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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고안은 허리를 굽허가 또는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여도 바른 자세로서 독서 할 수 있도록 책이나  
노우트 등을 받쳐주는 받침대의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고안한 개량 독서대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1

색인어

독서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고안의 일부 절제 사시도 

제2도는 실시예를 표시한 제1도 가-가선의 확대 단면도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허리를 굽허가 또는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여도 바른 자세로서 독서 할 수 있도록 책이나  
노우트 등을 받쳐주는 받침대의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고안한 개량 독서대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독서대는 대개 책상이나 의자등에 겸용으로 부착되거나, 단독의 독서대가 있으나, 이들은 모
두 받침대의 이면을 지지봉으로서 지지케 하고 경사각도는 지지봉의 위치 변동에 의해 조절케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지지봉이 사용도중 해리되기 쉽고 받쳐진 지지봉이 활접되어 독서대가 도복되는 폐
단이 있었다.

        고안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이와같은 폐단을 제거하고 허리를 굽혀서 독서하거나 허리를 굽히지 않고 바른 자세로서 



번가라가며 독서할 수 있게 받침대의 높이와 경사도를 소망대로 조절케 한 것인데, 실시예를        
표시한 도면에 의하여 본 고안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조립식으로 된 독서대(1)에 있어서 동채(2)(2`) 내면에 수직홈(3)(3`) 및 경사홈(4)(4`)(4``)을 각
각 교합되게 대칭으로 각설(刻設)하고, 경사홈(4)(4`)에 다수의 요입홈(5)(5`)을 각각 형성하며, 받
침대(6)상, 하 양단의 각축에 돌기(7)(7`)를 각각 매설하여 수직홈(3)(3`) 및 경사홈(4)(4`)에서 활
접되게 유삽하고, 저판(9)의 상단 양측에 돌기(10)를 각각 돌설하여 수직홈(3) 및 경사홈(4``)에서 
활접되게 유삽하여서 된 것이다.

도면중 미설명부호 11은 형광등이고, 12, ,12`, 12`` ,12```는 지지판이며, 13은 필기구 꽂이이고, 
14, 14`  는 책이며 , 15, 15`는 책(14)의 압지구 이다.

본 고안은 이와 같이 된 것이므로, 책(14)을 펼쳐서 받침대(6)위에 놓고, 압지구(15)(15`)로 책을 
고정시킨 다음, 받침대(6)를 움직여서 돌기(7)(7`)를 경사홈(4)(4`)에 활접시키면서 다수의 형성한 
임의의 요입홈(5)(5`)에 각각 어긋나게 괘지시시키는 바에 따라 소망하는 경사도를 얻어 독서할 수 
있게 된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고안의 효과

또 저관(9)은 실용공고 75-466 필요할 때 앞으로 당겨내면 돌기(10)가 수직홈(3)을 거쳐 경사홈
(4``)을 따라 내려와 완만한 경사도를 형성하게 되므로, 저판(9)위에 사전이나, 노우트 등을 얹어, 
학습할 수 있으며 형광등(11)의 불빛은 지지판(12)에 가려지므로 기지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눈에는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책(14)(14`)에만 밝게 비쳐지게 된다.

이와같이 된 본 고안품에 의하면 책(14)을 펼쳐놓은 받침대(6)의 높이와 경사각도를 소망대로 간편
하게 조절할 수 있으므로 머리를 숙여 학습하다가 피로하면 머리를 들고 앞을 바라보면서 독서할 수
가 있어 피로감을 뺄 수 있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거니와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동체(2)(2`) 내면에 형성한 수직홈(3)(3`)에 다수의 요입홈(5)(5`)을 가는 경사홈(4)(4`)이 각각 교
합되게 대칭으로 각설하고 받침대(6)에 대설한 돌기(7)(7`)을 이에 활접 또는 괘리자제 하도록 유삽
하여된 계량 독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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