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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납작하게 포개어 보관 및 운반할 수 있는 절곡형 상자가 개시된다. 절곡형 상자는 사각형 저판, 상기 저판의 대향하는

모서리에 측벽을 형성하는 측면판 및 상기 저판의 대향하는 나머지 모서리 중 적어도 하나에 측벽을 형성하는 접착측

면판을 포함하는 측벽부, 상기 접착측면판의 일 단부에 형성되어 상기 측벽부의 내면에 접착되는 접착편 및 상기 측

면판의 내면에 접착되는 중앙부 및 상기 중앙부 양측에 형성된 제2 경사접이선을 매개로 연결된 접착편 커버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보강판을 포함하는 보강부를 구비하며, 상기 절곡형 상자가 납작하게 절곡된 상태에서 상기 접착편 커

버는 상기 연결부의 외면과 접촉하며, 상기 절곡형 상자가 조립된 상태에서 상기 접착편 커버는 상기 연결부의 내면과

접촉하여 상기 절곡형 상자의 구조를 지지한다. 따라서 상기 절곡형 상자는 납작하게 절곡된 상태에서 조립된 상태로

변형하기가 용이하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보강부, 절곡용이, 접착편, 개방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고안에 의한 절곡형 상자의 분해사시도이다.



등록실용 20-0356682

- 2 -

도 2는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절곡형 상자의 사시도이다.

도 3은 제1 실시예에 따른 절곡형 상자의 전개도이다.

도 4는 제1 실시예에 따른 절곡형 상자의 절곡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이다.

도 5는 제1 실시예에 따른 절곡형 상자의 접힌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이다.

도 6은 본 고안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절곡형 상자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이다.

도 7은 본 고안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절곡형 상자의 사시도이다.

도 8은 제3 실시예에 따른 절곡형 상자의 전개도이다.

도 9는 제3 실시예에 따른 절곡형 상자의 절곡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210,310：저판 120,220,320：측벽부

130,230,330：보강부 140,240：상판부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절곡형 상자(folding type box)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자세하게는 접어서 납작하게 변형이 가능한 절곡형 

상자에 관한 것이다.

절곡형 상자(folding type box)는 제품을 보관 및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양한 형상의 제품을 직육면체의 박스에 

수용함으로써 제품의 적재, 보관 및 운반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으며, 납작

하게 변형이 가능하여 보관하기도 편리하다.

일반적으로 포장용 상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수용한다. 따라서 상점이나 판매대에서는 많은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많은 수의 포장용 상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포장용 상자의 상판 또는 저판을 

해체하여 납작하게 겹쳐서 보관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상자를 해체하여 보관하는 방법은 많

은 양의 포장용 상자를 보관할 수는 있지만, 다시 상자 형태로 만들기에 번거롭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겹쳐서 보관하기 쉽고, 신속하게 상자 형태로 복귀시킬 수 있는 절곡형 상자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

절곡형 상자란 다양한 절곡선이 상자의 내부에 형성되어, 상기 절곡선을 따라 상자가 납작하게 접혀서 보관하기 편리

하게 제조되는 상자를 말한다. 따라서 많은 수의 절곡형 상자가 납작하게 접혀서 부피를 현저하게 작게 할 수 있으므

로 많 은 절곡형 상자가 상점이나 판매대에 공급되고 있다.

도 1은 종래의 고안에 의한 포장용 상자의 분해사시도이다. 도 1에 도시된 포장용 상자는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20-0261445에 2002년 01월09일 등록된 “포장용 상자”이다.

도 1을 참조하면, 포장용 상자의 덮개부(2)와 수납부(3)가 분리된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수납부(3)와 덮개부(2)는 동

일한 형상 및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덮개부(2)가 수납부(3)의 상부를 덮어주기 위하여 약간 크게 형성되어 있다. 

먼저 포장용 상자(1)의 수납부(3)에 대하여 설명하면, 상기 수납부(3)의 바닥면(31)을 기준으로 네 방향으로 측벽이 

절곡선(40)에 의하여 절곡되어 형성된 일반적인 상자에 있어서, 본 고안에 의한 상기 수납부(3)는 상기 바닥면(31)의 

양측 길이방향 즉, 종 방향으로 소정의 높이를 갖는 종 측벽(22)이 절곡선(40)에 의하여 절곡되어 수직으로 세워져 있

고, 상기 바닥면(31)의 양측 폭 방향 즉, 횡 방향으로 상기 종측벽(22)의 높이와 동일한 높이를 갖는 횡 측벽(23)이 역

시 상기 절곡선(40)에 의하여 절곡되어 수직으로 세워져 있으며, 상기 종측벽(22)의 양측 길이방향에 형성된 보조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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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24)는 상기 횡 측벽(23)의 내측에 접착되어 상기 종측벽(22) 및 상기 횡 측벽(23)이 수직으로 세워진 상태가 유지

된다. 상기 수납부(3)의 상기 횡 측벽(23)에는 양 귀퉁이(20)로부터 상기 횡 측벽(23)의 단부까지 소정의 각도를 갖도

록 각각 제1 절곡선(41)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제1 절곡선(41)의 각도보다 작은 각도로 각각 제2 절곡선(42)이 형

성되어 있다. 상술한 상기 횡측벽(23)과 상기 보조날개(24)의 접착은 상기 횡측벽(23)의 제1 절곡선(41)으로 구분된 

외측에 형성 된 가상의 접착부(26)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상기 보조날개(24)의 제2 절곡선(42)의 상측을 맞대어 상기

횡측벽(23)과 상기 보조날개(24)의 전체에 대하여 접착을 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접착을 행한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접착을 행하는 이유는 상기 제1 절곡선(41) 및 제2 절곡선(42)에 의하여 절곡되는 상기 횡측벽(23)과 상기 보조날개(

42)의 하측에 형성된 절곡부(27)가 용이하게 절곡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종래의 절곡형 상자는 절곡선을 따라 납작하게 절곡된 형태에서 상자의 형태로 조립되는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절곡

선이 측벽부에 형성되어 측벽부 자체가 절곡된다. 그러므로 상자를 납작하게 접기 위하여 측벽부 주위에 힘을 가하면

절곡선 주변으로 힘이 집중되어 절곡선을 따라 저판 위로 쉽게 절곡된다. 그러나 측벽부에 형성된 절곡선은 상자의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조립하여 상자의 형태로 변형한 상태에서 의도하지 않게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절곡

선 주변으로 힘이 집중되는 원리에 의해서 쉽게 절곡된다. 따라서 약간의 힘을 가해도 상자가 납작하게 절곡되어 보

관하기에는 편리하나 상자 내부에 대상물을 수용할 때에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또한, 종래의 절곡형 상자는 절곡선을 따라 절곡하여 삽입편을 홈에 삽입하여 고정시키고, 더욱 확실히 고정시키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삽입편을 제작하여 여러 홈에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이런 방법은 상자가 납작한 상

태에서 조립된 상태로 변형하는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번거로워 진다. 또한, 삽입편이 홈에서 빠지면, 상

자 자체가 전개도의 형태로 풀려지므로 상자 안에 내용 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절곡형 상자에 대상물을 수용한 후, 절곡형 상자를 위로 적재하는 경우, 많은 절곡형 상자를 적재하면 적재 높

이가 높아져 그 위로 쌓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층 구조도 불안해지므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절곡형 상

자의 대상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되어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절곡형 상자를 위로 적재하는 경우 위의

상자와 아래의 상자간에 서로 연결되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술한 본 고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고안의 목적은 절곡형 상자가 납작하게 절곡된 상태에서 조립

된 상태로 변형하기가 용이한 절곡형 상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고안의 다른 목적은 절곡형 상자를 적재할 때 안전하게 적재할 수 있는 절곡형 상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고안의 또 다른 목적은 절곡형 상자에 수용된 대상물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절곡형 상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고안의 또 다른 목적은 손으로 들기 용이한 절곡형 상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본 고안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절곡형 상자는 저판, 측벽부, 접착편

및 보강부를 포함한다.

저판은 사각형 형상으로 형성되고, 측벽부는 상기 저판의 대향하는 나머지 모서리 중 적어도 하나에 측벽을 형성하는

측면판 및 상기 저판의 대향하는 나머지 모서리 중 적어도 하나에 측벽을 형성하는 접착측면판을 포함한다. 접착편은

상기 접착측면판의 일 단부에 형성된 연결부 및 상기 연결부와 제1 경사접이선을 매개로 연결되며 상기 측면판의 내

면에 접착되는 접착부를 포함하고, 보강부는 상기 측면판의 내면에 접착되는 중앙부 및 상기 중앙부 양측에 형성된 

제2 경사접이선을 매개로 연결된 접착편 커버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보강판을 포함한다.

상기 접착편 커버는 상기 절곡형 상자가 납작하게 절곡된 상태에서 상기 연결부의 외면과 접촉하며, 상기 절곡형 상

자가 상자 형태로 조립된 상태에서 상기 접착편 커버는 상기 연결부의 내면과 접촉하여 상기 절곡형 상자의 구조를 

지지한다.

만약 보강부와 측면판이 서로 접착되지 않는 경우 보강부를 측면판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삽입편이 형성되어 인접

한 측면판의 내면의 홈에 삽입되어야 하고, 이때 측면판과 고정판을 손으로 잡고 삽입편을 삽입하여야 하므로 번거로

울 뿐만 아니라 상자의 구조가 정확하게 형성되지 않아 절곡선의 방향에 어긋나게 절곡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포장용 상자로 변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고안은 보강부와 상기 측면판간에 서로 접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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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앞선 번거로움이 없이 납작하게 절곡된 상태에서 조립된 절곡형 상자로 변형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상자의 구조

가 형성되도록 접착되어 있으므로 측면판을 상기 저판에 수직하게 올려주면, 상자의 구조가 절곡선에 따라 형성되므

로 여러 번의 반복이 필요 없다.

또한, 상기 접착편 커버는 상기 절곡형 상자가 납작하게 절곡된 상태에서는 상기 연결부의 외면과 접촉하여 연결부의

위에 겹쳐서 형성된다. 따라서, 상기 연결부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연결부의 접착부분을 보호할 수 있다. 또, 상

기 절곡형 상자가 조립된 상태에서는 상기 연결부의 내면과 접촉하면서 상기 저판에 고정되고, 제1 경사접이선의 위

에 겹쳐서 형성된다. 따라서 제1 경사접이선에 힘을 작용하는 경우, 제1 경사접이선에 힘이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여 

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측벽부가 절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기 절곡형 상자의 구조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측면판이 절곡선에 의해 약간의 힘만 작용하여도 접히던 단점을 보완한다.

또한, 측벽부를 저판에 수직하게 이동시키면, 상기 접착편 커버가 자동적으로 상기 절곡형 상자의 구조를 지지하면서

상기 저판에 수직하게 형성되므로 절곡형 상자의 측벽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킨다. 따라서 종래의 절곡형 상자 보다 더

쉽게 상자의 구조로 변형할 수 있고, 조립하는 시간에 있어서도 훨씬 단축되어 실용적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보강판은 상기 측면판의 상단 모서리에 절곡선을 매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보강판은 별도로 

제조되지 않고, 일체로 제조되어 제조 공정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상기 보강판이 상기 

측면판과 별도로 제조되어, 상기 측면판의 내면에 접착되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보강부에서 상기 저판에 닿는 모서리의 일측에 삽입편이 형성되고, 상기 삽입편에 대응하여 상기 저판의 

모서리에는 결속홈이 형성되어 상기 절곡 형 상자의 구조를 고정시킬 수 있다. 상기 보강부에 형성되는 삽입편의 개

수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삽입편은 삽입편에 대응하여 상기 저판에 형성되는 결속홈에 삽입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보강부가 저판에 강하게 고정되어, 중량이 큰 대상물을 수용하여도 상자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본 고안이 실시예에 의해 제한되

거나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도 2는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절곡형 상자의 사시도이고, 도 3은 제1 실시예에 따른 절곡형 상자의 전개도이

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절곡형 상자는 저판(110), 측벽부(120), 접착편(130), 보강부(140) 및 상판부(150)를 포함

한다. 절곡형 상자는 사과나 배와 같은 과일을 수용하여 운반하고 보관하기 편리하다.

저판(110)은 사각형 형상으로 절곡형 상자(100)의 저면을 형성한다. 저판(110)의 재질은 골판지로 구성되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면서 외부의 충격을 완충할 수 있고,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절곡하기도 용이하다. 

골판지는 종이 재질이기 때문에 재료 구입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경량이어서 운반하기에 부담이 없다. 또한, 종이라

는 재질의 특성상 재활용이 용이하여 환경 친화적이며,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재단 및 성형을 쉽게 할 수도 있다. 또한

, 골판지의 절곡을 통해 구조적으로 성형될 수 있기 때문에 납작하게 포개어 운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고안의 실시

예에서는 저판(110), 측벽부(120), 접착편(130), 보강 부(140) 및 상판부(150) 일체가 골판지로 형성된다. 물론,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얇게 판상으로 제조할 수 있으며 절곡이 가능하다면 골판지 이외의 다양한 재질로도 설

계자의 의도에 따라 절곡형 상자를 구성할 수가 있다. 저판(110)의 제1 및 제2 접착측면판(126,128)과 절곡선을 매

개로 연결된 부분에는 2개의 결속홈(112)이 소정의 간격을 두고 형성된다.

측벽부(120)는 제1 측면판(122), 제2 측면판(124), 제1 접착측면판(126) 및 제2 접착측면판(128)을 포함한다. 제1 

측면판(122)은 저판(110)의 일 모서리에 형성되고, 제2 측면판(124)은 제1 측면판(122)과 대향하는 저판(110)의 일 

모서리에 형성된다. 제1 접착측면판(126)은 저판(110)의 나머지 모서리 중 한 변에 연결되고, 양단부에 접착편(130)

이 절곡선을 매개로 연결되고 접착편(130)에는 제1 경사접이선(136)이 대각선 방향으로 형성된다. 제2 접착측면판(1

28)은 저판(110)의 나머지 모서리에 일변이 연결되고, 양단부에는 제1 측면판(126)과 마찬가지로 접착편(130)이 절

곡선을 매개로 연결된다.

접착편(130)은 연결부(132) 및 접착부(134)를 포함한다. 연결부(132)는 제1 경사접이선(136)을 따라 제1 및 제2 접

착측면판(126,128)에 인접하게 형성되어 절곡선을 매개로 연결되고, 제1 및 제2 측면판(122,124)과 제1 및 제2 접착

측면판(126,128)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제1 경사접이선(136)을 따라 제1 및 제2 측면판(122,124)에 인

접한 면에 접착부(134)가 형성되어 접착부(134)의 바깥 면이 제1 및 제2 측면판(122,124)의 내면에 접착된다. 따라

서 제1 접착측면판(126) 및 제2 접착측면판(128)을 저판(110)위로 접으면, 접착편(130)은 제1 경사접이선(136)을 

따라 제1 및 제2 측면판(122,124)의 내면에 접착부(134) 및 연결부(132)가 겹쳐지면서 절곡된다. 제1 및 제2 접착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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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판(126,128)의 외벽에는 내부로 관통하는 원형의 관통부(127)가 소정의 거리를 두고 형성되어 관통부(127)에 손

을 넣을 수 있어서, 절곡형 상자를 손으로 들고 운반하기 용이하고, 따라서 절곡형 상자를 손으로 다루기 편하다. 또한

, 상자 내부에 대상물을 외부에서도 관찰할 수 있으므로 대상물을 상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접착부(134)의 단부는

안쪽으로 부분적으로 돌출 연장되어 중앙부(142)와 부분적으로 겹쳐져서, 접착된 부분이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정된다.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접착편과 연결부의 단부는 접착편이 제1 측면판에 접착하여도 중앙부와 부분

적으로 겹쳐지지 않도록 제2 경사접이선에 대응하여 형성될 수 있다.

보강부(140)는 중앙부(142), 접착편 커버(144) 및 삽입편(148)을 포함한다. 중앙부(142)는 제1 측면판(122)의 일 모

서리에 절곡선을 매개로 연결되고, 제1 측면판(122)의 내면에 접착된다. 접착편 커버(144)는 중앙부(142)와 제2 경

사접이선(146)을 매개로 연결되고, 중앙부(142)의 양측부에 형성된다. 접착편 커버(144)의 내면에는 커버 관통부(12

7a)가 형성되어 커버 관통부(127a)에 손을 넣어 접착편 커버(144)의 위치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접착편 커

버(144)에는 저판(110)에 형성된 결속홈(112)에 삽입되도록 대응하여 삽입편(148)이 저판(110)에 닿는 모서리에 형

성된다. 따라서 중앙부(142)는 제1 측면판(122)에 접착되고, 삽입편(148)이 결속홈(112)에 삽입되면서 접착편 커버(

144)가 저판(110)에 고정된다. 제2 경사접이선(146)의 안쪽 단부로부터 보강부(140)를 상하로 절개하는 수직 절개

라인이 형성되어, 중앙부(142) 및 접착편 커버(144) 사이를 부분적으로 분리시켜 접착편 커버(144)가 제1 접착면(12

2)에서 접착되지 않고 접착편(130)을 가리고 보호할 수 있다.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보강부는 제1 측면판과는

별도로 제조되어 제1 측면판에 접착될 수 있다.

상판부(150)는 상판(152), 제1 접힘판(154a), 제2 접힘판(154b) 및 제3 접힘판(154c)을 포함한다. 상판(152)은 제2 

측면판(124)의 일 모서리와 절곡선을 매개로 연결되고, 저판(110) 및 측벽부(120)가 제공하는 공간을 덮는 역할을 한

다. 상판부(150)의 중앙부에는 내부 공간을 볼 수 있는 개방부(159)가 형성되어 상판(152)을 열지 않아도 내부를 볼 

수 있어 편리하다. 따라서 대상물을 전시하거나 진열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 일부분만 개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상

판(152)의 제2 측면판(124)과 접하는 모서리와 제2 접힘판(154b)과 접하는 모서리에는 양측부에 상판(152)의 안쪽

을 향하는 Ｕ-자형의 절개라인이 형성되고, 상판(152)의 주변이 절곡될 때 상판(152)으로부터 가이드부(159)가 돌출

되며, 가이드부(159)의 위치는 저판(110)의 모서리에는 결속홈(112)에 대응하여 형성된다.

제1 접힘판 내지 제3 접힘판(154a,154b,154c)은 상판(152)의 모서리에 순차적으로 절곡선을 매개로 연결된다. 제1 

및 제3 접힘판(154a,154c)은 상판(152)의 마주하는 두 모서리에 연결되고, 내면에는 두 개의 관통부(127)가 형성 되

어 제1 및 제2 접착측면판(126,128)을 덮었을 때 관통부(127)간에 서로 겹쳐져 외부에서 상자의 내부 공간으로 관통

할 수 있는 위치에 형성한다. 제2 접힘판(154b)는 양단부에 접착부(134)가 형성되어 제1 및 제3 접힘판(154a,154c)

의 내면에 접착하여 제1 내지 제3 접힘판(154a,154b,154c)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제2 접힘판(154b)에는 제2 접힘판(154b) 및 접착부(134)가 만나는 절곡선의 하단으로부터 제2 접힘판(154b)의 내

면으로 약 45도 방향으로 제3 경사접이선(156)이 형성된다. 따라서 제1 및 제3 접힘판(154a,154c)이 저판(110) 위

로 절곡선을 따라 절곡되면, 제2 접힘판(154b)의 단부가 제3 경사접이선(156)을 따라 접혀서 상판(152)위에 납작하

게 절곡된다. 제2 접힘판(154b)의 상단부에 형성된 2개의 홈은 절곡형 상자를 대량으로 생산하였을 때, 다른 절곡형 

상자의 보강판의 상단부에 형성된 삽입편에 대응하는 부분으로서 대량 생산 시 골판지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

성된다.

도 4는 제1 실시예에 따른 절곡형 상자의 절곡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이고, 도 5는 제1 실시예에 따른 절

곡형 상자의 접힌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절곡형 상자는 도 2와 같이 조립되어 대상물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제1 및 제3 접힘판(154c)

을 상판(152)을 향하여 눌러주면, 제3 경사접이선(156)을 매개선으로 제2 접힘판(154b)의 양단부의 제1 및 제3 접힘

판(154a,154b,154c)의 인접한 면과 제1 및 제3 접힘판(154a,154b, 154c)과 연결된 절곡선이 펴지면서 상판(152)으

로 납작하게 절곡된다(①). 또한, 제2 측면판(124)의 내면에 접착부(134)의 외면이 접착되고, 연결부(132)와 제1 및 

제3 접착측면판(126,128)이 연결되므로, 저판(110)을 향하여 눌러주면 제1 경사접이선(136)을 따라 저판(110)위로 

납작하게 절곡된다(②). 또한, 접착편 커버(144)의 중앙부에 형성된 커버 관통부(127a)를 잡아당기면 삽입편(148)이 

결속홈(112)에서 제거된다. 이때 연결부(132)의 내면에 겹쳐서 위치한 접착편 커버(144)가 제2 경사접이선(146)을 

매개로 저판(110)의 위로 이동하면서, 제1 경사접이선(136)에 의해서 접착부(134)와 접해 있던 연결부(132)가 제1 

및 제2 접착측면판(126,128)과 일체로 수평 하게 펴진다. 그러므로 접착편 커버(144)가 연결부(132)의 외면에 겹치

면서 보강부(144), 제1 및 제2 접착측면판(126,128)이 납작하게 절곡된다(③).

도 5를 참조하면, 절곡형 상자는 저판(110)위에 납작하게 절곡된다. 본 고안에 따른 절곡형 상자는 제1 및 제3 접힘

판(154a,154c)이 상판부(150) 위로 절곡될 때 제3 경사접이선(156)을 매개로 접착부(134)가 제1 및 제3 접힘판(154

a,154c)의 내면에 접착되고(A), 제1 및 제2 접착측면판(126,128)이 저판(110)위로 절곡될 때 제1 경사접이선(136)

을 매개로 접착편(130)이 제2 측면판(124)의 내면에 접착된다(B). 또한 제1 및 제2 접착측면판(126,128)이 저판(11

0)위로 절곡될 때 제1 경사접이선(136)을 매개로 접착편(130)이 제1 측면판(122)에 접착되고(C), 중앙부(142)가 제

2 경사접이선(146)을 매개로 제1 측면판(122)의 내면에 접착된다(D). 따라서 총 4번의 접착을 이용하여 절곡형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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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를 완성시킨다.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절곡형 상자는 접착부(134)를 제1 및 제2 측면판(122,124)의 내면에 접착하여 고정시켜서,

제1 및 제2 접착측면판(126,128)을 저판(110)위에 수직하게 형성시킴으로써 측벽의 구조가 자동적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측벽판 및 보강판을 손으로 잡아서 측벽을 형성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 할 수 있으므로 한번에 포장용 상

자로 변형할 수 있다.

또한, 보강부(140)의 접착편 커버(144)가 절곡형 상자를 납작하게 절곡된 상태에서는 연결부(132)의 바깥 면과 접촉

하여 연결부(132)의 위에 겹쳐서 형성된다. 따라서, 연결부(132)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연결부(132)의 접착부

분을 보호할 수 있다. 또, 상기 절곡형 상자가 조립된 상태에서는 연결부(132)의 내면과 접촉하면서 저판(110)에 고

정되고, 제1 경사접이선(136)의 위에 겹쳐서 형성된다. 따라서 제1 경사접이선(136)에 힘이 작용되는 경우, 제1 경사

접이선(136)에 힘이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여 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측벽부(120)가 절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 상기 절곡형 상자의 구조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측벽부에 형성된 절곡선에 의해 약간의 힘만 작용하여도 접히던 단

점을 보완한다.

또한, 상판부(150)에 가이드부(158)가 형성되어 상판부(150)가 내부 공간을 덮는 경우, 가이드부(158)가 상판부(150

)에 수직하게 돌출된다. 따라서 절곡형 상자를 적재하는 경우, 위에 적재되는 절곡형 상자의 저판에 형성된 결속홈과 

동일한 위치에 형성되어 가이드부(158)가 형성되어 위에 적재된 절곡형 상자의 결속홈에 삽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의 절곡형 상자와 상자의 위에 적재된 절곡형 상자가 서로 연결되어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서로 분리

되지 않아 적층 구조를 안정시킨다. 따라서 절곡형 상자를 안전하게 적재하고, 운반할 수 있다.

또한, 측벽부(120)를 저판(110)에 수직하게 이동시키면, 접착편 커버(144)가 자동적으로 상기 절곡형 상자의 구조를

지지하면서 저판(110)에 수직하게 형성되므로 종래의 절곡형 상자 보다 더 쉽게 상자의 구조로 변형할 수 있고, 조립

하는 시 간에 있어서도 훨씬 단축되어 실용적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판(152)의 중앙부에는 개방부(159)가 형성되어 대상물을 전시하거나 진열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 일부분만 

개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용된 대상물을 외부에서 손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시예 2

도 6은 본 고안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절곡형 상자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절곡형 상자는 저판(210), 측벽부(220), 접착편(230), 보강부(240) 및 상판부(250)를 포함한다.

측벽부(220)는 제1 측면판(222), 제2 측면판(224), 제1 접착측면판(226) 및 제2 접착측면판(228)을 포함한다. 제1 

측면판(222)은 저판(210)의 일 모서리에 형성되고, 제2 측면판(224)은 제1 측면판(222)과 대향하는 저판(210)의 일 

모서리에 형성된다. 제1 접착측면판(226)은 저판(210)의 나머지 모서리 중 한 변에 연결되고, 양단부에 접착편(230)

이 절곡선을 매개로 연결되고 접착편(230)에는 제1 경사접이선(236)이 대각선 방향으로 형성된다. 제2 접착측면판(2

28)은 저판(210)의 나머지 모서리에 일변이 연결되고, 양단부에는 제1 측면판(226)과 마찬가지로 접착편(230)이 절

곡선을 매개로 연결된다.

접착편(230)은 연결부(232) 및 접착부(234)를 포함한다. 연결부(232)는 제1 및 제2 접착측면판(236,238)과 절곡선

을 매개로 연결되고, 접착부(234)는 제1 및 제2 측면판(232,234)에 절곡선을 매개로 연결되어 제1 및 제2 측면판(23

2,234)의 내면에 접착된다. 연결부(232)와 접착부(234)는 제1 경사접이선(236)을 매개로 연결되어 제1 접착측면판(

226) 및 제2 접착측면판(228)을 저판(210)위로 접으면, 연결부(232) 및 접착부(234)가 서로 접하여 위치한다. 접착

부(234)는 내면이 제1 및 제2 측면판(222,224)에 접착되어, 납작하게 절곡 되는 경우에 접착편(230)의 내면이 제1 

및 제2 측면판(222,224)에 접한다. 또 조립된 상자의 경우에는 연결부(232) 및 접착부(234)의 외면이 서로 접하여 위

치한다.

제1 및 제2 접착측면판(226,228)의 외벽에는 내부로 관통하는 원형의 관통부(227)가 소정의 거리를 두고 형성되어 

절곡형 상자를 손으로 들고 운반하기 유용하다.

그 외의, 저판부(210), 보강부(230) 및 상판부(240)는 제1 실시예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본 실시예의 설명에

서 이전 실시예의 설명 및 도면을 참조할 수 있으며, 반복되는 내용은 생략될 수 있다.

실시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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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고안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절곡형 상자의 사시도이고, 도 8은 제3 실시예에 따른 절곡형 상자의 전개도이

다.

도 7 및 도 8을 참조하면, 절곡형 상자는 저판(310), 측벽부(320), 접착편(330) 및 보강부(340)를 포함한다.

저판(310)은 사각형 형상으로 절곡형 상자의 저면을 형성한다. 저판(310)의 재질은 골판지로 구성되어, 구조를 유지

하기 위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면서 외부의 충격을 완충할 수 있고,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절곡하기도 용이하다. 골판

지는 종 이 재질이기 때문에 재료 구입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경량이어서 운반이 용이하고, 재활용이 용이하여 환경

친화적이며, 재단 및 성형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골판지의 절곡을 통해 구조적으로 성형될 수 있기 때문에 납작

하게 포개어 운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고안의 실시예에서는 저판(310), 측벽부(320), 접착편(330) 및 보강부(340

) 일체가 골판지로 형성되며,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재질로 구성될 수 있다. 저

판(310)의 제1 및 제2 접착측면판(326,328)과 절곡선을 매개로 연결된 부분에는 2개의 결속홈(312)이 소정의 간격

을 두고 형성된다.

측벽부(320)는 제1 측면판(322), 제2 측면판(324), 제1 접착측면판(326) 및 제2 접착측면판(328)을 포함한다. 제1 

측면판(322)은 저판(310)의 일 모서리에 형성되고, 제2 측면판(324)은 제1 측면판(322)과 마주하는 저판(310)의 일 

모서리에 형성된다. 제1 접착측면판(326)은 저판(310)의 일 모서리에 한 변이 연결되고, 양단부에 접착편(330)이 절

곡선을 매개로 연결된다. 제1 및 제2 접착측면판(326,328)의 외벽에는 내부로 관통하는 슬릿홈(327)이 형성되어 절

곡형 상자를 손으로 들고 운반하기 유용하다. 슬릿홈(327)은 십자가 모양으로 형성되어 손이 들어가서 제1 및 제2 접

착측면판(326,328)의 일부분을 쥐게 된다. 측벽부(320)는 높이가 길게 형성되어 페인트통과 같이 높이가 있는 대상

물을 수용할 수 있다.

접착편(330)은 연결부(332) 및 접착부(334)를 포함한다. 연결부(332)는 제1 경사접이선(336)을 따라 제1 및 제2 접

착측면판(326,328)에 인접하게 형성되어 절곡선을 매개로 연결되고, 제1 및 제2 측면판(322,324)과 제1 및 제2 접착

측면판(326,328)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제1 경사접이선(336)을 따라 제1 및 제2 측면판(322,324)에 인

접한 면에 접착부(134)가 형성되어 접착부(134)의 바깥 면이 제1 및 제2 측면판(322,324)의 내면에 접착된다. 따라

서 제1 접착측면판(326) 및 제2 접착측면판(328)을 저판(310)위로 접으면, 접착편(330)은 제1 경사접이선(336)을 

따라 제1 및 제2 측면판(322,324)의 내면에 접착부(334) 및 연결부(332)가 겹쳐지면서 절곡된다. 제1 및 제2 접착측

면판(326,328)의 외벽에는 내부로 관통하는 원형의 관통부(327)가 소정의 거리를 두고 형성되어 관통부(327)에 손

을 넣을 수 있어서, 절곡형 상자를 손으로 들고 운반하기 용이하고, 따라서 절곡형 상자를 손으로 다루기 편하다. 접착

부(334)의 단부는 안쪽으로 부분적으로 돌출 연장되어 중앙부(342)와 부분적으로 겹쳐져서, 접착된 부분이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정된다.

보강부(340)는 제1 보강판(341a) 및 제2 보강판(341b)을 포함한다. 제1 보강판(341a)은 제1 측면판(322)의 일 모서

리에 절곡선을 매개로 연결되고, 중앙부(342), 접착편 커버(344) 및 삽입편(348)을 포함한다. 중앙부(342)는 제1 측

면판(322)의 일 모서리에 절곡선을 매개로 연결되고, 제1 측면판(322)의 내면에 접착된다. 접착편 커버(344)는 중앙

부(342)와 제2 경사접이선(346)을 매개로 연결되고, 중앙부(342)의 양측부에 형성된다. 접착편 커버(344)의 내면에

는 관통부(327)가 형성된다. 또한, 접착편 커버(344)에는 저판(310)에 형성된 결속홈(312)에 삽입되도록 대응하여 

삽입편(348)이 저판(310)에 닿는 모서리에 형성된다. 제2 경사접이선(346)의 안쪽 단부로부터 보강부(340)를 상하

로 절개하는 수직 절개라인이 형 성되어, 중앙부(342) 및 접착편 커버(344) 사이를 부분적으로 분리시켜 접착편 커버

(344)가 제1 접착면(322)에서 접착되지 않고 접착편(330)을 가리고 보호할 수 있다. 제2 보강판(341b)는 제1 보강판

(341a)과 동일하게 형성되어 제1 보강판(341a)의 대응하는 변에 연결된다.

도 9는 제3 실시예에 따른 절곡형 상자의 절곡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절곡형 상자는 제1 측면판(322) 및 제2 측면판(324)에 제1 보강판(341a) 및 제2 보강판(341b)이 

접착되어 측벽부(320)를 고정시킨다.

제1 및 제2 보강판(341a,341b)은 도 7과 같이 저판(310)에 형성된 결속홈(312)에 삽입편(348)을 삽입하여 측벽부를

(320) 고정시킨다. 따라서 제1 및 제2 보강판(341a,341b)은 측벽부(320)를 저판(310)위에 고정시키면서, 접착편 커

버(344)가 접착편(330)에 형성된 제1 경사접이선(336)을 외부에서 지지하므로 절곡형 상자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지

지하여 외부에 힘에 의해서 쉽게 절곡되지 않는다. 접착편 커버(344)를 저판(310)위로 들어 올리면, 삽입편(348)이 

결속홈(312)에서 제거되어 접착편 커버(344)가 제2 경사접이선(346)을 따라 위로 들리고, 제1 및 제2 보강판(341a,

341b)이 뒤로 누우면서 제1 및 제2 접착측면판(326,328)이 저판(310)위로 납작하게 절곡된다. 따라서 제1 및 제2 접

착측면판(326,328)이 제1 경사접이선(336)을 따라 저판(310)위로 납작하게 절곡되고, 제1 및 제2 측면판(322,324)

도 납작하게 절곡되어 상자의 부피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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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의 효과

본 고안에 따르면, 측벽판 및 보강판이 분리된 경우 손으로 잡아서 측벽을 형성해야 하나, 측벽판 및 보강판이 접착되

어 위의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한번의 과정으로 납작하게 절곡된 형태에서 조립되어 대상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절곡형 상자로 변형시킬수 있다.

또한, 접착편 커버가 형성되어 경사 접이선 위에 겹쳐서 위치하므로 외부에 힘에 의해서 쉽게 절곡되지 않으므로, 절

곡형 상자의 구조가 더욱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적재하는 경우 아래의 절곡형 상자의 상판부에 가이드부와 위에 적재된 절곡형 상자의 저판에 결속홈이 서로 

연결되면서 적층구조를 안정시켜 안정하게 절곡형 상자를 적재할 수 있다. 그리고 상판부의 중앙부에는 개방부가 형

성되어 대상물을 전시하거나 진열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측벽부의 외벽에는 내부로 관통하는 관통부가 형

성되어 절곡형 상자를 손으로 들기가 편리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라면 하기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고안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고안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

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절곡형 상자에 있어서,

사각형 저판;

상기 저판의 대향하는 한 쌍의 모서리에 측벽을 형성하는 측면판 및 상기 저판의 대향하는 나머지 한 쌍의 모서리 중 

적어도 하나에 측벽을 형성하는 접착측면판을 포함하는 측벽부;

상기 접착측면판의 일 단부에 형성된 연결부 및 상기 연결부와 제1 경사접이선을 매개로 연결되며 상기 측면판의 내

면에 접착되는 접착부를 포함하는 접착편; 및

상기 측면판의 내면에 접착되는 중앙부 및 상기 중앙부 양측에 형성된 제2 경사접이선을 매개로 연결된 접착편 커버

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보강판을 포함하는 보강부를 구비하며,

상기 절곡형 상자가 납작하게 절곡된 상태에서 상기 접착편 커버는 상기 연결부의 외면과 접촉하며, 상기 절곡형 상

자가 조립된 상태에서 상기 접착편 커버는 상기 연결부의 내면과 접촉하여 상기 절곡형 상자의 구조를 지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절곡형 상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강판은 상기 측면판의 상단 모서리에 절곡선을 매개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절곡형 상자.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강부에서 상기 저판에 닿는 모서리의 일측에 삽입편이 형성되고, 상기 삽입편에 대응하여 상기 저판의 모서리

에는 결속홈이 형성되어 상기 절곡형 상자의 구조를 고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절곡형 상자.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편에서 상기 연결부의 단부는 상기 제2 경사접이선에 대응하여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절곡형 상자.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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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접착편에서 상기 접착부의 단부는 안쪽으로 부분적으로 돌출 연장되어 상기 중앙부와 부분적으로 겹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절곡형 상자.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측면판 중 하나의 상단 모서리에는 절곡선을 매개로 상판부가 연결되며, 상기 상판부는 상판 및 상기 상판의 나

머지 주변을 따라 형성된 제1 내지 제3 접힘판을 포함하고, 상기 제2 접힘판의 양단에는 상판 접착편이 형성되어 상

기 제1 및 제3 접힘판에 접착되고, 상기 제2 접힘판의 양단부에 제3 경사접이선이 형성되 어 상기 제3 경사접이선을 

따라 상기 제1 내지 제3 접힘판이 상기 상판을 향해 포개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절곡형 상자.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상판부의 모서리들 중 적어도 하나에는 상기 상판의 안쪽을 향하는 Ｕ-자형의 절개라인이 형성되고, 상기 절개

라인은 상기 제1 내지 제3 접힘판 또는 상기 측면판과 일체로 연결되어, 상기 상판의 주변이 절곡될 때 상기 상판으로

부터 가이드부가 돌출되며, 상기 가이드부의 위치에 대응하여 상기 저판의 모서리에는 결속홈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절곡형 상자.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편의 상기 접착부는 상기 측면판과 절곡선을 매개로 연결되며, 상기 접착편의 내면이 상기 측면판의 내면과

접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절곡형 상자.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편의 상기 접착부는 상기 측면판과 분리되어 있으며, 상기 접착편의 내면 또는 외면이 상기 측면판의 내면

과 접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절곡형 상자.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경사접이선의 안쪽 단부로부터 상기 보강판을 상하로 절개하는 수직 절개라인이 형성되어, 상기 중앙부 및 

상기 접착편 커버 사이를 부분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절곡형 상자.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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