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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개인화 및 확장 가능 가정용 스토리지 시스템

(57) 요 약
모듈 스토리지 시스템이 개시된다. 모듈은 후방 패널, 좌우측 패널, 및 최상부 및 바닥 패널을 포함한다. 측 패
널은 실질적으로 편평한 외측과 교번적으로 균일하게 이격된 핀과 테일로 구성되는 이랑진 내측을 구비한다. 다
중 모듈은 측 패널의 테일로 미끄러지게 삽입되는 다양한 커넥터 수단을 통해 서로 연결된다. 다양한 스토리지
인서트들이 측 패널의 테일로 미끄러지게 삽입된다. 모듈과 인서트의 구성은 개인화 가능하다.

대 표 도 - 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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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모듈 스토리지 시스템(240,300)으로서,
편평한 직사각형의 제 1 후방 패널(12)을 포함하는 제 1 모듈(10);
직사각형의 후방 패널(12)의 대향 측에 수직으로 부착되고, 편평한 외측 및, 교번하며 균일하게 이격된 핀(18)
과 테일(20)로 구성된 이랑진 내측을 구비하며, 각 단부는 단부 핀(26)으로 종료되는 제 1 좌우측 패널
(14a,14b);
상기 제 1 좌우측 패널(14a,14b)에 수직한 직사각형의 상기 제 1 후방 패널의 대향측에 수직하게 부착되는 최상
부 및 바닥 패널(16); 및
제 2 모듈(10)을 포함하고,
상기 제 1 좌우측 패널(14a,14b)은, 직사각형의 상기 후방 패널(12)에 대향하고 평행한

상기 제 1 좌우측 패널

(14a,14b)의 측면을 따라 복수의 노치(22)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노치(22)는 테일(20)에 일치하며,
상기 최상부 및 바닥 패널(16)은 편평한 외측과 내측을 구비하고, 상기 내측은 열장이음(dovetail joint)을 형
성하는 상기 좌우측 패널(14a,14b)의 각 단부로부터 제 1 테일(23)로 미끄러지게 삽입될 수 있는 각 단부에서
연장부재(25)를 포함하고, 각 측 패널(14a,14b)에서 상기 단부 핀(26)은 상기 최상부 또는 상기 바닥 패널(16)
과 수평한 코너를 형성하며, 상기 제 1 모듈(10)은 조립이 완성되면 직사각형의 개방된 박스를 형성하며,
상기 제 2 모듈(10)은,
직사각형의 편평한 제 2 후방 패널(12); 및
직사각형의 상기 후방 패널(12)의 대향측에 수직으로 부착되고, 편평한 외측 및, 교번적으로 균일하게 이격되는
핀(18)과 테일(20)로 구성된 이랑진 내측을 구비하고, 각 단부는 단부 핀(26)으로 종료되는 제 2 좌우측 패널
(14a,14b)을 포함하고,
상기 제 1 좌우측 패널(14a,14b)중 적어도 하나는, 각 측 패널(14a,14b)중 적어도 하나의 테일(20)에 삽입되는
적어도 하나의 미끄러지게 삽입가능한 패스너에 의해, 상기 제 2 좌우측 패널(14a,14b) 중 적어도 하나에 부착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 스토리지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우측 패널(14b)과 상기 제 2 좌측 패널(14a)은 수평하게 고정부착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미끄러지
게 삽입가능한 패스너는, 상기 테일(20)중 적어도 하나에 삽입되는 U형상 도브테일(dovetail) 커넥터(35)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 스토리지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좌우측 패널(14a,14b) 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제 2 좌우측 패널(14a,14b)중 적어도 하나는, 수평으로
피봇 가능하게 부착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미끄러지게 삽입가능한 패스너는, 상기 테일(20)중 적어도 하나에
삽입되는 경첩 도브테일 커넥터(37)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 스토리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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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제 3 모듈(10)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 3 모듈(10)은,
직사각형의 편평한 후방 패널(12); 및
제 3 좌우측 패널(14a,14b)을 포함하고,
상기 제 2 좌우측 패널(14a,14b)은 직사각형의 상기 후방 패널(12)의 대향 측에 수직으로 부착되고, 편평한 외
측 및, 교번하며 균일하게 이격된 핀(18)과 테일로 구성된 이랑진 내측을 구비하고, 상기 제 2 좌우측 패널
(14a,14b)의 각 단부는 단부핀(26)으로 종료되며,
상기 제 3 모듈(10)은 상기 제 1 또는 제 2 모듈(10)에 인접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후방 패널(12) 중 하나는
상기 제 3 후방 패널(12)과 고정 접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 스토리지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측 패널(14a,14b) 및 상기 제 2 측 패널(14a,14b)은 수직으로 고정적으로 부착되고, 상기 적어도 하
나의 미끄러지게 삽입가능한 패스너는, 상기 제 1 및 제 2 측 패널(14a,14b)의 각 단부의 상기 제 1 테일(23)로
삽입되는 이중 핀 수직 커넥터(4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 스토리지 시스템.
청구항 6
모듈 스토리지 시스템(240,300)으로서,
제 1 모듈(10);
제 2 모듈(10); 및
최상부 및 바닥 패널(106a,106b,106c)을 포함하고,
상기 제 1 모듈은,
직사각형의 편평한 후방 패널(12); 및
직사각형의 상기 후방 패널(12)의 대향 측에 수직으로 부착되는 제 1 좌우측 패널(14a,14b)을 포함하고, 편평한
외측 및, 교번하며 균등하게 이격된 핀(18)과 테일(20)로 구성된 이랑진 내측을 구비하며, 각 단부는 단부핀
(26)으로 종료되는 제 1 좌우측 패널(14a,14b)을 포함하고,
상기 제 2 모듈(10)은,
직사각형의 편평한 제 2 후방 패널(12); 및
직사각형의 상기 후방 패널(12)의 대향측에 수직으로 부착되고, 편평한 외측 및, 교번하며 균등하게 이격된 핀
(18)과 테일(20)로 구성된 이랑진 내측을 구비하며, 각 단부는 단부핀(26)으로 종료되는 제 2 좌우측 패널
(14a,14b)을 포함하고,
상기 최상부 및 바닥 패널(106a,106b,106c)은, 상기 제 1 및 제 2 좌우측 패널(14a,14b)에 수직하는 직사각형의
상기 후방 패널(12)의 대향측에 수직으로 부착되고, 편평한 외측을 구비하고, 열장이음을 형성하는 상기 좌우측
패널(14a,14b)의 각 단부로부터 제 1 테일(23)로 미끄러지게 삽입되는 각 단부에서 연장 부재(25)를 포함하고,
각 측 패널(14a,14b)의 상기 단부 핀은 상기 최상부 또는 바닥 패널(106a,106b,106c)과 수평한 코너를
형성하며,
상기 최상부 및 바닥 패널(106b,106c)은 두 개의 추가적인 연장 부재(25)를 포함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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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 나란히 고정적으로 부착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 스토리지 시스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제 3 모듈(10)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 3 모듈(10)은,
직사각형의 편평한 제 3 후방 패널(12); 및
직사각형의 상기 후방 패널(12)의 대향측에 수직으로 부착되고, 편평한 외측 및, 교번하며 균일하게 이격된 핀
(18)과 테일(20)로 구성되는 이랑진 내측을 구비하며, 각 단부는 단부핀(26)으로 종료되는 제 3 좌우측 패널을
구비하며,
상기 최상부 및 바닥 패널(106c)은 두 개의 추가 연장 부재(25)를 포함하여 상기 제 1 , 제 2

및 제 3 모듈

(10)이 고정적으로 나란히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 스토리지 시스템.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제 3 모듈(10)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 3 모듈(10)은,
직사각형의 편평한 제 3 후방 패널(12); 및
직사각형의 상기 후방 패널(12)의 대향측에 수직으로 부착된 제 3 좌우측 패널(14a,14b)을 포함하고, 편평한 외
측, 및 교번하며 균일하게 이격된 핀과 테일로 구성된 이랑진 내측을 구비하며, 각 단부는 단부 핀으로 종료되
는 제 3 좌우측 패널(14a,14b)을 포함하고,
상기 제 3 모듈(10)은, 상기 제 1 및 제 2 모듈 중 적어도 하나에 피봇 가능하게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 스토리지 시스템.
청구항 9
모듈 스토리지 시스템(240,300)으로서,
적어도 세 개의 모듈(10); 및
적어도 하나의 인서트(201,209,212,219,230,252)를 포함하고,
적어도 세 개의 모듈(10)은,
직사각형의 편평한 후방 패널(12);
직사각형의 상기 후방 패널(12)의 대향측에 수직하게 부착되고, 편평한 외측, 및 교번하며 균일하게 이격된 핀
과 테일(20)로 구성된 이랑진 내측을 구비하고, 각 단부는 단부 핀(26)으로 종료되는

좌우측 패널(14a,14b);

및
상기 좌우측 패널(14a,14b)에 수직한 직사각형의 상기 후방 패널(12)의 대향측에 제거 가능하게 수직 하게 부착
되며, 편평한 외측 및 내측을 구비하고, 상기 내측은 열장이음을 형성하는 상기 좌우측 패널(14a,14b)의 각 단
부로부터 제 1 테일(23)로 미끄러지게 삽입가능한 각 단부에서 연장 부재(25)를 포함하는 최상부 및 바닥 패널
(16)을 포함하고,
상기 각 측 패널(14a,14b)에서 상기 단부 핀(26)은 상기 최상부 또는 상기 바닥 패널(16)과 수평한 코너를 형성
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인서트는 두 개의 단부를 포함하고, 각 단부는 상기 좌우측 패널(14a,14b)의 상기 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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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로 미끄러지게 삽입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핀(206,210,213,214,220,236)을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세 개의 모듈(10)은 상기 좌우측 패널(14a,14b)중 적어도 하나의 테일(20)에 미끄러지게 삽입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슬라이딩 삽입 가능 커넥터(35,37,40)와 연결되며,
상기 적어도 세 개의 모듈(10) 중 적어도 두 개는 고정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적어도 두 개의 모듈(10)에서 상
기 후방 패널(12)들은 서로 접촉하며,
상기 적어도 세 개의 모듈(10) 중 적어도 두 개는 경첩 커넥터(37)인 슬라이딩 삽입가능 커넥터와 피봇 연결되
며,
상기 적어도 세 개의 모듈(10)중 적어도 두 개는, U 커넥터(35) 및 이중 핀 수직 커넥터(40) 중 하나인 슬라이
딩 삽입 가능 커넥터와 고정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 스토리지 시스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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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삭제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출원은 게이넬 블레이스에 의해 2011년 2월 16일 제출된 미국 가출원 61/443,476 "개인화 및 확장가능 가정
용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하며, 전체 내용과 요지는 전체적으로 본 명세서에 포함된다.

[0002]

창의적 구성은 모듈 스토리지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고정 혹은 피봇 연결을 통해 수직 혹은 수평으로 확
장할 수 있는 개인화 가능한 모듈 스토리지 어셈블리에 관한 것으로, 다양한 인서트를 포함한다.

배 경 기 술
[0003]

보석류와 타 가정용 물품들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한 스토리지 시스템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스토리지 시스
템의 현재 기술 상태는 몇가지 중요한 흠결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스토리지 캐비넷은 캐비넷에 보관될 수 있
는 물품들의 유형이나 양이 고정되거나 제한된다. 사용자들은 캐비넷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일부 유형의 물품에 대해서는 미사용 혹은 낭비되는 공간이 발생하고 타 유형의 물품들에 대해서는 충분
한 공간이 제공되지 못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일단 캐비넷이 채워지면 스토리지 공간을 조금이라도 추가할 방법
이 없어 사용자들이 유사한 물품의 보관을 위해 다중 장소에 의존해야 하고 무체계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다른
경우에서, 캐비넷들은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공간에 꼭 맞지 않는 크기들이다. 여전히 또다른 문제들은, 대부분
의 캐비넷은 사용자들이 물품들이 캐비넷에 보관되는 방식과 보관되는 특정 유형의 물품의 수에 따라 재배치하
고 정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0004]

미국 특허 4,978,001은 아코디언 유사 방식으로 경첩연결된 세 개의 부분을 포함하는 보석 수납장을 개시한다.
상기 장치는 벽에 장착될 수 있다. 그러나, 개시된 보석 수납장은 모듈화된 구성을 개시하지 않으며 대안적인
구성도 가능하지 않다.

[0005]

미국 특허 출원 2004/0108796은 보석용 혹은 개인적인 악세사리 항목용의 하나 이상의 모듈화된 스토리지 유닛
을 구비하는 모듈 조직화 시스템을 개시한다.

모듈 조직화 시스템은 또한 짝이 되는 리브와 오목부의 교합 시

스템을 포함하여 모듈화된 스토리지 유닛이 수평 및 수직으로 적층되고 정렬되도록 한다.

개시된 시스템은, 그

러나, 폭 넓게 다양한 물품을 저장하기 위한 개인화 가능성과 확장성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준다.
[0006]

미국 특허 출원 2010/0224582는 통합된 제품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개인화가능하고 조정가능한 선반 어셈블리를
개시하여 상업 제품 물품들에 대한 효율적인 스토리지 시스템을 제공한다. 단점으로는 개시된 어셈블리가 복잡
한 구조로 인해 소매 제품 디스플레이에 주로 적합하며 가정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0007]

미국 특허 5,511,873은 "보석 보관 및 전시를 위한 캐비넷"을 개시한다. 캐비넷은 서랍이 위아래로 이동가능하
여 보석등에 대한 후크용으로 더 많은 혹은 더 적은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화 가능하다. 상기 맥락
에서, 서랍및 후크와 그들 위치가 개인화 가능하다. 그러나, 개시된 캐비넷은 오로지 하나의 구성이며, 유연한
확장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0008]

기상술된 참조문헌 뿐만 아니라, 이하의 참조문헌들 또한 잠정적으로 관련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 특허
4,413,736; 미국특허 4,324,446, 미국특허출원 2004/0074857, 미국특허 4,209,212, 미국 특허 4,776,650, 미국
특허 5,087,105, 미국 특허 5,141,300, 미국 특허 7,008,029, 미국 특허 5,758,936, 미국 특허 6,361,130, 미
국 특허 6,926,136, 일본 특허 공보 JP2007006979.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9]

개시된 시스템들은 모두 개인화 가능한 크기와 구성을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지 못한다. 따라서, 각 모듈, 전체
시스템 및 보관되는 물품의 크기, 깊이, 구성에 있어서 완벽한 개인화와 확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모
듈 스토리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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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해결 수단
[0010]

모듈 스토리지 어셈블리가 개시된다.

모듈 스토리지 어셈블리는 직사각형으로, 실질적으로는 편평한 후방 패널

과 좌우측 패널을 포함하는 모듈을 포함한다. 좌우측 패널은 직사각형의 후방 패널의 대향측에 수직으로 부착된
다. 좌우측 패널은 실질적으로 편평한 외측과, 번갈아가며 균일하게 이격되는 핀과 테일로 구성되는 이랑진 내
측을 구비한다.
[0011]

모듈 스토리지 어셈블리는, 수직으로 직사각 후방 패널의 대향측에 부착되고 좌우측 패널에 수직인, 최상부 패
널과 바닥 패널을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최상부 및 바닥 패널은 실질적으로 편평한 외측을 구비하여, 열장이음
(dovetail joint)을 형성하는 좌우측 패널의 각 단부로부터 제 1 테일로 미끄러지게 및/또는 제거가능하게 삽입
될 수 있는 각 단부에서 연장 부재를 포함하며, 각 측 패널에서 단부핀은 상기 최상부 혹은 바닥 패널과 수평
높이의

코너를 형성한다. 모듈은 완전히 조립되었을 때, 직사각형의 개방된 박스를 형성한다. 다중 모듈은 다

양한 연결 수단에 의해 서로 연결될 수 있어 개인화와 확장성을 제공한다.
[0012]

모듈 스토리지 시스템은 사용자의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하는 구성에서 사용자에 의해 개인화 가능하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 모듈은 크기 및 깊이에서 다양하며 상부에
서 바닥, 측면에서 측면으로, 후방에서 후방으로 서로 부착 가능하며, 함께 경첩 연결될 수 있다. 모듈은 최상
부와 대응하는 바닥 패널을 제거하고 이중 핀 수직 커넥터를 부착하여 최상부와 바닥이 함께 연결될 수 있다.
모듈은 U커넥터를 부착하여 측면 연결될 수 있다. 모듈은 단일 혹은 다중의 개구 도어의 다양한 조합을 창출하
는 경첩 커넥터를 부착하여 서로 경첩 연결될 수 있다. 모듈은 스크류로 후방간 맞대어 연결될 수 있다. 모듈은
도어 후크 위로 부착하여 도어에 걸쳐 매달수 있게 또는 스크류로 벽 혹은 도어에 부착할 수 있다. 모듈은 바닥
위에 자유롭게 세워질 수 있다.

[0013]

트레이나 선반과 같은 인서트들은 모듈의 테일로 미끄럼하여 캐비넷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양한 인서트들이 수
용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4]

구체적인 실시예가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기술될 것이며, 도면 전체를 통틀어 유사한 숫자는 유사한 항목을 나
타낸다.
도 1은 모듈 다이어그램이다.
도 2는 모듈 코너의 세부 다이어그램이다.
도 3은 모듈의 측면도이다.
도 4는 모듈의 정면도이다.
도 5는 경첩 커넥터의 다이어그램이다.
도 6은 U 커넥터의 다이어그램이다.
도 7은 이중핀 수직 커넥터 다이어그램이다.
도 8은 U 커넥터와 연결된 두 개 모듈의 세부 다이어그램이다.
도 9는 경첩 커넥터와 연결된 두 개 모듈의 세부 다이어그램이다.
도 10은 이중 핀 수직 커넥터를 이용하여 연결된 두 개 모듈의 다이어그램이다.
도 11은 이중 핀 수직 커넥터를 이용하여 연결된 두 개 측 패널의 세부 다이어그램이다.
도 12는 단일의 광폭 최상부/바닥 패널 다이어그램이다.
도 13은 이중 광폭 최상부/바닥 패널 다이어그램이다.
도 14는 삼중 광폭 최상부/바닥 패널 다이어그램이다.
도 15는 수직 플래그의 다이어그램이다.
도 16은 플래그 지지 바의 다이어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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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은 플래그 인서트의 다이어그램이다.
도 18은 트레이 인서트의 다이어그램이다.
도 19a 내지 19b는 편평한 트레이 인서트의 다이어그램이다.
도 20은 후크 인서트의 다이어그램이다.
도 21은 수평바의 다이어그램이다.
도 22는 모듈화된 스토리지 시스템의 예시적 구성이다.
도 23은 모듈화된 스토리지 시스템의 예시적 구성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5]

본 발명은 첨부되는 도면을 참조하여 기술된다. 도면은 척도에 따라 도시되지 않았으며 단지 예시적 발명을 도
시하기 위해 제공된다. 본 발명에 대한 다수의 양태가 이하 설명을 위한 예시적 응용을 참조하여 기술된다. 다
양한 구체적인 세부사항들, 관계들 및 방법들은 본 발명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술 분야의 당업자들은 본 발명이 하나 이상의 구체적 세부사항 없이도 혹은 다른 방법으
로도 실행가능함을 알 수 있다. 다른 예에서, 본 발명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알려진 구조나 동작
들은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다.

[0016]

또한, 본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들은 특정 실시예를 기술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바와 같이, 단수형 "a" "an" "the"는 문맥상 명확하게 달리 지시되지
않는

한

복수형을

포함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포함하는(including)","포함하다(include)","구비하는

(having)","구비하다(have)", "함께(with)" 또는 그 변형예의 용어들은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에 사용되는 범
위에서, 상기 용어들은 "포함하다(comprising)"와 유사한 방식으로 포괄적인 의도로 사용된다.
[0017]

추가적인 정의들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이해하기에 유용하다. "열장이음(dovetail joint)"은 미끄러지게 교합되
는 "핀"과 "테일"로 구성된다. "핀"과 "테일"은 열장이음을 형성하는 재료로 절단되는 구조를 가리킨다. "핀"은
재료로부터 연장되는 사다리꼴 컷을 가리킨다. "테일"은 핀이 미끄러져 들어가 열장이음을 형성하는 사다리꼴
오목부를 가리킨다.

[0018]

또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본 명에서에 사용된 모든 용어들(기술 및 과학 용어들을 포함)은 본 발명이 속하
는 관련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된 바대로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맥락에서의 의미와 일관성 있는 의미를 구비하
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는한 이상적으로 또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의미
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0019]

도 1을 참조하면, 조립된 모듈(10)의 예시적 실시예에 대한 다이어그램이 도시된다. 본 실시예에서, 모듈(10)은
실질적으로 편평한 후방 패널(12), 좌측 패널(14a). 우측 패널(14b) 및 최상부 및 바닥 패널(16)을 포함한다.
좌/우측 패널(14a, 14b)은 번갈아 배치되는 핀(18)과 테일(20)을 포함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핀과 테
일은 좌우측 패널(14a,14b)의 범위 전체에 걸쳐 번갈아 배치된다. 또, 도 1에 도시된 예시적 실시예에서, 적어
도 두 개의 피새김(notched) 테일들은 각 패널의 각 단부 근처 위치에서 좌/우측 패널의 외측으로 절단된 노치
(notch)들을 포함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4 개 이상의 테일들이 새겨진다. 타 실시예에서, 모든 테일들이 새겨
진다. 최상부/바닥 패널(16)은 핀(24)으로 구성되는 연장 부재(25)를 포함한다. 최상부/바닥 패널(16)은 또한
적어도 하나의 블라인드 홀(30)과 적어도 하나의 보스(28)를 포함한다. 후방 패널의 블라인드 홀은 솔리드 패널
의 외관을 구비한다. 그러나 모듈(10)을 벽, 도어 행어, 다른 모듈(10) 등에 부착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최소의
노력으로 천공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하나 이상의 블라인드 홀(30)은 하나 이상의 보스(28)와 함께 정렬
될 수 있다.

[0020]

모듈(10)은 도 2에 도시된 좌/우측 패널(14a,14b)에 최상부 및 바닥 패널(16)을 결합하여 구성된다. 도 2를 참
조하면, 모듈(10)의 코너의 확대도가 도시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좌측 패널(14a)은 적어도 2개의 노치
(22), 단부 테일(23) 및 단부 핀(26)을 포함한다. 바닥 패널(16)은 핀(24)을 포함하는 연장 부재(25)를 포함한
다. 좌측 패널(14a)과 바닥 패널(16)간의 결합은 바닥 패널(16)의 핀(24)을 좌측 패널(14a)의 단부 테일(23)로
슬라이딩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좌측 패널(14a)의 단부 핀(26)은 핀(24)과

연장면(29)간에 형성되는 테일로

삽입된다. 동일한 구성이 모듈(10)의 네 개의 코너에서 발생하며 좌/우측 패널(14a,14b)의 각 측에 최상부/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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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16)을 연결한다. 도 3과 도 4는 측면과 정면으로부터 각각 모듈(10)에 대한 추가적인 도면을 도시한다.
[0021]

구체적 실시예가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개념을 벗어나지 않고 최상부/바닥 패널(16)의 다른 구성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실시예는 연장면(29)을 포함하지 않는 최상부/바닥 패널(16)을 포함할 수 있다.

[0022]

본 실시예에서, 최상부/바닥 패널(16)은 측 패널(14a,14b)과 후방 패널(12)사이에 맞추어지고 모듈내에서 다시
위치설정되어 선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 타 예시적 실시예에서, 추가적인 연장면(도 2에 미도시)이 최상부/바닥
패널(16)로부터 후방 패널(12)을 따라 수직으로 연장될 수 있다. 타 실시예에서, 최상부/바닥 패널(16)의 모든
연장면들은 천공될 수 있고 최상부/바닥 패널(16)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0023]

모듈(10)은 모듈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단일 모듈의 개인화가능/확장가능 유닛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모듈(10)은 도 1 내지 도 4에서 척도에 따라 도시되지 않았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들은 후방 패널
(12), 측 패널(14a, 14b) 및 최상부 패널(16)이 발명의 실시예의 영역과 요지를 벗어나지 않고 실행가능한 어떠
한 크기, 길이, 폭, 및 깊이를 구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하 기술되는 바와 같이, 부속품들이 측
패널(14a,14b)의 테일로 미끄러지게 및/또는 제거가능하게 삽입될 수 있도록 창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듈
(10)은 신발 보관을 위한 삽입가능한 선반 유닛을 미끄러지게 및/또는 제거가능하게 수용하도록 충분한 깊이와
폭을 구비할 수 있다. 또는 모듈(10)은 다른 다양한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다. 추가적인 모듈들이 블라인드 홀
(30)과 보스(28)를 이용하여 예를 들면 스크류와 같은 연결 수단과 함께, 후방에서 연결될 수 있다.

[0024]

다중 모듈(10)은 수직 및 수평 방향에서 연결 수단을 통해 연결될 수 있고 함께 결합되어 깊이를 가로질러 확장
될 수 있다. 도 5 내지 도 7을 참조하면, 예시적 커넥터 수단이 도시된다. 도 5는 경첩 커넥터(37)를 도시한다.
경첩 커넥터(37)는 경첩 실린더(38) 및 핀(36)을 도시한다. 핀(36)은 미끄러지게 및/또는 제거가능하게 피새김
(notched) 테일(22)중 하나로 삽입가능하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들은 두 개의 경첩 커넥터가 삽입되며, 하나
는 제 1 모듈에서 일 피새김(notched) 테일(22)로, 나머지는 제 2 모듈에서 피새김 테일(22)로 삽입되어 피봇가
능한 경첩 연결을 형성한다. 상기 경첩은 로드(도 5에서 미도시)를 두개의 경첩 커넥터의 경첩 실린더(38)로 삽
입하여 완결된다. 본 연결 수단은 이하 도 9을 참조하여 더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0025]

도 6을 참조하여, U 커넥터(35)가 도시된다. U 커넥터(35)는 커넥터면(34)과 두 개의 커넥터 핀(33)을
포함한다. 커넥터 핀(33)은 미끄러지게 및/또는 제거가능하게 피새김 테일(22)로 삽입가능하다. U 커넥터는 두
개의 모듈을 고정 방식으로 수평으로 함께 연결한다. 상기 연결 수단은 도 8을 참조하여 이하 더 구체적으로 기
술된다.

[0026]

도 7을 참조하면, 이중 핀 수직 커넥터(40)를 기술한다. 이중 핀 수직 커넥터(40)는 두 개의 수직 커넥터 핀
(41)과 수직 커넥터 테일(42)을 포함한다. 수직 커넥터 핀(41)은 미끄러지게 및/또는 제거가능하게 두 개의 좌
측 패널 또는 두 개의 우측 패널의 단부 테일로 삽입가능하다. 이로 인해 두 개의 모듈이 수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각 측 패널의 두 개의 단부 핀은 결합하여 미끄러지게 및/또는 제거가능하게 수직 커넥터 테일(42)로 삽
입되는 하나의 핀을 형성한다. 상기 연결 수단은 이하 도 10 및 도 11을 참조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0027]

도 8을 참조하여, U 커넥터를 이용한

두 개 모듈(10,10')간의 연결이 기술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각 모듈은

실질적으로 편평한 후방 패널(12,12'), 최상부/바닥 패널(16,16'), 좌측 패널(14a(미도시), 14a') 및 우측 패널
(14b,14b'(미도시))로 구성된다. 우측과 좌측 패널(14b,14a')은 핀(18,18'), 테일(20,20') 및 피새김 테일(2
2)을 포함한다. 좌우측 패널(14b,14a')과 최상부/바닥 패널(16,16')간의 결합은 도 2를 참조하여 상기된 바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0028]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U 커넥터(35)는 미끄러지게 및/또는 제거가능하게 피새김 테일(22)로 삽입된다. 커넥
터 면(34)과 핀(33)의 면은 좌우측 패널(14b,14a')과 수평면을 형성한다. 상기 방식으로, 모듈(10,10')은 수평
한 구성으로 고정 연결된다. 상기 수평 연결이 두 개의 모듈의 관점에서 기술되었으나,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들
은 상기한 바와 같은 연결은 수평방식으로 배치되는 임의의 수의 모듈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상기 방식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0029]

도 9을 참조하면, 경첩 커넥터를 이용한 두 개 모듈(10,10')의 연결이 도시된다. 각 모듈은 도 8을 참조하여 상
기한 바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듈(10,10')은 미끄러지게 및/또는 제거가능
하게 모듈(10)의 우측 패널(14b)과 모듈(10')의 좌측 패널(14a')의 피새김 테일(22)로 삽입되는 두 개의 경첩
커넥터(37,37')에 연결된다. 로드(39)는 경첩 실린더(38,38')에 삽입되어 경첩을 완성한다. 모듈은 수평방식으
로 피봇가능하게 연결된다. 상기 구성은 모듈이 닫힌 유닛으로 접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모듈(10)과 모듈(1
0')은 상이한 사이즈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듈(10)은 깊이가 앝고 모듈(10')은 깊은 모듈일 수 있다.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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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에서, 모듈(10)은 모듈(10')에 대해 개인화 가능한 도어로 구성될 수 있다.
[0030]

이하 도 10을 참조하여, 이중 핀 수직 커넥터(40)가 수직 연결 모듈로서 도시된다. 상기된 바와 같이, 이중 핀
수직 커넥터(40)는 두 개의 수직 커넥터 핀(41) 과 하나의 수직 커넥터 테일(42)을 포함한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듈(100a, 100c)은 수직 커넥터(40)를 사용하여 서로 연결된다. 또한, 모듈(100b, 100d)들은 수직
커넥터(40)를 사용하여 서로 연결된다. 모듈(100a-100d)들은 모듈(10)과 유사한 컴포넌트를 포함한다. 각 모듈
은 실질적으로 편평한 후방 패널(102a-102d)과, 좌우측 패널(106a-106d, 106a'-106d')을

포함한다. 도시를 위

해, 모듈 어셈블리의 최상부/바닥 패널은 도 10에 도시되지 않았다. 최상부/바닥 패널은 도 12 내지 도 14를 참
고하여 이하 더 상세히 기술될 것이다.
[0031]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중 핀 수직 커넥터(40)는 미끄러지게 및/또는 제거 가능하게 좌우측 패널(106a106d, 106a'-106d')의 단부 테일(23)로 삽입가능하다. 도 11을 참조하여, 상기 결합을 상세히 기술한다. 도 11
에서, 이중 핀 수직 커넥터(40)는 측 패널(104b',104d')들을 연결한다. 수직 커넥터 핀(41)은 미끄러지게 및/또
는 제거가능하게 각 측 패널(104b',104d')의 단부 테일(23)로 삽입 가능하다. 각 측 패널의 단부 핀(26)은 이중
핀 수직 커넥터(40)의 수직 커넥터 테일(41)로 미끄러지게 및/또는 제거가능하게 삽입될 수 있는 완전한 핀을
형성한다.

[0032]

도 10과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중 핀 수직 커넥터(40)는 개인화 가능 모듈(10)의 수직 방향 확장을 가능
하게 하고, 따라서 U 커넥터(35)와 결합하여(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직 결합에 강도와 안정성을 부가할 수
있다. 비록 두 개의 모듈 관점에서 상기 수직 연결이 기술되었으나,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들은 수직 구성에 배
치된 모듈이라면 숫자에 관계없이 상기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상기 예시
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0033]

도 12 내지 도 14를 참조하면, 최상부/바닥 패널(106a-106c)의 실시예가 기술된다. 도 12는 단일의 광폭 최상부
/바닥 패널(106a)를 도시한다. 최상부/바닥 패널(106a)은 도 1의 최상부/바닥 패널(16)과 유사하다. 최상부/바
닥 패널은 두 개의 연장 부재(25)를 포함하고, 하나는 최상부/바닥 패널(106a)의 각 단부 근위이다. 최상부/바
닥 패널의 각 단부는 연장면(29)을 포함한다.

각 단부에, 최상부/바닥 단부 테일(27)이 연장면(29)과 연장 부

재(25) 사이에 형성된다. 특정 실시예에서, 연장면(29)은 단일의 광폭 최상부/바닥 패널(106a)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또한, 최상부/바닥 패널(106)은 적어도 하나의 보스(28)와 보스(28)에 천공된 적어도 하나의 홀(32)을 포
함한다. 보스(28)는 예를 들면 스크류와 같은 적절한 연결 수단을 통해, 후방 패널(12)과 견고한 연결을 가능하
게 한다. 상기된 바와 같이, 보스(28)는 후방 패널(12)에서 블라인드 홀(30)에 맞추어 정렬된다. 상기 구성은
또한 도어 걸이 수단(door hanging means) 및/또는 모듈의 후방 부착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0034]

도 13을 참고하면, 최상부/바닥 패널의 제 2 실시예로 이중 광폭 최상부/바닥 패널(106b)을 기술한다.
상기 실시예는 도 12를 참고로 기상술된 바와 같이, 단일의 광폭 최상부/바닥 패널(106a)과 유사한 특징을 포함
한다. 그러나, 이중 광폭 최상부/바닥 패널(106b)은 최상부/바닥 패널(106b)의 중간 지점 근방에서 내부 최상부
/바닥 단부 테일(31)을 형성하는 두 개의 연장 부재(25)를 추가 포함한다.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들은 도 8에 도
시된 바와 같은 단부 핀(26,26')이 미끄러지게 및/또는 제거가능하게 내부 최상부/바닥 단부 테일(31)로 삽입가
능하여 도 8에 도시된 좌우측 패널(14b,14b')과 도 13에 도시된 이중 광폭 최상부/바닥 패널(106b)간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일의 광폭의 최상부/바닥 패널(106)처럼, 이중 광폭 최상부/바닥 패널(106b)의
연장면(29)은 일부 실시예에서 분리가능하다.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중 광폭 최상부/바닥 패널은 수평으
로 배치된 두 개의 모듈을 수용할 수 있다.

[0035]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최상부/바닥 패널의 또다른 실시예로서, 삼중 광폭 최상부/바닥 패널(106c)이 기술
된다. 상기 실시예는 도 12의 단일 광폭 최상부/바닥 패널(106a)과 도 13의 이중 광폭 최상부/바닥 패널(106b)
과 유사한 특징을 포함한다. 그러나, 삼중 최상부/바닥 패널(106c)은 추가적인 내부 최상부/바닥 단부 테일(3
1)을 형성하는 두 개의 추가적인 연장 부재(25)를 추가 포함한다(전부 4개).도 12 및 도 13을 참고하여 기술된
바와 같이, 삼중 광폭 최상부/바닥 패널(106c)의 연장면(29)은 특정 실시예에서 분리가능하다.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삼중 광폭 최상부/바닥 패널(106c)은 수평 배치된 세 개의 모듈을 수용할 수 있다.

[0036]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기상술된 부품들이 다양한 조합이나 구성으로 배치되어 유연하고, 확장가능하며, 개인
화가능한 스토리지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듈들은 벽에 부착될 수 있고 또는 도어 행
어를 통해 도어에 부착될 수도 있으며, 또는 독립적으로 세워 설치할 수도 있다.

[0037]

개인화 가능한 확장성과 크기 외에도, 창의적인 스토리지 시스템의 실시예들은 각 측에 적어도 하나의 핀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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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미끄러지게 및/또는 제거가능하게 모듈(10)의 테일(20)로 삽입될 수 있는 복수의 슬라이딩 가능 인서트
들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인서트들은 본 발명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크기나 형태로도 가능하다.
상기 인서트들은 트레이, 페그 보드(peg boards), 후크, 억제 바(restraining bar), 로드 및 또는 물품들을 보
관하기에 유용한 어떤 형태도 가능하다. 인서트를 통해 보관되는 물품들은 보석, 하드웨어, 신발, 툴, 의류, 타
이, 낚시 장비(폴과 태클을 포함), 오디오/비디오 매체(컴팩트 디스크(CD),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DVD), 블루레이 디스크(BDs), 비디오테입, 등), 및/또는 다른 형태의 가정용 또는 개인 물품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상기예로 제한되지 않는다.
[0038]

도 15 내지 도 20을 참조하면, 미끄러지게 및/또는 제거가능하게

삽입가능한 인서트들에 대한 다양한 예시적

실시예들이 제공된다. 도 17을 참조하면, 플래그 인서트(201)가 개시된다. 도 15 및 도 16을 참조하면, 플래그
인서트(201)의 구성 부품들이 개시된다. 도 15을 참조하면, 수직 패널 즉 플래그(202)가 도시된다. 플래그(20
2)는 플래그(202)의 최상부 및 바닥에서 플래그(202)와 페그(204)의 표면 전체에 걸쳐 복수의 홀과 슬롯(203)을
포함한다.도 16을 참조하면, 수평 부재 또는 플래그 지지바(207)가 개시된다. 플래그 지지 바(207)는 복수의 홀
(205)과 플래그 단부 핀(206)을 포함한다.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플래그(202)의 페그(204)는 두 개의 플래
그 지지바(207)의 각각의 복수의 홀(205) 중 하나에 삽입되어 완전한 플래그 인서트(201)를 형성한다.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페그(204)는 미끄러지게 및/또는 제거가능하게 홀(205)중 하나에 삽입될 수 있다. 일 실시예
에서, 페그(204)는 곡선을 형성한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들은 플래그 지지바(207) 각 단부의 핀(206)들이 미
끄러지게 및/또는 제거가능하게 모듈(10)의 적절한 테일(20)로 삽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플래그 인서트
(201)가 귀걸이를 걸기에 적합한 홀과 슬롯(203)으로 도시되었으나, 본 발명의 실시예는 상기 예로 제한되지 않
는다. 예를 들어, 플래그(202)는 복수의 후크를 포함할 수 있고 또는 페그 보드로 구성될 수 있다.
[0039]

도 18을 참조하면, 트레이 인서트(209)가 개시된다. 트레이 인서트는 트레이 캐비티(211)와 트레이 단부 핀
(210)을 포함한다. 트레이 단부 핀(210)은 모듈(10)의 테일(20)로 미끄러지게 및/또는 제거가능하게 삽입될 수
있다. 도시된 트레이 인서트(209)는 직사각 트레이이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들은 트레이 인서트의 크기나 형
태가 도 18에 도시된 실시예로 제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0040]

도 19a는 트레이 인서트의 다른 실시예로서, 플랫 트레이(212)를 개시한다. 플랫 트레이(212)는 수직 핀(213),
수평 핀(214) 및 제거가능 인서트(216)를 포함한다. 제거가능 인서트(216)는 슬릿(215)을 추가 포함할 수 있다.
수직 및 수평 핀들은 미끄러지게 및/또는 제거가능하게 모듈(10)의 테일(20)로 삽입가능하다. 수직 핀(213)은
플랫 트레이(212)가 모듈(10)로 수직 삽입가능하게 한다. 수평 핀(214)은 플랫 트레이(212)가 모듈(10)로 수평
삽입 가능하게 한다. 실시예에서, 플랫 트레이(212)의 각 측은 트레이를 수평으로 삽입하는 하나의 핀(214)과,
트레이를 수직 삽입하는 두 개의 핀(213)을 포함한다. 상기 실시예에서,

플랫 트레이(212)는 수평위치로 삽입

될 수 있고, 그리고/또는, 도 19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때 제거가능 인서트(216)는 없을 수 있으며, 또는 수
직 위치로 삽입될 수 있으며, 그리고/또는, 도 19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거가능 인서트(216)를 구비할 수
있다.
[0041]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후크 인서트(216)가 개시된다. 후크 인서트(216)는 후방 패널(217) 및 후크(218)를
포함한다. 후방 패널(217)은 복수의 홀(219)과 후크 인서트 단부 핀(220)을 포함한다. 후크(218)는 도 20에 도
시된 바와 같이, 후방 패널(217)의 복수의 홀(219) 중 하나로 고정 삽입가능하다.

후크 인서트 단부 핀(220)은

미끄러지게 및/또는 제거가능하게 모듈(10)의 테일(20)로 삽입가능하다.
[0042]

도 21을 참조하면, 수평 바 인서트(230)가 개시된다. 수평 바 인서트(230)는 수평 바(232)와 두 개의 단부 피스
(234)를 포함한다. 각 단부 피스(234)는 적어도 하나의 핀(236)을 포함한다. 핀(236)은 미끄러지게 및/또는 제
거가능하게 모듈(10)의 테일(20)로 삽입가능하다. 수평 바(232)는 각 단부 피스(234)로 삽입가능한 각 단에서
페그(238)를 포함한다. 수평 바는 페그(238)와 피스(234)들의 연결 주변을 회전하거나 피봇팅할 수 있다.

[0043]

도 22를 참조하면, 예시적인 모듈 스토리지 시스템 어셈블리(240)가 개시된다. 도 22의 예시적 실시예에서, 모
듈 스토리지 시스템 어셈블리(240)는 네 개의 연결된 모듈 어셈블리(242,244,246,248)을 포함한다. 각 모듈 어
셈블리는, 도 1의 모듈(10)과 유사한,

수직 커넥터(40) 및 U 커넥터(35)와 연결된 6개의 모듈을 포함한다. 각

모듈 어셈블리는 적어도 하나의 타 모듈 어셈블리와 연결되어 모듈 스토리지 시스템 어셈블리(240)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모듈 스토리지 시스템(242)은 경첩 커넥터(37)로 모듈 스토리지 어셈블리(244)와 연결된다.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듈 어셈블리(242)는 모듈 어셈블리(244)에 피봇가능하게 부착된다. 본 예시적 실시예에서,
모듈 어셈블리(242)는 모듈 스토리지 시스템 어셈블리(242)를 닫을 수 있는 도어로 작동한다. 모듈 어셈블리
(244)는 또한 임의의 고정 연결 수단을 통해 모듈 어셈블리에 부착되어 모듈 어셈블리(244, 246)의 각 후방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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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에 인접한다. 상기 연결 수단들은 보스(28), 블라인드 홀(30), 및 홀(32)을 이용한 스크류 연결일 수 있다(도
4, 도 12 내지 도 14 참조). 본 예시적 실시예에서, 모듈 어셈블리(244,246)는, 같은 높이의 후방 패널 연결의
양 측에서 삽입과 보관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개 면의 모듈 어셈블리를 형성한다. 또한, 모듈 어셈블리(246)는 모
듈 어셈블리(242,244) 연결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경첩 커넥터를 이용하여 모듈 어셈블리(248)에 연결된다. 도
22에 개시된 예시적 실시예에서, 도어 행어(250)는 도어에 대해 맞도록 구성된다.
[0044]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체 모듈 스토리지 시스템 어셈블리(240)는 사용자 기호에 기반하여 다양한 구성으
로 배치될 수 있다. 모듈 스토리지 시스템 어셈블리(240)에 사용되는 인서트들은 제한없이, 플래그 인서트
(207), 트레이 인서트(209), 곡선의 트레이 인서트(252), 플랫 트레이 인서트(212), 후크 인서트(215), 수평 바
(230)를 포함한다.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플랫 트레이 인서트(212)는 수직으로 삽입될 수 있고(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또는 수평으로 삽입될 수 있다. 또한, 곡선의 트레이(252)는 곡선진 전방 코너를 포함하여
대향하는 경첩연결된 모듈 어셈블리(242)가 간섭없이 근접하게 한다. 도 22에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모듈 어셈
블리(246, 248)는 또한 삽입과 보관을 가능하게 한다.
[0045]

도 22로부터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들은 개시된 구성은 단지 예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수의 모듈 어셈블리도 임의의 연결 수단을 이용하여 부착되고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듈 스토리지 시스
템 어셈블리(240)는 구성과 같이 "아코디언"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추가 예시적 실시예에서, 모듈 스토리지
어셈블리 시스템(240)은 예를 들어 스크류와 같은 일부 연결 수단을 통해 벽에 부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
듈 어셈블리(242) 또는 모듈 어셈블리(248)는 스크류나 볼트를 사용하여 벽에 고정적으로 부착될 수 있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들은 본 명세서에 기재된 창의적 배치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다양한 결합 및 구성을 수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본 예시로 제한되지 않는다.

[0046]

도 23을 참조하면, 또다른 예시적 모듈 스토리지 시스템 어셈블리(300)가 개시된다. 모듈 스토리지 시스템 어셈
블리(300)는 세 개의 깊은 광폭의 모듈(302,304,306)을 포함한다. 상기 모듈들은 도 1 내지 도 4를 참고하여 상
기 기재된 바와 같은 유사한 구성을 구비한다. 기술된 바와 같이, 모듈들은 높이, 폭 및 깊이에서 다양하다.
도 23에 개시된 예시적 실시예에서, 어셈블리(300)는 또한 복수의 선반(326)을 포함한다. 선반들은 모듈
(302,304,306)의 측 패널로 절단된 일련의 테일에 미끄러지게 및/또는 제거가능하게 삽입될 수 있는 핀을 포함
한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들은, 도 15 내지 도 20을 참고하여 상기 기재된 인서트들을 포함하는(다만 상기
예시들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 다양한 인서트들이 모듈(302,304,306)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047]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듈 스토리지 시스템 어셈블리(300)는 또한 두개의 "도어" 서브 어셈블리(301,30
3)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된 바와 같이, 모듈들은 부착되어 수평 수직으로 어셈블리를 확장할 수 있다. 도 23
에 개시된 예시적 실시예에서, 도어 서브 어셈블리(301)는 3개의 수직 구성에 의해 수평으로 배치된 6 개의 더
작은 모듈(308,310,312,314,316,318)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어 서브 어셈블리
(303)는 세 개의 수직 구성에 의해 일 수평상에 배치된 3개의 더 작은 모듈(320,322,324)를 포함할 수 있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들은

깊은

광폭의

모듈(302,304,306)과

더

작은

모듈

(308,310,312,314,316,318,320,322,324)이 본 명세서에 기재된 창의적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구
성으로 배치될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또한, 창의적 어셈블리들은 도 23 또는 다른 도면에 개시된 것보다 많
은 혹은 적은 수의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본 예시로 제한되지 않는다.
[0048]

본 발명이 하나 이상의 구현예에 대해 도시되고 기술되었으나, 동등한 수준의 변경이나 개선이 본 명세서와 첨
부된 도면을 읽고 이해한 당업자들에게는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특정한 기술적 특징들은 복수의 구현예들
중에서도 오로지 하나에 의해 개시될 수 있으나, 해당 특징은 주어진 혹은 특정 응용을 위해 유리하게 요구되는
대로 타 구현예에서의 하나 이상의 타 특징들과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영역과 폭은 기상술된 특정
실시예로서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본 발명의 영역은 이하의 청구범위와 그 등가물에 따라 정의되어
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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