제2링크 각각의 내측 단부는 통상적으로 중심 지지 부재와 중심 슬라이더 부재중 다른 하나에 피봇 연결
된다.

세측벽으로 된 절첩식 차폐물 실시예에서 레그 슬라이더 부재와 중심 지지 슬라이더 부재 사이에는 또한 
인장  부여  수단(118')이  연결된다.  상기  인장부여수단은  통상적으로  각각의  레그에  고정된 제1케이블
(140')과, 중심 슬라이더에 고정된 제2케이블(144')과, 상기 제1케이블과 제2케이블을 함께 고정하기 위
한 예를 들어 오버센터형의 케이블 록과 같은 케이블 록(148')을 구비한다. 상기 중심 지지 부재는 또한 
캐노피를 타이트하게 잡아당기기 위해 차폐물 골조 위에서 캐노피의 상부 중심을 추가로 연장하는 피크 
폴 부재(비도시)를 구비한다. 

도8에 도시된 제3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적어도 세개의 양호하게는 네개의 측부(214)와, 적어도 세개의 
양호하게는 네개의 코너(216)를 갖는 캐노피(212)를 구비하는 절첩식 차폐물(210)로 구체환된다. 상기 캐
노피는  캔버스  또는  다른  형태의  천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다른  적절한  시이트  재료로  제조될  수도 
있지만, 가볍고 운반이 용이하도록 나일론 섬유로 제조된다. 적어도 세개의 양호하게는 네개의 레그(21
8)가 상기 캐노피를 지지하며, 캐노피의 각 코너 아래에는 레그가 배치된다. 특히 도9를 참조하면, 각각
의 레그는 상단부(220)와 하단부(222)를 가지며, 통상적으로 각각의 레그는 신축 운동하는 상부 섹션 및 
하부 섹션(224, 226)을 구비하고, 하부 섹션은 레그 높이를 원하는대로 조절하기 위해 상부 섹션에 제공
되는 구멍(228)에 삽입되는 스프링 로딩되는 멈춤 핀(227)을 구비한다. 연장가능한 하부 섹션은 또한 지
면이나 다른 바닥면과 결합되는 족부(foot portion)(229)를 구비한다. 

도5 및 도9에서, 레그 각각의 상부 섹션에는 또한 레그 슬라이더 부재(232)가 활주가능하게 장착된다. 상
부 레그 섹션에는 또한 레그 슬라이더 부재내의 구멍에 삽입되는 스프링 로딩되는 멈춤핀이 제공된다. 

도9와 도11의 다른 실시예에서, 주변 골조(238)는 각각의 레그에 직각으로 연결되는 링크 부재로 된 두개
의 주변 트러스 쌍(242)를 갖는 주변 트러스 수단(240)을 구비하며, 주변 트러스 쌍 각각은 레그의 상단
부에 연결되는 외측 단부(246)와, 내측 단부(248)와, 종방향 중심(250)과, 레그 슬라이더 부재에 피봇 연
결된 외측 단부(256)를 갖는 제2링크(254)에 피봇 연결되어 제2링크를 레그의 상부 섹션에 활주 가능하게 
연결하는 제1링크 부재를 갖는다. 주변 트러스 쌍의 제2링크는 내측 단부(258)와, 종방향 중심(260)과, 
중심 위치된 피봇 지점(262)을 구비한다. 주변 트러스 쌍 각각에서의 제1 및 제2링크는 그 피봇 지점에서 
표준 가위 형상으로 피봇 연결된다. 

각 주변 트러스 쌍의 내측 단부(248,258)는 또한 차폐물 골조의 일측부의 두 레그 사이에 중심이 위치하
는 접합부(286)에서 다른 주변 트러스 쌍의 내측 단부(248, 258)에 피봇 연결된다. 

도9와 도10에 가장 잘 도시되어 있듯이, 링크 부재로 된 다수의 중심 트러스 쌍(288)이 추가로 제공되며, 
이들 중심 트러스 쌍 각각은 직각 브래킷 부재(287)와 같은 접합부(286)에서 주변 트러스 쌍의 내측 단부
에  피봇  연결되고,  상기  브래킷  부재에는  주변  트러스  쌍과  중심  트러스  쌍의  내측  단부에  피봇 
연결된다. 이 제3실시예에서, 차폐물 골조는 정방형상을 가지며, 네개의 주변 트러스 쌍이 제공되어 차폐
물 골조의 네측부 접합부에 연결된다. 차페물 골조가 세개의 측벽을 갖는 경우, 후술하듯이 세개의 주변 
트러스 쌍이 제공된다. 중심 트러스 쌍 각각은 일측부에서 주변 트러스 쌍의 제1링크중 적어도 하나의 링
크의 내측 단부에 연결되는 외측 단부(294)와, 내측 단부(296)와, 중심 트러스 쌍 제1링크의 종방향 중심
점에 위치하는 피봇 지점(298)을 갖는 제1링크(292)를 갖는다. 중심 트러스 쌍 각각은 또한 일측부에서 
주변 트러스 쌍의 제2링크중 적어도 하나의 링크의 내측 단부에 연결되는 외측 단부(302)와, 내측 단부
(304)와, 중심 트러스 쌍 제2링크의 종방향 중심점에 위치하는 피봇 지점(306)을 갖는 제2링크(300)를 갖
는다. 상기 중심 트러스 쌍의 제2링크는 중심 트러스 쌍의 제1링크보다 길며, 따라서 차폐물이 연장된 형
상에서, 제2링크는 레그의 상부 위로 연장되어 차폐물에 높은 피킹된 캐노피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대
략 10 피트 육인치 길이의 제1링크에서 제2링크는 대략 12피트의 길이일 수 있으며, 제2링크의 상부 내측
단부는 레그 및 주변 트러스 쌍 접합부 위로 대략 4피트에 달한다. 

중심 트러스 쌍의 제1 또는 제2링크의 내측 단부는 또한 적어도 하나의 수직 배치된 중심 지지 부재(33
0)에 연결되며, 이 중심 지지 부재는 캐노피를 지지하고 차폐물 골조가 연장 형상일때 캐노피에 고 피치, 
고 피킹된 형상을 부여하도록 제공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중심 트러스 쌍은 브래킷(332)에 의해 중심 
지지 부재에 피봇 연결된다. 중심 슬라이더 부재(333)는 중심 트러스 쌍의 다른 제1 또는 제2링크의 내측 
단부에 피봇 연결되며, 차페물 골조가 연장 형상일때 중심 지지 부재와 활주 가능하게 결합되어 이를 안
정화시키도록 배치된다. 

이 실시예의 하나의 특징은 차폐물 골조의 연장 형상에 강도와 안정성을 추가하기 위해 레그 슬라이더 부
재와 중심 슬라이더 부재 사이에 연결되는 인장부여 수단(338)일 수 있다. 상기 인장 부여 수단은 통상 
레그 슬라이더 상에서 브래킷(342)에 의해 각 레그에 고정되는 제1케이블(340)과, 중심 슬라이더 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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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킷(346)에 고정되는 제2케이블(344)과, 제1 및 제2케이블을 함께 고정하는 예를 들어 케이블 록과 같
은 오버 센터 형식의 케이블  록(348)을 구비한다. 상기 중심 지지 부재는 또한 캐노피의 상부 중심을 차
폐물 골조 위로 추가로 연장하여 캐노피를 타이트하게 잡아당기기 위한 피크폴 부재(350)를 구비한다. 

도8 내지 도11에 도시된 네측부 실시예와 거의 유사한 본 발명의 절첩식 차폐물(410)의 세측부 실시예가 
도12와 도13에 도시되어 있으며, 이들 도면에서 유사 도면부호는 도8 내지 도11의 것과 유사한 요소를 지
칭한다. 세측부 차폐물은 세측부(414)와 세코너(416)를 갖는 캐노피(412)를 구비한다. 각각의 레그(418)
는 또한 전술했듯이, 레그 높이를 원하는대로 조절하기 위한 신축운동하는 상부 섹션(424)과 하부 섹션
(426)을 구비한다. 레그 슬라이더 부재(432)는 또한 전술했듯이, 각 레그의 상부 섹션에 활주가능하게 장
착된다. 

도12와 도13에서 주변 골조(438)는 대략 60도의 각도로 레그 각각에 연결되는 링크 부재로 된 두개의 주
변 트러스 쌍(442)을 구비한 주변 트러스 수단(440)을 구비하며, 제1주변 트러스 쌍 각각은 레그의 상단
부에 연결된 외측 단부(446)와, 내측단부(448)와, 종방향 중심(450)과, 레그 슬라이더 부재에 피봇 연결
된 외측 단부(456)를 갖는 제2링크(454)에 피봇 연결되어 제2링크를 레그의 상부 섹션에 활주가능하게 연
결하는 중앙에 위치하는 피봇 지저(452)을 갖는 제1링크 부재(444)를 구비한다. 주변 트러스 쌍의 제2링
크는 내측 단부(458)와, 종방향 중심(460)과, 중앙에 위치한 피봇지점(462)를 구비한다. 주변 트러스 쌍 
각각에서의 제1 및 제2링크의 피봇 지점은 정상 가위 형상으로 피봇 연결된다. 각 주변 트러스 상의 내측 
단부는 통상 차폐물 골조의 일측부의 두 레그 사이에 중심 위치하는 접합부(486)에서 다른 주변 트러스 
쌍의 내측 단부에 피봇 연결된다. 

도12 및 도13과 관련해서는 링크 부재로 된 세개의 중심 트러스 쌍(488)이 또한 제공되는데, 트러스 쌍 
각각은 직각 브래킷 부재(487)와 같은 접합부(486)에서 주변 트러스 쌍중 적어도 하나의 트러스 쌍의 내
측 단부에 피봇 연결되고, 이 브래킷 부재에는 주변 트러스 쌍과 중심 트러스 쌍의 내측 단부가 피봇 연
결된다. 링크 부재로 된 중심 트러스 쌍 각각은 통상 일측부에 주변 트러스 쌍의 제1링크의 적어도 하나
의 링크의 내측 단부에 연결된 외측 단부(494)와, 내측 단부(496)와, 중심 트러스 쌍 제1링크의 종방향 
중심점에 위치한 피봇 지점(498)을 갖는 제1링크(492)를 구비한다. 중심 트러스 쌍 각각은 또한 일측부에 
주변 트러스 쌍의 제2링크의 적어도 하나의 링크의 내측 단부에 연결된 외측 단부(502)와,  내측 단부
(504)와, 중심 트러스 쌍 제2링크의 종방향 중심점에 위치한 피봇 지점(506)을 갖는 제2링크(500)를 구비
한다. 중심 트러스 쌍의 제2링크는 통상 중심 트러스 상의 제1링크 보다 길며, 따라서 차폐물의 연장된 
형상에서 제2링크는 레그의 상부 위로 연장되어 차폐물에 높은 피킹된 캐노피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대
략 10피트 6인치 길이의 제1링크에 있어서는 제2링크가 대략 12피트 길이일 수 있으며, 제2링크의 상부 
내측 단부는 레그의 상부 및 주변 트러스 쌍의 접합부 위로 대략 4피트에 달한다. 

중심 트러스 쌍의 제1 또는 제2링크의 내측 단부는 또한 도8 내지 도11에 도시하듯이, 적어도 하나의 수
직 배치된 중심 지지 부재(530)에 연결되며, 지지 부재는 차폐물 골조가 연장 형상일때, 캐노피를 지지하
여 캐노피에 고피치와 높은 피킹된 형상을 부여하도록 제공된다. 중심 트러스 쌍의 제1 또는 제2링크중 
다른 링크의 내측 단부에는 중심 슬라이더 부재가 피봇 연결되며 이 중심 슬라이더 부재는 차폐물 골조가 
연장 형상일 때 중심 지지 부재와 활주 결합되어 이를 안정시키도록 배치된다. 

세측부를 갖는 절첩식 차폐물 실시예에서 레그 슬라이더 부재와 중심 지지부재 사이에는 또한 인장 부여 
수단(538)이 연결된다. 상기 인장 부여 수단은 통상 각 레그에 고정된 제1 케이블(540)과, 중심 슬라이더
에 고정된 제2케이블(544) 및, 상기 제1 및 제2케이블을 함께 고정하기 위한 예를 들어 오버센터 형식의 
케이블 록(548)을 구비한다. 전술했듯이, 중심 지지 부재는 또한 캐노피의 상부 중심을 차폐물 골조 위로 
추가 연장하여 캐노피를 타이트하게 잡아당기기 위한 피크 폴 부재(550)를 구비할 수 있다. 

전술한 내용에 비추어볼때, 본 발명이 들어올려지는 지붕을 가지며 신속히 세울수 있고 접을 수 있는 차
폐물을 제공하며, 상기 지붕은 보다 넓은 머리위 공간을 제공하도록 들어올려지고, 본 발명은 박공을 내
거나 높고 경사진 피킹된 지붕을 제공하여 비나 눈 및 파편이 떨어지게 하고 골조가 연장된 형상일때 차
폐물에 보다 큰 강도와 안정성을 제공한다.

전술한 내용으로부터, 본 발명의 특정 형태가 기술 및 도시되었으나 본 발명의 취지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다양한 수정이 가능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처구범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마땅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셋이상의 측부와 셋이상의 코너를 갖는 캐노피와, 상기 캐노피를 지지하는 셋이상의 수직 배치된 레그를 
갖는 레그 조립체로서, 각각의 레그가 캐노피 코너 각각의 아래에 배치되고 상단부와 하단부를 갖는 레그 
조립체와, 링크 부재로 된 둘이상의 중심 트러스 쌍 및, 상기 둘이상의 중심 트러스 쌍을 레그 조립체에 
장착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링크 부재로 된 주변 트러스 쌍 각각은 가위 형상으로 함께 연결되
는 제1 및 제2링크 부재를 구비하고, 상기 제1 및 제2링크 부재는 제1절첩 위치로부터 제2연장 위치로 연
장될 수 있도록 가위 형상으로 함께 피봇 연결되며, 상기 중심  트러스 쌍의 제2링크는 차폐물의 제2연장 
위치에서 레그의 상단부위로 연장되도록 중심 트러스 쌍의 제1링크보다 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절첩식 차
폐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캐노피를 지지하는 수직 배치된 중심 지지 부재와, 상기 중심 지지 부재와 활주 가
능하게 결합되도록 배치된 중심 지지 슬라이더 부재를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중심 트러스 쌍의 제1링크 
각각의 내측 단부는 상기 중심 지지 부재와 중심 지지 슬라이더 부재중 어느하나에 피봇 연결되고, 상기 
중심 트러스 쌍의 제2링크 각각의 내측 단부는 상기 중심 지지 부재와 중심 지지 슬라이더 부재중 다른 
하나에 피봇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절첩식 차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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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그 각각에 활주가능하게 장착되는 레그 슬라이더 부재를 추가로 포함하며, 레그 
슬라이더 부재에는 장착 수단이 피봇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절첩식 차폐물.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레그 각각에 활주 가능하게 장착되고 상기 장착수단과 피봇 연결되는 레그 슬라이
더 부재 및, 상기 레그 슬라이더 부재와 중심 지지 슬라이더 부재 사이에 연결되는 인장 부여 수단을 추
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절첩식 차폐물.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인장 부여 수단은, 그 각각이 상기 레그 슬라이더에 고정되는 다수의 제1케이블과, 
그 각각이 상기 중심 지지 슬라이더 부재에 고정되는 다수의 제2케이블및, 상기 제1케이블 및 제2케이블 
각각을 고정하는 케이블 로킹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절첩식 차폐물.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링크 부재로된 상기 둘이상의 중심 트러스 쌍을 레그 조립체에 장착하기 위한 수단은 각
각의 레그에 연결되는 링크 부재로 된 둘이상의 주변 트러스 쌍을 포함하며, 상기 주변 트러스 쌍 각각은 
제1 및 제2링크 부재를 구비하고, 상기 제1링크 부재는 하나의 레그의 상단부에 연결되는 외측 단부를 가
지며, 상기 제2링크 부재는 레그에 활주 가능하게 연결되는 단부를 갖고, 상기 제1 및 제2링크 부재는 제
1절첩 위치로부터 상기 레그 위로 연장되는 제2연장 위치로 연장될 수 있도록 가위 형상으로 함께 피봇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절첩식 차폐물.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그 각각은 신축 운동하는 상부 레그부 및, 이 상부 섹션에 활주 가능하게 장착되
는 연장가능한 하부 레그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절첩식 차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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