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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모듈(200)은 차량의 오버헤드 시스템에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다. 상기 모듈(200)은 차량의

내측 오버헤브부에 위치되는 장방형부재(30)와 결합되는 하우징(202), 상기 하우징(202)내의 보관공간(206)으로의 출입

을 제공하도록 상기 하우징(202)에 결합되는 클로저 패널(208), 및 서브모듈(210)의 대응 제2패턴 연결지점과 결합되도

록 이루어지는 제1패턴 연결지점을 포함한다. 또한, 차량의 오버헤드 시스템에서 모듈(200)로 사용하기 위한 서브모듈

(210)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차량의 오버헤드 시스템의 모듈로의 서브모듈 제공방법은 상기 모듈(200)의 보관공간

(206)내에 서브모듈(210)을 위치시키고, 상기 모듈(200)의 제1패턴 연결지점을 상기 서브모듈(210)의 제2패턴 연결지점

과 정렬시키며, 상기 모듈(200)에 서브모듈(210)을 결합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15c

색인어

차량용오버헤드시스템, 모듈, 서브모듈, 하우징, 클로저 패널, 연결지점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차량 모듈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차량 모듈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모듈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차량 전방부의 모듈보관실은, 램프와 같은 부품, 소보관실 및 나침반, 온도표시 및 시계와 같은 전기기구를 설

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콘솔(console)을 포함하며, 이는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모듈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차량의 구조부에

상기 물품(article)을 영구적으로 부착하기 위한 장착 형태를 가지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차량 조립시에 공장에서 선택

부품이 장착되므로, 차량의 조립에 앞서 원하는 사양에 대한 사용자의 선택이 요구되며, 또는 이미 설치된 선택 사양에 대

하여 사용자의 승인이 요구된다.

따라서, 차량과 관련하여 또는 차량을 이용하도록 되어있는 선택적으로 착탈가능한 일련의 사용자 지향(user-oriented)

의 물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모듈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은 이점이 있다. 또한, 차량 내부의 화물 공간이나 차량의

내부측뿐만 아니라 대략 차량의 내부 오버헤드(overhead)부의 전체 길이에 따라 이러한 모듈시스템을 제공하는 것도 이

점이 있다. 또한, 차량의 유틸리티(utility) 공급원으로부터 교체가능하게 선택되는 물품까지 시설물의 숨겨진 배치상태를

제공하는 모듈시스템을 제공하는 것도 이점이 있다. 또한, 어떤 종류의 물품은 차량 작동자에게 내재된 산만함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차량의 소정부분에만 설치가능하게 하는 모듈시스템을 제공하는 것도 이점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차량의 오버헤드 시스템에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모듈에 관한 것이며, 상기 모듈은 차량의 내측 오버헤브부에

위치되는 하나 이상의 장방형 부재와 결합되는 하우징, 상기 하우징내의 보관공간으로의 출입을 제공하도록 구성되고 상

기 하우징에 결합되는 클로저 패널(closure panel), 및 서브모듈의 대응 제2패턴 연결지점(second pattern of connection

point)과 결합되도록 이루어지는 제1패턴 연결지점(first pattern of connection point)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차량의 내측 오버헤드부에 결합되는 하나 이상의 장방형 부재를 구비하는 차량용 오버헤드시스템에 모듈

과 사용하기 위한 서브모듈을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차량의 오버헤드 시스템의 모듈로의 서브모듈 제공방법

은 상기 모듈의 보관공간내에 서브모듈을 위치시키고, 상기 모듈의 제1패턴 연결지점을 상기 서브모듈의 제2패턴 연결지

점과 정렬시키며, 상기 모듈에 서브모듈을 결합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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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차량의 내측 오버헤드부에 서브모듈을 장착하기 위한 도구에 관한 것으로, 상기 도구는 내부보관공간을

구비한 하우징, 상기 서브모듈의 제2패턴 연결지점과 결합가능하게 이루어지는 상기 하우징의 제1패턴 연결지점, 및 상기

모듈과 서브모듈을 연결하도록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유틸리티 커넥터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차량의 오버헤드 시스템의 모듈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서브모듈에 관한 것으로, 모듈의 제2패턴 연결지점

과 장착관계로 결합되도록 구성되는 제1패턴 연결지점을 구비한 브라켓, 상기 모듈의 보관공간내에 적합한 크기 및 형태

를 갖는 물품, 및 상기 물품을 브라켓에 결합시키도록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결합부재(coupler)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차량용 오버헤드 시스템에 설치되도록 이루어지고 내부에 서브모듈을 보관하도록 구성되는 모듈에 관한

것으로, 하우징, 상기 하우징과 결합되고 보관공간을 형성하는 베이스, 상기 오버헤드 시스템의 장방형 부재와 결합되도록

구성되며 상기 베이스와 하우징 중 적어도 하나와 결합되는 홀더, 및 상기 보관공간내에서 상기 서브모듈을 고정시키도록

구성되는 연결부를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차량 내부에 설치된 모듈시스템을 상방향으로 바라본 사시도.

도2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단부커버 트림편을 구비한 모듈시스템을 상방향으로 바라본 사시도.

도2b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단부커버 트림편이 제거된 모듈시스템을 상방향으로 바라본 사시도.

도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모듈시스템을 하방향으로 바라본 사시도.

도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모듈시스템의 정면도.

도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모듈시스템을 상방향으로 바라본 배면도.

도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모듈시스템을 도3의 6-6라인에 따라 나타낸 단면도.

도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서 도5의 7-7라인에 따라 모듈시스템의 결합위치에서의 부착상태를 나타낸 단면도.

도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서 도7에서 모듈시스템의 해제위치에서의 부착상태를 나타낸 단면도.

도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서 도7에서 모듈시스템의 결합위치에서의 부착상태를 나타낸 단면도.

도1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서 도7에서 모듈시스템의 해제위치에서의 부착상태를 나타낸 단면도.

도11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서 도7에서 모듈시스템의 결합위치에서의 부착상태를 나타낸 단면도.

도1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서 도7에서 모듈시스템의 해제위치에서의 부착상태를 나타낸 단면도.

도1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서 도7에서 모듈시스템의 결합위치에서의 부착상태를 나타낸 단면도.

도1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서 도7에서 모듈시스템의 해제위치에서의 부착상태를 나타낸 단면도.

도15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른 모듈을 수용하도록 이루어지는 모듈의 사시도.

도15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다른 모듈을 수용하도록 이루어지는 모듈의 사시도.

도15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다른 모듈을 수용하도록 이루어지는 모듈의 분해사시도.

도16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다른 모듈을 수용하도록 이루어지는 모듈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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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6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다른 모듈을 수용하도록 이루어지는 모듈의 정면도.

도16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다른 모듈을 수용하도록 이루어지는 모듈의 배면도.

실시예

도1 및 도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물품(article)(20)을 설치하기 위한 모듈시스템(modular system)(10)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차량의 내부패널(interior panel)(24)(예를 들면, 도어(door)나 사이드패널(side panel), 커버, 헤

드라이너(headliner) 등)을 따라 개략적으로(전형적인 물품은 여기에서 설명될 것이다.) 나타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설명

되는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화물 적재공간 같은 차량의 내부공간 또는 도어나 사이드패널 같은 차량의 측면을 따라 물

품(20)을 장착하기 위하여 모듈시스템(10)이 적용된다. 모듈시스템(10)은 내부패널(24)을 따라 차량에 소정의 원하는 형

태로 지향되는 레일(rail), 트랙(track), 채널(channel), 홀더(holder), 바(bar), 로드(rod), 폴(pole) 등과 같은 대략 평행한

두 설치부재(30)를 포함한다. 상기 설치부재(30)는 개개의 차량 스타일에 적합한 측부 공간을 구비하나 상기 공간은 각기

다른 차량의 스타일과 모델 사이에서 변경될 수 있고, 상기 설치부재(30)는 물품(20)을 설치하기 위하여 적합한 임의의 측

부 공간을 구비할 수 있다. 도3에 개략적으로 나타낸 하나 이상의 위치조정기구(positioner)(31)는 물품(20)을 수용하기

위하여 부재(30)의 측부 공간에 고정하여 이용될 수 있다. 오버헤드(overhead)에 응용하기 위하여, 상기 부재(30)는 차량

에 측방향으로 집중되고 세로방향으로 지향될 수 있고, 그러나 상기 부재(30)는 물품(20)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내부패널(24)의 소정의 측부 위치에 위치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부재(30)는 루프(roof) 구조물에서

루프윈도우나 또는 다른 불연속적인 것에 적용하기 위하여 전방부분(forward segment) 및/또는 후방부분(rearward

segment)(미도시)으로 분리될 수 있다. 상기 부재(30)는 물품(20)을 교체가능하게 수용하기 위한 시스템의 유연성 및 유

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내부패널(24)을 따라 측방향으로 지향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하나의 부재

(30)가 선택적이면서 교체가능하게 다른 하나의 부재(30)와 결합되도록 이루어지는 물품(20)과 함께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부재(30)는 물품(20)을 부착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 내부공간의 필라

(pillar)(미도시) 또는 일반적인 다른 수직지지칼럼(column)에 설치될 수 있다. 이러한 필라는 필라가 장착된(pillar-

mounted) 부재에 물품을 부착하는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재(30)에 설치된 물품에 의하여 고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부재(30)의 구성 형태가 도6에 나타나 있다. 도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부재(30)는 일반적

으로 중공의 단면 형상을 구비하며 부재(30)의 상부에 위치한 평평한 베이스(32)(예를 들면, 뒤, 접촉면 등)와 상기 베이스

로 부터 돌출되는 복수개의 세로방향 리브(34)를 포함한다. 상기 리브(34)는 내부패널(24)의 표면을 고정하기 위하여 외측

가장자리부(outside edge)에 제공되고, 상기 부재(30)가 루프 구조에 고정될 경우 한 쌍의 리브(34)는 커넥터(160, 60)와

정렬하기 위해 중앙에 위치된다. 상기 부재(30)는 홈(38)(예를 들면, 노치(notch), 인서트(inset), 슬롯(slot), 그루브

(groove), 채널(channel) 등)을 가지며 외측방향으로 돌출되어 지지하는 돌출부(ledge)(40)(예를 들면, 코너(corner), 견

부(shoulder), 가장자리부 등)를 형성하는 일체화된 측부(36)도 포함한다. 상기 홈(38)과 돌출부(40)는 돌출부(40)와 일치

되도록 적합하게 대응하는 구조물을 가지는 물품(20)(개략적으로 도시된)을 수용하고 지지하기 위한 외부 구조물을 제공

한다. 구체적으로 본 실시예에서, 상기 돌출부(40)는 수평하며(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돌출부(40)와 홈(38)은 물품(20)을

수용하는 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90°이하로 형성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부재(30)는 원형의 단면 형상(미

도시)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외부 표면이 물품(20)을 수용하고 지지하기 위하여 홈(38) 및 돌출부(40)와 유사한 세로방

향의 홈 및 돌출부를 제공하는 형태인 임의의 다른 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부재

(30)는 경계면에 설치하는 다른 물품을 제공하고 부재(30)의 특정 위치를 따라 어떤 물품의 설치를 허가 또는 금지할 수 있

는 연동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적합한 구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2홈 및 돌출부(미도시)를 구비할 수 있다.

돌출부(40) 아래쪽인 측부(36)는 세로방향의 개구부(48)를 형성하기 위하여 내부 코너(46)를 제공하는 리턴밴드(return

bend)(44)로 형성하는 내측방향으로 만곡된 하부 부분(42)을 포함한다. 도5 및 도6에 개략적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개구부(48)는 와이어(wire), 케이블(cable), 광섬유(fiber optics) 같은 유틸리티 운반체(utility carrier)의 경로가 형성되

도록 부재(30)에 통로(50)(예를 들면, 채널, 소로(path), 관(conduit), 터널(tunnel) 등)를 형성한다. 탈착가능한 캡(cap)

(52)은, 상기 개구부(48)를 커버하고 유틸리티 운반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커버(54)를 가지는 부재(30)의 전체 길이를 따라

제공되고, 상기 부재(30)에 맞는 동일한 평면(flush)을 가질 수 있고, 또는 돌출된 형상, 리브 또는 다른 장식적이거나 유용

한 구성(미도시)을 가질 수 있다. 상기 캡(52)은, 개구부(48)에 적합한 내측방향으로 돌출된 두 다리(56)를 포함하고, 리턴

밴드(44)와 스냅피트(snap-fit) 결합인 간섭형에 의해 적절히 탈착가능하게 유지된다. 상기 개구부(48)는 부재(30)에 출입

패턴(access pattern)을 형성하도록 다양한 길이 부분을 가지는 하나 이상의 캡(52)에 의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감춰

질 수 있다. 상기 출입패턴은 부재(30)의 길이에 따라 개구부(48)로의 접근을 선택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소정의 시점에서

형성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상기 부재(30) 및 캡(52)은,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ABS) 플라스틱재를 압출가공하여 이루어지고, 내장의 색깔 배합(interior trim color scheme)을 강조하기 위하

등록특허 10-0618007

- 4 -



여 설계되는 여러가지의 색깔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부재(30) 및 캡(52)은, 알루미늄 또는 다른 적절한 재료로 이루

어질 수 있고, 또한 차량 공급원으로부터 부재(30)에 설치되는 물품(20)으로 저전압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전도체로서 제

공될 수 있다. 상기 알루미늄 부재의 외부 표면은, 부재 외부에 절연층을 제공하도록 산화피막처리(anodize)되고, 수정된

전기전도성을 출입패턴에 제공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제거된다. 반면에, 상기 물품(20)에 의해 둘러싸이지 않은 부재

(30) 및 캡(52)의 부분은 소비자가 전기 영역에 접촉 또는 부주의한 접촉으로부터 전기적으로 부재(30)를 고립시키기 위하

여 홈(38)과 돌출부(40)에 스냅피트되는 별개의 절연 커버(미도시)를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부재(30) 및 캡(52)은 장

방형 지지부재를 형성하고 물품(20)으로부터 지지되는 설치구성을 수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다른 임의의 재료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차량에 상기 부재(30)가 고정된다. 상기 부재(30)의 단부는 일반적인

패스너(fastener)(미도시)로 용접(welding), 납땜(brazing) 또는 고정시킴(fastening)에 의해 루프프레임(roof frame)(예

를 들면, 빔(beam), 헤더(header), 곡형(bow), 십자편(cross-piece) 등 - 미도시)의 전방 또는 후방 가장자리부에 견고하

게 부착된다. 상기 부재(30)는 프레임에 직접 부착되는 단부가 구비될 수 있고, 또는 상기 부재(30)는 브라켓(58)으로 개략

적으로 나타낸 고정물을 통하여 루프프레임에 부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브라켓은 선루프(sunroof) 등과 같은 불연속적

인 루프와 접하는 부재 부분의 단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제공될 수 있다. 상기 부재(30)의 전방 또는 후방단 연결부는 베즐

(bezel)이나 몰딩(molding)(12)으로 개략적으로 나타낸 적절한 장식 구성물품에 의해 커버된다. 상기 부재(30)는 측면이

직선 형상, 대략 만곡된 형상 또는 패널 형상(14)(루프패널로 도시된)에 대응하는 구부러진 형상(미도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부재(30)는 차량 내부의 도어패널 구성(미도시), 필라 또는 다른 지지 칼럼(미도시)

에 고정될 수 있다. 이러한 지지 칼럼은, 차량 내부에 영구적으로 구성될 수 있고, 또는 차량의 임의의 내부 위치에 물품 부

착용 모듈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하여 바닥, 루프 또는 차량의 측부와 같은 차량 구성에 제거가능하거나 신축가능하게 부착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부재(30)의 내부전장(interior span)용 구조적인 지지시스템이 도4 내지 도6에 나타나 있다.

상기 부재(30)의 내부전장은 스프링클립(spring clip)(194)으로 스페이서부(spacer portion)(192)를 이루는 커넥터(190)

(예를 들면, Z축 클립)를 이용하여 차량의 루프 구성에 결합된다. 패스너(196)는, 스페이서부(192)에 부재(30)를 고정하는

데 이용될 수 있고, 시스템(10)의 구조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립(194)에 스페이서부(192)를 고정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상기 스페이서부(192)는 고정접합부(secure abutment)를 부재(30)의 후면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패널(24)의 구멍(70)을 통하여 돌출될 수 있고, 지지부(198)는 구멍(70) 주위에서 패널(24)에 지지되도록 스페이서부

(192)로부터 외측방향으로 돌출될 수 있다. 상기 커넥터(190)는 부재(30)의 설치 위치에 대응하는 프레임부재(16)를 따라

측방향 위치에서 하나 이상의 측방향 프레임부재(16)(예를 들면, 빔, 곡형루프(roof bow), 도어패널, 바닥패널, 십자형 헤

더 등)에 부착된다. 다른 커넥터형이 도6의 커넥터(6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용될 수도 있다. 상기 커넥터(60)는 다우 케

미칼 주식회사(Dow Chemical Corporation)에 의해 제조된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접착제인 "베타메이트

(BETAMATE) 73705" 및 미시간 아번힐(Auburn Hills, MIchigan)에 위치한 사운드 알리언스(Sound Alliance, LLC)를

통하여 입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구조용 접착제(미도시)나 핀플러그(finned-plug)(16)(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트리 커넥

터(Christmas tree connectors)")에 의해 프레임부재(16)에 부착되는 플랫폼(platform)(64)에 결합되는 베이스부(62) 및

스페이서부(61)를 가진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커넥터(60)는, 버섯머리(mushroom-head) 형상의 돌출부를

가지며 미네소타 마이닝 제조회사(Minnesota Mining and Manufacturing Company)에 의해 제조된 "듀얼 락(DUAL

LOCK)"®과 같은 이편 재밀봉가능한 패스너 시스템(two-piece reclosable fastener system)(미도시) 또는 뉴 햄프셔 맨

체스터(Manchester, New Hampshire)에 위치한 벨크로 회사(Velcro USA Inc.)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나이론(nylon) "

벨크로(VELCRO)"® 후크 앤 패스너(hook and fastener) 구성에 의해 프레임부재(16)에 부착될 수 있다. 상기 베이스(62)

로부터 대향측인 커넥터(60)의 단부는 부재(30)의 베이스(32)를 결합시키기 위하여 패널(24)의 구멍(70)을 통하여 연장하

는 받침대 부분(pedestal section)(68)을 구비한다. 상기 받침대(68)의 단부는 접합리브(abut rib)(34)로 구성되고, 돌출부

(72)는, 상기 받침대(68)의 단부로부터 연장되어 제공될 수 있고, 상기 부재(30)의 측방향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

로방향 리브(34) 사이에 고정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커넥터(60)는 구멍(70)의 부근에서 패널(24)의 후면을 지

지하기 위한 지지부(74)(윙(wing), 브레이스(brace), 암(arm) 등)를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커넥터(190, 60)는 아

크릴로 부타디엔 스티렌(ABS),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또는 다른 적절한 플라스틱재로 이루어지고, 상기 스프링

클립(194)은 열처리된 스프링강이나 와이어로 이루어지나, 그러나 상기 커넥터(190, 60)는 부재(30)를 통한 시스템(10)으

로부터 프레임부재(16)에 하중을 전달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임의의 형상과 재료의 구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상기 커넥

터(60)는 적절한 인장 강도(tensile strength)를 제공하는 적합한 수단에 의해 프레임부재(16)에 부착될 수 있다. 상기 커

넥터(190, 60)는 프레임부재(16)와 패널(24) 사이의 갭(75)에 대응하는 스페이서 길이를 가진다. 차량의 커넥터(60)의 받

침대(68) 위에 패널(24) 설치를 한 다음에, 상기 부재(30)는, 패널(24) 위에 위치되고 커넥터(60, 190)와 정렬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상기 부재(60, 190)는 베이스(32)를 통해 나사산 패스너(threaded fastener)(196, 76)에 의해 커넥터(60,

190)에 고정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다른 커넥터 구성은 고체블록(solid block)(미도시)처럼 이용될 수 있으며,

상기 패널(24)은 구멍(70)없이 제공될 수 있어서 패스너는 베이스, 패널 및 커넥터를 관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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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기 부재(30)는, 약한 아크 같은 형상(미도시)으로 구부러질 수 있고, 루프프레임 또는 바닥과 루프패널 같은 다른

차량 구성의 전방 또는 후방 단부 사이에 적절히 압축되어 설치될 수 있다. 따라서, 중간 길이 커넥터의 필요가 최소화되거

나 제거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부재(30)는 패널(24)에 대하여 설치될 수 있고, 또한 패널 부분은 부재(30) 주위에 위치될

수 있다.

도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다양한 물품(20)이 부재(30)에 설치된다. 상기 물품(20)은 티슈, 선글라스, 원

격제어장치, 휴대폰, 서류, 개인 정보 단말기(PDA), 무전기, 쌍안경, 카메라, 응급용구나 비상용구, 도구, 유아보호품, 예술

품, 장난감, 스포츠용품, 책, 지도, 사냥이나 낚시도구 및 차량에서 즉시 접근가능한 보관품을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다른 물

품을 보유할 수 있는 보관실(잠금처리제어의 유무에 상관없는)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보관실은 서랍식(pull-down), 낙

하식(drop-down) 또는 회전이용식으로 설계되거나 고정될 수 있다. 상기 보관실은, 이용 동안에는 사용하기 위하여 연장

되고, 보관 동안에는 정지된다. 또한, 화물 영역에 부가적인 물품(20), 즉 전등도구, 전력 어댑터와 콘센트, 라이터; 시각 표

시 스크린; 오디오 도구; 미디어 표시기; 디지털 비디오 플레이어; 지피에스 수신기(GPS receiver); 화물 보관랙, 안전벨트

나 고정용구; 의류걸이, 로드나 랙; 단열된 냉난방 보관 컨테이너, 사무자동용 이동부품(mobile office workstation

component), 휴대용 공기압축기나 진공청소기, 화물망 및 홀더; 점유한 안전틀(occupant safety feature); 여행 테이블

같은 특별히 적용된 소비자 사용품, 캠핑도구, 애완동물 울타리, 가방 등; 고정된 브라켓, 소비자 사용품을 탈착가능하게

수용하기 위한 회전 연결장치; 고정된 보관랙 또는 스키나 다른 도구를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가능한 지지부재; 여행, 일 또

는 다른 차량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물품을 설치하기 위하여 상기 물품(20)은 핸들(handle), 브라

켓, 랙(rack) 설치용 고정물(예를 들면, 스타터블록(starter block)), 케이지(cage) 또는 선택적으로 부재(30)를 수용하기

위한 지지필라를 포함할 수 있다.

도15a 내지 도15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물품은 다른 모듈(예를 들면, 서브모듈(sub-module) 등)을 수용

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모듈로 형성된다. 모듈(200)(예를 들면, "스타터모듈", "운반모듈" 등)은 하우징(202)(예를 들면, 커

버, 장식부분 등), 보관공간(206)(예를 들면, 구멍, 중공부, 홈 등)을 형성하는 베이스(204)(예를 들면, 라이너(liner), 용기,

프레임 등) 및 패널(208)(예를 들면, 도어, 클로저(closure), 플랩(flap) 등)을 구비한 보관용기 또는 모듈로 나타나 있다.

상기 베이스(204) 및 보관공간(206)은 부속품 시장의 물품 또는 소비자, 딜러 등에 의해 이용이나 설치용 물품으로 예정될

수 있는 다른 모듈(예를 들면, 서브모듈(210) 등 - 도15c에 휴대용 라디오로 개략적으로 나타낸)을 수용하기 위하여 형성

된다. 상기 서브모듈(210)은, 보관공간(210)에 이용, 보관 또는 진열을 위하여 임의의 적절한 물품이 형성될 수 있고, 차량

의 내외부를 이용하기 위하여 적용될 수 있다. 유용물(예를 들면, 전력, 소리, 데이타 등)은, 장방형 부재(elongated

member)(30)(도6에 개략적으로 나타낸) 또는 상부의 헤드라이너(headliner) 패널(또는 도어패널, 트림패널 등과 같은 다

른 패널)을 통해서 이어지는 다른 유틸리티 운반체와 연결될 수 있는 적합하며 유틸리티 운반체(212)(예를 들면, 와이어

등)를 통해서 서브모듈에 제공될 수 있고, 적합한 커넥터(214)(예를 들면, 전형적인 방식)를 통해 연결되어 형성될 수 있

다. 상기 유틸리티 운반체(212)는 적합한 커넥터(예를 들면, 전형적인 방식 - 미도시)를 통해 서브모듈에 유용물(예를 들

면, 전력, 데이타 신호, 통신 신호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본 실시예에 따라, 상기 서브모듈은 디브이디(DVD) 플

레이어, 엠피3(MP3) 플레이어/하드 드라이브, 엑스엠(XM) 라디오, 블루커넥트(Blue connect) 모듈, 개인 정보 단말기

(PDA) 및/또는 휴대폰 충전기, 홈링크 앤 트래블노트(Homelink and travelnote) 모듈, 오디오 스피커, 앰프, 배터리팩, 전

력 인버터, 응급도구, 소형 라디오(예를 들면, 쌍방향 라디오, 무전기 등), 지피에스(GPS) 장치, 공구, 연장가능한 조명, 낚

시도구가방, 캠핑모듈, 소형 진동청소기, 소형가전, 휴대폰 홀더, 핸즈프리 시스템, 개인 정보 단말기(PDA) 홀더, 시디

(CD)/디브이디(DVD) 홀더, 의류걸이바, 공기정화기, 애완동물 보호대, 위성 라디오 수신기 또는 용기나 다른 보관실을 가

지는 모듈에 설치하기 위한 다른 적합한 장치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상기 장방형 부재는 서브모듈에

유용물을 전달하기 위한 전도체로 제공될 수 있다.

상기 베이스(204)는 서브모듈을 수용하며 장방형 부재(30)(도1에 개략적으로 나타낸)에 부착하기에 적합한 모듈을 형성

하기 위하여 하우징(202)에 결합된다.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에 따라, 상기 베이스(204)는 적합한 패스너(예를 들면,

도15c의 탭(tab)이나 보스(boss)와 같이 나타낸 적합한 구성을 통한 전형적인 방식)에 의해 하우징(202)에 결합된다. 또

한, 상기 베이스(204)는 장방형 부재(30)에 모듈(202)을 결합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가지는 홀더(220)(예를 들면, 클립, 클

램프(clamp), 커넥터 등)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상기 홀더(220)는 홀더(100, 120, 140, 180)(도7 내지

도14에서 설명될)에 한정되지 않는 것과 같은 적합한 홀더의 형태일 수 있다.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에 따라, 상기 홀

더(220)는, 홀더(180)(도7 및 도8에 개략적으로 나타낸)의 형태이고, 홈(38) 및/또는 돌출부(40)를 탈착가능하게 결합하

도록 형성된다.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에 따른 서브모듈은 보관공간(206)에 설치되는 브라켓(230)(예를 들면, 셀(shell), 프레임, 지지

부 등) 같은 연결부에 설치가능하고, 따라서 상기 서브모듈은 보관공간(206)에 유지되며 패널(208) 뒤에 감춰질 수 있다.

상기 브라켓(230)은 임의의 형상 또는 보관공간(206)(예를 들면, 도15c에 개략적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평탄부이지만, 측

부가 경사진 홈 형상, 측부가 라운드 형상일 수 있다)에 설치하기 위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상기 서브모듈은 브라켓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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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모듈을 고정하는 소정의 적합한 방법으로 브라켓에 설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서브모듈은 탄성력을 가진 클립이

나 브라켓, 스트랩(strap), 갈고리 패스너(hook-and-loop fastener), 슬라이드 락(slide-lock), 회전 락(twist/turn lock)

또는 적합한 다른 부착장치(미도시)와 같이 선택적으로 탈착가능한 구성과 같은 결합부재(coupler)에 의해 브라켓에 부착

될 수 있다. 상기 브라켓은 보관공간(예를 들면, 스프링클립, 슬롯 앤 탭(slot-and-tab) 커넥터 등 - 미도시)에 서브모듈을

유지하는 소정의 적합한 방법으로 베이스 또는 모듈에 설치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에 따라, 상기 브라켓

(230)은, 모듈(200)(도16b에 나타낸)의 베이스 및 보관공간의 내부 오버헤드 형상에 대응하는(예를 들면, 어울리는, 포개

지는(nest)) 경사진 측부(232)를 가진 직사각형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베이스(204)의 연결지점(개략적으로 보스

(236)로 나타낸)에 대응하여 수용되기 위한 일련의 패스너(234)(개략적으로 6개의 스크류로 나타낸)에 의해 고정된다. 상

기 보스(236)는 모듈(200)의 브라켓(230) 및 서브모듈(210)의 유지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패턴으로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에 따라, 상기 보스(236)는 모듈의 제1측의 세개의 보스 및 모듈의 대향측의 세개의 보스를 제

공하는 패턴으로 형성된다(도16a 및 도16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브라켓(230)은 베이스(204)에 브라켓(230)을 부착

하기 위하여 베이스(204)의 패턴에 대응하는 연결지점(개략적으로 구멍(238)으로 나타낸)의 패턴으로 형성된다. 상기 보

스(236)는 관통되지 않게 제공될 수 있고, 상기 브라켓(230)의 구멍(238)은 패스너(234)를 수용하기 위하여 관통될 수 있

다. 이에 따라, 상기 브라켓(230)은 차량의 내부로부터 볼 경우에 패스너를 감추는 방법으로 보관영역(206)의 모듈(200)

의 내측에 고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상기 브라켓은 스냅피트(snap-fit), 트위스트 락(twist-lock) 커

넥터, 슬라이드 락, 자력, 접착제, 갈고리 패스너(예를 들면, 벨크로® 등) 또는 다른 전형적인 부착장치에 의한 것과 같은

적합한 방법으로 모듈에 부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패스너(예를 들면, 나사산 패스너 등)는 소정의

패턴 및 모듈의 브라켓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부착형태에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상기 모듈의

연결지점의 패턴 및 브라켓은 보관영역의 한 방향으로만 설치되는 브라켓을 용인하는 비대칭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상기 브라켓은 생략될 수 있고, 상기 서브모듈은 베이스에 직접 부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상기 패널은 패널의 내측에 서브모듈을 고정하기 위하여 패널의 내측방향으로 유지 구성(예를 들

면, 포켓(pocket), 슬롯, 탭, 클립, 브라켓 등)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패널이 폐쇄 위치에 있는 경우에 상기 서브

모듈은 보관공간에 감춰질 수 있고, 상기 패널이 개방 위치로 이동하는 경우에 상기 서브모듈은 이용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라, 상기 운반체 모듈은 브라켓을 구비한 서브모듈 또는 연결지점을 연결하여 대응하는 패턴을 구비한 다른

적합한 구성을 수용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패턴의 연결지점 및 내부 보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형성된다. 상기 베이스 및

브라켓은, 임의의 형상 또는 형태로 제공될 수 있고, 상기 운반체 모듈에 보관될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을 해제가능하게 유지

하기 위하여 적용될 수 있다. 상기 연결지점을 연결하는 패턴은, 커넥터의 적합한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고, 상기 모듈에

서브모듈을 결합하기 위한 적합한 패턴으로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서브모듈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거나(또는 반면에 유

용한 공급없이 이용하기 위하여 형성될 수 있는) 또는 차량으로부터 활성화될 수(또는 반면에 유용한 공급과 연결하기 위

하여 형성될 수) 있다.

상기 물품(20)은 부재(30)를 따라 선택적으로 위치가능하게 되도록 적용되지만, 그러나 차량의 작동자에게 산만함이 형성

되게 하는 비디오 진열 및 이와 유사한 것과 같은 물품은 부재를 따라 어떤 금지되는 위치에 설치를 막는, 예를 들면 차량

의 후방부에만 비디오 모니터를 설치되게하는 연동장치(interlock)의 특징을 설치하여 제공된다. 상기 연동장치 기능은 단

면 형상 또는 부재(미도시) 부분의 형상을 변경함에 의해 또는 제2홈 및 돌출부(미도시)를 제공함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상기 개개의 물품(20)은 통로(50)로 연장되는 돌출부를 포함하는 부재(30)를 결합하기 위한 형상을 설치함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상기 부재(30)를 따라서 통로(50)의 개개의 부분에 블랭크(미도시)의 설치가 선택되는 위치에 이러한

물품의 설치를 방지할 것이다. 또한, 상기 물품의 설치는, 설치한 형상을 선택되는 물품에만 적합하도록 부재의 다른 형상

으로 변경함에 의해 선택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부재(30)의 측부를 따라 심(shim)을 추가함에 의해 또는 부

재의 통로와 연결하여 달성될 수 있다.

하나의 부재로부터 완충에 적합한 물품(20)은 부재(30)의 각 측부의 홈(38) 및 돌출부(40)에 탈착가능하게 연결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함으로써 하나의 부재(30)에 부착하기 위하여 형성된다. 두 부재(30)로부터 완충에 보다 적합한 물품(20)은,

제1부재(30)의 하나 또는 양 측부의 홈(38) 및 돌출부(40)에 부착하기 위하여 물품의 일측에 제1수단을 구비하여 형성되

고, 제2부재의 하나 또는 양 측부의 홈(38) 및 돌출부(40)에 부착하기 위하여 물품의 대향측에 제2수단을 구비하여 형성된

다.

본 실시예에 따른 부재(30)에 물품(20)을 부착하는 구성물품이 도7 및 도8에 나타나 있다. 홀더(180)(예를 들면, 클램프,

스프링, 클립 등)는, 부재(30)와 정렬하기 위하여 물품(20)의 부착프로파일(attachment profile)(22)(예를 들면, 채널, 슬

롯, 그루브, 홈, 밸리(valley), 인덴트(indent) 등)에 위치되고, 전형적인 패스너(102)(나사산 스크류로 나타냈지만 핀 플러

그, 접착제, 일체의 구성 등을 포함할 수 있다.)에 의해 물품(20)에 부착된다. 상기 홀더(180)는, 부재(30)의 외부에 탄성적

으로 따르도록 형성되고, 상기 부재(30)의 하나 또는 양 측부의 홈(38)에 캐치(catch)(184)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측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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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편향된 캐치(184)(예를 들면, 탭, 이어(ear), 도그(dog) 등)를 포함한다. 이에 의하여, 상기캐치(184)는 돌출부(40)에

의해 직교되게 지지된다. 물품(20)은 부재(30) 아래에서 홀더(180)를 정렬하며 상기 캐치(184)가 측부(36) 주위에 힘이

가해지는 물품(20)에 힘을 가함에 의해 부재(30)에 탈착가능하게 부착되고, 상기 캐치(184)는 탄성적으로 홈(38)에 적합

하고, 상기 돌출부(40)는 수평(미도시) 또는 상방향으로 경사지며 외측방향으로 상기 캐치(184)의 유지고정을 확보하기

위한 홈(38)과 90°이하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홀더(180)는 물품(20)에 래치(latch)(188)를 피벗으로 하여 조

이는 연장부(186)를 포함한다. 상기 연장부(186)는 하나의 부재(30)로부터 완충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물품(20)용 홀더

(180)의 각 측부에 위치될 수 있고, 상기 연장부(186)는 두 부재(30)로부터 완충되도록 적용되는 물품(20)용 홀더(180)의

외측에 위치될 수 있다. 상기 래치(188)에서 하방향(외측방향)으로 당김은, 캐치(184)가 홈(38)으로부터 해제되는 원인이

되고, 상기 물품(20)이 부재(30)로부터 제거된다. 상기 물품(20)의 제1측의 부재(30)로부터 홀더(180)를 해제하여 형성되

는 부가적인 영향은 제2부재의 홀더(180)가 하방향(외측방향)으로 물품(20)을 회전시켜서 제거되게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연장부를 구비한 액츄에이터(actuator) 및 클립은 상기 부재(30)로부터 물품의 제거가 용이하게 되도록

물품의 각 측부에 위치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에서, 상기 홀더(180)는, 약 1mm 두께의 스프링강 종류로 이

루어지지만, 0.5 - 2.0mm의 범위 또는 물품(20)의 탄성 유지 기능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다른 치수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적합한 치수, 적절한 강성 및 플라스틱 또는 경질고무(hard rubber) 같은 탄성력을 구비한 다른 재료는 다른 실시

예에서 홀더에 이용될 수 있다. 상기 홀더(180)의 캐치(184)는, 약 9.2mm의 높이 및 약 3.1mm의 깊이를 가지는 홈(38)을

결합하는데 적용될 수 있지만, 7에서 11mm범위의 높이일 수 있으며 깊이는 2에서 5mm범위 또는 소비자의 사양에 따른

소정의 적절한 치수일 수 있다. 또한, 상기 홀더(180)의 캐치(184)는, 상기 홈의 내부가 약 33.8mm 사이의 측부 공간에 부

재(30)의 측부의 홈(38)을 결합하는데 적용될 수 있지만, 26에서 40mm의 범위 또는 소비자의 사양에 따른 소정의 적절한

치수일 수 있다. 두 부재로부터 완충하기 위해 적용되는 물품(20)을 구비한 다른 실시예에서, 물품의 일측의 홀더는 부재

의 외부홈을 결합하기 위해 형성되는 견고한 고정물(미도시)에 의해 대체될 수 있고, 상기 견고한 고정물이 먼저 위치에 위

치되고, 그 다음에 대향측에 상기 홀더가 상방향(또는 내측방향)으로 회전되며 각 부재의 위치에 결합된다.

상기 부재(30)에 상기 물품(20)을 부착하기 위한 구성요소는 도9 및 도10을 참조하여 다른 실시예에 따라 나타낸다. 홀더

(100)(예를 들어, 클램프, 스프링, 클립 등)는 부재(30)와 정렬하기 위하여 상기 물품(20)의 부착프로파일(22)(예를 들어,

채널, 슬롯, 그루브, 홈, 밸리, 인덴트 등) 내에 위치되고, 패스너(102)(나사산 스크류로 나타냈지만 핀 플러그, 접착제, 일

체의 구성 등을 포함할 수 있다.)에 의해 물품(20)에 부착된다. 상기 홀더(100)는, 상기 부재(30)의 외부에 탄성가능하게

형성되도록 구성되고, 상기 부재(30)의 일측 또는 양측의 홈(38)에 캐치(104)를 유지하도록 내측방향으로 편향되며, 이에

의하여 상기 캐치(104)는 돌출부(40)에 의해 수직되게 지지된다. 상기 물품(20)은 부재(30) 아래에 정렬된 상기 홀더

(100) 및 상기 캐치(104)가 측부(36) 주위에서 힘을 받음으로써 물품(20)에 가해지는 힘에 의해 부재(30)에 탈착가능하게

부착되고, 상기 캐치(104)는 탄성적으로 홈(38) 내에 끼워지며, 상기 돌출부(40)는 수평방향으로(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

되거나 또는 홈(38)에 대해 90°이하의 각이 형성되도록 상측 및 외측방향으로 각도를 이룬다. 상기 홀더(100)는 캐치(40)

아래 상대적으로 수직한 위치를 가지는 물품의 액츄에이터(108)와 탄성적으로 접촉하도록 이루어지는 연장부(106)(예를

들어, 푸쉬버튼 등)를 포함한다. 상기 연장부(106)는 하나의 부재(30)로부터 완충되도록 이루어지는 물품(20)의 홀더

(100)의 어느 일측에 위치될 수 있고, 상기 연장부(106)는 두개의 부재(30)로부터 완충되도록 이루어지는 물품(20)의 홀

더(100)의 외측에 위치될 수 있다. 상기 연장부(106)는 일반적으로 역"U" 형상인 리턴밴드를 가지며 충분한 강성을 갖고

있어서, 수동 감압하는 액츄에이터(108)는 물품(20)의 하측방향으로 동시에 당김에 의해 돌출부를 제거하도록 캐치(104)

를 외측방향으로 편향시킨다. 상기 물품(20)의 제1측부상의 부재(30)로부터 홀더(100)를 제거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부가

적인 지레수단은 제2부재의 홀더(100)를 하측방향(또는 외측방향)으로 회전하는 물품(20)에 의해 제거되게 한다. 다른 실

시예에서, 연장부를 가지는 액츄에이터와 클립은 부재(30)로부터 상기 물품을 제거하기 용이하도록 물품의 각 측에 위치

된다. 두개의 부재로부터 완충되도록 이루어지는 물품(20)을 구비한 다른 실시예에서, 물품 일측의 홀더는 부재의 외부홈

과 결합되도록 견고한 고정물(미도시)에 의해 대체될 수 있고, 이에 의해 상기 견고한 고정물은 먼저 위치에 위치되고, 그

다음에 대향측에 상기 홀더(100)가 상측방향(또는 내측방향)으로 회전되며 각 부재의 위치에 결합된다.

도11 및 도12를 참조하면, 부재(30)에 물품(20)을 부착하기 위한 구성요소는 다른 실시예에 따라 제공된다. 홀더(120)는

부재(30)의 외측과 정렬된 위치의 피벗(124)에서 물품(20)에 피벗가능하게 부착되는 래치(122)(예를 들면, 후크, 고리, 걸

쇠(clasp) 등)를 포함한다. 상기 래치(122)는 내측방향으로 연장하는 돌기부(128)와 함께 피벗(124) 상측에 상단부(126)

를 구비하고, 상기 돌기부(128)가 내측으로 연장하여 그로부터 부재(30)의 홈(38) 및 돌출부(40)와 결합되도록 형성된다.

또한, 상기 래치(122)는 물품(20)의 구멍(134)과 연결되는 액츄에이터부(132)를 포함하도록 피벗(124) 아래에 하단부

(130)를 구비한다. 상기 래치(122)는 돌기부(128)가 내측으로 가압되고 액츄에이터(132)가 외측으로 가압되도록 편향된

다. 상기 래치(122)의 편향은 상기 피벗(124)의 축에 대해 작동하는 코일스프링(미도시)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물품(20)과

상단부(126) 사이에 위치된 판스프링(leaf spring)(미도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래치(122)는 둔각형상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냈지만, 물품(20)의 액츄에이터 표면을 제공하기에 적합하거나 부재(30)를 결합하기 위해 적절한 임의의

형상으로 구비될 수 있다. 상기 래치(122)는 하나의 부재(30)로부터 완충되도록 이루어지는 물품과 함께 이용될 수 있고,

하나의 래치(122)는 부재(30)의 일측의 홈(38)과 결합되도록 이용될 수 있으며, 물품(20)은 부재(30)의 대향측의 홈(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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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합되도록 견고한 구조물(미도시)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물품(20)은 상기 래치(122)가 부재(30)의 외측을 가압하고

홈(38)과 결합함으로써 물품(20)의 대향측에 힘을 가하고 돌출부(40) 상측에 견고한 구조물을 삽입함에 의해 부재(30)에

탈착가능하게 부착될 수 있다. 상기 래치(122)는 두개의 병렬부재(30)로부터 완충되도록 이루어지는 물품(20)과 함께 이

용될 수 있고, 상기 래치(122)는 부재(30)의 외측(36)의 홈(38) 및 돌출부(40)를 결합하기 위해 물품(20)의 일측 또는 양측

에 위치된다. 상기 래치(122)는 물품(20)의 일측에만 이용되고, 견고한 구조물(미도시)은 물품(20)의 대향측에 제공되고,

물품(20)은 먼저 홈(38)에 견고한 구조물을 결합함에 의해 그 다음에 래치(122)가 부재(30)의 외측을 가압하고 홈(38)과

결합함으로써 물품(20)의 대향측에 힘을 상측방향(또는 내측방향)으로 가함에 의해 설치된다. 임의의 구성에서, 물품(20)

은 홈(38)로부터 돌기부(128)를 결합해제하기 위하여 액츄에이터(132)를 감압함에 의해 그 다음에 물품(20)을 하측방향

(또는 외측방향)으로 당김 및/또는 회전함에 의해 선택적으로 해제될 수 있다.

도13 및 도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부재(30)에 물품(20)을 부착하기 위한 구성요소는 다른 실시예에 따라 제공된다. 래치

(latch)(142)는 물품(20)에 결합되고 홀더(140)와 수직방향으로 슬라이딩 결합되도록 구성된다. 홀더(140)는 물품(20)에

결합되고, 부재(30)와 정렬되도록 위치된다. 일반적으로 홀더(140)는 부재(30) 둘레에 적절하도록 U자 형상으로 이루어

지고, 홈(38)과 결합도록 내측방향으로 돌출된 캐치(catch)(144)로 구성된다. 래치(142)와 결합하도록 지향되는 홀더

(140)의 측부는, 캐치(catch)(144)가 물품(20)의 설치 또는 제거를 위해 외측방향으로 편향되도록 래치(142)가 하측방향

으로 슬라이딩함에 의해 외측방향으로 편향된다. 래치(142)의 멈춤쇠(detent)(146)가 상방향의 위치에서 폐쇄 저항력을

제공함에 따라 수직으로 슬라이딩 가능한 동작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래치(142)는 물품(20)에 결합되고, 캐치(catch)(144)

는 홈(38) 내에 결합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홀더는 부재(30)상에 물품(20)의 설치를 위해 해제될 수 있는 패스너(fastener)(예를 들면, 홈(38)에

결합되도록 형성된 스크류(screw)를 설치)로 대체될 수 있고, 상기 패스너는 부재에 물품을 고정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수

리나 교체 또는 차량내에서 변경을 하기 위해 해제될 수 있다.

도3 내지 도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스템(10)용 유틸리티 연결부(interface)(160)는 상기한 실시예에 따라 개략적으로 나

타내어 진다. 연결부(160)는 루프(roof) 구조물(미도시)을 통과하는 통로와 연결되고 부재(30)와 연결되도록 커버(12)내

에 포함된다. 연결부(160)는 공급원(미도시)과 부재(30)에 장착되는 물품(20) 사이에서 유틸리티(예를 들면, 전력

(electrial power), 음성 및 데이터 연결신호, RF 전달신호, 기계적인 신호 등)를 전달하기 위한 유틸리티 운반체(163)(예

를 들면, 와이어(wire),케이블(cable), 컨덕터(conductor), 하니스(harness) 등)의 상호연결이 용이하도록 하는 일련의 포

트(162)를 포함한다. 유틸리티는 공급원과 연결부(160)에 제공되는 포트(162)를 상호 연결하는 유틸리티 운반체(163)를

통해 유틸리티 공급원(예를 들면, 배터리, 안테나, 수신기, 트랜스미터 등 - 미도시)으로부터 전달될 수 있다. 유틸리티 연

결부(160)는 차량의 전방부 또는 후방부 중 어느 한 부분에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 유틸리티는 연결부(160)와 물품(20) 사이를 상호 연결하는 부가적인 유틸리티 운반체(164)를 통해서 연

결부(160)로부터 공급될 수 있다. 유틸리티 운반체(164)는 운반체(164)가 커버(54)(도6에 도시)와 물품(20)의 후방에 감

춰지는 부재(30)에서 통로(50)를 통과하여 운반체(164)를 전달함으로써 전체시스템에 공급될 수 있다. 물품(20)은 부재

(30)와 부재의 커버부분(54) 상부에 장착되고, 이에 의하여 물품(20)과 연결하는 유틸리티 운반체(164)용 출입 및 출구 지

점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갭(gap) 또는 다른 개구부(opening)는 유틸리티 출입패턴을 형성하는 물품(20) 후방에서 커버

(54)에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출입패턴은 부재(30)의 탈착가능한 커버(54)에서 적절한 변경을 함으로써 물품 선택 패키지

에서 보다 적합하게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물품(20)과 유틸리티 운반체(164)는 시스템(10)내에서 물품(20)을 설치

하거나 교체, 또는 재구성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결합커넥터(mating connector)(166)와 함께 제공될 수 있다. 물품(20)은

연결부(160)로 통로(50)를 통과하여 전달되도록 고정된 길이(length)의 유틸리티 운반체가 제공될 수 있고, 상기 운반체

는 외측 단부에서 연결부(160)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형성된 단자를 포함한다. 다양한 물품들에 유틸리티를 부가적으

로 유연하게 공급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물품(20)은 부가적인 유틸리티 공급 장치 또는 구성요소(component)를 수용하

고 물품 선택 패키지에 추후 변경을 적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유틸리티 운반체의 초과량을 보관하기 위한 유틸리티 보관실

(storage) 또는 접합(junction) 박스로서 제공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 약 12-42V (DC)의 범위내의 저전압 전력 또는 물품(20)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전압 범위

는 부재(30)를 통해 물품(20)에 전달될 수 있고, 상기 부재(30)는 알루미늄 또는 다른 전도성 재료(electrically

conductive material)로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제작된다. 또한, 부재(30)는 플라스틱과 같은 비전도성 재료로 제작될 수

있고, 구리 또는 알루미늄과 같은 전도성 재료는 연결부(160)로부터 물품(20)까지 균일한 전류 출입통로를 제공하기 위해

길이방향의 조작스트립(conducting strip), 레일(rail) 또는 바(bar)(미도시)의 형상으로 부재(30)와 일체로 형성된다. 이러

한 전도성 재료는 초음파 용접(ultrasonic welding), 몰딩(molding), 인터피어런스(interference) 타입 스냅 인서트, 또는

진공 금속화(metallization)에 의해 부재(30)에 부착될 수 있다. 물품(20)은, 물품(20)의 표면으로부터 외측방향으로 돌출

되는 전도 접촉기(contactor)(미도시)가 제공되고, 부재(30) 또는 조작스트립(미도시)과 접촉하도록 구성되며, 물품(2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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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20)에 전도통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재(30)상에 장착될 경우 부재(30)와 물품(20) 사이에서 감춰지도록 유지된다.

물품(20)이 부재(30)에 장착될 경우, 상기 접촉기는 부재(30) 또는 조작스트립과 연속적인 접촉으로 접촉기를 가하기 위해

편향된 스프링(spring-biased)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두개의 평행한 부재를 구비한 시스템이 이용된 상기 실시예에서, 하

나의 부재(30)는 양전극(즉, 배터리 전위(battery potential))을 가지고, 두번째 부재(30)는 음전극(즉, 그라운드(ground))

을 가지게 된다. 하나의 부재를 이용하는 실시예에서, 두개의 길이방향의 조작스트립(미도시)은, 하나의 부재(30)에 장착

하기 위해 구성되는 물품(20)에 대략 위치된 접촉기와 대응하는 양전도체 및 음전도체를 제공하도록 부재에 이용될 수 있

다.

파워인터로크프로파일(power interlock profile)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재(30)를 따라 상기 조작스트립의 길이방향 위치

를 변경함으로써 상기 부재(30)를 따라 물품위치연동장치로서 조작스트립(couducting strip)이 이용될 수 있다. 상기 파워

인터로크프로파일은, 일치하는 조작스트립 위치에 대응하는 부재(30) 위치에 어떤 물품이 설치될 경우에만, 상기 물품의

접촉기(contactor)가 상기 조작스트립과 적절히 접촉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 예를 들면, 비디오 디스플레이

물품은 차량의 전방좌석의 후방위치에만 대응하는 조작스트립 위치와 일치하도록 위치되는 접촉기를 구비할 수 있다. 유

사하게, 차량 운전자에게 산만함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소비물품들은 파워인터로크프로파일에 의하여 소정의 위치에

설치될 경우에만 동작가능하도록 전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다. 소비자로의 노출이나 시스템(10)의 통전부(energized

portion)와의 접지에 전기적 단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물품선택 패키지의 설치 이후에 노출되는 부재(30)의 나머지 부

분을 커버하도록 적용되는 절연커버부재(insulating cover segment)(미도시)가 제공될 수 있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차량용 모듈시스템의 구성요소의 구성과 배치만을 설명한 것은 중요하다. 본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몇

몇 예시의 실시예만을 상세히 설명한 것이지만, 본 설명을 이해한 당업자들은 실질적으로 본 발명의 신규한 기술 및 작용

효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본 실시예에서 다양한 변형(즉, 차량내의 설치위치 및 설치방향, 다양한 구성요소의 구성, 형태

및 크기, 장착배치, 재료의 사용, 칼라, 형태의 조합 등과 같은)이 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러한 모듈

시스템은 모든 차량(즉, 자동차, 트럭,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밴(van), 보트, 항공기, 기차, 건설 또는 농업장비, 트랙터 트

레일러 트럭, 이동주택차량(motor home) 및 휴양차량 등과 같은)의 내부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운반체 모듈은 소정

의 적절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고, 미사용시에 서브모듈을 보관하거나 감출 수 있는 방식 및 사용자가 요구할 때 상기 모듈

의 출입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브모듈을 부착하기 위하여 소정의 적절한 형태 및 패턴의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모듈시스템은 고정차량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캠핑차량(camping

gear)과 같은 물품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장방형 부재는 형태, 크기, 두께 및 결합형태에서 폭 넓고 다양하

게 제공될 수 있고, 또한 차량의 지붕, 바닥 및 측면에 따른 설치, 또는 카고(cargo)영역이나 차량 내의 다른 적절한 위치의

설치에 적용되어 제공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상기 물품은 하나 이상의 부재로의 부착에 적절한 어떠한 형태

로 설계될 수 있으며, 상기 부재들을 따라 슬라이딩이동가능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변형은 본 청구범위

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사상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처리나 방법단계의 순서 또는 후속공정은 다른 실시예들에 따라 변경되거나 재공정될 수 있다. 청구범위에서, 어떠한 수단

의 추가적 기능 사항은 구성설비 뿐만아니라 설비구성 및 열거된 기능을 실행함으로 여기에서 설명된 구성을 이룰 수 있

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

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함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차량의 오버헤드 시스템의 서브모듈 보관용 모듈로서,

차량의 내측 오버헤드부에 위치된 하나 이상의 장방형 레일부재와 탈착가능하게 결합되도록 이루어지는 홀더를 구비한 하

우징;

상기 하우징 내의 보관공간으로의 출입을 제공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하우징에 결합되는 클로저 패널; 및

상기 보관공간 내의 서브모듈을 고정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제2패턴 연결지점과 결합하도록 이루어지는 제1패턴 연결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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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차량의 오버헤드 시스템의 서브모듈 보관용 모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은

상기 서브모듈의 브라켓과 결합되도록 이루어지는

차량의 오버헤드 시스템의 서브모듈 보관용 모듈.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패턴 연결지점은 복수개의 보스로 이루어지는

차량의 오버헤드 시스템의 서브모듈 보관용 모듈.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지점들에서 상기 모듈과 서브모듈을 결합하도록 구성되는 복수개의 패스너를 더 포함하는

차량의 오버헤드 시스템의 서브모듈 보관용 모듈.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은 포개지는 관계로 상기 서브모듈을 수용하도록 이루어지는

차량의 오버헤드 시스템의 서브모듈 보관용 모듈.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클로저 패널은

상기 서브모듈을 선택적으로 감추기 위하여 개폐위치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힌지에 의하여 상기 하우징에

결합되는

차량의 오버헤드 시스템의 서브모듈 보관용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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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모듈에 유틸리티 공급품을 전달하도록 이루어지는 하나 이상의 커넥터를 더 포함하는

차량의 오버헤드 시스템의 서브모듈 보관용 모듈.

청구항 8.

차량의 내측 오버헤드부에 결합되는 하나 이상의 장방형 레일부재를 구비한 차량용 오버헤드 시스템에서 모듈로 사용하기

위한 서브모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모듈의 보관공간내에 서브모듈을 위치시키고;

상기 모듈의 제1패턴 연결지점을 상기 서브모듈의 제2패턴 연결지점과 정렬시키며;

상기 모듈에 서브모듈을 결합시키고;

상기 모듈을 상기 장방향 레일부재에 결합시키는

차량의 오버헤드 시스템의 모듈로의 서브모듈 제공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과 연결되도록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유틸리티 커넥터를 연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차량의 오버헤드 시스템의 모듈로의 서브모듈 제공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패턴 연결지점은 복수개의 보스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2패턴 연결지점은 복수개의 나사산 패스너에 의하여 결합되도록 구성되는 복수개의 구멍으로 이루어지는

차량의 오버헤드 시스템의 모듈로의 서브모듈 제공방법.

청구항 11.

차량의 내측부에서 하나 이상의 레일부재에 서브모듈을 장착하기 위한 도구로서,

내부보관공간을 구비한 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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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하우징을 상기 레일부재에 결합시키도록 구성되는 홀더;

상기 서브모듈이 상기 하우징에 탈착가능하도록 상기 서브모듈의 제2패턴 연결지점과 결합가능하게 이루어지는 상기 하

우징의 제1패턴 연결지점; 및

상기 모듈과 서브모듈을 연결하도록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유틸리티 커넥터

를 포함하는 서브모듈 장착도구.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상기 서브모듈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감추도록 구성되는 커버패널을 더 포함하는

서브모듈 장착도구.

청구항 13.

차량에 하나 이상의 레일부재를 구비한 모듈시스템의 서브모듈로 사용하기 위한 모듈로서,

하우징에 결합되는 베이스;

상기 모듈이 상기 레일부재에 탈부착되도록 구성되며 상기 베이스 및 하우징 중 적어도 하나에 결합되는 홀더;

상기 베이스의 제2패턴 연결지점과 장착관계로 결합되도록 구성되는 제1패턴 연결지점을 구비한 브라켓; 및

상기 서브모듈을 브라켓에 결합시키도록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결합부재;

를 포함하며,

상기 서브모듈은 상기 모듈의 보관공간내에 적합한 크기 및 형태를 갖는

모듈.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과 상기 서브모듈 간을 연결시키도록 이루어지는 하나 이상의 유틸리티 커넥터를 더 포함하는

모듈.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부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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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브모듈이 상기 브라켓으로부터 선택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구성되는 탈착가능한 결합부재로 이루어지는

모듈.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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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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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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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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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등록특허 10-0618007

- 18 -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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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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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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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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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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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b

도면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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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a

도면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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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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