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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명장치는 반사체 내측의 베이스 단부에 형광램프 지지대(21/22  또는  125)를  가진  반사체들(14  또는 
100)을 가진 조명등을 사용한다. 지지대는 반사체의 중심선 둘레에 별모양의 구조로 배열된 소형 형광 램
프들(45)의 베이스들을 지지한다. 연장부들은 소형 형광 램프들(45)이 반사체(14 또는 100)의 의향 조사 
내측면을 따르도록 일정 각도에 있다. 조명 시스템(100A, 100B, 100C, 100D)은 개별 조명들에 의해 제공
된 빛의 중첩 패턴들로 인해 시설내에 균일한 광량의 빛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발명의 명칭]

조명장치(LIGHTING APPARATUS)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2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사시도.

제3도는 제2도의 3-3선 단면도.

제4도는 제3도에서 도시된 실시예의 세부사항에 대한 부분적 분해사시도.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크기의 베이스 단부 및 제1크기보다 더 큰 제2크기의 제2단부를 가지며, 베이스 단부의 중앙으로부터 
그 조사 단부의 중심까지 뻗은 중심선을 가진 하나의 반사체(14 또는 100 또는 200)를 포함하는 조명장치
에 있어서, 램프지지대(20 또는 120/125)가 베이스 단부와 제2단부 사이의 반사체내의 중심선에 대해 동
일하게 각도를 갖고 변위된 다수의 소형 형광램프들(45)을 지지하기 위해 그 베이스 단부에서 반사체내에 
배치되며, 또한 램프 지지대가 그 반대 측부를상의 램프 지지대 상의 두개이상의 램프 지지대 연장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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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또는 125)을 포함하며 소형 형꽝 램프들(45) 이 지지되어 반사체(14,100 또는 200)와 평행하도록 반
사체의 제2단부를 향해 중심선으로부터 일정각도로 바깥쪽으로 뻗도록 반사체의 베이스 단부를 향해 각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램프지지대(20 또는125)가 반사체(14 또는 100)의 베이스 단부의 일체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램프 지지대상의 램프 지지대 연장부들(28 또는 125)이 반사체(14,100 또는 200) 옆에 
배치되며, 소형 형광 램프들(45)이 지지되어 중심선에 보다 반사체에 더 가깝게 배치되도록 선택된 양으
로 반사체의 베이스 단부를 향해 각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반사체(14,100 또는 200)가 중심선에 수직한 평면들내의 원형 횡단면을 가지며, 그 원형 
횡단면이 반사체의 베이스 단부로부터 제2단부까지 지름이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반사체(100  또는 200)  가 중심선을 통과하는 평면들에 위치한 세로축들(105/106  또는 
205/206)를 구비한 종형의 홈이 파인 반사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중심선에 가장 가깝게 위치한 세로홈이 파인 반사체(100 또는 200)의 세로홈들(105/106 
또는 205/206)의 부분들이 램프지지대 연장부들(125)상에 설치된 소형 형광 램프들(45)과 함께 중심이 맞
도록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램프지지대상의 램프지지대 연장부들(28 또는 125) 이 반사쳬(14,100 또는 200)에 인접
하며 소형 형광 램프들(45)이 중심선보다 반사체에 더 가깝게 지지되도록 선택된 양으로 반사체의 베이스 
단부를 향해 기울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반사체(14,100 또는 200)가 중심선에 수직한 평면들에 원형 횡단면들을 가지며, 원형횡
단면들이 반사체의 베이스 단부로부터 제2단부까지 직경이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조사될 표면(제17도)으로부터 예정된 거리에 위치하며 조사될 표면(제18도)위에 예정된 
격자 패턴으로 이격된 다수의 반사체들; 및 각 반사체(14,100 또는 200)내에 램프 지지대들에 의해 지지
된 램프들(45)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60,61,62)를 가지며, 반사체들(100A, 100B, 100C 및 100D) 
사이에 예정된 공간에서, 작업평면 높이에서 각각의 반사체들(Ll)의 조사단부로부터 나온 빛이 패턴내의 
인접 반사체들로 나온 빛과, 인접 반사체들을 넘어 패턴내에 다른 반사체들(L3)로부터 각 반사체까지 조
사된 빛과 겹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반사체(14,100 또는 200)가 중심선에 수직한 평면들내에 원형 횡단면을 가지며, 그원형 
힁단면들이 반사체의 베이스 단부로부터 제2단부까지 지름이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진력공급장치(60,61,62)가 각각의 반사체들(14,100 또는 200)내에 램프 지지대들(20 또
는 102/125)에 의해 지지된 다수의 램프들(45)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
명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전력공급장치가 램프지지대들(20 또는 102/125)에 의해 지지된 대응 램프들(45)에 전력
을 공급하기 위해 각각의 반사체들(14,100 또는 200)과 연결된 다수의 안정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조명장치.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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