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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구성부품의 설치 작업성이 뛰어나고, 또한 장기간에 걸쳐 뛰어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우터 미러에 관한

것으로, 자동차 차체(A)의 측면으로부터 그 측방을 향하여 돌출하는 돌출부(11A)를 갖는 미러 베이스(10)와, 돌출부

(11A)에 세워져 설치된 샤프트(10A)와, 샤프트(10A)에 회동이 자유롭게 부착되고, 차체(A)의 후방을 비추는 미러(30)가

설치된 미러 하우징(20)을 구비하고, 미러 하우징(20)의 차체측 측면에 개구(20B)가 설치되어 있는 구성으로 하였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자동차, 사이드 도어, 아우터 미러, 시인성, mirror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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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형태에 의한 아우터 미러(outer mirror)가 설치된 자동차 차체 좌측(조수석측)의 부분 사시도이

다.

도 2는 아우터 미러를 운전석측에서 보았을 때의 모양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3은 아우터 미러의 개략구조를 나타내는 분해 사시도이다.

도 4는 아우터 미러에 의해 비추어지는 영역의 모식 설명도이다.

도 5는 아우터 미러에 의해 비추어지는 영역의 일부를 차체의 측방으로부터 나타낸 모식 설명도이다.

도 6은 아우터 미러에 비추어지는 상(像)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a)는 통상시의 모양을 도시한 도면, (b)는 시프트 레버

(shift lever)를 역전 위치(reverse position)로 이동한 상태(역전시)의 모양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7(a),(b)는 본 실시의 형태의 아우터 미러의 변형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a),(b)는 주행풍의 흐름을 나타낸 설명도이다.

도 9은 본 발명의 제2 실시형태에 의한 아우터 미러의 전면측에서 바라본 사시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형태에 의한 아우터 미러의 후면측에서 바라본 사시도이다.

도 11은 종래 기술의 설명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미러 베이스(mirror base), 10A : 샤프트(shaft)

11 : 베이스 본체, 11A : 돌출부

11A1 : 상면, 12 : 베이스 커버(cover)

12a : 커버부, 12d : 후크(hook)

13 : 씰(seal)부재, 20 : 미러 하우징

20B : 개구. 20a : 측방 상부

30 : 미러, 31 : 구면부(球面部)

32 : 비구면부(非球面部), 40 : 보조미러

41 : 설치부재(팽출부(膨出部)), 50 : 구동장치

51 : 프레임(frame), 52 : 액츄에이터(actuator)

70 : 후방 보조미러, A : 차체(車體)

A1 : 차 외측, P1∼P4 : 시인(視認)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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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자동차의 사이드 도어(side door) 부근에 부설되는 아우터 미러(outer mirror)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아우터 미러는, 도 1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도시하지 않은 차체(車體)의 측면으로부터 그 측방을 향하여 돌출하

는 돌출부(100)를 갖는 미러 베이스(mirror base, 110)와, 이 돌출부(100) 위에 고정되는 샤프트(shaft, 111)과, 이 샤프

트(111)에 구동 유닛(unit, 112)을 통하여 회동이 가능하게 부착되는 미러 하우징(mirror housing, 113)과, 이 미러 하우

징(113)의 후면측의 개구(113A)에, 경면(鏡面)의 방향을 조절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114)를 통하여 설치되는 미러

(115)를 주요부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예컨대, 특허문헌1 참조).

[특허문헌1]일본국 특개2004-299481호 공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런데, 상기 종래의 아우터 미러에서는, 주로 미러 하우징(113)의 후면측의 개구(113A)를 이용하여, 구동 유닛(112)이

장착된 프레임(frame, 120)을 미러 하우징(113)에 조립할 필요가 있어, 설치 작업성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또한, 나사(116)에 의한 프레임(120)의 고정 방향과, 자동차 주행시에 아우터 미러가 주행풍(走行風)을 받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진동 등에 저항하여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요망도 있었다.

본 발명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 목적은, 구성부품의 설치 작업성이 뛰어나고, 더욱이 장기간에 걸

쳐 뛰어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우터 미러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상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아우터 미러는, 자동차 차체의 측면으로부터 그 측방을 향하여 돌출하는 돌출부

를 갖는 미러 베이스와, 상기 돌출부에 세워져 설치된 샤프트와, 이 샤프트에 회동이 자유롭게 부착되고, 상기 차체의 후방

을 비추는 미러가 설치된 미러 하우징을 구비한 아우터 미러에 있어서, 상기 미러 하우징의 상기 차체측 측면에, 개구가 설

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아우터 미러에 의하면, 미러 하우징 차체측 측면에 개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개구를 이용하여, 예컨대, 미러

하우징내에 대한 구성부품의 삽입이나 설치, 또한, 체결공구 등에 의한 구성부품의 설치 작업을 원활하게 행할 수 있다. 따

라서, 구성부품 설치 작업성이 향상되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미러 하우징의 후면측의 개구를 이용한 설치 작업과 더불어 작업성이 더욱 향상되는 이점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이 개구를 이용하여 체결공구 등을 삽입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종래, 체결공구가 들어가지 않는 등의 이

유로, 미러 하우징내에 있어서 구성부품의 레이아웃(layout)이 성립될 수 없거나, 구성부품을 고정할 수 없거나 하는 결점

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성부품의 설치에 있어서는, 종래의 미러 하우징의 후면측의 개구로부터 행하는 설치와, 차체측 측면의 개구로부터

행하는 설치인 적어도 두 방향으로부터 설치를 행할 수 있으므로, 미러 하우징에 대한 구성부품의 설치 강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뛰어난 내구성을 확보한 구성부품의 설치가 실현된다.

또한, 본 발명의 아우터 미러는, 상기 개구를 통하여 상기 미러 하우징 안이 외부로 향하는 구성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아우터 미러에 의하면, 개구를 통하여, 미러 하우징 안을 볼 수 있어, 예컨대, 미러 하우징내에 프레임을 고정할 때

의 작업성이 향상된다. 또한, 개구를 통하여 미러 하우징 안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종래라면 미러 하우징을 분해

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었던 구성부품의 상황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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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샤프트는, 상기 돌출부의 저부측으로부터 삽입되는 고정용 나사에 의해 상기 돌출부에 고정되는 구성이며, 상

기 개구는, 상기 고정용 나사의 삽입구를 형성하는 구성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아우터 미러에 의하면, 개구가, 고정용 나사의 삽입구를 형성하므로, 개구를 통하여 삽입되는 고정용 나사에 의해,

돌출부에 샤프트를 고정할 수 있다.또한, 만일, 돌출부의 저부측의 고정용 나사의 삽입구가 미러 하우징에 의해 일부 또는

전부가 덮어지는 것 같은 구성이라도, 이 개구가 형성되어 있음으로써, 개구를 통하여 고정용 나사를 삽입할 수 있어, 고정

용 나사에 의한 샤프트의 고정을 확실하게 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개구는, 상기 차체의 측방의 전방을 비추는 보조미러로 폐쇄되는 구성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아우터 미러에 의하면, 개구가 보조미러로 폐쇄되어 있으므로, 보조미러로 개구를 숨길 수 있어, 외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개구는 상기와 같이 미러 하우징 차체측의 측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개구를 폐쇄하는 상태의 보조미러

는, 운전석에서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상태로 있고, 이것에 의해, 운전석에 앉은 채로 차체 측방의 전방을 보조미러를 이용

하여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미러 하우징은, 상기 돌출부의 아래쪽으로 돌출하는 팽출부(膨出部)를 구비하고, 이 팽출부의 상기 차체측의 측

면에, 상기 개구가 설치되어 있음과 아울러, 이 팽출부의 상기 돌출부와의 대향부에, 상기 고정용 나사를 상기 돌출부의 저

면측에서 나사박음할 때에 삽입 관통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삽입 관통구멍은 상기 개구를 통하여 상기 팽출부의 외측

으로부터 통하는 구성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아우터 미러에 의하면, 팽출부의 차체측 측면에 설치된 개구로부터, 팽출부의 돌출부에 대한 대향부에 형성된 삽입

관통구멍을 통하여, 고정용 나사를, 팽출부의 저면측에서 나사박음할 수 있다. 즉, 미러 하우징이 돌출부의 아래쪽으로 돌

출하는 팽출부를 구비하고 있는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고정용 나사에 의한 샤프트의 고정을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조립 작

업을 행하기 쉬운 아우터 미러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상기 팽출부는 상기 미러 하우징과 별개로 설치되어, 상기 미러 하우징에 설치가능한 설치부를 구비하여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아우터 미러에 의하면, 미러 하우징에 대하여 나중에 부착하여 팽출부를 설치할 수 있고, 미러 하우징을 형성할 때

의 자유도나 디자인의 자유도가 높아지게 된다. 또한, 미러 하우징에 대하여 나중에 부착하여 팽출부를 설치할 수 있으므

로, 고정용 나사를 돌출부의 저면측에서 나사박음하여 돌출부에 샤프트를 고정할 때에, 돌출부가 방해로 되는 일이 없다.

따라서, 조립 공정의 자유도가 높아진다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상기 미러를 지지하고, 상기 미러 하우징에 설치되는 프레임을 구비하고, 상기 프레임은, 적어도 한 곳이, 상기 개구

를 통하여 상기 미러 하우징내에 삽입되는 설치 나사에 의해, 상기 프레임에 대하여 상기 미러를 설치하는 방향과 교차하

는 방향으로 설치되는 구성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아우터 미러에 의하면, 프레임은, 적어도 한 곳이, 개구를 통하여 미러 하우징내에 삽입되는 설치 나사에 의해, 프

레임에 대하여 미러를 설치하는 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부착되게 되어 있으므로, 미러 하우징에 대한 프레임의 고정을,

다른 두 방향에서 행할 수 있어, 프레임의 설치 강도를 쉽게 높일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한편, 설명에 있어서, 동일한 요소에는 동일한

부호를 사용하고, 중복하는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 방향을 나타내는 「전후」,「좌우」,「상하」

등의 용어는, 모두 차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한다.

(제1 실시형태)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형태에 의한 아우터 미러가 부착된 자동차 차체 좌측의 부분 사시도, 도 2는 아우터 미러를 운전

석측에서 보았을 때의 모양을 나타내는 사시도, 도 3은 아우터 미러의 개략구조를 나타내는 분해 사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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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도 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아우터 미러는, 자동차 차체(A)의 조수석측의 프론트 사이드 도어(front side door, D)에

부설되는, 소위 도어 미러이며, 차체(A)의 측면으로부터 그 측방을 향하여 돌출하는 돌출부(11A)를 갖는 미러 베이스(10)

와, 이 돌출부(11A)의 위쪽에 부착되는 미러 하우징(20)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러 하우징(20)에는, 도 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후측면에 후방 시인용 미러(30)가 장착되고, 또한, 미러 하우징(20)의 차체측 측면에, 운전석에서는 직접 볼 수 없어,

차체(A)의 조수석측의 측방의 전방을 시인하기 위한 보조미러(40)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미러 하우징(20)에는,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보조미러(40)가 부착되는 차체측 측면에 개구(20B)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 의한 아우터 미러는 전동 격납식(電動 格納式)이고, 미러 하우징(20)은, 미러 베이스(10)의 돌출부

(11A)에 세워져 설치되는 샤프트(10A, 도 2 참조)에 대하여 회동이 가능하게 부착되어 있다.

이하, 각 구성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미러 베이스(10)는, 본 실시형태에서는, 도 1, 도 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프론트 사이드 도어(D)의 프레임(frame, D1)에

고정되도록 되어 있고,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베이스 본체(11)와, 이 베이스 본체(11)의 차 외측(A1)의 측면에 덮어

져 설치되는 베이스 커버(12)와, 베이스 본체(11)의 차체측 측면에 고정되는 씰부재(13)와, 패킹(packing, 14)을 구비하여

구성된다.

베이스 본체(11)는, 알루미늄 다이 캐스트(aluminium die cast) 등의 주조법으로 제작되고, 판형상의 기부(基部, 11a)와,

이 기부(11a)의 중앙의 약간 아래쪽 위치에서 측방(차체(A)의 측방)을 향하여 돌출하는 돌출부(11A)를 구비하고 있다. 기

부(11a)에는, 베이스 커버(12)가 도시하지 않은 고정 나사로 고정됨과 아울러, 씰부재(13)에 대한 대향면에, 세로 길이의

프레임 형상의 설치 보스부(boss, 11b)가 돌출 설치되어 있다. 이 설치 보스부(11b)의 상부 및 하부, 또한 설치 보스부

(11b)의 중간부에는, 베이스 본체(11)에 씰부재(13)를 나사 고정할 때의 나사 구멍으로 되는 고정 구멍(11e)이 각각 설치

되어 있다. 돌출부(11A)는, 후면 또는 전면에서 바라본 형상이 기부(11a)측으로부터 선단부를 향하여 가늘어지는 삼각형

상을 보이고 있고, 또한, 평탄하게 형성된 상면에는, 샤프트(10A)를 고정하기 위한 설치 구멍(11c) 및 미러 하우징(20) 안

으로부터 도시하지 않은 와이어 하니스(wire harness)를 차체(A)측으로 배선하기 위한 도출(導出) 구멍(11d)이 개구 형

성되어 있다. 한편, 와이어 하니스는, 이 도출 구멍(11d)을 통하여 설치 보스부(11b)의 내측에 형성된 개구(11f)로부터 인

출된다.

베이스 커버(12)에는, 베이스 본체(11)의 돌출부(11A)를 적어도 상면측이 노출하는 상태로 덮는 커버부(12a)가, 차 외측

(A1)으로 돌출하는 상태로 형성되어 있고, 또한, 베이스 커버(12)의 베이스 본체(11)에 대한 설치면에, 이 커버부(12a)로

통하는 삽입 구멍(12b) 및 베이스 본체(11)를 고정할 때의 나사 구멍으로 되는 고정 구멍(12c, 12c)이 설치되어 있다. 한

편, 커버부(12a)의 저부에는, 베이스 본체(11)의 돌출부(11A)의 설치 구멍(11c)을 향하는 삽입 구멍(12e)이 형성되어 있

다. 이와 같은 베이스 커버(12)를 베이스 본체(11)에 설치하기 위하여는, 베이스 본체(11)의 차체측에서 각 고정 구멍

(12c)에 도시하지 않은 나사를 삽입하면 좋다. 또한, 고정 구멍(12c, 12c)의 근방에는, 씰부재(13)에 설치된 도시하지 않은

결합부와 결합하는 후크(hook, 12d, 12d)가 돌출 설치되어 있다.

씰부재(13)는 시트(seat)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부(13a) 및 하부(13b)가 베이스 커버(12)의 차체측 측면에 각각 결합

되도록 경사진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씰부재(13)의 중앙부에는, 베이스 본체(11)의 설치 보스부(11b)가 수용되는 수용

오목부(凹部, 13c)가 형성되어 있다. 이 수용 오목부(13c)에는, 베이스 본체(11)의 각 고정 구멍(11e)에 대응하는 위치에

도시하지 않은 고정 나사를 삽입하기 위한 나사 구멍(13e)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수용 오목부(13c)에는, 상기 와이어 하

니스를 차 내측으로 인출하기 위한 인출 구멍(13f)이, 베이스 본체(11)의 개구(11f)에 대응하는 위치에 형성되어 있다. 또

한, 씰부재(13)의 차체측 측면에는, 패킹(14)의 수납을 좋게 하기 위한 접힘부(13g)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씰부재(13)를 베이스 본체(11)에 설치하기 위하여는, 씰부재(13)의 차체측 측면의 각 나사 구멍(13e)을 통하여 베

이스 본체(11)의 각 고정 구멍(11e)에 도시하지 않은 나사를 각각 나사박음하면 좋다. 한편, 패킹(14)은, 씰부재(13)와 도

시하지 않은 차체측의 설치자리와의 사이에 장착된다.

미러 하우징(20)은, 도 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샤프트(10A)를 통하여 돌출부(11A)의 위쪽에 수평회동이 가능하게 부착

된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미러 하우징(20)의 차체측 측면에 사각형상의 개구(20B)가 설치되어 있어, 이

개구(20B)를 통하여 미러 하우징(20) 안에 부착되는 프레임(51) 등의 구성부품이 외부로 향하도록 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

에서는, 개구(20B)가, 보조미러(40)를 설치하기 위한 부재로서 기능하는 설치부재(41)로 폐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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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위한 구성으로서 설치부재(41)에는, 보조미러(40)가 부착되는 면(面)과 반대측의 면에, 결합 후크(hook, 41a)가 돌출

설치되어 있고, 이 결합 후크(41a)를 미러 하우징(20)의 차체측 측면의 하부에 형성된 결합구멍(20b)에 결합시킴으로써,

미러 하우징(20)에 설치부재(41)가 부착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설치부재(41)는, 미러 하우징(20)과 별개 부재로 구

성되므로, 좌우 방향의 두께를 변경하여 형성한 것을 적당히 이용함으로써, 차체(A)와의 틈(S), 구체적으로는, 보조미러

(40)의 경면(鏡面)과 미러 베이스(10)의 베이스 커버(12)의 차 외측 측면과의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차종에 따라

변화되는 상(像)이 보이는 쪽을, 좌우 방향의 두께가 다른 설치부재(41)로 교환함으로써, 보조미러(40)에 상이 적절한 상

태로 비추어지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틈(S)의 조정은, 설치부재(41)를 교환함으로써 행할 수 있으므로, 미러 하우징(20)

자체를 차종에 따라 교환하는 복잡한 일이 없게 되어, 공통화를 도모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설치부재(41)는, 미러 하우징(20)의 크기에 대하여 지극히 작은 부품이므로, 교환용으로 제공하는 부품을 따로 챙겨

두기가 쉽고, 교환도 행하기 쉽다.

이러한 설치부재(41)는, 특허청구의 범위에서 말하는「팽출부」에 상당하고, 설치부재(41)를 미러 하우징(20)에 부착하

면, 돌출부(11A)의 아래쪽에는, 설치부재(41)가 미러 하우징(20)으로부터 돌출한 상태로 위치하는 것으로 된다. 한편, 상

기 틈(S)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도 8(a),(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 주행시에 아우터 미러로 불어오는 주행풍의 일

부를, 차체 후방으로 향하여 부드럽게 통과시킬 수 있다. 이에 의해, 아우터 미러에 의한 주행풍의 흩날림이 줄어들어, 바

람 가르는 소리의 발생에 의한 소음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틈(S)을 통과하는 주행풍에 의해 보조미러(40)에 부착된 빗물

등을 날려버릴 수 있다. 또한, 틈(S)을 통과한 후의 주행풍에 의해, 자동차의 사이드 윈도우(SW)에 부착된 빗물 등도 날려

버릴 수 있다. 따라서, 운전석에서 아우터 미러를 보았을 때의 시선(視線)에 들어오는 사이드 윈도우의 영역을 보기 쉽게

된다.

한편, 미러 하우징(20)은, 보조미러(40)가 미러 베이스(10)의 돌출부(11A)의 상면(11A1)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미러

하우징(20)의 차체측 측면의 대략 중앙위치에서 돌출부(11A)에 지지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본 실시형태의 아우터 미

러는, 종래의 일반적인 아우터 미러(도 11 참조)처럼, 돌출부(11A)의 위쪽에 미러 하우징(20)이 지지된다는 구조를 채용

하면서도, 돌출부(11A)의 상면(11A1)보다 아래쪽에 보조미러(40)가 위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미러(40)는, 설치부

재(41)를 통하여 미러 하우징(20)에 설치된 상태에서, 차체(A)의 사이드 윈도우(SW)의 하단 라인(L)보다 위쪽에 위치하도

록 되어 있다. 한편, 운전석에서 보조미러(40)를 볼 수 있는 범위이면, 보조미러(40)는, 하단 라인(L)보다 아래쪽의 위치에

설치하여도 좋다.

또한, 미러 하우징(20)은, 돌출부(11A)의 돌출 방향의 바깥쪽에, 미러 하우징(20)의 조립품의 중심(G)이 위치하도록 구성

되어 있다. 즉, 돌출부(11A)에서 중심(G)까지의 거리(LG)가, 도 11에 도시한 종래의 아우터 미러보다 짧게(가깝게)되고,

그 만큼, 돌출부(11A)에 대하여 미러 하우징(20)이 안정한 상태로 지지되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 주행시에 있어서 미러

하우징(20)의 조립품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경감할 수 있다.

보조미러(40)는, 넓은 각도의 곡면경(曲面鏡)으로 되어 있어, 미러 하우징(20)의 차체측 측면의 한정된 면적에 있어서, 차

체(A)의 측방의 전방의 영역을 널리 비출 수 있다. 이 넓은 각도의 곡면경의 경면(鏡面)은, 구면(球面)의 일부를 잘라낸 형

상이다. 보조미러(40)의 곡률반경은, 100mm에서 1000mm, 바람직하게는 100mm에서 500mm이다. 곡률반경이 100mm

보다 작으면, 보조미러(40)에 비친 상(像)의 비틀림이 지나치게 커서 보기 흉하게 되고, 또한, 곡률반경이 1000mm보다 크

면, 평면경에 근접하게 되어 넓은 각도를 갖는 미러의 특징이 작아져 버린다. 이 때문에, 보조미러(40)의 곡률반경을 상기

100mm에서 1000m의 범위로 설정하여, 보조미러(40)에 비친 상의 비틀림을 작게 하면서도, 넓은 영역을 비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이 보조미러(40)의 곡률반경을 100mm에서 500mn의 범위로 설정함으로써, 차체(A) 측방의 전

방의 영역을 비춤과 아울러, 미러 베이스(10)의 바로 아래의 영역도 포함하여, 조수석측의 차체 측방의 넓은 영역을 비추

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도 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보조미러(40)는, 약간 하향으로 되도록, 즉, 보조미러(40)의 경면의 적어도 일부가 돌출

부(11A)의 아래쪽(바로 아래를 포함함)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된다. 이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이 보조미러(40)

의 곡률반경을 100mm에서 500mm의 범위로 설정함으로써, 미러 베이스(10)의 아래쪽으로부터 차체(A) 측방의 전방의

넓은 영역을 적절하게 비출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조미러(40)가 설치되는 미러 하우징(20)의 차체측 측면의 하부는, 통상,

자동차 주행시의 주행풍의 흐름을 고려하여 전후 방향으로 두껍게 형성되는 부분이고, 그 밖의 부분에 설치하였을 때와 비

교하여, 형상이 크게 된 보조미러(40)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위치에 설치되는 보조미러(40)는, 차체(A) 측

방의 전방의 넓은 영역을 비추는데에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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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샤프트(10A)는, 상기 미러 베이스(10)의 베이스 본체(11)에 설치된 돌출부(11A)에, 고정용 나사(10B)로 고

정되어, 돌출부(11A)의 상면에 세워져 설치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샤프트(10A)의 고정에 있어서는, 베이스 커버

(12)의 커버부(12a)의 저부측으로부터 삽입 구멍(12e)을 통하여 고정용 나사(10B)를 나사박음하는 것에 의해 행할 필요

가 있다. 이 경우, 미러 하우징(20)의 하부가 돌출부(11A)의 아래쪽까지 돌출한 형상이면, 커버부(12a)의 삽입 구멍(12e)

이 미러 하우징(20)의 하부에 가려져서, 샤프트(10A)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용 나사(10B)의 나사박음이 불가능하게 될 우

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미러(40)가 설치부재(41)를 통하여 설치되는 구성에서는, 미러 하우징(20)의 차

체측 측면의 하부를,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돌출을 없애고, 단면을 평탄하게 형성할 수 있으므로, 커버부(12a)의 삽

입 구멍(12e)이 완전히 노출하게 되어, 고정용 나사(10B)의 삽입 및 나사박음이 용이하게 행하여지게 된다.

또한, 미러 하우징(20)에는, 돌출부(11A)의 위쪽으로 되는 위치(측방 상부(20a))에, 미러 하우징(20)을 격납 또는 사용위

치로 복귀시키기 위한 구동장치(50)가 내장되어 있다(도 3에 있어서 일점쇄선으로 도시).

구동장치(50)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샤프트(10A)에 장착되는 감속기와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모터를 구비하고, 모터의 구

동력은 감속기를 통하여 샤프트(10A)에 전달된다. 그리고, 이 모터를 구동시키면 미러 하우징(20)이 샤프트(10A)를 중심

으로 하여 회동하고, 모터의 회전방향을 적당히 제어하는 것으로 미러 하우징(20)의 격납과 사용위치로의 복귀가 행하여

진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구동장치(50)가, 미러 하우징(20)의 내부(미러(30)의 전방위치)에 설치 고정되는 프레임(51)의 차체

측 측방에 형성된 유지부(51a)에 수용되어 유지되도록 되고 있다. 이 프레임(51)의 후면측 측부에는, 미러(30)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한 액츄에이터(52)를 통하여 미러 홀더(holder, 53)가 설치되고, 이 미러 홀더(53)에 미러(30)가 설치되어 있

다. 한편, 미러 홀더(53)와 미러(30)의 사이에는, 미러(30)의 서리를 제거하는 시트형상의 히터(heater, 54)가 개재되어 있

다.

또한, 프레임(51)의 차체측 측면의 하부에는, 나사 구멍(51b)이 개구를 차체측으로 향하여 형성되어 있고, 미러 하우징

(20) 안에 형성된 설치 구멍(20c)을 통하여 나사를 나사박음하도록 되어 있다. 이 나사박음은 전술한 개구(20b)로부터 삽

입되는 나사에 의해 후술하는 것처럼 행해진다.

한편, 미러 하우징(20)의 치수·형상 등은, 디자인 등에 따라 변경가능하고, 도시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상기 바와 같이, 미러 하우징(20)의 차체측 측면의 하부를 전후 방향으로 두껍게 되도록 형성함으로써 설치부재(41)의 형

상을 크게 형성할 수 있어, 형상이 커진 보조미러(40)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의해, 보다 넓은 영역을 보조미러(40)로

비출 수 있다. 이 경우, 개구(20B)도 필요에 따라 크게 형성할 수 있다. 이에 의해, 체결공구 등에 의한 나사박음 작업을 보

다 쉽게 행할 수 있다.

또한, 구동장치(50) 및 액츄에이터(52)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도시하지 않은 와이어 하니스는, 샤프트(10A)의 내부를

이용하여 배선된다. 즉, 와이어 하니스는, 샤프트(10A)의 내부를 통과하여, 돌출부(11A)의 도출 구멍(11d)으로부터 미러

베이스(10)의 내부(베이스 본체(11))로 도출되고, 또한, 미러 베이스(10)의 씰부재(13)의 인출 구멍(13f)을 통해 차체(A)

의 내부로 도출되고, 도시하지 않은 운전석 주변의 컨트롤 유닛(control unit)에 접속된다.

다음에, 본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아우터 미러의 조립 순서를,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먼저, 프레임(51)에 구동장치(50) 및 액츄에이터(52)를 조립한 후에, 프레임(51)을 미러 하우징(20)의 후면측의 개구

(20A)로부터 내부에 삽입하고, 도시하지 않은 고정 나사로 프레임(51)을 미러 하우징(20)에 고정한다. 이 때, 프레임(51)

의 고정은, 미러 하우징(20)의 후면측의 개구(20A)로부터 행할 수 있음과 아울러, 미러 하우징(20)의 차체측 측면의 개구

(20B)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즉, 프레임(51)은, 상기 두 개의 개구(20A, 20B)를 이용하여 교차하는 방향으로 삽입되어 나

사박음되는 나사에 의해 미러 하우징(20)에 고정되는 것으로 된다. 이 개구(20B)를 이용한 고정은,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개구(20B)로부터 도시하지 않은 나사를 삽입하여, 이 나사를 미러 하우징(20)의 설치 구멍(20c)으로 통과하게 한 후

에, 프레임(51)의 나사 구멍(51b)에 나사박음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러 하우징(20)에 고정되는 구동장치(50)에는, 미리 샤프트(10A)를 조립하여 두고, 와이어 하니스는 샤

프트(10A)를 이용하여 외부로 도출시켜 둔다. 따라서, 프레임(51)을 미러 하우징(20)에 조립하면, 미러 하우징(20)의 측

측방 상부(20a)로부터 샤프트(10A)의 하부가 노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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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액츄에이터(52)에, 도시하지 않은 고리부와 걸이부 구조로 미러 홀더(53)을 설치하고, 또한, 이 미러 홀더(53)의

후면에, 점착 테이프 등에 의해 히터(54)를 부착한다. 그 후, 히터(54)의 후면에, 점착 테이프 등에 의해 미러(30)를 부착한

다.

그리고, 베이스 본체(11)에 베이스 커버(12)를 씌우고, 베이스 본체(11)의 차체측에서 베이스 커버(12)의 각 고정 구멍

(12c)에 도시하지 않은 나사를 나사박음하여 베이스 본체(11)와 베이스 커버(12)를 일체로 한다.

계속하여, 상기 바와 같이 하여 조립한 미러 하우징(20)의 샤프트(10A)를 베이스 본체(11)의 돌출부(11A)에 근접시키고,

돌출부(11A)의 도출 구멍(11d)에 와이어 하니스를 삽입시킨 후에, 샤프트(10A)를 돌출부(11A)에 맞추고, 베이스 커버

(12)의 커버부(12a)의 저부측에서 돌출부(11A)의 설치 구멍(11c)을 통하여, 샤프트(10A)에 고정용 나사(10B)를 나사박

음하여, 샤프트(10A)를 돌출부(11A)에 고정한다.

그리고, 미러 하우징(20)의 차체측 측면의 하부에 설치부재(41)을 설치하고, 설치부재(41)에 보조미러(40)를 점착 테이프

등에 의해 부착한다. 이와 같이 설치부재(41)를 미러 하우징(20)에 나중에 부착하여 고정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돌출

부(11A)에 샤프트(10A)를 고정할 때에 설치부재(41)가 방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립 공정의 자유도가 높아지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설치부재(41)에 미리 보조미러(40)를 설치하여 둠으로써, 조립 작업을 보다 원활하게 행할 수 있다.

계속하여, 씰부재(13)의 나사 구멍(13e)을 통하여 베이스 본체(11)의 고정 구멍(11e)에 나사를 고정하여, 베이스 본체

(11)에 씰부재(13)를 설치한다. 이 때, 씰부재(13)의 인출 구멍(13f)으로부터 와이어 하니스를 인출하여 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패킹(14)을 통하여 씰부재(13)의 차체측을 차체(A)의 프론트 사이드 도어(D)의 프레임(D1)에 설치

한, 도시하지 않은 고정 나사 등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이에 의해, 차체(A)에 대한 아우터 미러의 설치가 완료된다.

다음에, 도 4∼도 6을 참조하여, 본 실시형태의 아우터 미러를 장착한 자동차에 있어서 운전석으로부터의 볼 수 있는 영역

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4는 아우터 미러에 의해 비추어지는 영역의 모식 설명도, 도 5는 아우터 미러에 의해 비추어지는 영역의 일부를 차체의

측방에게 도시한 모식 설명도, 도 6은 아우터 미러에 비추어지는 상을 도시한 도면으로, (a)는 통상시에 있어서 모양을 도

시한 도면, (b)는 쉬프트 레버(shift lever)를 역전 위치(reverse position)로 이동한 상태(역전시(逆轉時))에 있어서 모양

을 도시한 도면이다. 한편, 아우터 미러의 후방 시인용 미러(30)는, 상부에 곡률반경 700mm의 구면부(球面部, 31), 하부

에 비구면부(非球面部, 32)를 구비한 것을 사용하고, 또한, 도 6(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도시하지 않은 운전석 측방의 쉬

프트 레버를 역전 위치로 이동한 때에, 조수석 측방의 후방의 노면을 향하여 경면 전체가 소정 각도 기울어지도록 설정된

것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보조미러(40)는, 곡률반경 200mm이고 면적이 약 55㎠ 인 것을 사용하였다.

도 4에 있어서, 굵은 파선으로 도시하는 시인 영역 P1은 보조미러(40)에 의해 비추어지는 시인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시인 영역 P1은, 도 6(a)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보조미러(40) 위에 비추어진다.

또한, 도 4에 있어서, 굵은 실선으로 도시하는 시인 영역 P2는, 미러(30)에 의한 역전시의 시인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시인 영역 P2는, 도 6(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미러(30)의 구면부(31) 및 비구면부(32)에 걸쳐 비추어진다.

또한, 도 4에 있어서, 가는 실선으로 도시하는 시인 영역 P3은, 미러(30)의 비구면부(32)에 의한 역전시의 시인 영역을 나

타내고 있다. 이 시인 영역 P3은, 도 6(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미러(30)의 비구면부(32) 위에 비추어진다.

또한, 도 4에 있어서, 가는 파선으로 도시하는 시인 영역 P4은, 미러(30)의 비구면부(32)에 의한 통상 때의 시인 영역을 나

타내고 있다. 이 시인 영역 P4는, 도 6(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미러(30)의 비구면부(32)에 비추어진다.

이와 같이, 본 실시형태의 아우터 미러를 장착함으로써, 차체(A)의 조수석측의 전방 및 후방의 넓은 영역을, 보조미러(40)

및 미러(30)로 동시에 비추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도 4, 도 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조수석측의 아우터 미러의 바로 아래에, 차체(A)에 접촉시키는 상태에서, 높이

1m, 직경 30cm인 물체(B)를 배치하였던 바, 도 6(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미러(30)와 보조미러(40)의 양쪽의 코너 부분

P5, P6에 걸치는 상태로 이 물체(B)가 비추어졌다. 이는, 도 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물체(B)의 상단부의 모서리부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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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러(40)에 의해 비추어지는 시인 영역 P1의 상(像) 및 미러(30)의 비구면부(32)에 의해 비추어지는 시인 영역 P3의 상

(像)에 각각 걸리는 상태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아우터 미러에서는, 아우터 미러의 바로 아래의 사각(死角)으로 되기

쉬운 영역에 있는 물체(B)도 인식이 가능하다.

도 7(a),(b)는 본 실시형태의 아우터 미러의 변형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a)에 도시한 아우터 미러에서는, 설치부재(41)가 평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대략 디귿자 형으로 형성되고, 상면측 및 미

러 하우징(20)에 대한 설치면측에 연속하는 개구부(41b, 41c)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보조미러(40)의 설치면측에 개구부

(41d)가 형성되어 있고, 이 개구부(41d)의 입구 가장자리에 형성된 단부(段部)에 보조미러(40)가 끼워 넣어지도록 되어 있

다

이러한 아우터 미러에 의하면, 설치부재(41)에 개구부(41b, 41c, 41d)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개구부(41b, 41c,

41d)를 유효하게 이용한 아우터 미러의 조립을 행할 수 있다. 즉, 미러 하우징(20)의 샤프트(10A, 도 3 참조)를 미러 베이

스(10)의 베이스 본체(11)에 형성된 돌출부(11A)에 고정할 때, 상기 실시형태의 조립 순서에서는, 실시형태에 도시한 설

치부재(41)의 두께에 의해, 설치부재(41)가 고정용 나사(10B)의 삽입의 방해로 될 경우가 있으므로, 고정용 나사(10B)의

나사박음후에 설치부재(41)를 부착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 변형예의 설치부재(41)에서는, 먼저 이것을 미러 하우징(20)에

부착하여 두어도, 개구부(41b, 41d)를 이용하여 고정용 나사(10B)의 삽입 및 나사박음을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조립 공정

의 자유도가 높아지게 된다. 한편, 설치부재(41)을 미러 하우징(20)에 부착한 후라도, 보조미러(40)을 부착하기 전의 단계

이면, 개구부(41d)가 개구되어 있으므로, 개구부(41d)로부터 미러 하우징(20)의 개구(20B)를 통하여 미러 하우징(20) 안

으로 향할 수 있고, 프레임(51) 등의 고정도 이 개구부(41d), 개구(20B)를 통하여 삽입하는 체결공구에 의해 행할 수 있다.

또한, 보조미러(40)의 설치 후도, 보조미러(40)를 분리하여 개구부(41d)를 노출시키는 것에 의해, 간단히 분해를 행할 수

있다. 또한, 개구(20B)를 통하여 미러 하우징(20) 안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유지보수 등을 행하기가 쉽다. 또한, 분해를

할 때는, 개구(20B)를 통하여 체결공구 등을 삽입하여, 프레임(51)의 고정을 해제할 수 있다.

도 7(b)에 도시한 아우터 미러에서는, 미러 하우징(20)의 차체측 측면의 하부가 돌출부(11A)의 아래쪽에 일체적으로 돌출

한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즉, 이 아우터 미러에서는, 미러 하우징(20)에 대하여 상기 도 7(a)에 도시한 설치부재(41)가

일체적으로 형성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아우터 미러에 의하면, 돌출한 부분에 형성된 개구부(41b, 41d)를 이용한 상기와 같은 조립 순서에 의해 아우터 미

러의 조립이나 유지보수, 또한 분해 등을 행할 수 있다. 즉, 미러 하우징(20)이 돌출부(11A)의 아래쪽으로 돌출하는 팽출

부(설치부재(41))를 구비하고 있는 구성인데도 불구하고, 고정용 나사(10B)에 의한 샤프트(10A)의 고정을 행할 수 있다.

또한, 이 아우터 미러에서는, 상기와 같이 설치부재(41)를 설치하는 공정이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그 만큼, 조립 공정이 간

략화된다.

이상 설명한 아우터 미러에 의하면, 미러 하우징(20)의 차체측 측면에 개구(20B)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개구(20B)를 이

용하여, 예컨대, 미러 하우징(20) 안으로 구성부품의 삽입이나 설치, 또한, 체결공구 등에 의한 구성부품의 설치 작업을 원

활하게 행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부품 설치 작업성이 향상되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미러 하우징(20)의 후면측의 개구(20A)를 이용한 설치 작업과 더불어 작업성이 더욱 향상되는 이점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이 개구(20B)를 이용하여 체결공구 등을 삽입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종래, 체결공구가 들어가지 않는 등

의 이유로, 미러 하우징(20) 안에 서 구성부품의 레이아웃이 성립될 수 없거나, 구성부품을 고정할 수 없거나 한 결점을 해

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성부품의 설치에 있어서는, 종래의 미러 하우징(20)의 후면측의 개구(20A)로부터 행하는 설치와, 개구(20B)측으

로부터 행하는 설치인 적어도 두 개의 방향에서 설치를 행할 수 있으므로, 미러 하우징(20)에 대한 구성부품의 설치 강도

를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뛰어난 내구성을 확보한 구성부품의 설치가 실현된다.

또한, 개구(20B)를 통하여 미러 하우징(20) 안이, 외부로 열려있기 때문에, 미러 하우징(20) 안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 예

컨대, 미러 하우징(20) 안에 프레임(51)을 고정할 때의 작업성이 향상된다. 또한, 개구(20B)를 통하여 미러 하우징(20) 안

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종래라면 미러 하우징(20)을 분해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었던 구성부품의 상황도 간단

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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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샤프트(10A)는, 돌출부(11A)의 저부측으로부터 삽입되는 고정용 나사(10B)에 의해 돌출부(11A)에 고정되는 구성

이며, 개구(20B)는, 고정용 나사(10B)의 삽입구를 형성하므로, 개구(20B)를 통하여 삽입되는 고정용 나사(10B)에 의해,

돌출부(11A)에 샤프트(10A)를 고정할 수 있다. 또한, 만일 돌출부(11A)의 저부측의 고정용 나사(10B)의 삽입구가 미러

하우징(20)에 의해 일부 또는 전부가 덮어지는 것 같은 구성이라도, 이 개구(20B)가 형성되어 있음으로써, 개구(20B)를 통

하여 고정용 나사(10B)를 삽입할 수 있어, 고정용 나사(10B)에 의한 샤프트(10A)의 고정을 확실하게 행할 수 있다.

또한, 개구(20B)는, 차체(A) 측방의 전방을 비추는 보조미러(40)가 부착된 설치부재(41)로 폐쇄되어 있으므로, 보조미러

(40) 및 설치부재(41)로 개구(20B)를 숨길 수 있어, 외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개구(20B)는 상기와 같이 미러 하우징

(20)의 차체측 측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개구(20B)를 폐쇄하는 상태의 보조미러(40)는, 운전석에서 용이하게 육안으

로 볼 수 있는 상태로 있고, 이에 의해, 운전석에 앉은 채로 차체(A) 측방의 전방을 보조미러(40)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프레임(51)은, 적어도 한 곳이, 개구(20B)를 통하여 미러 하우징(20) 안으로 삽입되는 설치 나사에 의해, 프레임(51)

에 대하여 미러(30)을 설치하는 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러 하우징(20)에 대한 프레임(51)

의 고정을, 다른 두 방향에서 행할 수 있어, 프레임(51)의 설치 강도를 쉽게 높일 수 있다.

(제2 실시형태)

제2 실시형태에 의한 아우터 미러는, 도 9, 도 10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미러 하우징(60)에 후방 보조미러(70)를 설치한

것이다.

후방 보조미러(70)는, 미러 하우징(60)의 돌출부(11A)의 위쪽으로 되는 위치(측방 상부(60a))에, 경면이 노면측으로 향하

도록 하향 경사시킨 상태로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후방 보조미러(70)를 이용함으로써, 차체(A) 측방의 후방 중, 차체측면

에 가까운 쪽을 비출 수 있다.

이러한 아우터 미러에 의하면, 후방 보조미러(70)을 사용하여, 차체(A)의 측방의 후방을 확인할 수 있고, 후방 시인용 미러

(30)의 사용과 더불어, 차체(A)의 후방 중, 운전석에서는 통상 볼 수 없는 영역을 간단하게 볼 수 있다. 또한, 후방 보조미

러(70)는, 미러 하우징(60)의 돌출부(11A)의 위쪽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후방 시인용 미러(30)로부터의 시선의 이동이 최

소한에 그쳐, 시인성도 뛰어나다.

또한, 이 아우터 미러에 있어서도, 보조미러(40)는, 미러 하우징(60)의 차체측 측면의 하부에 형성된 개구(20B)를 폐쇄하

는 상태로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개구(20B)를 보조미러(40)로 폐쇄하기 전의 상태이면, 상기 제1 실시형태의 아우터

미러처럼, 개구(20B)를 통하여 미러 하우징(20) 안으로 향하는 것이 가능하여, 조립 작업이나 유지보수, 또한 분해 작업을

행하기가 쉽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이상, 본 발명에 의한 실시형태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이들을 더욱 여러가지로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기

각 실시형태에서는, 개구(20B)를 미러 하우징(20)의 차체측 측면의 하부에 설치하였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차

체측 측면의 상부나 경사진 측방 등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개구(20B)의 형상은, 여러가지로 선택가능하고, 그 크기도 적

당히 설정가능하다. 예컨대, 체결공구 등의 선단부가 삽입가능한 정도의 크기로 개구(20B)가 형성되어 있어도 좋다.

한편, 보조미러(40)를 필요로 하지 않는 차량의 사양에 따라서는, 개구(20B)에 보조미러(40)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설치부

재를 설치하여도 좋다. 그 경우의 설치부재의 형상은, 미러 하우징(20)의 형상에 따라 매끄러운 외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상기 각 실시형태에서는, 미러 하우징(20)이 미러 베이스(10)의 베이스 본체(11)로부터 돌출된 돌출부(11A)에 고정

되는 구성으로 하였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돌출부(11A)만으로 미러 베이스를 구성하여도 좋다. 즉, 돌출부

(11A)가 차체(A)의 필러(pillar)나 설치 자리에 직접 설치되도록 구성하여도 좋고, 사이드 윈도우(SW)의 삼각 모서리부 등

으로부터 차체(A)의 측방으로 돌출하도록 설치하여도 좋다.

또한, 상기 각 실시형태에서는, 조수석측에 설치되는 아우터 미러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운전석측에 설치하여도 지장이

없다. 이 경우, 도시하지 않았지만, 보조미러(40)가 차체(A)의 후방을 비추도록 미러 하우징(20)에 대하여 설치되게 구성

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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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각 실시형태에 의한 아우터 미러는, 전동 격납식이었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동 격납식이나 고정

식인 것으로 하여도 지장이 없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구성부품의 설치 작업성이 뛰어나고, 또한 장기간에 걸쳐 뛰어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우터 미러

를 얻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동차 차체의 측면으로부터 그 측방을 향하여 돌출하는 돌출부를 갖는 미러 베이스와, 상기 돌출부에 세워져 설치된 샤프

트와, 이 샤프트에 회동이 자유롭게 설치되고, 상기 차체의 후방을 비추는 미러가 설치된 미러 하우징을 구비한 아우터 미

러에 있어서,

상기 미러 하우징의 상기 차체측 측면에 개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우터 미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개구를 통하여 상기 미러 하우징 안이 외부로 열려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우터 미러.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샤프트는 상기 돌출부의 저부측으로부터 삽입되는 고정용 나사에 의해 상기 돌출부에 고정되는 구성이며, 상기 개구

는 상기 고정용 나사의 삽입구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우터 미러.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개구는, 상기 차체 측방의 전방을 비추는 보조미러로 폐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우터 미러.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미러 하우징은, 상기 돌출부의 아래쪽으로 돌출하는 팽출부(膨出部)를 구비하고, 이 팽출부의 상기 차체측 측면에, 상

기 개구가 설치되어 있음과 아울러, 이 팽출부의 상기 돌출부에 대한 대향부에, 상기 고정용 나사를 상기 돌출부의 저면측

으로부터 나사박음할 때의 삽입 관통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삽입 관통 구멍은 상기 개구를 통하여 상기 팽출부의 외측으로 열려지는 구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우터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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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팽출부는 상기 미러 하우징과 별개로 설치되고, 상기 미러 하우징에 설치가능한 설치부를 구비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아우터 미러.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미러를 지지하고, 상기 미러 하우징에 설치되는 프레임을 구비하고,

상기 프레임은, 적어도 한 곳이 상기 개구부를 통하여 상기 미러 하우징 안에 삽입되는 설치 나사에 의해, 상기 미러 하우

징의 후면측으로부터 상기 프레임에 대하여 상기 미러를 설치하는 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아우터 미러.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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