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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바이올린 숄더 레스트용 클램핑 부재

(57) 요약

본 발명의 클램핑 부재는 거의 "U"형 구조를 갖는 강성의 클램프로서, U형 구조의 베이스는 악기 본체의 대향 측면들에서

바이올린 등의 바닥의 림과 결합하도록 되어 있는 상방을 향하는 클램핑 핑거(46, 48)에서 각각 종결되는 2개의 아암(42,

44)에 의해 형성된다. 보통, 나사식 스템(36) 형태인 피봇부는 클램핑 핑거(46, 48)의 돌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U"의 베

이스로부터 돌출된다. 일반적으로, 숄더 레스트 브릿지의 단부들에서 클램핑 부재들의 자유로운 피봇 장착을 확보한다. 스

템(36)은 클램핑 핑거들 중 하나로 오프셋되는 클램핑 부재의 피봇축을 형성함으로써, 2개의 아암(42, 44)의 길이는 불균

일하다. 보다 짧은 아암은 악기의 테일에 비교적 근접하고, 긴 아암은 상기 테일로부터 비교적 멀리 있다. 상기 클램핑 부

재들의 이점은 본체가 가장 넓은 악기 본체의 횡축의 대향 측면들에서 악기에 대한 숄더 레스트의 클램핑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숄더 레스트의 브릿지의 지점이 악기의 턱 레스트에 보다 가깝게 하여 편의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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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바이올린 등의 악기의 숄더 레스트에 사용하기 위한 강성의 클램프 부재로서, 관련 악기의 본체 바닥의 림과 클램프식 결

합되도록 되어 있는 클램프 부재에 있어서,

(a)서로 확고하게 연결되는 제1 및 제2 아암으로서, 이들 아암 사이에 배치되고 아암들의 신장 방향에 거의 수직인 피봇축

에 의해 형성되는 피봇 섹션에서 공통으로 피봇 운동하기 위해 서로 인접하는 제1 및 제2 아암과,

(b)관련 악기 바닥의 림의 예정된 측부와 결합하기 위해, 상기 제1 아암의 자유 단부에 있는 제1 클램핑 핑거 및 상기 제2

아암의 자유 단부에 있는 제2 클램핑 핑거

를 구비하고, 상기 제1 및 제2 클램핑 핑거는 아암들과 클램핑 핑거들이 강성의 거의 U형 구조를 형성하도록 각 아암으로

부터 상기 피봇축과 거의 평행한 방향으로 각각 돌출되며, 상기 U형 구조에서 상기 아암들은 U의 베이스를 형성하고 상기

클램핑 핑거들은 U의 직립부를 형성하고,

(c)상기 아암들의 길이가 불균일하여, 상기 피봇축은 상기 제1 아암의 클램핑 핑거로부터 비교적 멀리 있고 상기 제2 아암

의 클램핑 핑거에 비교적 근접한 지점으로 오프셋되어 있는 클램프 부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아암의 길이는 제2 아암의 길이의 적어도 약 2배인 것인 클램프 부재.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램핑 핑거는 관련 악기의 허리에 근접한 제1 접촉점에서 관련 악기 바닥의 림과

결합되고, 상기 제2 클램핑 핑거는 관련 악기의 허리로부터 멀리 있는 제2 접촉점에서 림과 결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인 클

램프 부재.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클램핑 부재의 2개의 아암은 이 아암들로부터 클램핑 핑거의 돌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아치형으로 하방을 향해 만곡된 것인 클램프 부재.

청구항 5.

바이올린 등의 악기의 숄더 레스트에 사용하기 위한 강성의 클램프 부재로서,

(a)아암들 사이에 배치되고 아암들의 신장 방향에 거의 수직인 피봇축에 의해 형성되는 피봇 섹션에서 공통으로 피봇 운동

하기 위해 서로 일체로 형성되어 인접하는 제1 및 제2 아암과,

(b)관련 악기 바닥의 림의 예정된 측부와 결합하기 위해, 상기 제1 아암의 자유 단부에 있는 제1 클램핑 핑거 및 상기 제2

아암의 자유 단부에 있는 제2 클램핑 핑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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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비하고, 상기 제1 및 제2 클램핑 핑거는 아암들과 클램핑 핑거들이 강성의 거의 U형 구조를 형성하도록 각 아암으로

부터 상기 피봇축과 거의 평행한 방향으로 각각 돌출되며, 상기 U형 구조에서 상기 아암들은 U의 베이스를 형성하고 상기

클램핑 핑거들은 "U"의 직립부를 형성하고,

(c)상기 아암들의 길이가 불균일하여, 상기 피봇축은 상기 제1 아암의 클램핑 핑거로부터 비교적 멀리 있고 상기 제2 아암

의 클램핑 핑거에 비교적 근접한 지점으로 오프셋되어 있는 클램프 부재.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아암의 길이는 다른 아암의 길이의 적어도 약 2배인 것인 클램프 부재.

청구항 7.

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램핑 핑거는 관련 악기의 허리에 근접한 제1 접촉점에서 악기 바닥의 림과 결합되

고, 상기 제2 클램핑 핑거는 상기 허리로부터 멀리 있는 제2 접촉점에서 림과 결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인 클램프 부재.

청구항 8.

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클램핑 부재의 2개의 아암은 이 아암들로부터 클램핑 핑거의 돌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아치형으로 하방을 향해 만곡된 것인 클램프 부재.

청구항 9.

제1 클램프 부재와 제2 클램프 부재로 구성되는, 바이올린 등의 악기의 숄더 레스트에 사용하기 위한 클램프 부재 세트로

서, 상기 제1 클램프 부재는,

(a)아암들의 신장 방향에 거의 수직인 피봇축에 의해 형성되는 피봇 섹션에서 공통으로 피봇 운동하기 위해 서로 일체로

형성되어 인접하는 제1 및 제2 아암과,

(b)관련 악기 본체의 이면 림의 일측면과 결합하기 위해, 상기 제1 아암의 자유 단부에 있는 제1 클램핑 핑거 및 상기 제2

아암의 자유 단부에 있는 제2 클램핑 핑거

를 구비하고, 상기 제1 및 제2 클램핑 핑거는 아암들과 클램핑 핑거들이 강성의 거의 U형 구조를 형성하도록 각 아암으로

부터 상기 피봇축과 거의 평행한 방향으로 각각 돌출되며, 상기 U형 구조에서 상기 아암들은 U의 베이스를 형성하고,

(c)상기 아암들의 길이가 불균일하여, 상기 피봇축은 상기 제1 아암의 클램핑 핑거로부터 비교적 멀리 있고 상기 제2 아암

의 클램핑 핑거에 비교적 근접한 지점으로 오프셋되어 있으며,

(d)상기 제2 클램프 부재는,

(e)아암들의 신장 방향에 거의 수직인 피봇축에 의해 형성되는 피봇 섹션에서 공통으로 피봇 운동하기 위해 서로 일체로

형성되어 인접하는 제1 및 제2 아암과,

(f)관련 악기 본체의 이면 림의 대향 측면과 결합하기 위해, 상기 제1 아암의 자유 단부에 있는 제1 클램핑 핑거 및 상기 제

2 아암의 자유 단부에 있는 제2 클램핑 핑거

를 구비하고, 상기 제1 및 제2 클램핑 핑거는 아암들과 클램핑 핑거들이 강성의 거의 U형 구조를 형성하도록 각 아암으로

부터 상기 피봇축과 거의 평행한 방향으로 각각 돌출되며, 상기 U형 구조에서 상기 아암들은 U의 베이스를 형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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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상기 아암들의 길이가 불균일하여, 상기 피봇축은 상기 제1 아암의 클램핑 핑거로부터 비교적 멀리 있고 상기 제2 아암

의 클램핑 핑거에 비교적 근접한 지점으로 오프셋되어 있는 클램프 부재 세트.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각 클램프 부재의 상기 제1 아암의 길이는 제2 아암의 길이의 적어도 약 2배인 것인 클램프 부재 세트.

청구항 11.

제9항 또는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램프 부재의 제2 아암에 대한 제1 아암의 길이의 비는 제2 클램프 부재와 상이한

것인 클램프 부재 세트.

청구항 12.

제9항 또는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2개의 클램프 부재 각각의 제1 클램핑 핑거는 관련 악기의 허리에 근접한 제1 접촉점

에서 관련 악기 이면의 림의 각 측부와 결합되고, 상기 2개의 클램프 부재 각각의 제2 클램핑 핑거는 관련 악기의 허리부분

으로부터 멀리 있는 제2 접촉점에서 림과 결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인 클램프 부재 세트.

청구항 13.

제9항 또는 제10항에 있어서, 각 클램프 부재의 2개의 아암은 이들 아암으로부터 클램핑 핑거의 돌출 방향의 반대 방향으

로 아치형으로 하방을 향해 만곡된 것인 클램프 부재 세트.

청구항 14.

제1 단부와 제2 단부, 상부면 및 사용시 관련 악기 연주자의 어깨 위에 놓이도록 되어 있는 하부면을 갖는 긴 브릿지와, 제

1 단부가 상기 브릿지에 고정되는 제1 클램프 및 제2 단부가 상기 브릿지에 고정되는 제2 클램프로 구성되는 한쌍의 클램

프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클램프 부재들은 서로로부터 그리고 상기 상부면으로부터 예정된 간격으로 배치되어 상부면과

의 사이에서 관련 악기의 이면 림을 클램프식으로 고정하도록 됨으로써 브릿지를 상기 이면의 거의 횡방향으로 악기에 고

정하는 타입이고, 바이올린 또는 바이올린형 악기에 사용하기 위한 숄더 레스트로서, 각 클램프 부재는,

(a)강성의 제1 아암과 일체로 형성된 제2 아암으로서, 이들 제1 아암과 제2 아암은 아암들 사이에 배치된 피봇부를 중심으

로 브릿지에 대해 공통으로 자유롭게 피봇 가능하고 브릿지의 상부면에 거의 수직인 피봇축을 갖는 제1 및 제2 아암과,

(b)각 악기 본체의 이면 림의 제1 측부 및 대향된 제2 측부와 각각 결합하기 위해, 상기 제1 아암의 자유 단부에 있는 제1

클램핑 핑거 및 상기 제2 아암의 자유 단부에 있는 제2 클램핑 핑거를 구비하고,

(c)상기 각 제1 및 제2 클램핑 핑거는 아암들과 클램핑 핑거들이 강성의 거의 U형 구조를 형성하도록 관련 아암으로부터

브릿지로부터 먼 방향으로 돌출되며, 상기 U형 구조에서 상기 핑거들 U의 직립부를 형성하고, 상기 피봇축은 제1 및 제2

핑거들 사이에 배치되고,

(d)상기 제1 클램핑 핑거는 피봇축으로부터 멀리 있고 상기 제2 클램핑 핑거는 피봇축에 근접해 있어, 숄더 레스트가 악기

에 부착된 상태에서, 상기 피봇축에 체결력이 발생되어 클램핑 부재를 거의 브릿지의 대향된 제2 단부를 향해 가압하면 상

기 제2 클램프 핑거에서의 체결력보다 작은 체결력이 상기 제1 클램프 핑거에 제공되는 숄더 레스트.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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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각 제1 클램프 부재는 관련 악기의 목에 비교적 근접한 지점에 이면 림과 결합하도록 구성되고, 상

기 각 제2 클램프 부재는 관련 악기의 목부로부터 비교적 멀리 있는 지점에서 상기 이면과 결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인

숄더 레스트.

청구항 16.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각 클램프 부재의 핑거들 사이의 거리는 악기 본체의 허리에 인접하게 배치된 이면 림의 원

호의 제1 단부와 본체 테일에 인접하게 배치된 제2 단부 사이의 거리의 약 1/2보다 크고 약 2/3보다 작은 것인 숄더 레스

트.

청구항 17.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각 클램프 부재의 제1 및 제2 아암은 브릿지의 상부면을 향해 아치형으로 만곡된 것인 숄더

레스트.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바이올린 또는 비올라 등의 현악기용 숄더 레스트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특히, 본 발명은 대향 클램핑 부재들 사이에 브릿지를 갖는 숄더 레스트의 클램프 시스템의 클램핑 부재에 관한 것이다. 상

기 브릿지는 강성이지만 얼마간의 제한된 가요성을 가질 수도 있다. 각 단부에는 거의 L형인 단부 부재가 마련되어 있는

데, L의 한 아암은 브릿지의 상부면에 확고하게 고정되지만, L의 다른 아암은 클램핑 부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2개의 대향된 L형 부재들은 클램핑 부재들을 갖추고 있지만, 또한 숄더 레스트를 확고하지만 착탈 가능하게 바

이올린에 부착하도록 대향된 클램핑 부재들의 제한된 벌림을 허용하는 추가의 가요성을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숄더 레스

트가 악기에 고정될 때, 클램핑 부재들은 악기 본체의 이면 림과 결합된다. 악기에 부착될 때 클램핑 부재들은 단단하지만

서로에 대해 탄성적으로 가압되어 바닥벽의 림을 견고하지만 해제 가능하게 파지하여, 브릿지를 악기 본체의 바닥으로부

터 소정의 간격으로 유지함으로써, 악기를 연주자의 어깨에 지지할 수 있다. 클램핑 부재들은 악기로부터 숄더 레스트의

예기치않은 변위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체결력을 갖고 악기를 지지해야 한다. 그러한 변위는 브릿지의 상부면에 존재하는

돌기 등에 의해 악기 본체의 바닥 표면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

숄더 레스트 브릿지를 바이올린에 착탈 가능하게 부착하는 많은 상이한 클램핑 메카니즘이 공지되어 있다. 예컨대, 1954

년에 허여된 미국 특허 제2,747,452호(Goldberger)와 2001년에 허여된 미국 특허 제6,278,044호(Ruan)은 바이올린의

테일(tail) 근처에서 핑거에 의해 각 단부에 지지되고, 악기의 각 측면과 접촉하지만 사실상 림과 어떠한 클램핑 결합없이

거의 렛지형으로만 악기를 지지하는 브릿지를 구비하는 부착 메카니즘을 개시하고 있다. 상기 브릿지는 또한 이 브릿지의

각 측면에 있는 코일 스프링 섹션에 의해 클램핑 상태로 가압되는 비교적 긴 클램핑 아암을 지지한다. 따라서, 2개의 아암

은 악기의 테일 근처에서 한쌍의 제1 클램핑 핑거에 있다고 하더라도 체결력과 관계없이 본체를 클램핑한다.

이들 구조들의 단점은 스프링형 코일 요소들이 번거롭고 복잡한 방식으로 브릿지에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브릿지의

휨력이 양 클램핑 핑거의 체결력에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한 힘은 사실상 각 아암의 코일 스프링 섹션에서 발생된 힘에 의

해서만 결정된다.

상기 Goldberger 특허에서는 악기 조정이 실행될 수 없고 Ruan 디자인에서는 매우 제한되고 번거로운 방식으로만 실행될

수 있다. 테일 단부 근처의 하부 핑거에서가 아니라 악기의 테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2개의 아암 각각에서 독립적인 체결력

이 발생되기 때문에, 악기에 대한 고정 강도가 불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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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기술의 많은 특허들은 자유롭게 피봇 가능하고 강성인 U형 클램프를 이용한 클램프 시스템 타입을 개시하고 있다. 예

컨대, Kun Soulder Rest사에게 양도된 미국 특허 제6,031,163호(Cullum 등)과, 1964년 12월 21일자로 허여된 미국 특

허 제2,697,374호(Ungh)와, 미국 특허 제3,631,754호(Kun)를 참조할 수 있다(이들 특허는 모두 본 명세서에 참고로 인용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 숄더 레스트의 U형 클램핑 부재들은 일체로 형성된 요소들인 것이 바람직하다. 클램핑 부재

들은 모두 클램핑 핑거들 사이의 중앙에 배치된 축을 중심으로 피봇될 수 있다. 이 구조는 악기와 결합하는 각 핑거에 균일

한 압력이 가해지게 한다. 이 클램핑 시스템은 많은 용례에서 만족스럽다. 그 이점으로는 구조가 간단하여 브릿지와 악기

본체 사이의 간격 조정을 쉽게 가능하게 하도록 상이한 크기의 바이올린에 손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브릿지 위치를 악기의 턱 레스트에 가능한 한 가깝게 이동시킴으로써 악기 연주자의 편안함을 더욱 개선시키는 것

이 여전히 요망된다. 이것은 기존의 강성 U형 클램핑 부재들 타입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문제점을 완화시키고 자유롭게 피봇되는 U형 부재들의 사용을 완전히 이용하며 또한 그것을 고정

시키는 것으로서, 숄더 레스트는 악기 본체의 후방 단부에 비교적 가깝게 부착되는 것이 요구되고, 숄더 레스트가 본체를

미끄러지는 경향이 적어도 실질적으로 제거되거나 종종 제거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이한 타입에 대한 U형 부재들의 일정한 배열로부터 기존의 숄더 레스트의 저렴한 개조를 가능하

게 하여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일상적인 말로, 본 발명은 본체의 일측면에서 본체의 이면 림과 결합하도록 되어 있고 제1 아암과 제2 아암을 구비하는 바

이올린 등의 악기 숄더 레스트의 강성 U형 클램프 부재를 제공한다. 상기 제1 아암과 제2 아암은 서로 견고하게 연결되고,

바람직하게 일체로 형성된다. 상기 아암들은 피봇 섹션에서 상기 아암들의 신장 방향에 거의 수직인 피봇축을 중심으로 한

공통적인 자유로운 피봇 운동을 위해 서로 인접한다. 제1 클램프 핑거는 상기 제1 클램프의 자유 단부에 배치되고, 제2 클

램프 핑거는 상기 제2 클램프의 자유 단부에 배치된다. 클램프 핑거들은 바이올린 등의 본체의 측부와 결합하도록 제공된

다. 제1 및 제 클램프 핑거들은 상기 피봇축과 거의 평행한 방향으로 각각 돌출한다. 상기 아암들은 불규칙한 길이를 가짐

으로써, 상기 피봇축은 상기 제1 아암의 클램프 핑거로부터 멀리 있고 제2 아암의 클램프 핑거에 근접한 위치로 오프셋된

다. 상기 제1 아암의 길이는 제2 아암의 길이의 적어도 약 2배이다. 제1 클램프 핑거는 관련 바이올린 등의 허리 부분에 근

접한 지점에서 바이올린 등의 본체의 측부와 결합하도록 되어 있고, 제2 클램프 핑거는 관련 악기의 허리 부분으로부터 멀

리 있고 테일에 근접한 지점에서 동일한 측부와 결합하도록 되어 있다.

이하, 간략하고 도식적이며 실척이 아닌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실시예

도 1의 숄더 레스트(10)는 바이올린, 비올라 또는 다른 유사한 현악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바이올린을 참조할

때마다. 그러한 용어에 다른 유사한 악기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단순함을 위해, 숄더 레스트에 일반적으로

존재하지만 본 발명에 관련되지 않는 특정 부품들은 도면에 도시되어 있지 않다.

숄더 레스트(10)는 상부(14)와, 이 상부(14)의 밑면에 통상 접착식으로 고정되는 소프트 패딩(16)으로 구성되는 긴 브릿지

(12)를 포함한다. 공지된 바와 같이, 상기 상부는 적절한 강성 재료, 예컨대 유리 섬유가 보강된 플라스틱 재료로 제조된다.

상부(14)는 강성이지만 브릿지가 약간 탄성적으로 휠 수 있도록 제한된 탄성을 갖는다. 상부(14)는 브릿지(12)의 상부면

(18)을 규정하며, 패딩(16)은 사용시 악기 연주자의 어깨 위에 놓이는 하부면(20)을 규정한다.

브릿지에는 제1 단부(22)와 제2 단부(24)가 있다. 일반적으로 거의 L형인 제1 베이스는 상기 제1 단부(22)에 인접한 예정

된 지점에서 브릿지의 상부면(18)에 확고하게 고정되는 수평 아암(28)을 갖는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아암(28)의 위치

는 브릿지의 신장 방향을 따라 조정될 수 있다. L형의 제1 베이스(26)의 직립부는 수직 나사식 보어(34)가 있는 기부(32)

를 지지하는 상방으로 돌출하는 지지부(30)를 형성한다. 상기 보어(34)는 나사식 스템(36)을 수용한다. 스템(36)의 상단부

는 강성의 거의 U형 제1 클램프 부재(38)에 확고하게 고정된다. 클램프 부재(38)는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보어(34) 내외로

간단히 스템(36)의 나사를 돌림으로써 조정될 수 있는 상부면(18)으로부터의 예정된 간격에 배치된다. 스템(36)과 그 관련

보어는 클램프 부재(38)의 피봇 섹션을 규정하는 피봇축(40)을 중심으로 한 클램프 부재(38)의 자유 피봇 운동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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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상기 피봇축(40)은 일반적으로 브릿지의 상부면(18)에 대해 거의 수직이다. 당업자들이라면 브릿지와 일체로 몰딩

되는 상방으로 돌출하는 지지부를 비롯한 그러한 부재의 많은 기계적 성분들과 많은 다른 실시예들이 종래 기술로부터 널

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L형의 제1 베이스(26)는 오직 모범적인 실시예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거의 U형의 클램프 부재(38)는 거의 동연적인(coextensive) 강성의 제2 아암(44)과 일체로 형성되는 강성의 제1 아암

(42)을 구비한다. 제1 아암(42)의 자유 단부에서, 제1 클램핑 핑거(46)가 브릿지(12)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돌출된다.

유사하게, 제2 아암(44)의 자유 단부에서, 제2 클램핑 핑거(48)가 동일한 방향으로 돌출된다. 핑거(46, 48)들은 악기의 일

측면에서 관련 악기 본체의 바닥의 림과 결합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각 핑거들의 오목 리세스(50, 52)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리세스들은 브릿지의 대향 제2 단부(24)를 향한 방향으로 개방되어 있다. 도 1은 제1 아암(42)의

길이가 짧은 아암(44)의 길이의 대략 2배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바꿔 말하면, 제1 클램핑 핑거(46)는 피봇축(40)으로부터

멀리 있고 제2 클램핑 핑거(48)는 피복축(40)에 근접해 있다.

따라서, 핑거(46, 48)는 상기 U형의 2개의 직립부를 형성하고, 아암(42, 44)은 그 베이스를 형성한다. 브릿지(12)의 대향

된 제2 단부에 있는 제2 클램프 부재(38')와 그 관련 베이스는 제1 클램프 부재(38)의 거의 거울상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

명될 필요가 없다.

각 클램프 부재의 아암 부분은 아치형으로 만곡되어 있다는 것을 도면으로부터 알 수 있다. 원호는 각 클램프 부재의 아암

부분을 악기의 이면으로부터 이격되게 유지한다. 따라서, 클램핑 핑거들이 바닥벽의 림과 결합되는 동안에, 클램프 부재의

나머지는 이면으로부터 이격된 상태를 유지하여 악기의 음질을 억제하지 않는다.

이하, 악기의 바닥의 림에 부착되는 전술한 숄더 레스트의 도식적인 도면을 보여주는 도 5를 참조한다. 림 윤곽의 하부 부

품의 윤곽 형태는 도식적으로만 지시되어 있다. 도시된 림 부품은 2개의 대향된 한쌍의 허리 부분(54, 54')과, 중앙의 테일

부분(56)과, 각 허리 부분(54, 54')과 테일 부분(56) 사이에 연장되는 본체의 각 측면에 있는 원호(58, 58')를 포함한다. 기

준선(60)은 허리 부분(54)에 위치된 점(W)과 테일 부분(56)과 일치하는 점(T) 사이에서 연장된다. 림의 가장 넓은 부분을

가로지르는 횡단선은 문자 A로 지시되어 있다.

점(F1, F1')은 제1 클램프의 제1 및 제2 핑거(46, 48)가 림의 일측면과 결합되는 지점을 지시한다. 점(F2, F2')은 제2 클램

프 부재(38')의 제1 및 제2 핑거(46', 48')가 림의 대향 측면과 결합되는 지점이다. 림과 핑거들의 결합점의 형태는 변경될

수 있고, 각 클램프 부재(38, 38')의 핑거가 횡단선의 대향 측면에서 림과 결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클램프 핑거

들 사이의 거리(46-48, 46'-48')는 관련된 선(W-T)의 길이의 약 1/2보다 크고 약 2/3보다 작은 것이 바람직하지만, 절대

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이 결과로 각 피봇축(40, 40')에서 브릿지(12)와 베이스(26, 26')의 가요성에 의해 발생

된 체결력은 각 클램핑 핑거들에 불균일하게 분배된다.

허리 부분(54, 54') 근처의 핑거(46, 46')에서의 체결력은 클램핑 핑거(48, 48')에서의 체결력보다 작다. 그러나, 횡단선(A)

의 각 측면에 2개씩 모두 4개의 점에서의 체결력은 충분하다. 이것은 클램핑 아암과 관련된 독립적인 스프링 코일을 갖는

숄더 레스트보다 우수한 특별한 안정성을 제공한다. 상기 안정성은 악기를 연주할 때 브릿지(12)에 압력이 인가되는 경우

에 균일하게 증가된다. 강성의 U형 클램핑 부재를 갖는 기지의 숄더 레스트에 비해, 본 발명은 브릿지의 길이 방향 중심선

이 연주되는 악기의 턱 레스트 아래 또는 그러한 위치에 매우 가깝게 있는 브릿지(12)의 최적의 지점을 보장하여, 연주자

의 편안함을 향상시킨다.

첨부 도면들은 클램핑 핑거(46, 48, 46', 48')과, 보호 코팅 섹션(62, 64, 62', 64')에 의해 피복된 그 아암 부분(42, 44, 42',

44')을 보여주고 있다. 보호 코팅 섹션은 클램핑 요소에 의해 악기가 긁히는 것을 방지한다. 도시된 실시예의 코팅 섹션은

강성 코어(66, 66')에 고무 호스를 슬립-온(slip-on) 방식으로 적용함으로써 생성된다. 전체 U형 부재에 몰딩된 엘라스토

머층을 비롯하여 많은 다른 타입의 보호 코팅이 공지되어 있다.

당업자들은 전술한 실시예와 다르지만 첨부된 청구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속하는 많은 숄더 레스트 실시예들

이 제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특징을 합체한 숄더 레스트의 사시도로서, 클램프 부재들 중 하나가 분리된 상태로 도시되어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숄더 레스트의 한쌍의 클램핑 부재들을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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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도 2의 Ⅲ 방향에서 취한 클램핑 부재의 부분적인 측단면도이다.

도 4는 도 2의 Ⅳ 방향에서 취한 클램핑 부재의 측면도이다.

도 5는 바이올린의 본체에 부착된 본 발명의 클램핑 부재를 합체한 숄더 레스트의 도식적인 저면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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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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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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