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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LED 점멸등 전구

요약

본 고안은 자동차 점멸등(브레이크등, 방향등) 쇼켓에는 필라멘트 전구(1)가 장착되어 있는데 기존 일반 자동차 점멸등(브

레이크등, 방향등)인 필라멘트 전구(1)는 형태가 일정하므로, 필라멘트 전구(1)가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 점멸등(브레이크

등 방향등) 쇼켓의 형태도 일정하다는것에 착안하여 기존 일반 자동차 점멸등(브레이크등, 방향등) 쇼켓 형태에 맞도록 유

리구(2-1), 1개이상의 LED 램프(2-2), 저항(2-5), 꼭지쇠(2-3), 꼭지(2-4)로 구성하여 기존 일반 자동차 점멸등 쇼켓 내

부를 고치지 않고도 기존 일반 자동차 점멸등 쇼켓에 장착할수 있도록 구성한 LED 점멸등 전구(2)에 관한것으로 기존 일

반 자동차 점멸등(브레이크, 방향등) 쇼켓에 장착되어 있는 필라멘트 전구(1)는 소비전력이 높아 밧데리 수명도 짧아지고

필라멘트 수명도 예측이 불가능하여 운전도중 필라멘트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지게되면 점멸등(브레이크등, 방향등)이

작동이 안되어 안전운전에 문제점이 있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필라멘트 전구

(1) 대신 LED 점멸등 전구(2)를 자동차 점멸등 쇼켓에 장착할수 있게 구성함으로써 소비전력이 낮아져 자동차 각종 전선

에 부담을 덜주어 화재의 위험을 없애며 자동차 밧데리 소모량도 적어짐에 따라 자동차 밧데리도 오래쓸수 있고 또한 LED

점멸등 전구(2)의 빛은 선명하여 점멸이 또렷하고 확실하여 후방차량에게 방향 브레이크 신호를 확실하게 전달할수 있으

며, LED 점멸등 전구(2)의 수명은 반영구적이어서 운전도중 브레이크등이나 신호등 빛이 꺼지지 않으므로 안전운행을 할

수 있으며 LED 점멸등 전구 빛은 선명하고 화려해서 자동차가 보다 고급스러움을 나타내어 상품성 가치의 효과를 나타내

는등 LED 점멸등 전구(2)는 필라멘트 전구(1)의 단점과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음을 물론 자동차 상품의 가치를 올려주며,

자동차 안전운전에도 도움을 주므로 고안하게 되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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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 기존 일반 자동차 점멸등 쇼켓에 장착된 필라멘트 전구(1)의 구성도

도2 LED 점멸등 전구(2) 구성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ㆍ필라멘트 전구(1)

(1-1) 유리구 (1-2) 필라멘트

(1-3) 꼭지쇠 (1-4) 꼭지

ㆍLED 점멸등 전구(2)

(2-1) 유리구 (2-2) 1개 이상의 LED 램프

(2-3) 꼭지쇠 (2-4) 꼭지

(2-5) 저항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자동차 점멸등(브레이크등, 방향등) 쇼켓에 필라멘트 전구(1)가 장착되어 있는데 필라멘트 전구(1)는 소비전력

이 높아 자동차의 각종 전선에 부담을 주어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자동차 밧데리 소모량도 많아 밧데리 수명도 짧아지고

필라멘트 전구의 수명은 예측이 불가능하여 운전도중에 필라멘트가 끊어지게 되면 브레이크, 신호를 나타낼수 없으므로

안전운전에도 문제가 있는등 여러가지 단점과 문제점이 발생되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고급승용차에는 많은

LED 램프가 형성된 점멸등 BOX가 장착되어 있는데 고급승용차에 장착된 LED 점멸등은 그 종류의 승용차에만 장착할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어 기존 일반 자동차에 장착하려면 기존 일반 자동차 점멸등 쇼켓의 내부를 완전히 고쳐도 장착이 불가

능한 문제점이 있는 실정이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고안은 전술한 바와 같은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기존의 일반 자동차 점멸등(브레이

크등, 방향등)인 필라멘트 전구(1)는 형태가 일정하므로 필라멘트 전구(1)가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 점멸등(브레이크등, 방

향등) 쇼켓도 형태가 일정하다는것에 착안하여 기존 일정한 형태의 일반 자동차 점멸등(브레이크등, 방향등) 쇼켓형태에

맞도록 구성된 LED 점멸등 전구(2) - (유리구(2-1), 1개이상의 LED 램프(2-2), 저항(2-5), 꼭지쇠(2-3), 꼭지(2-4))는

기존 일반 자동차 점멸등(브레이크등, 방향등) 쇼켓형태에 맞도록 구성되어 있어 기존 일반 자동차 점멸등(브레이크등, 방

향등) 쇼켓 내부를 고치지 않고도 자동차 점멸등(브레이크등, 방향등) 쇼켓에 장착할수 있게 고안하여 기존 일반 자동차 점

멸등 쇼켓에 장착된 필라멘트 전구(1) 대신 LED 점멸등 전구(2)를 장착함으로써 소비전력이 낮아져 자동차의 각종 전선에

부담을 덜주어 화재의 위험이 없으며 자동차 밧데리 소모량도 적어 자동차 밧데리도 오래쓸수 있으며 LED 램프의 수명은

반영구적이어서 운전도중 LED 램프가 꺼지는 경우가 없으므로 안전운전을 할수 있고, LED 빛은 선명하여 점멸등(브레이

크등, 방향등)의 점멸이 또렷하고 확실하여 후방차량에게 방향, 브레이크 신호를 확실하게 전달할수 있으며 LED 점멸등

전구(2) 빛은 필라멘트 전구(1) 빛보다 선명하고 화려하여 자동차가 보다 더 고급스러움을 나타내어 상품성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등 LED 점멸등 전구(2)는 필라멘트 전구(1)의 단점과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음은 물론 상품성가치와 자동차 안

전운전에도 도움을 주므로 고안하게 되었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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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된 바와 같이 도1 기존 일반 자동차 점멸등(브레이크등, 방향등) 쇼켓에 장착된 필라멘트 전구 구성도, 도2 LED 점멸

등 전구의 구성도

기존 일반 자동차 점멸등(브레이크등, 방향등)의 필라멘트 전구(1)는 형태가 일정하므로 필라멘트 전구(1)가 장착되어 있

는 자동차 점멸등(브레이크등, 방향등) 쇼켓도 형태가 일정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LED 점멸등 전구(2) - (유리구(2-1), 1

개이상의 LED 램프(2-2), 저항(2-5), 꼭지쇠(2-3), 꼭지(2-4))를 기존 일반 자동차 점멸등(브레이크등, 방향등) 쇼켓 형

태에 맞도록 구성함으로써 기존 일반 자동차 점멸등 쇼켓 내부를 고치지 않아도 기존 일반 자동차 점멸등(브레이크등, 방

향등) 쇼켓에 장착할수 있도록 하여 기존 일반 자동차 점멸등(브레이크등, 방향등) 쇼켓에 장착된 필라멘트 전구(1) 대신

LED 점멸등 전구(2)를 장착할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고안의 효과

이상에서 상술한 바와같이 기존 일반 자동차 점멸등(브레이크등 방향등) 쇼켓에 장착된 필라멘트 전구(1) 대신 LED 점멸

등 전구(2) - (유리구(2-1), 1개이상의 LED 램프(2-2) 꼭지쇠(2-3) 꼭지(2-4) 저항(2-5))를 장착함으로써 소비전력이

낮아져서 자동차 각종전선에 부담을 덜주어 화재의 위험을 없애고, 밧데리 소모량도 적어져서 밧데리도 오래쓸수 있으며

LED 점멸등 전구(2) 빛은 선명하여 점멸이 또렷하고 확실하여 후방차량에게 브레이크, 방향 신호를 확실하게 전달할수 있

으며, LED 램프의 수명은 반영구적이어서 운전도중 LED 램프가 꺼지는 경우가 거의 발생되지 않으므로 안전운전에도 도

움을 주고, LED 점멸등 전구(2) 빛은 선명하고 화려하여 자동차가 보다 고급스러움을 나타내어 상품성 가치를 높이는 등

LED 점멸등 전구(2)는 필라멘트 전구(1)의 단점과 문제점을 해결함은 물론 자동차 안전운전에도 도움을 주므로 효과적이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필라멘트 전구(1)가 장착되어 있는 일반 자동차 점멸등(브레이크등, 방향등) 쇼켓은 일정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정

한 형태로 구성되어진 일반 자동차 점멸등(브레이크 방향등) 쇼켓에 맞도록 유리구(2-1) 1개이상의 LED 램프(2-2), 꼭지

쇠(2-3) 꼭지(2-4), 저항(2-5)으로 구성되어진 LED 점멸등 전구(2).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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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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