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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현악기용 공명판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현악기용 공명판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복합 재질의 클래식 기타의 정면도.

제 2 도는 제 1 도에 도시된 기타의 측면도.

제 3 도는 제 1 도의 3-3선을 따라 취한 분리된 부분들로 구성되는 기타 몸체의 횡단면도.

제 4 도는 제 1 도의 4-4선을 따라 취한 네크부의 횡단면도.

제  5  도는  보강로드가 노출되도록 기타의 프렛판(fret  board)을  제거한 상태의 제  1  도  및  제  2 도
에 도시된 기타 네크부의 힐부(heel)의 간단한 경사 등각 상세도.

제 6 도는 제 1 도의6-6선을 따라 취한 제 1 도의 헤드/네크 연결부의 중앙 종단면 상세도.

제  7  도는  프렛판과 보강 로드를 일체로 한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제  4  도와  같은 네크부의 횡단면
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공명 박스 또는 몸체                        12 : 공명판

12a : 공명 개구                                     14 : 연속 굴곡 측면부

16 : 배면부                                           18 : 네크부

20 : 힐부                                               

22 : 프렛판(fret board) 또는 지판(finger board)

24 : 헤드 스톡 또는 헤드부                      26 : 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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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중합 직물 수지층(아라미드 섬유)       30a : 중합사 교직물

32 : 병렬 일방향 섬유층(흑연층)              34 : 장식용 직물층(실크)

34a : 장식용 직물 외층                            42 : 투명 겔 피막

50 : 발포 코어                                        52 : 흑연 직물

56 : 피막층                                            58 : 채널

60, 60b : 보강 로드                                 62 : 홈 연결부

66 : 폴리에스테르 충전 코어                    68 : 환상 중첩 연결부

70 : 조율기 간극                                     72 : 스핀들 개구

74 : 자수 무늬                                        80 : 브릿지(bridge)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현악기 제작 방법과 그 재질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타와  같은  현악기는  거의  모두  목재로  제작된다.  고급  클래식  기타의  경우,  공명판을  주로 
가문비나무,  향나무  및  삼나무  등과  같이  곧은  결의  연질  목재로  제작되고,  기타의  측면과  후면은 
자단재(紫檀材)로  제작된다.  섬세한  음색의  대합주용  연주  악기는  종래의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목재  악기는  본래  습기나  열에  약하므로  최근에는  목재악기와  음향  성능의  같은  합성  재질의 
기타  및  다른  현악기를  제작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러한  시도들중  일부는  고급  기타를  제작하는 
데  요구되던  노고스러운  숙련  기술이  필요없는  저렴한  가격의  목재  대체물에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
다.  본원에서는  고급  클래식  기타의  제작에  사용되던  다양한  재질  및  그  제작  기술과  그  음향 특성
이  같으면서도  날씨에  따라  영향받지  않는  고성능  재질  및  그  제작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예컨대, 바이올린류와 같은 다른 현악기의 제조에는 본원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대체적인  특징은  체적  도(bulk  density)가  목재  공명판  보다(5배만큼)크면서도,  면적 
도(area  density)는  목재  공명판과  같은  복합  재질의  판재로  제조된  현악기용  공명판에  있다. 클

래식  기타인  경우,  복합  재질의  공명판의  면적  도는  약  0.15  내지  0.30g/㎠,  체적  도는  약 1내
지 2g/㎤, 판두께는 약 1내지 2㎜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음향  감쇠(acoustic  damping)를  위해  중합체  직물층(아라미드  섬유가 
바람직함)을  내재한  중첨물로  제작되는  복합  재질의  현악기용  공명판에  있다.  이  중첩물은  수지 기
질(resin  matrix)내에  현의  방향과  평행하게  함입되는  거의  일방향의  흑연  섬유층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특징을  수지  기질내에  함입되는  상부의  장식용  직물층(실크가  바람직함)을 포
함하는  중첩물로  복합  재질의  공명판을  제작하는  데  있다.  사익  장식용  직물층을  흑연  섬유층상에 
형성하는  경우에는  장식용  직물층과  흑연  섬유층  사이에  백색  직물층(면이  바람직함)의  배경충을 개
재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특징은  복합  재질의  기타용  공명판  제작  방법,  즉  공명판의  전장에  걸쳐 연장
되는  일방향  흑연  섬유  기층(base  layer)을  주형에  설치하고,  음향  감쇠용  섬유  직물층을 중첩시키
고,  이들  두  층을  수지로  포화시키며,  수지를  경화한  후  과잉  물질을  제거하여  공명판을  형성하는 
단계로 구성된 제작 방법에 있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측면 부재 및 배면 부재로 구성되는 현악기의 제작에 상기 공명판을 사
용하는 데  있으며,  상기 각각의 측면 부재 및  후면 부재는 적어도 하나의 직물층과 바람직하게는 수
지 기질내에 함입되는 장식용 직물층을 또한 구비하는 것이 좋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예컨대,  기타와  같은  모든  복합  재질의  현악기를  제작함에  있어,  상기 
복합  재질의  몸체  및  바람직하게는  복합  재질의  보강  로드를  수용하기  위한  채널이  형성된  강성의 
발포  플라스틱  코어를  구비하는  네크부를  사용하는  데  있다.  또한  상기  코어는  적어도  하나의 직물
층  및  수지  기질내에  함입되는  장식용  직물의  상부층으로  피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네크부는 
바람직하게는  헤드부의  주조시  함입되어  네크부의  보강  로드와  결합되는  보강  로드를  포함하며, 열
가소성  물질로  충전된  주물사로  구성되는  헤드부와  조립된다.  또한,  이  헤드부는  직물층  및 수지내
로 함입된 장식용 직물층으로 피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원 발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구조]

본  발명은  현악기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단지  예로써  클래식  기타의  제작에 
대해  설명한다.  본원에서  사용하는  "목재  공명판"이란  용어는  가문비  나무,  향나무,  삼나무  등과 같
은 곧은 결의 연질 목재로 제작된 종래의 현악기의 공명판을 지칭하며, 복합재(composite-
materials)"란  용어는  내후성(weather-resistant)의  비목재  재질,  예컨대  본원에서  설명하는 수지/
섬유 중첩물을 지칭한다.

제 1  도 및 제 2  도는 공명판(12),  연속 굴곡 측면부(14)  및 상기 공명판(12)과 대략 평행한 배면부
(16)로  구성된  몸체를  구비하는  종래  형상의  기타를  도시한다.  공명판과  배면부의  외면은  실제로는 
약간  볼록한  형상으로  되어  있다.  네크부(18)는  그  힐부(20)에서  측면부(14)의  상부에  고정되며, 프
렛판(22)은  네크부  면의  전장을  따라  밑으로  및  공명판(12)의  표면에  걸쳐  공명  개구(12a)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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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네크부는  프렛판(22)의  상부에서  기타줄들  (도시하지  않음)의  단부들이  너트(26)를  통해 감겨
지고 풀려지는, 키 및 스핀들을 구비한 조율기를 수반하는 헤드부(24)에 부착된다.

기타줄은  논외로  하고,  공명판은  클래식  기타의  음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복합 재질
의  공명판을  제조하려는  종래  시도들은  그  체적  도를  대표적으로  약  0.5g/㎤인  목재  공명판의 체
적  도와  일치시키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복합  재질의  체적 도는  통상  1-2g/㎤의  범위이므로 
체적  도의  일치를  위해  저 도의  코어  재료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의  제작상의 
측면이나 음향적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아니다.

전형적인  목재  공명판의  음향  특성을  나타내는  방정식(equation)의  지배적인  항은  공명판의 평면에
서의  2차원적인  진동  방식에  관련된다.  공명판의  평면에  수직한  깊이  방향의  진동  방식을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수직 방향의 진동은 주로 재질의 체적 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평면에서의 진동은 주로 
재질의  면적  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관찰  결과를  통해  기타의  음색을  결정하는  관건은  면적 
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복합재  공명판의  면적  도를  목재  공명판의  면적  도와 일치시킴으

로서  종래의  목재  공명판과  2차원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제안된다.  예컨대,  대표적인  가문비  나무 
공명판의  면적  도는  0.15g/㎤인데,  무거운  복합  재질로  얇은  두께의  공명판을  제작하면  비슷한 면
적  도를  얻을  수  잇다.  특히  이하에서  설명하는  수지  기질내에  함입되는  섬유  중첩물의  한  개 또
는 두 개 층을 사용하면 상기 면적 도를 얻을수 있다.

본  발명에서  제기되는  별개의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흑연/에폭시  또는  흑연/수지로  제조된  공명판이 
지나치게  높은  음향  전달  특성  때문에  금속성  음향을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상기  복합  재질이 

목재에  비해  음향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Kevlar 또는 

Dacron  같은  음향  감쇠  직물층을  흑연/수지내에  포함함으로써  종래의  목재  공명판의  음향  특성에 

더욱 가까운 음향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제  3  도에  도시된  대로  복합재질의  기타를  구성하는  공명판(12)의  측면부(14)  및  배면부(16)는  각각 
그  부분의  역할에  따라  특수하게  설계된  중첩물로  구성된  것이다.  양호한  복합  재질의  기타를 제작
함에  있어  공명판에  관련된  기술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것은  공명판이  기타의  음질을  결정하는 
주요  부재이며,  또한  공명판의  인장  강도,  경성  및  도  등의  견지에서  엄격한  기술적인  요건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공명판]

제  3  도에  도시된  대로,  본  발명의  공명판(12)은  바람직하게도  연속  다중  단사로  각각  구성된 중합
사(30a)의  교직물(cross-weave)인  중합체  직물층(30)과,  그  위에  위치된  바람직하게는  네크부의 방
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뭇결처럼  공명판의  전장에  걸쳐  연장되는  흑연인  일방향의  병렬 섬유층(3
2)과,  그  위에  위치된  바람직하게는  실크인  얇은  장식용  직물층(34)으로  조성된다.  공명판의 하측면
상에  종래의  부채꼴  브레이스(brace)(38)을  사용한  경우,  제  3  도에  도시된  대로  공명판의  고음부측 
반쪽면상에  흑연  섬유층(32)을  2중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인 카
사형(kasha-design)  브레이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명판  전폭에  걸쳐  균일하게  흑연  섬유층(32)을 
설치한다.

상기  중합체  직물층(30)은  E.I.  DuPont  deNemours  ＆  Co.  Inc.에서 "케블라(Kevlar )"라는 상표명

으로  시판되는  아라미드  섬유로  직조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특히,  헥셀사(Hexcel  Corp.)에서 시판되
는  No.500(13`×13  평직물),  No.205(17×17  크로우푸트(crowfoot)  직물)  및  No.281(17×17 평직물)
이  바람직하다.  이들  헥셀사의  직물은  1야드당  약  5온스(5oz./yd.)의  중량을  가진다.  또한,  이와 유
사하지만  중량이  더  무거운  직물로서  캘리포니아,  유니온시티의  오르콘사(Orcon  Corp.  of  Union 
City, CA)에서 시판되는 약 6.3oz./yd.의 교직물 직조 "오르곤 KS400"이라는 상품이 있다.

바람직한  흑연충으로서는  오르콘사에서  시판하는 "오르코웨브(Orcoweb )  G-450  또는  g-900"(이들 

두 상품의 차이는 직물 망의 크기임)을 들 수 있다. "오르코웨브"상품은 접착 결합된 "노멕스

(Nomex )",  아라미드  섬유에  의해  약  1.5인치마다  교차  연결되는  평행한  연속  곰영  탄소  단사들로 

구성된다.  다른  흑연물질로서느  비록  덜  바람직하나  흑연과  S-유리로  구성된  헥셀(Hexcel)  교직물, 
F3C211(10.5×10.5 평직물) 및 F3T282(12.5×12.5 평직물)를 사용해도 좋다.

에폭시  수지,  폴리에스테르  수지  또는  비닐에스테르  수지  등을  중첩시에  사용할  수  있다. 비닐에스
테르수지는  응고후의  치수  안정성과  음질이  우수하므로  현재  가장  적합한  수지이다.  유용한 비닐에
스테르  제품중의  하나는  통상의  경화제와  함께  사용되는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의  코퍼스 화학사
(Koppers  Chemical  Co.  of  Pittsburgh,  PA)의  "아플락(Aplac)  580-05"라는  상품을  들  수  있다.  메틸 
에틸  케톤  페록사이드(MEKP)  에폭시  수지는  폴리에스테르  보다  치수  안정성이  양호하므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수지이다.

공명판은  실제로  서핑  보드(surfboard)나  범선(sailboat)의  제작에서와  유사하게  유리  섬유 주형(통
상,  소정의  미세한  곡률을  가지는  오목  주형(도시하지  않음)상에  직물층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이 
직물층들을  수지와  함께  결합시킴에  의해  중첩되어진다.  주지의  액체  수지/스퀴지(squeegee) 수공법
을  사용할  수도  있고,  미리  포화시킨  직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실제적으로,  각각의  제조  단계에서 
가능한  한  많은  수지들을  중첩물  밖으로  가압해님으로써  수지가  적은  중첩물을  제조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상기  설명에  따라  제조된  공명판의  두께는  1  내지  2㎜(통상  1.5㎜),  면적  도는  종래의  목재 공명
판의  면적  도와  일치하는  0.15  내지  0.30g/㎠이다.  그러나,  체적  도는  목재  공명판의  체적 도
(통상 1 내지 2g/㎤)의 약 2-4배가 된다.

이하 본원 발명에 따른 복합 재질의 공명판을 제조하는 실시 일례에 대해 상술한다.  먼저 암형의 주
형(female  mold)의  표면을  주지의  이탈제(release  agent)로  코팅하고,  그  위에  충분한  폭의  장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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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  직물(34)을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비닐에스테르  수지를  부음과  동시에  직물내에  이겨  넣어 여
분의  수지를  제거한다.  다음에는  일방향  흑연층(32)을  설치하여  역시  상기와  동일하게  수지로 포화
시킴으로써 중첩 과정이 완료되고, 이를 경화시켜 복합 재질을 얻게 된다.

종래의  목재  공명판들의  경우에는  기타의  음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명판의  내측면에  접착되는 브레
이스(brace)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  여러  가지  상이한  양식의  브레이스가  개발되었으며,  그중에 
대칭형  토레스(T0rres)팬  브레이스와  비대칭형  카사(kasha)  브레이스가  있다.  복합  재질의  기타를 
제작하려는  종래의  시도들에서는  일률적으로  해석적으로  얻어진  브레이스  양식을  채택하고  종래의 
목재  공명판용  브레이스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본원의  제작  기술은  종래의  클래식 기
타 제작의 기본 설계와 수제작 방법을 그대로 채택 및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복합 재질
의  공명판에는  목재  클래식  기타용  표준형  브레이스  또는  변형된  브레이스가  그대로  사용된다. 브레
이스(38)는  목재  클래식  기타에  적용된  동일한  배치  원리에  따라  공명판(12)의  내측면에  접착된다. 
뉴맥시코,  알부퀘르크의  로렌죠  피멘텔  앤드  썬스사(Lorenzo  Pimentel  ＆  Sons  of  Albuquerque  New 
Mexico.)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변형된 팬 브레이스(fan brace)를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상기  브레이스는  종래와  같은  단면  및  형상으로  되지만  재질은  진공  압축된  흑연/에폭시로  되는 것
이  바람직하ㄷ.  상기  흑연/에폭시  재질은  가압  제작된  것이므로  대부분  일방향성인  섬유들이 초고
도를  가지게  된다.  또한  이  재질은  마치  검정색의  발사목(black  balsa  wood)같은  느낌을  주며, 캘리
포니아,  힐드스버그의  루씨어스  머캔타일사(Luthiers  Mercantile,  Healdsburg,  Celifornia)에서 폭
이 3/8″ 내지 1/2″, 두께가 1/8″ 내지 1/4″인 스트립(부품 번호 GR-1-4)형태로 시판하고 있다.

상기  흑연/에폭시  재질은  그  경도와  강도가  크므로  브레이스는  목재(예컨대,  가문비  나무) 브레이스
보다 다소 더  작고  가볍게 될  수  있다.  상기  스트립은 AMR  또는  유사한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공
명판의 하측면에 접착된다.

[배면부 및 측면부]

고급  목재  기타와  같은  작은  중량을  가지면서도  필요한  강도  및  경도를  가지도록  기타의  배면부  및 
측면부에는 흑연-섬유 복합물이 사용된다.

배면부  및  측면부용  직물  중첩  기술에는  흑연  직물/S-유리  교직물의  단일층(36)  (예컨대, 헥셀
(Hexcel)  F3C211)  또는  두  층의  흑연층과  그  위의  장식용  직물의  외층(34a)  (실크  직물이 바람직
함)이  사용된다.  이러한  층들은  기타  몸체의  형상과  곡률을  따르는  주형내에서  비닐에스테르  수지로 
중첩된다.  배면부/측면부  모서리에서의  박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면  부재용의  암형(female)의 
주형과  8자형  측면  부재용의  별도  암형  주형의  두  개  주형을  사용한다.  공명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배
면부의  브레이스에도  진공  압축된  흑연/에폭시  재질이  사용되며,  종래의  목재  배면부  브레이스와 동
일한  형태로서  동일한  위치에서  AMR  또는  다른  에폭시  수지로  배면부에  부착된다.  배면부(16)와 측
면부(14)는  공명판에서의  일방향  흑연층과  같은  방향으로  흑연이  주향되는  유리  섬유/흑연 교직물층
의 중첩물로 제작될 수 있다.

원한다면, 측면 부재의 상하부에는 별도의 박층을 설치하여 그 강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성형 및 조립]

띠톱을 이용하여 공명판(12), 측면부(14) 및 배면부(16)를 그 형상대로 절단하고, 분말 샌더
(sander)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마무리  가공한다.  또한  구멍(hole)  톱을  이용하여  공명판(12)내에 
공명  개구(12a)를  성형하고,  샌더로  마무리  가공한다.  탄소  마치  아라미드  섬유는  마모성이  크므로 
탄화물(또는 더 고급의)절단 공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정의  형상으로  절단한  후  공명판(12),  측면부(14)  및  배면부(16)를  조립하고,  목재  기타에서와 마
찬가지로  모서리  브레이스(수지로  포화시킨  오르코웨브  흑연  직물의  소조각)와  함께  에폭시  수지로 
접착하여  기타  몸체(10)를  완성한다.  다음에,  기타  몸체(10)의  외면  전체에  투명한  겔  코팅물(gel 
coating)(42)를  두루  분사한다.  이어서,  서핑  보드를  제작할  때와  근본적으로  같은  종래  방법으로 
젤  코팅(42)의  표면을  연마한다.  원할  경우  상기  겔  코팅은  네크부와  헤드부를  부착시킨  후 실행해
도 되며, 단 프렛판(22)은 코팅하지 않은 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크부 및 헤드부]

네크부(18)과  프렛판(22)로  구성된  조립체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  즉  기타줄의  인장력에  의해 가
해지는  굴절력에  저항하며,  연주자의  파지  동작을  위한  강성  표면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전통적
인  클래식기타의  네크부로는  스페인  삼목  또는  마호가니와  같은  경질  목재가  사용되는  반면, 강선
(steel  string)  기타  및  전기  기타의  네크부에는  강철로  보강된  경질  목재  또는  최근에는 흑연/에폭
시  복합  재질이  사용된다.  프렛판은  거의  보편적으로  경도가  매우  높은  목재로  제작되는데,  흑단목 
및 자단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목재이다.

제  4  도  및  제  5  도에  도시된 네크부의 구조는 몇가지 점에서 종래의 기술과 상이하다.  첫째, 네크
부와 프렛판은 단일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제 4  도에 도시된 대로 네크부 (18)는  고 도느 폴리에
스테르로  구성된  발포  코어(50)을  구비하고  있다,  이  코어(50)의  만곡된  외면에는  에폭시  수지  또는 
비닐에스테르  수지  기질로  포화시킨  하나  이상의  흑연  직물층(52)  또는  흑연/유리  교직물층(제  4 도
에  도시함)을  피복하여  강도  및  지압에의  저항도를  향상시키고,  그위에  바람직하게는  실크인  장식용 
직물층(54)을  위치시키고,  그  위에  최종적으로  겔  코팅층(56)을  피복한다.  상기  발포  코어(50)에는 
네크부의  전면의  전장에  걸쳐  연장된  중앙  채널부(58)가  형성되며,  이  채널부(58)내에는  공명판의 
브레이스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조성인  진공압축  흑연/에폭시의  두  개  또는  세  개  조각으로  구성된 
다중  박판  보강  로드(60)가  수용된다.  이와는  달리  프렛판을  폴리에스테르,  흑연  섬유  단편들  및 보
강 로드의 주물로 형성된다.  보강 로드(60)는  제  5  도  및  제  6  도에 각각 도시된 대로 네크부의 길
이  방향을  따라  연장되고,  각각의  그  양단부가  힐부(20)  및  헤드부(24)내까지  연속된다.  제  5  도에 
도시된  대로  중첩  구조의  홈  연결부(62)는  네크북  힐부20(로써  기타의  몸체와  만나는  지점의 모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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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90°로  꺽이는  다중  박판의  상태로서  구성되는  것이  유리하다.  힐부(20)와  네크부(18)는  사출 
성형에 의해 형성하거 나 일체형 발포 코어(50)로 주조하여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1  도,  제  2  도  및  제  7  도에 도시된 대로 네크부의 상부에는 헤드부(24)가  연결된다.  이 헤드부
(24)는  기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강도와  경량을  가진  주물로  제작된다.  폴리에스테르 기질(6
6)내에  1/4인치의  흑연  섬유  단편들을  주조한  것으로  헤드부(24)의  기저부를  형성한다. 폴리에스터
르로서는  캘리포니아,  오렌지의  파이버글래스  에버코트사(Fiberglass  Evercoat  Co.  of  Orange, CA)
의  제품인  에버코트(Evercoat)521  주물  수지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네크부의  흑연/에폭시  보강 
로드(60)는  연결부(62)와  유사하게  헤드부에서  각을  두고  중첩되는  연결부(68)에  의해  헤드부(24)의 
중앙을  관통하여  네쿠부까지  각을  두고  연장되는  보강  로드  절편(60b)에  연결된다.  보강 로드(60b)
는  충전  폴리에스테르(66)룰  주조하기  이전에  먼저  이  보강  로드(60b)가  헤드부의  중앙에 함입되도
록  주형내에  설치한다.  추가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조  이전에  소형의  흑연/에폭시  단편들을 
추가시킬  수  있다.  조율  장치의  개구(70)와  스핀들  개구(72)도  주조시에  같이  형성함으로써 최소한
의  마무리  가공만  하고  조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된  대로  실크  직물(54)과 겔코팅
(56)은 네크부 및 헤드부에 걸쳐 모두 피복된다.

제  7  도에  보강  로드(60)  및  지판(22)이  진공  압출된  일체형  흑연/에폭시로  제작된  점을  제외하고는 
제 4 도의 것과 동일한 대체 구조의 네크부(18)가 도시된다. 

제  2  도에 도시된대로 네크부(18)를  AMR  또는  유사한 에폭시 수지와 지그(jig)  및  위치 설정핀을 사
용하여  적절히  정렬됨을  확인하면서,  이어서  프렛들을  완전히  갖춘  지판(22)을  다시  한번  종래 기술
에  따라  적절히  정렬됨을  확인하면서  소정  위치에  결합시칸다.  상기  프렛판은  기다란  스트립  형태의 
진공  압축된  흑연/에폭시로  제조된  것으로,  그  표면상에  프렛(fret)홈을  형성한  다음에  보강 로드
(60)의  상부면에  접하게  부착한다.  상기  프렛들은  링  머신  또는  틀  기계  톱(gang  saw)을  이용하여 
제작하며,  탄화물  공구나  다이아몬드  공구가  필요하다.  또  달리  소정의  위치에  홈을  형성한 프렛판
은, 폴리에스테르 주물 수지내에 함유시킨 흑연 단편들로써 주조될 수 도 있다.

[그밖의 부품]

복합  재질의  기타용  브리지(bridge)(80)는  종래의  클래식  기타  또는  강선  기타으  경우와  동이랗 재
질로  제작될  수도  있으나  헤드부(24)의  재질과  동일하게,  즉  진공  압축된  흑연/에폭시의  보강 로드
를  구비하고,  폴리에스테르  수지내에  흑연  섬유  단편들을  함유시킨  주물로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종래의  본새들(bone  saddle)이나  아이보리  새들을   AMR  또는  상응하는  에폭시  수지를 이용
하여  공명판(12)에  부착시킬  수도  있다.  종래  브리지들에는  자수가  잇는  실크  타이  바아  장식을  할 
수도 있었다.

헤드부(24)의  폴리에스테르  충전  코어(66),  브리지(80)  및  프렛판과  같은  주조품들은  원할  경우 일
예로써  다우  코닝  실래스틱  E  모울드  러버(Dow  Corning  Silastic  E  mold  rubber)  주형을  이용하여 
주조할  수  있다.  기타줄,  프렛,  너트,  조율  장치  및  그밖의  철제  부품등은  종래의  것으로도 내후성
이  충분하므로  본원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비록  조율  장치의  기어는  습한  상태에서도  제대로 작동하
도록  주기적으로  주유해  주고,  기타줄도  가용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빈번히  닦아주어야  하지만, 이
들  부품에  대한  설계  변경은  없다.  또한  종래의  아이보리  너트,  본  너트  또는  독일식 실버(구리/니
켈)네의 프렛 와이어(fret wire)도 잘 작동되므로 본원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장식]

본원  발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장식용  직물층을  함입하여  복합  재질의  기타의  외관을 미려하
게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어떠한  장식용  직물도  사용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종래  목재  기타의  색상,  나뭇결  및  시각적인  특성과  거의  일치하는  직물로  선택된다.  예를  들면 종
래  기타의  적색  향나무  재질의  공명판과  유사한  외관을  얻기  위해서  연한  적황색의  생사(raw silk)
를  장식용 직물로서 사용할 수  있고,  자단재로 제작된 배면부 및  측면부와 유사한 외관을 얻기 위해
서는  현저한  흑색  조도(組度)의  진한  적갈색의  천연사(natyral  silk)를  장식용  직물로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들  직물은  사용하여  장식한  복합  재질의  기타는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보면  나뭇결이  아닌 
직물  조직이  관찰되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마치  향나무/자단재의  기타처럼  보인다. 
또한  기타의  음색을  섬세하게  유지함으로써  복합  재질의  기타는  단지  목재  기타의  모방이  아니라 시
각적은 물론 청각적인 면에서도 우수한 기타로 인식되어야 한다.

상기 실크 또는 기타 장식용 직물은 또한 연마를 위해 흑연 섬유 및 아라미드 층들은 가려주는 차단
층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얇은 실크 층은 기타의 음질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얇
은  타이  실크(tie  silk)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보다  두꺼운  실크는,  공명판에 사용
될  경우에  원하는  공명판  감쇠를  유지할  정도로  감쇠  섬유(아라미드  직물이  바람직함)의  양을 조절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배면부,  측면부,  네크부  또는  헤드부  표면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음향이  이러한  2차적  부품들에서의  미미한  추가  음향  손실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
는다.

복합 재질의 기타의 현저한 직물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  발명의 공명판은 종래 목재 기타의 상감 
장식 대신 수지 기질내에 함입된 직물 및 /또는 자수품으로 장식될 수 있다.  또한 조율기 간극 구멍
들(70)사이의  헤드부(24)  정면의  중앙에는  원한다면,  전통적으로  장식  및  타이  바아  무늬에  관련된 
자수 무늬(74)를 포함시켜서 고급 클래식 기타의 장식용 삼감 무늬를 모방할 수도 있다.

대체적인  기타의  제작은  상기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  여러  가지  기타  구성품들을 제작
한 후,  정렬 지그(jig)  및  핀들과 함께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이  구성품들을 하나로 조립한다. 프
렛판을  제외한  조립  완료품에  종래의  분사  기법을  이용하여  일층  또는  이층의  투명  겔  코팅을 실시
하고,  이어서  종래의  연마제,  버퍼(buffer)  등을  이용하여  연마  처리한다.  그밖에  기타줄  매기, 테
스트,  작동 조정(너트 및/또는 새들의 감기 또는 풀기)  및  조율 등은 종래의 기술대로 실시하며, 필
요한 경우 프렛판에 셀락(shellac) 코팅을 실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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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복합  재질의  기타를  제작하는  일반  원칙들을  예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원에서  설명한  부품들이  모두  함께  사용될  필요는  없다.  어떤  부품들은  변경되거나  종래의  여러 부
품들과  함께  사용될  수  도  있으며,  본원에서  설명한  것과는  다른  복합  재질들과  함께  사용될  수  도 
있다.  또한,  흑연  섬유  및  아라미드  섬유는  현재  바람직한  재질이지만  이들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다른  재질로  대체될  수도  있다.  예를들면,  아라미드  직물  대신  폴리에스테르 섬유직물(Dacron )로 

대체하려고 할 수 있으나, 음향감쇠면이나 강도면에서 아라미드 직물이 더 우수할 것으로 믿는다.

본원에서  제시된  클래식  기타의  특정한  실시예는  단지  예시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원리는  기타 이
외의 현악기, 예를 들면 바이올린 류의 현악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현악기용  공명판에  있어서,  같은  유형의  현악기용으로  상응하는  목재  공명판의  면적  도와 일치하
는 정해진 면적 도를 가지는 한편,  상기 목재 공명판의 체적 도와는 일치하지 않고 상당히 초과
하는 정해진 체적 도를 가지는 복합 재질의 판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현악기용 
공명판.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  재질의  공명판의  면적  도는  상기  목재  공명판의  면적  도와  거의 
일치하며,  체적 도는 상기 목재 공명판의 체적 도의 적어도 약  두배 내지 네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현악기용 공명판.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공명판의 판재는 약 0.15  내지 0.3.g/㎠의 면적 도 및 약 1  내지 2g/㎤의 
체적 도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현악기용 공명판.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공명판의 판재는 약  1  내지  2㎜의  두께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현악
기용 공명판.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공명판의  판재는  음향  감쇠재로서  다중의  연속  중합체의  단사로  각각 제조
된  교직물사와,  상기  단사와  비교하여  더  낮은  음향  감쇠를  제공하는  재질로  제조되고  현악기  줄에 
거의  평행하게  연장된  거의  공면상의  섬유를  내재한  수지  기질  중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현악기용 공명판.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단사는 아라미드 섬유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현악기용 공명판.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는 흑연으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현악기용 공명판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중첩물은 볼 수 있는 외측면상에 장식용 지물층을 또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현악기용 공명판. 실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현악기용 공명판.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사익 장식용 직물은 실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현악기용 공명판.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흑연  섬유  및  아라미드  단사는  상기  장식용  직물층의  다음에  각각  별도의 
층으로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현악기용 공명판.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장식용 직물은 실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현악기용 공명판.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중첩물은 상기 실크층과 상기 일방향 흑연층 사이에 면직물층을 또한 내재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현악기용 공명판.

청구항 13 

음향  감쇠제로서  다주으이  연속  중합체의  단사로  각각  제조된  교직물사와,  상기  단사와  비교하여  더 
낮은  음향  감쇠를  제공하는  재질로  제조되고  현악기  줄에  거의  평행하게  연장된  거의  공면상의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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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지한 수지 기질 중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재질의 현악기용 공명판.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단사는  아라미드  섬유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복합  재질의 현악기
용 공명판.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는 흑연으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재질의 현악기용 공명
판.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중첩물은  볼  수  있는  외측면상에  장식용  직물층을  또한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복합 재질의 현악기용 공명판.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장식용 직물은 실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재질의 현악기용 공명판.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흑연 섬유 및 상기 아라미드 단사는 상기 장식용 직물층의 다음에 각각 별
도의 층으로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재질의 현악기용 공명판.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장식용 직물은 실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재질의 현악기용 공명판.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중첩물은 상기 실크층과 상기 일방향 흑연층 사이에 면직물층을 또한 내재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재질의 현악기용 공명판.

청구항 21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장식용 직물은 상응하는 전통적인 같은 유형의 현악기용 목재 공명판의 색
상과 일치되게 선정된 균일한 색상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재질의 현악기용 공명판.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흑연 섬유 및  아라미드 단사는 각각 별도의 층으로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현악기용 공명판.

도면

    도면1

10-7

특1995-0013370



    도면2

    도면3

    도면4

10-8

특1995-0013370



    도면5

    도면6

10-9

특1995-0013370



    도면7

10-10

특1995-0013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