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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다목적 피복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 실시예의 평면도.

제2도는 본 발명 실시예의 도식적 평면도.

제3도는 본 발명 실시예의 도식적 저면도.

제4도는 본 발명 실시예의 사시도.

제5도는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악천후 피신처의 본 발명으로된 실시예를 보여주는 단면.

제6도는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악천후 피신처의 본 발명으로된 실시예를 보여주는 사시도.

제7도는 청명한 날의 안식처로써의 본 발명의 사시도.

제8도는  제5도와 제6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입면도.

제9도는 제8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입면도.

제10도는 휴식처로써 사용되었을 때의 본 발명의 사시도.

제11도는 등받이 보호대를 가진 긴 외투를 형성하는데 사용되었을 때의 본 발명의 사시도.

제12도는 등받이 보호구를 가진 짧은 외투를 형성하는데 사용되었을 때의 본 발명의 사시도.

제13도는 텐트 포올 포켓의 확대도.

제14도는 본 발명의 일부분으로써 미결정된 코드의 V-노치 단자의 사시도.

제15도는 본 발명의 일부에 포함된 텐트 포올, 스톡(stoke) 및 그레이-라인(gray line)의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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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도는 제5도의 휴식처의 수정예의 사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좌하측후방몸체부분            13 : 변부

15 : 슬리브                               18 : 마름모꼴개구부

19 : 그물재료                            24 : 밧줄고리(gromment)

40 : 우하측후방몸체부분            43 : 변부

45 : 슬리브                               48 : 마름모꼴개구부

49 : 그물재료                            61, 62, 63 : 변부

66 : 포올 슬리브                       70 : 몸체부분

71, 72, 73 : 변부                      76 : 포올 슬리브

80 : 후드부분                           90 : 좌하측전방몸체부분

97 : 포올 슬리브                      100 : 우하측전방몸체부분

107 : 포올 슬리브                    108, 109 : 밧줄고리

122 : 단부팁(tip)                    123 : 슬롯트(slot)

125 : 스테이크(stakes)          131 : 지퍼(jipper)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피복에  관한  것으로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과  군인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피복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짧은  코트,  긴  코트  혹은  텐트로써  악천후로부터  보호하는  보호피복을 구
비한다.

과거에도,  외부에나가  있는  소풍객,  등산객,  낚시꾼,  혹은  사냥꾼과  군인들은  그들을  마르고 따뜻하
게  덮어  보호할  필요가  있었고  이들의  작용은  잠자리를  제공하는데  부가하여  상부몸을  기후로부터 
보호하고,  비가  올  경우는  몸전체를  최대로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과거에는,  이러한  보호가  큰 부
피를 가지고 등짐으로 지고다니기 쉽지 않은 판쵸(poncho)형의 의류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필요했다.  잠자리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장비에  연결되어야  하는  부가적인  장비를 
가지고  다님이  필요했다.  이  배열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잠자리의  단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요구되
는  보호영역을  구비하지  못한다.  판쵸형태의  의류나  쉘터(shelter)  반쪽의  어느것도  달아매는  그물 
침대 혹은 단일의 쉘터와 같은 부수적 기능은 수행할 수는 없었다.  어떠한 것도 슬리핑백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들  결점은  미국특허  제4,484,362호에  의해  극복되어있다.  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물품이  다른 형
상으로  배열되어  몸상체와  등짐을  덮는  아노락(anorak  :  짧은  코트)  ;  등짐을  졌을  때  몸과  동시에 
다리도  보호하는  카고올(cagoule  :  긴  코트)  ;  두  사람용  닫힌  쉘터를  갖추는  같은  물품에  연결될 
수 있는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텐트 ;  망사형의 개구부를 가진 한 사람용 여름 쉘터 ;  달아매는 
그물은  물론  앉아  있는  사람들  닫아서  보호하도록  하는  등의  다른  방식으로  배열되는  단일  물품으로 
될  수  있다.  미국특허  제4,484,362호에서  발표된  물품이  크게  개량된  만큼  그로부터  수반되는 결점
을  발표하는  연속되는  시도는  보편적이다.  잠자리  적용방식은  적당한  수직구조가  이를테면,  이 물품
의  단부부분을  메달기  위한  나무같은  것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부가적으로,  다목적인  미국특허 제
4,484,362호의  물품은  기본적으로  사각의  쉬이트이다.  광범위한  실험분야  시도는  양  단부에  너무 과
다한  재료가  있고  이는  잠자리  쉘터와  햄목크(hammock)용도에  어떤  실질적인  작용도  하지  않음을 발
표했다.  더구나,  길이  대폭의  비율은  사용자에  불편한  코쿤(cocoon)형태의  환경을  구비하도록  하는 
잠자리  쉘터방식에  한정되어  졌다.  또한  미국특허  제4,484,362호의  다목적  피복의  폭은  걷는데는 물
론 비올 때 착용자의 다리와 발로 빗물을 흘러내리게 하는데 얼마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특허  제4,484,362호에  발표된  다목적  피복에  대한  본  발명의  개량에서는,  피복의  상하부분이 경
사로  감소되고,  이  피복은  길이와  폭이  커졌으며,  잠자리  쉘터  방식에  있을  때  잠자리  방식이 세워
진  표면위  3인치의  일체된  방수부분을  가지는  독립적으로  현수된  형태를  피복해  주도록  슬리브를 구
비하고 있다.

지금부터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상세히 설명된다.

첨부된 도면들에서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공기는 통할 수  있으되 물은 통할 수  없는 재료로부터 공
기와  물  모두가  통할  수  없는  재료  특성을  가지는  넓은  범위의  재료를  사용한다.  이런  범주의 재료
로는  많은  직물들이  있다.  바람직한  재료의  부가적인  특성은  영하의  온도에서도  뻣뻣해지지  않게 되
는  것이다.  이는  특히  군용으로  사용되었을  때  뻣뻣하게  된  재료는  착용자가  덤불  속을  움직일  때 
원하지  않는  소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극히  중요하다.  선호적으로  재료는  습기  침투가  없고 부드러
운 것이 좋다. 폴리유레테인(polyeurathane)이 코팅된 합성직물이 바람직하다.

도면을  보면,  제1도는  조립되기  전의  본  발명의  주요구성요소를  보여준다.  이  분해도는  이미  인용된 
특허와  양수인의  제품보다  불필요한  재료와  사용되지  않는  재료를  덜  가지고  사용자의  필요에 다양
한  적응력을  더  정확히  구비하는  다목적  피복으로  되는  본  발명의  구성요소의  형상을  표시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특히,  제1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은  좌측몸부분(60),  우측몸부분(70),  좌하측등몸부분(10), 우하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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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몸부분(40), 좌하측전방몸부분(90), 우하측전방몸부분(100)과 후드부분(80)을 포함한다.

접합부분의  요소는  간결성을  이유로하여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적  부분은  적당한  대향  참조부호에 
의해  표시된  동일한  대향요소를  가진  한  부분을  참조하여  기술된다.  몸체부분(60)과  (70)은 일반적
으로  하부전방변부(64)와  (74)을  가지는  마름모꼴이고  상기  전방변부로부터  외부로  연장하는 변부
(61,  62,  71  및  72)를  연장한다.  변부(64와  74)와  반대편인  변부(61,  62,  71  및  74)의  경계는 직선
변부(64와  74)에  비해  원호인  변부(63  및  73)이다.  원호변부(63과  73)는  본  발명이  코트로 사용되었
을  때  등짐에  더욱  가깝게  본  발명을  장식하고  텐트로  사용되었을  때는  피복의  더욱  적합한  곡선을 
구비한다.  텐트  포올  슬리브(66과  76)은  본  발명을  구비한  텐트  포올을  수용하기  위해  구비된다. 몸
체부분(60과  70)은  변부(62와  72)가  한데  재봉되었을  때  변부(81,  82,  83과  84)가  한데  재봉되고 변
부(85와  86)가  변부(65와  75)에  재봉되어  슬리브(89)를  운반하는  변부(87과  88)에  의해  외접하는 헤
드구멍을  구비하도록  한  후  후드부분(80)이  삽입되는  구멍을  구비하는  접합  절취변부(65와  75)를 구
비한다.

하부등부분(10과  40)은  형상이  마름모꼴이고  변부(13과  43)는  몸체부분(60과  70)의  변부(63과 73)으
로써  동일하지만  대칭되는  만곡반경을  가지는  원호형상을  가지고  상기  몸체부분에는  이들이  재봉과 
씨일링에  의해  연결된다.  부분(10과  40)은  본  발명이  텐트방식에  있을  때  환기하기위한  변부(13과 
43)에  인접한  마름모개구부(18과  48)을  구비한다.  개구부(18과  48)은  유리섬유  그물재료(19와  49)에 
의해  덮혀진다.  그물재료(19와  49)는  제자리에  재봉되고  밀봉된  기초재료의  마름모꼴(20과  50)에 의
해  제자리에  고정된다.  나일론  루프스트립(21과  51)은  개구부(18과  48)을  둘러싸도록  재봉되고 밀봉
된다.  개구부(18과  48)을  각기  닫기  위한  플랩(22와  52)는  원주상에  장착된  나일론  잠금  재료(23과 
53)를  가지고  변부(13과  43,  63과  73)  및  포올  슬리브(66과  76)이  한데  재봉되고  밀봉되었을  때 부
분(10과  40)에  연결된다.  변부(11과  41)의  단부부분은  제3도에서  도시된  바와같이  슬리브(15와 45)
를  운반한다.  이의  각각은  제14도의  탄성중합체(121)  코드를  포함하고  각  코드의  각  단부는 V-형상
슬롯트(123)를  가져  코드가  본  발명의  응용되었을  때  코드의  부분을  잡고  고정하기  위한 단부팁
(122)을  가진다.  슬리브(15와  45)는  분리된  슬리브부분을  변부(11과  41)를  따라  각등부분(10과 40)
의  하측에  밀봉되게  재봉하여  이들을  내부  이격된  씨임(16과  46)을  따라  씨임하고  이를  씨임을 제1
도와 제3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밀봉함에 의해 형성된다.

하부전방부분(90과  100)은  평행부분(93,  94,  103가  104)를  가진  마름모꼴  형상이다.  제3도에서 도시
된  슬리브(95/105)는  내부씨임(96과  106)으로  밀봉된  슬리브(15/45)와  동일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연결된  슬리브는  제14도에서와  같이  단부  팁(122)을  가진  탄성중합체  코드(121)를  포함한다. 부분
(90과  100)은  텐트  포올  슬리브(97과  104)를  향하여  외부로  경사져  있다.  이  외향경사는  이  피복이 
제11도에서  큰  코드형태로  입혀졌을  때,  특히  우중(during  rain)에  착용자의  하부다리와  신발로부터 
비를 멀리 유도할 때,  착용자의 몸의 전방 바깥으로 변부(94  및  104)를  연장시키는 결과를 준다. 외
향의 경사는 또 본 발명이 텐트로 사용되었을 때 증가된 안정성도를 갖춘다.

제2도와  제3도를  지금부터  참조하면,  한데  재봉되고  밀봉되었을  때  변부(13,  63,  43  및  73)의 원호
형상은  한데  재봉되었을  때  원호변부가  이들  씨임을  따라  피복의  묶음을  만드는  만큼  본  발명의 조
립된 부분의 평면은 명확하게 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씨임은 도면에 의해 명확하게 또  이해할 수 
있게  설명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  도면에  도시된  바와같이  피복의  조립된  피복을  보여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제1도-제3도에서  도시된  바와같이,  단부부분(11/41)과  (94/104)은  각기  다수의  단추(110과  111)을 
가진다.  변부부분(12,  61,  91,  102,  71과  44)는  유사하게  각기  스냅단추(113과  114)  각각의  선을 운
반한다.  스냅단추(113과  114)는  이들의  각  변부로부터  이격되어  있음을  알  것이다.  제3도에서 도시
된  바와같이,  이중  작동지퍼(112)의  연속선은  변부(12,  61과  91)을  따라  밀봉되게  재봉되고  본 피복
의  내측상의  변부(44,  71과  102)에  인접하게  이격되고  밀봉되게  재봉된다.  변부(44,  71과 102)로부
터  이격된  지퍼(112)의  위치설정은  텐트  방식에서  연결된  지퍼를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위에서 늘
어  뜨린  플랩(112a)를  구비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제15도에서  해제된  체  도시된  텐트  포올이  포올 
슬리브(66,  76,  97  및  107)속으로  삽입된다.  이는  계속  설명될  것이다.  제5도와  제6도에서  도시된 
바와같이,  텐트의  바라는  원호형상을  얻기  위해  조립된  텐트  포올의  단부는  각  텐트  포올 슬리브
(66,  76,  97  및 107)의 각 단부에 인접한 부분(60,  70,  90  및 100)에 부착된 다수의 각 텐트 포올포
켓(115)에  삽입된다.  텐트  포올  포켓(115)은  제13도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한  단부에서  밀봉된 재봉
선(117)에  의해  그의  각  피복  몸체부분에  고정된  그물  스트랩(116)의  적어도  한층을  포함한다. 스트
랩(116)의  다른  단부는  도시된  바와같이  위로  접히고(118)에서  재봉되어  포켓(119)을  형성하여 나중
에 설명되는 바와같이 조립된 텐트 포올의 단부를 수용하도록 한다.

제4도에서  명확히  도시한  바와같이,  후드(80)는  후드의  후방상부표면에  부착되고  나일론  루프 덧판
조직(patch)(88b)을  가지는  탭(88a)을  구비하며,  상기  덧판조각은  후드의  챙(88d)에  나일론  루프 덧
판조각(88c)과  맞물려  열린위치에서  후드를  잡아줄  수  있다.  부가적으로  후드  슬리브(89)의  일측은 
나일론  루프  덧판조각(88f)을  가지는  탭(88e)을  구비하며,  이는  나일론  루프  덧판조각(88g)을 맞물
어 후드를 착용자 얼굴에 가깝도록 하고 착용자의 코와 입을 막을 수 있게 한다.

다시  제1도와  제2도를  참조하면,  피복부분(10,  40,  60,  70,  90  및  100)이  밀봉되게  한데  재봉되었을 
때,  후드수단(80)은  변부(81,  82,  83과  84)를  따라  재봉되어  밀봉되고,  변부(85와  86)들은 변부(65
와  75)속으로  재봉되어  밀봉된다.  변부(88과  87)는  접혀서  슬리브(89)(제2도와  제4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후드코드(89a)가  지나가서  후드를  착용자의  머리를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당기도록 
하고,  혹은  제5도,  제6도  및  제16도의  텐트형상에서  후드개구부를  완전히  닫도록  한다. 슬리이브
(89b)는 코드(89a)의 각 단부부분을 맞물어 필요한 위치에서 후드개구부가 열리지 못하도록 한다.

제3도와  제14도를  참조하면,  연결된  슬리브(15/45)와  슬리브(95/105)는  각진  변부의  맞는  변부(12, 
44,  91  및  102)에서  끝난다.  슬리브(15/45  및  90/105)는  평평한  플라스틱  단부팁(122)안에서  끝나고 
각  슬리브를  통해  뻗어  있는  탄성중합체  코드(121)에  접근하는  각  단부에  열려  있고  각  홀더는  그 
속에  놋치(123)를  구비하고  이는  코드가  길어졌을  때  각  코드의  부분을  수용하고  잡아준다. 미국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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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제3,953,911호에서 발표된 장치가 선호된다.

제3도를  다시  참조하면,  슬리브(15/45)의  끝단부는  밧줄고리(22와  53)을  구비하고  있고 슬리브
(95/105)의  끝단부는  밧줄고리(107과  108)을  구비하고  있다.  이들  밧줄고리의  목적과  용도는 제5도-
제9도를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각  슬리브도  각기  씨임(14/42)과  씨임(92/101)에  인접하여 밧줄고
리(24와 109)을 구비한다.

본  발명을  위한  부장품은  제7도,  제9도  및  제15도에서  볼  수  있다.  제7도와  제9도는  방충망(130)을 
보여주며  이는  상기  그림에서  보여진  청명한  기후의  안식처에서  사용된  것이다.  도시된  바와같이, 
그물은  형상이  마름모꼴이고  그의  주변에  이중작동  지퍼(131)을  가지고  있다.  지퍼(131)는 제3도에
서 도시된 지퍼(112)와 짝이 된다. 제15도는 제5도, 제6도 및 제16도에서 도시된 악천후 쉘터
(inclement  weather  shelters)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부장품을  보여준다.  이들은  한  단부에 숫나사
단부분을  가지고  다른  반대쪽단부의  암나사  부분에  맞물리며,  2포올부분은  한  단부의  접합암나사 부
분만  가지며  ;  내기후성  열가소성  플라스틱재료의  가요성  직물의  6텐트  회색선을  가지며  ;  4텐트 스
테이크는 선호적으로 내부식성이고 땅에 묻어둘 수 있다.

제5도에서  도시된  한  사람거주용  피난처는  하기와  같이  형성되었다.  내측이  위로  가게하여  피복을 
펼쳐 놓는다(제3도).  변부(44,  71  및  102)를  변부(12,  61  및  91)위로 가게 접고,  각  지퍼를 닫는다. 
변부(11/41)를  변부(94/104)에  한데  끼운다.  후드코드(89a)의  단부를  당겨  후드를  개구부(65/75)을 
중심으로  완전히  닫고  후드를  단단히  맨다.  4부분(125a  및  125b)로  두  텐트포올을  만든다. 지퍼측에
서  시작하여  한  포올을  슬리브(97)을  통하여  삽입하고  연장포올단부를  인접  포올포켓(115)  속으로 
삽입한다.  포올은  휘면서  대향포올단부를  인접포올포켓(115)속에  삽입한다.  다른  포올로  이  과정을 
반복한다.  밧줄고리(24)에  한라인(125)의  단부를  삽입하여  라인의  단부를  고정한다.  밧줄고리(53)에 
다른  라인(125d)를  단부(94/104)에  관해  30°정도의  각에서  삽입하고  밧줄고리(109와  108)에  부착된 
라인의  자유단을  고정한다.  이  과정을  반대단부에서  반복하여  피난처가  탄탄하고  주름없도록  확실히 
한다.

제6도의  두  사람용  쉘터  제5도에서  도시된  바와같이  양  후두  개구부를  먼저  닫음에  의해  형성된다. 
한  피복은  외측  혹은  후드측이  아래로  가게  땅에  위치시킨다.  다른  피복은  후드측이  위로  가게  첫 
번째  것의  위에  위치된다.  양  피복과  단부단추의  지퍼는  한데  연결된다.  두  텐트포올이 테두리부분
(125a)과  테두리  안된부분(125b)으로부터  조립된다.  포올은  슬리브(97/107)속으로  삽입된다. 슬리브
를  통하여  지난  후  포올의  한  단부는  인접포올포켓(115)속으로  삽입되고  다른  단부는 포올포켓(11
5)속으로  삽입되어  포올을  굽힌다.  같은  과정이  다른  텐트  포올에서도  이뤄지고  피복은  그의  완전한 
전체  길이로  펼쳐진다.  카비클릭(cabiclic)(125e)이  부착된  가이라인(125c)은  밧줄고리(22)속으로, 
또  다른  것은  밧줄고리(53)로  또다른  것은  밧줄고리(24)속으로  삽입된다.  다른  단부에서, 카비클릭
과  연관된  가이라인(125c)은  밧줄고리(107)속으로,  또다른  것은  밧줄고리(108)속으로  삽입되고  또 
제3의  것은  밧줄고리(109)속으로  삽입된다.  밧줄고리(22,  53,  107과  108)에  부착된  가이라인(guy 
line)은  이때  약  30°정도의  각에서  그렇게  조립된  피복의  각  단부로부터  당겨져  스테이크(125a)에 
고정된다.  밧줄고리(24와  109)에  부착된  가이라인은  조립된  피복의  단부에  수직으로  끌려나가 스테
이크(125d)에 고정된다.

제7도의  청명한  날에만  적합한  쉘터는  제5도를  참조하여  기술된  바와같이  후드를  다시  완전히 닫음
에  의해  형성된다.  그물(130)는  지퍼(112)에  맞는  이중작동거리(131)를  그의  주변에  구비하고  있다. 
단부부분(10과  40)은  단추(110)과  (111)으로  한데  끼워진다.  두  포올은  3테두리된  부분(125a)와 하
나의  테두리안된  부분(125d)으로  형성된다.  하나의  포올은  지퍼로  연결된  그물과  피복접합부  가장 
가까이의  포올  슬리브(107)의  단부속에  삽입된다.  포올  출구슬리브(107)의  단부는 포올포켓(115)속
으로  삽입된다.  포올의  다른  단부는  포올  포켓(115)속으로  삽입된다.  같은  과정이  슬리브(76)에 관
하여  이루어진다.  카비클릭(125e)이  있는  가이라인(125c)은  밧줄고리(22)속으로  삽입되고 스테이크
(125d)에  고정되도록  끌려나간다.  카비클릭(125e)이  있는  또  다른  가이라인(125c)은 밧줄고리(97)속
으로  삽입되고  사용가능한  것으로  수직지지체에  부착된다.  부가적인  가이라인(125c)은 밧줄고리(22
와  108)에  유사하게  고정되고  밧줄고리(53과  108)에  관하여  기술된  바와같이  고정된다. 카비클럭
(125e)이  조합된  부가적인  가이라인(125c)은  밧줄고리(24와  109)속으로  삽입되고  스테이크(125)에 

부착되어 수직지지체에 부착된다.

제10도에서  도시된  앉음자리  피신처(sitting  shelter)는  측부(44,  71,  102,  12,  61  및  91)  모두 한
데  약  반정도로  지퍼로  연결함에  의해  형성된다.  그렇게  지퍼된  단부를  정면에  유지하고  피복안으로 
단계를  만들어  연결  안된  지퍼부분을  위로  들어올려  머리를  후드구멍속으로  삽입한다.  피복의 나머
지부분을  머리위등으로  젖히고  변부(11,  41,  94  및  104)를  한데  끼운  후,  지퍼  연결된  부분들이 뒤
로 가고 후드가 머리위로 올라가며 지퍼연결안된 전체부분을 자유롭게 놔두도록 피복을 돌린다.

제11도에  도시된  긴  코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10도에서  형성된  바와  같지만  변부(11,  41,  94  및 
104)는  단추채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복형성이  시작된다.  지퍼채움되지  않은  부분은  자유롭게 달려
있는  단부(11/41)가  있는  슬리브를  형성하도록  올라간다.  코드(121)는  슬리브(15/45)의  한 단부로부
터  당겨지고  착용자의  등  주위에서  거의  허리부위까지  간다.  코드(121)의  다른  단부는  허리를  감쌀 
수  있도록  길고  한  단부는  요흠(123)에  삽입되어  벨트를  형성한다.  피복은  착용자의  각  측주위의 남
은  재료가  후방으로  누름에  의해  전방에서  부드러워,  착용자의  등에  업혀진  모든  짐을  덮는데 필요
한 남는 부분을 구비한다.

제12도에서  도시된  짧은  코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긴  코트의  전방변부(94와  104)가  거의 허리부위
로  올라간다.  코드(121)는  이때  슬리브(95/105)의  양  단부로부터  당겨지고  허리둘레에  가져가서  긴 
코트를 형성할 때 한바와 같이 요홈(123)의 하나속으로 삽입된다.

제16도에서  도시된  1인용  피신처는  제5도와  제8도를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형성되었고  다만 단
부(11/41)와  단부(94/104)가  스테이크(125d)에  죄어지지  않는  것이  다르다.  단부(11/41)과  (94/104) 
대신  도시된  바와  같이  한데  각기  모아졌고  각  슬리브내의  코드(121)는  도시된  바와같이  집합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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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들을  고정하는데  사용되었다.  당김  라인은  전술한  밧줄고리와  연관하여  각  포올포켓(115)에 부착
되었다.  가이라인(당김라인)은  도시된  바와  같이  스테이크(125d)에  고정된다.  제5도의  이러한  수정 
목적은  찬  밤공기  때문에  한데  채워진  변부(11/41)  및  (94/104)를  통하여  뱀,  전갈등이  들어오지 못
하게  막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부가적인  가이라인(125c)은  각  집합된  단부에  고정되고 스테이크
(125d)에 고정되어 가능한데로 단부부분을 늘인다.

백(bag)은  텐트부장품을  넣고  다니기  위해  구비된다.  선택적으로  제2도에서  가상선(160)으로  도시된 
주머니가 구비되어도 좋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몸체부분(60,  70)과,  전술한  몸체부분(60,  70)의  각  대향변부(63,  73  ;  64,  74)에  연결된  제1과 제2
단부부분(10,  40  ;  90,  100)과,  전술한  몸체부분(60,  70)의  외측에  중앙으로  위치된  조절가능한 후
드(hood)  수단(80)과,  전술한  제1단부부분(10,  40)에  위치된  환기수단(18,  48)과,  전술한 몸체부분
(60,  70)과  전술한  제1단부부분(10,  40)의  연결부분과  전술한  몸체부분(60,  70)과  전술한  제2부분의 
연결부분(90,  100)에  위치된지지  포올을  수용하는  슬리브수단(66,  76  ;  97,  107)과,  몸체부분(60, 
70)으로부터  떨어져  전술한  제1  및  제2단부부분(10,  40  ;  90,  100)  각각의  외측변부에  인접하여 위
치된  제1단추수단(110,  111)과,  제1단부부분(10,  40)의  외측변부로부터  전술한  제2부분(90,  100)의 
외측단부까지  본질적으로  연결된  부분의  양외측변부를  따라  뻗어있는  전술한  연결된  몸체부분(60, 
70)과  제1  및  제2단부부분(10,  40  ;  90,  100)의  아래측에  있는  지퍼수단(zippermeans)(112)과, 전술
한  지퍼수단(112)의  내부에  있고  그에  평행한  제2단추수단(113,  114)과,  그것의  아래측상에  각 단부
부분(10,  40  ;  90,  100)의  외부단부를  따라  형성된  슬리브(sleeve)(15,  45  ;  95,  105)를  포함하고, 
전술한 각 슬리브(15,  45  ;  95,  105)는  기후에 구애받지 않는 피복이나 텐트나 쉘터를 달성할 수 있
는  전술한  피복수단의  선택된  부분을  선택적으로  모으도록  탄성중합체  수단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
는 개량된 다목적 야외용 피복.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전술한  몸체부분(60,  70)과  제1  및  제2단부부분(10,  40  ;  90,  100)들이  마름모꼴 
형상인 피복.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전술한  몸체부분(60,  70)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대향한  마름모꼴부분(60, 
70)을  포함하고,  이들이  각  부분(60,  70)의  한  단부(64,  74)는  직선이고  각  부분(60,  70)의 대향단
부(63,  73)는  원호형상을  가지며  각  부분(60,  70)의  측부변부(61,  71)는  각  직선단부(64,  74)의 단
부들로부터  각  부분(60,  70)의  전술한  원호로  형성된  단부(63,  73)들의  단부까지  외부로  경사져 있
고,  두  부분(60,  70)은  마주보고  대향한  두  변부(62,  72)를  따라  밀봉하게  연결되어  있어 중앙부분
을  형성하도록  되고,  전술한  부분(60,  70)들의  각각은  상기  원호단부(63,  73)를  따라  중앙으로 위치
된 지지 포올을 수용하는 슬리브(66, 76)를 더 가지는 피복.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전술한  제1단부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대향  마름모꼴부분(10,  40)을 포함
하고,  전술한  단부부분의  각  부분(10,  40)의  외측단부는  직선이고  각  부분의  대향단부(13,  43)는 인
접몸체부분(60,  70)의  원호단부(63,  73)에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원호형상을  가지며,  각  부분(10, 
40)의  측부변부(12,  14  ;  42,  44)는  각  직선변부단부의  단부들로부터  각  부분(10,  40)의  전술한 원
호로  형성된  단부(13,  43)의  단부까지  외부로  경사져  있고,  두  부분(10,  40)들은  마주보고  대향한 
두  변부(14,  42)를  따라  밀봉하게  연결되어  있어  전술한  제1단부부분을  형성하도록  하고,  전술한 부
분(10,  40)의  각각은  원호단부(13,  43)를  따라  중앙으로  위치된  환기수단(18,  48)을  가짐을 특징으
로 하는 피복.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전술한  제2부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마름모꼴의  두  부분(90,  100)을  포함하고, 전
술한  단부부분의  각  부분(90,  100)의  외측단부(94,  104)는  직선이고  각  부분(90,  100)의 대향단부
(93,  103)도  직선이며,  각  부분(90,  100)의  측변부(91,  92,  101,  102)는  전술한  외측단부(94, 104)
의  단부들로부터  대향부분(90,  100)의  단부들까지  내부로  경사져  있고,  두  부분(90,  100)은  전술한 
제2단부부분을  형성하도록  두  개의  마주보고  대향하는  변부(92,  101)를  따라  밀봉되게  연결되며, 전
술한  부분(90,  100)의  각각은  직선  대향단부(93,  103)를  따라  중앙으로  위치된  지지포올을  수용하는 
슬리브(97, 107)를 가지는 피복.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전술한  몸체부분(60,  70)은  숱한  개구부(65,  75)주위에  봉합되도록  고정된  전술한 
후드수단(80)을  그속에  수용하도록  중심에  위치한  개구부를  가지고,  전술한  후드수단(80)은  그속에 
안면  개구부를  가지고  전술한  개구부를  슬리브(89)가  감싸고  있고  전술한  슬리브(89)속에는 당김코
드(89a)가  있고  전술한  후드(80)에는  전술한  후드(80)를  착용자의  머리에  관련된  선택된  위치에 위
치시키도록 상호 잠금수단(88b, 88c, 88f, 88g)을 가지는 피복.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전술한  슬리브(15,  45,  95,  105)의  외측단부에  하나의  밧줄고리(grommet)(22,  53, 
107,  108)와  전술한  슬리브(15,  45,  95,  105)의  본질적으로  중앙에  밧줄고리(24,  109)를  또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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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피복.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다수의  지지포올  단부수용  포켓(115)을  포함하고  각  포켓(115)은  각  지지포올 슬리
브(66, 76, 97, 107)의 각 단부 바로 너머에 위치되어 있는 피복.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전술한 피복을 텐트형상으로 형성하기 위한 한 부장품(125)을 포함하는 피복.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전술한  부장품이  다수의  지지포올  부분(125a,  125b)과,  다수의  텐트  가이라인(tent 
guy lines)(125c, 125cc)과 다수의 텐트 스테이크(tent stakes)(125d)를 포함하는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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