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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리테이너가 없는 웨더스트립

요약

클립에 의해 자동차의 도어 패널에 고정되는 리테이너가 없는 웨더스트립으로서, 상기 도어 패널에 부착되는 기저부, 상기

도어 패널과 본체 패널 사이를 밀봉하는 중공밀봉부, 및 실립부를 포함하고, 상기 기저부의 자동차 외부측의 저단부에는

상기 컷아웃형상 스텝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웨더스트립은 컷아웃형상 스텝부에 설치된 두꺼운 방수 스폰지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두꺼운 방수 스폰지부재는 상기 컷아웃형상 스텝부의 깊이보다 충분히 더 큰 두께를 가지고, 상기 기저부

가 상기 클립에 의해 상기 도어 패널에 고정될 때, 상기 클립이 위치한 부분과 상기 클립이 위치하지 않은 부분이 동일하게

탄성적으로 수축되도록 탄성력을 가져, 상기 두꺼운 방수 스폰지부재와 상기 도어 패널 사이의 방수가 유지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리테이너가 없는 웨더스트립이 제공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웨더스트립이 결합되어 있는 자동차를 나타내는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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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종래의 방수밀봉부재가 배치되어 있는 웨더스트립을 나타내는 도 1의 A-A선에 따른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두꺼운 방수 스폰지부재가 배치되어 있는 웨더스트립을 나타내는 도 1의 A-A선에 따른 단면

도;

도 4는 웨더스트립이 결합되어 있는 자동차를 나타내는 측면도;

도 5는 종래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 4의 A1-A1선에 따른 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 4의 A1-A1선에 따른 단면도;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 4의 B1-B1선에 따른 단면도;

도 8은 웨더스트립이 결합되어 있는 자동차를 나타내는 측면도;

도 9는 종래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 3의 A2-A2선에 따른 단면도;

도 10은 컷아웃부가 압출성형부에 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부분사시도;

도 11은 다이몰딩에 의해 도 10에 도시된 컷아웃부와 다이몰딩부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부분사시도;

도 12는 도 11의 B2-B2선에 따른 단면도; 및

도 13은 도 10의 C2-C2선에 따른 단면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10: 웨더스트립 11: 웨더스트립 본체

12: 기저부 13: 중공밀봉부

14, 113: 실립부 15: 컷아웃형상 스텝부

16: 돌기부 17: 클립삽입구멍

18: 방수 스폰지부재 20,130,220: 도어 패널

40,218: 클립 50,150,240: 자동차 내부측

60,160,250: 자동차 외부측 111,211: 기부

114,214: 압출성형부 115,215: 다이몰딩부

116: 컷아웃형상 스텝부 117: 스텝컷부

118,119,213 :고팽창 스폰지부재

212: 중공밀봉부 217: 절개구멍

삭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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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리테이너를 제외한 부착수단에 의해 자동차의 도어 패널(door panel)에 부착된 웨더스트립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기저부(base bottom portion)에 도어 패널의 방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클립에 의해 자동차의 도어 패널에

고정되고, 기저부에 부착되는 방수 스폰지부재를 가지는 웨더스트립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리테이너를 제외한

부착수단에 의해 자동차의 도어 패널에 부착되고, 그 기부(基部)의 저면에서 도어 패널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밀봉부재가

배치되어 있는 웨더스트립에 관한 것이다.

도 4 및 도 5(또는 도 8 및 도 9)를 참조하여, 종래 기술을 설명하도록 한다. 자동차에 이용되는 도어 웨더스트립

(170(260))은 대부분 도어 패널(130(220))상에 장착된 리테이너(171(221))에 의해 부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리테이너(171(221))와 도어 패널(130(220)) 사이의 밀봉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리테이너(171(221))를 도어 패널

(130(220))과 연결하는 연결부를 밀봉제(172(222))로 도포한다. 따라서, 웨더스트립(170(260))과 밀봉제(172(222))는

서로 간섭한다. 그러므로, 종래 기술은 이 연결부분의 밀봉성이 안정화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리테이너

(171(221))의 단부에서, 리테이너(171(221))와 상기 리테이너(171(221))의 두께에 대응하는 도어 패널(130(220)) 사이

에 스텝부(step portion)가 생긴다. 따라서, 이 부분의 밀봉성이 저하된다. 상기 이유로, 도어 패널(130(220))과 웨더스트

립(170(260))을 연결하는 연결부의 밀봉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 리테이너(171(221))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리테이너 대신에 도어 패널에 웨더스트립을 부착하는 수단으로서 양면테이프(adhsive double-coated tape) 또는 클립

(clip)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어 패널(20)에 부착된 기저부(72), 도어 패널(20)과 본체 패널(body panel)(30) 사이

를 밀봉하는 중공(中空)밀봉부(73), 및 실립부(seal lip portion)(74)를 포함하는 종래의 웨더스트립(70)을 제공해왔다. 상

기 종래의 웨더스트립(70)은 리테이너가 아니라 클립(40)에 의해 도어 패널(20)에 고정된다. 일본 실용신안등록 출원 제

6-42920호 공보에 개시된 바와 같이, 도어 패널(20)에 대한 방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착하는 기저부(72) 전체에 걸

쳐서, 물팽창 물질(water expansion material)으로서,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는 부식억제제를 포함하는 방수실

(waterproof seal)(78)을 제공한다. 그러나, 부식억제제를 포함하는 물팽창 물질은 고체물질이기 때문에, 도어 패널(20)

상에 충분히 밀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저부의 전체 저면에 스폰지(sponge)형 방수밀봉부재(79)를 부착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웨더스트립이 클립으로 도어 패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클립에 가까이 위치한 스폰지형 방수밀봉부재(79)

만이 압축되고 변형되기 때문에, 웨더스트립의 길이방향으로 파형(주름)(wave)이 발생한다. 즉, 클립(40)이 위치하는 웨

더스트립(70)의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강한 힘에 의해 도어 패널(20)에 부착된다. 그러므로, 스폰지형 방수밀봉부재

(79)가 강하게 압축되고 높이가 줄어든다. 클립이 위치하지 않은 부분은 약한 힘에 의해 도어 패널(20)에 부착되고, 스폰지

형 방수밀봉부재(79)의 높이는 더 커진다. 그 결과, 스폰지형 방수밀봉부재(79)의 전체 형상은 파형이 된다.

이렇게 형성된 스폰지형 방수밀봉부재(79)의 파형은 스폰지형 방수밀봉부재(79)의 반작용력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다.

즉, 웨더스트립(70)이 도어 패널에 클립(40)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웨더스트립(70)의 기저부(72) 저면과 도어 패널(20)의

상면 사이에 스폰지형 방수밀봉부재(79)를 배치하고, 스폰지형 방수밀봉부재(79)의 벽두께는 전체 길이에 걸쳐서 동일하

게 수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반작용력이 클립(40)의 부착력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스폰지형 방수밀봉부재(79)

의 반작용력이 작용하면 클립(40)이 위치하는 부분이 탄성적으로 크게 수축 및 변형된다. 그러나, 클립이 위치하지 않은

부분은 클립(40)의 부착력에 의해 그다지 수축 및 변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웨더스트립(70)의 기저부(72)가 반작용력에

의해 밀어올려진다. 그 결과, 웨더스트립(70)에 파형이 발생한다.

이러한 종래의 스폰지형 방수밀봉부재(79)가 웨더스트립(70)의 기저부(72)와 도어 패널(20)사이에 배치되기 때문에, 상기

밀봉부재(79)의 벽두께는 작은 값으로 설정된다. 그러므로, 수축 탄성변형량은 작다. 따라서, 소정값보다 더 높은 강도의

힘이 주어질 때, 강한 반작용력이 발생되고, 웨더스트립(70)상에 파형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웨더스트립(70)과

도어 패널(20) 사이의 방수성이 저하되고, 또한 외관도 나빠진다.

한편, 상기 수단에 의해 웨더스트립(170(260))을 도어 패널(130(220))에 부착하기 위하여, 기부(211)의 저면과 도어 패널

(130(220)) 사이의 밀봉성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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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관점으로부터, 고팽창 스폰지부재(highly expanded sponge member)를 웨더스트립의 기부의 저면에 배치하는 기

술이 제안되어 왔다. 웨더스트립의 압출성형부에 있어서, 이러한 고팽창 스폰지부재는 압출성형부의 기부 저면에 형성된

컷아웃형상 스텝부(cut-out step portion)에서 사출에 의해 일체적으로 성형된다. 다이몰딩부에 있어서, 개별적인 고팽창

스폰지부재는 후처리(post-processing)에 의해 평기부(flat base portion)의 저면에 접착된다. 압출성형에 의해 일체적으

로 형성된 고팽창 스폰지부재의 비중은 보통 0.1∼0.3이고, 개별적으로 형성되고 다이몰딩부에 접착되는 고팽창 스폰지부

재의 비중은 보통 0.05∼0.2이다.

그러나, 다이몰딩부에서는, 개별적인 고팽창 스폰지부재가 평면인 기부의 저면에 접착된다. 그러므로, 고팽창 스폰지부재

의 두께를 높은 값에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얇은 고팽창 스폰지부재의 탄성이 낮기 때문에, 소성변형되려는 경향이

있고, 장기간 이상 밀봉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 하나의 웨더스트립에 있어서, 압출성형부에

서는 밀봉성이 높지만, 다이몰딩부에서는 밀봉성이 낮게된다. 즉, 전체 웨더스트립에 걸쳐서 높은 밀봉성을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이몰딩부의 기부 저면과 개별적인 고팽창 스폰지부재는 그 평면상에서 서로 접착하게 되므로, 접착영역을 충분히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장기간 동안 도어가 반복적으로 개폐되면, 개별 고팽창 스폰지부재가 소정위치로부터 미끄러져서 밀봉성

이 떨어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클립에 의해 고정되는 경우에도 부착력의 차이로 인한 파형을 발생시키지 않고 방수성과 외관이

우수한 리테이너가 없는 웨더스트립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다이몰딩부의 기부 저면과 도어 패널 사이에 높은 밀봉성을 가지는 리테이너가 없는 웨더스트립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다이몰딩부의 기부 저단부와 고팽창 스폰지부재 사이에 충분한 접착영역을 가지는 리테이너가

없는 웨더스트립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압출성형부로부터 다이몰딩부까지 연속하면서, 전체 웨더스트립에 걸쳐서 안정적인 밀봉성을

가지는 리테이너가 없는 웨더스트립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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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도 1 및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 태양을 설명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제1 태양은 도어 패널에 부착되는 기저부(12), 도어 패널과 본체 패널 사이를 밀봉하는 중공(空洞)밀봉부, 및 실

립부(seal lip)를 포함하는 리테이너가 없는 웨더스트립으로서, 웨더스트립은 클립(40)에 의해 자동차의 도어 패널(20)에

고정되고, 기저부(12)의 자동차 외부측(60)의 저단부에 컷아웃형상 스텝부(14)가 형성되어 있으며, 스텝부(15)의 깊이보

다 충분히 더 큰 두께를 가진 두꺼운 방수 스폰지부재(18)가 상기 스텝부(15)에 설치되고, 상기 두꺼운 방수 스폰지부재

(18)는, 상기 기저부(12)가 클립(40)에 의해 도어 패널(20)에 고정될 때, 클립(40)이 위치한 부분과 클립(40)이 위치하지

않은 부분이 동일하게 탄성적으로 수축되도록 탄성력을 가져, 두꺼운 방수 스폰지부재(18)와 도어 패널(20) 사이에 방수

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테이너가 없는 웨더스트립을 제공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방수 스폰지부재는 기저부의 다른 부분들보다 연질이다.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도어 패널(20)과 탄성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돌기부(16)가 기저부(12)의 클립삽입구멍

(17)과 방수 스폰지부재(18) 사이에 형성된다.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돌기부(16)는 컷아웃형상 스텝부(15)에 이어져 형성된다.

웨더스트립(10)은 클립(40)에 의해 도어 패널(20)에 고정된다. 웨더스트립(10)은 기저부(12)를 가진 웨더스트립 본체

(11), 본체 패널(30)과 탄성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중공밀봉부(13), 및 실립부(14)를 포함하고, 웨더스트립 본체(11)의 기

저부(12)의 자동차 외부측(60)의 저단부에는 두꺼운 방수 스폰지부재(18)가 일체적으로 배치된다.

웨더스트립 본체(11)에 있어서, 기저부(12)의 자동차 외부측(60)의 저단부에는 컷아웃형상 스텝부(15)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기저부(12)에는, 클립(40)이 삽입되는 클립삽입구멍(17)이 형성되어 있다. 자동차 외부측(60)과 자동차 내부측(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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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에는 돌기부(16)가 형성되어 있다. 기저부(12)가 클립(40)에 의해 도어 패널(20)에 고정될 때, 이들 돌기부(16)는 탄

성적으로 변형되고, 도어 패널(20)과 강하게 탄성 접촉을 하게 되어, 웨더스트립(10)과 도어 패널(20) 사이의 방수가 향상

될 수 있다.

두꺼운 방수 스폰지부재(18)는 웨더스트립 본체(11)의 기저부(12)에 형성된 스텝부(15)에 일체적으로 형성된다. 이 두꺼

운 방수 스폰지부재(18)의 벽두께는 스텝부(15)의 깊이보다 충분히 더 크다. 이 두꺼운 방수 스폰지부재(18)의 탄성은, 웨

더스트립 본체(11)의 기저부(12)가 클립(40)으로 도어 패널(20)에 고정될 때 클립(40)이 위치한 부분과 클립(40)이 위치

하지 않은 부분이 동일하게 수축되어, 도어 패널(20)에 대한 방수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이다. 이 두꺼운 방수 스

폰지부재(18)는 스폰지 고무로 이루어진다. 또한, 방수 스폰지부재는 본 명세서에서 "고팽창 스폰지부재(highly

expanded sponge member)"라 칭한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1 태양의 동작을 설명하도록 한다.

상기 구조의 웨더스트립(10)이 클립(40)으로 도어 패널(20)에 고정되면, 기저부(12)의 자동차 외부측(60) 상의 저단부에

배치된 두꺼운 방수 스폰지부재(18)는 탄성적으로 변형되어 수축된다. 즉, 방수 스폰지부재(18)의 벽두께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A에서 B로 수축된다. 이 두꺼운 방수 스폰지부재(18)에 있어서, 컷아웃형상 스텝부(15)는 기저부(12)에 형성

된다. 이 컷아웃형상 스텝부(15)가 형성되면, 두꺼운 방수 스폰지부재(18)의 벽두께가 종래의 스폰지형 방수밀봉부재의

벽두께보다 충분히 더 크게 만들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수축탄성변형량이 커질 수 있고, 반작용력이 감소될 수 있다.

그 결과, 클립(40)이 위치하는 부분의 변형과 같은 방식으로, 클립(40)이 위치하지 않은 부분이 수축에 의해 탄성 변형된

다. 그러므로, 웨더스트립상에 파형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외관이 개선될 수 있다. 수축탄성 변형량이 크기 때문

에, 웨더스트립이 도어 패널(20)과 탄성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어 패널(20)에 대한 방수를 확실하게 할 수 있

다.

본 발명의 제1 태양에 따르면, 상기 컷아웃형상 스텝부(15)는 자동차 외부측(60) 상의 기저부(12)의 저단부에 형성되고,

두꺼운 방수 스폰지부재(18)는 스텝부(15)에 배치된다. 그러므로, 기저부(12)가 클립(40)으로 도어 패널(20)에 고정되면,

두꺼운 방수 스폰지부재(18)는 두꺼운 방수 스폰지부재(18)의 전체길이에 걸쳐 수축에 의해 일정하게 변형된다. 따라서,

웨더스트립(10)상에 파형이 발생하지 않고, 우수한 외관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도어 패널(20)에 대한 방수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다.

도 4, 도 6 및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 태양을 설명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제2 태양은 리테이너를 제외한 부착수단에 의해 자동차의 도어 패널(130)에 부착되는 리테이너없는 웨더스트

립으로서, 중공압출성형에 의해 압출성형부(114)의 기부(111)의 저면에 형성된 컷아웃형상 스텝부(116)에는 고팽창 스폰

지부재(118)가 일체적으로 설치되고, 다이몰딩부(115)의 기부(111)의 저면에는 압출성형부(114)의 컷아웃형상 스텝부

(116)에 이어지는 스텝컷부(117)가 형성되며, 개별적인 본체인 고팽창 스폰지부재(119)는 후처리에 의해 스텝컷부(117)

에 배치된다.

리테이너가 없는 웨더스트립(110)은 리테이너를 제외한 부착수단에 의해 자동차의 풀도어식(full door type) 도어 패널

(130)에 부착된다. 리테이너가 없는 웨더스트립(110)은, 양면테이프(131)에 의해 도어 패널(130)에 부착된 기부(111), 자

동차 내부측(150)상에 위치하고, 본체(140)와 탄성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중공밀봉부(112), 및 자동차 외부측(160)상에

위치하고, 도어 패널(130) 및 본체(140)와 탄성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실립부(113)를 포함한다.

이 웨더스트립(110)에 있어서, 압출성형부(114)의 기부(111)의 자동차 외부측(160) 상의 저면에 형성된 컷아웃형상 스텝

부(116)에는, 고팽창 스폰지부재(118)가 중공압출성형에 의해 일체적으로 배치된다. 다이몰딩부(115)의 기부(111)의 자

동차 외부측(160)의 저면에도, 압출성형부(114)의 컷아웃형상 스텝부(116)에 이어지고, 그 단면이 컷아웃형상 스텝부

(116)의 단면과 동일한 스텝컷부(117)가 다이몰딩에 의해 형성된다. 이 스텝컷부(117)에는, 개별적으로 형성되고 그 단면

이 압출성형부(114)의 고팽창 스폰지부재(118)의 단면과 동일한 고팽창 스폰지부재(119)가 후처리에 의해 부착되게 된

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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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립(120)이 기부(111)의 자동차 외부측(160) 상의 저면으로부터 돌출되어 도어 패널(130)과 탄성적으로 접촉하게 되

면, 웨더스트립(110)과 도어 패널(130) 사이의 밀봉성이 안정화 될 수 있다.

개별적으로 형성되고 다이몰딩부(115)에 부착되는 고팽창 스폰지부재(119)의 특성은 압출성형부(114)에 배치된 고팽창

스폰지부재(118)의 특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고팽창 스폰지부재(119)는 EPDM으로 만들어

진 연속발포 고팽창 스폰지, 또는 우레탄으로 만들어진 단일발포 고팽창 스폰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관련하여, 웨더스트립(110)은 양면테이프에 의해 도어 패널에 부착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상기 특정 실시예에 한정

되지 않는다. 부착수단은 클립 등의 리테이너가 아닌 한 어떠한 수단도 채택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리테이너가 없는 웨더스트립(110)의 동작을 설명하도록 한다. 웨더스트립(110)에 있어서, 구조가 압출성형부

(114)의 컷아웃형상 스텝부(116)의 구조와 동일한 스텝컷부(117)는 컷아웃형상 스텝부(116)에 연속적으로 관련된 다이

몰딩부(115)의 기부(111)의 저면에 형성되고, 개별적으로 형성된 고팽창 스폰지부재(119)가 스텝컷부(117)에 배치된다.

이로 인해, 개별적으로 형성된 고팽창 스폰지부재(119)의 두께는 고팽창 스폰지부재(118)의 두께와 동일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고탄성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다이몰딩부(115)와 도어 패널(130) 사이의 밀봉성이 안

정될 수 있다.

개별적으로 형성된 고팽창 스폰지부재(119)가 스텝컷부(117)에 부착되기 때문에, 고팽창 스폰지부재(119)와 기부(111)

사이의 접착면적을 종래의 웨더스트립의 접착영역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모두 서로 강하게 부착될 수 있

다. 그 결과, 개별적으로 형성된 고팽창 스폰지부재(119)가 소정위치로부터 미끄러져서 밀봉성이 저하될 염려가 없다. 개

별적으로 형성된 고팽창 스폰지부재(119)의 미끄러짐도 스텝컷부(117)의 스텝구조에 의해서 방지될 수 있다. 따라서, 밀

봉성이 장기간에 걸쳐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에 관련하여, 압출성형부(114)의 컷아웃형상 스텝부(116)는 다이몰딩부(115)의 스텝컷부(117)에 이어진다. 그러므로,

고팽창 스폰지부재(118)는 개별적으로 형성된 고팽창 스폰지부재(119)에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로 인해, 기부(111)의

바닥면 밀봉성이 압출성형부(114)로부터 다이몰딩부(115)까지 연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태양에 따르면, 구조가 압출성형부(114)의 컷아웃형상 스텝부(116)의 구조와 동일한 스텝컷부(117)는 컷

아웃형상 스텝부(116)가 연속적으로 관련된 다이몰딩부(115)의 기부(111)의 저면에 형성되고, 개별적으로 형성된 고팽창

스폰지부재(119)가 스텝컷부(117)에 배치된다. 이로 인해, 개별적으로 형성된 고팽창 스폰지부재(119)의 두께는 고팽창

스폰지부재(118)의 두께와 동일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탄성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다이몰딩

부(115)와 도어 패널(130) 사이의 밀봉성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웨더스트립(110)의 전 영역에서 밀봉성이 안정

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개별적으로 형성된 고팽창 스폰지부재(119)는 스텝컷부(117)에 부착되기 때문에, 고팽창 스폰지부재(119)와 기부(111)

사이의 접착면적을 종래의 웨더스트립의 접착면적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들 모두를 서로 강하게 부착시킬

수 있다. 그 결과, 개별적으로 형성된 고팽창 스폰지부재(119)가 소정위치로부터 미끄러져 밀봉성이 저하될 염려가 없다.

고팽창 스폰지부재(119)의 미끄러짐은 스텝컷부(117)의 스텝구조에 의해서도 방지될 수 있다. 따라서, 밀봉성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하여, 고팽창 스폰지부재(118)는 고팽창 스폰지부재(119)에 이어지기 때문에, 기부(111)의 바닥면 밀봉성을 압

출성형부(114)로부터 다이몰딩부(115)까지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밀봉성이 안정화될 수 있다.

도 8, 도 10∼도 1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3 태양을 설명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제3 태양은 리테이너를 제외한 부착수

단에 의해 자동차의 도어 패널(220)에 부착되는 리테이너가 없는 웨더스트립을 제공하고, 중공압출성형에 의한 압출성형

부(214)의 기부(211)의 저면에는 자동차 외부단을 따라 고팽창 스폰지부재(213)가 일체적으로 형성되며, 압출성형부

(214)의 소정부분은 기부(211)와 고팽창 스폰지부재(213)를 제외하고 컷아웃 몰딩으로 만들어지고, 다이몰딩에 의해 형

성된 다이몰딩부(215)가 컷아웃몰딩에 의해 형성된 컷아웃부(216)와 결합되어, 압출성형부(214)의 기부(211)와 고팽창

스폰지부재(213)가 다이몰딩부(215)까지 연장된다.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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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본 발명의 제3 태양의 실시예의 리테이너가 없는 웨더스트립(210)은 리테이너를 제외한 웨더스트립을 부착하는 부착수단

인 클립(218)에 의해 자동차의 도어 패널(220)에 부착된다. 상기 웨더스트립(210)에 있어서, 압출성형에 의해 성형되는

압출성형부(214)의 기부(211) 저면의 자동차 외부단을 따라, 고팽창 스폰지부재(예를 들면, EPDM으로 만들어진 단일발

포 고팽창 스폰지부재)가 중공압출성형에 의해 일체적으로 형성된다.

압출성형부(214)의 소정부분(모서리부 내에 형성되는 부분)은 기부(211)와 고팽창 스폰지부재(213)를 제외하고 컷아웃

몰딩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형성된 컷아웃부(216)는 다이몰딩에 의해 소정 형상으로 형성되는 다이몰딩부(215)내에 형

성된다. 본 방법에 있어서, 기부(211)와 압출성형부(214)의 고팽창 스폰지부재(213)는 다이몰딩부(215)로 연장되고, 이

들 모두 어떠한 이음없이 기부(211)의 저면에 연속적으로 배치된다.

리테이너가 없는 웨더스트립의 동작을 설명하도록 한다. 상기 웨더스트립(210)에 있어서, 모서리부(다이몰딩부(215))에

있어서도, 압출성형부(214)의 기부(211)도 마찬가지로 연장된다. 따라서, 기부(211)의 저면에 배치된 고팽창 스폰지부재

(213)는 압출성형부(214)의 연결부에서도 다이몰딩부(215)와 단절되지 않는다. 즉, 고팽창 스폰지부재는 연속적으로 형

성된다. 이로 인해, 웨더스트립(210)의 저면과 도어 패널(220)을 전 영역에 걸쳐 완전하게 밀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리테이너가 없는 웨더스트립(210)에 있어서, 압출성형부(214)의 소정부분은 컷아웃몰딩으로 만들어진다. 그러

므로, 몰딩비용이 증가하는 듯 하지만, 개별적으로 만들어지는 고팽창 스폰지부재가 후처리에 의해 다이몰딩부(215)의 기

부(211)에 부착되는 경우에 비하면, 실제 몰딩비용은 감소한다.

본 실시예의 웨더스트립(210)에 있어서, 중공밀봉부(212)의 자동차 내부측에는 다이몰딩이 꺼내질 때 사용되는 코어를 통

하는 절개구멍(217)이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외부측(250)에 배수구멍(drain hole)을 형성할 필요가 없어서,

고팽창 스폰지부재(213)의 밀봉성이 높게 유지된다.

상기 웨더스트립(210)에 있어서, 중공밀봉부(212)는 도 12의 가상선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본체패널(230)의 굴곡부에

서 압축되는 소위 압축식이다. 그러므로, 웨더스트립(210)은 자동차 내부측(240)에서 봤을 때에도 돌출되지 않는다. 즉 외

관이 우수하다. 이에 관련하여, 중공밀봉부(212)는 압축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래 방향으로 힘이 가해진다. 그러므로,

코어를 뽑아내는 절개구멍(217)을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의 순간접착제에 의한 스팟(spot)접착으로 밀폐할 수 있다. 본 실

시예에 있어서, 코어를 뽑아내는 절개구멍(217)은 중공밀봉부의 자동차 내부측(240)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코어를 뽑

아내는 절개구멍(217)은 자동차 외부측(250) 상의 기부(211) 및 실립(219) 사이의 경계부에 배치할 수도 있다.

이에 관련하여, 본 실시예의 웨더스트립(210)은 클립(218)에 의해 도어 패널(220)에 부착된다. 그러나, 부착수단이 리테

이너가 아닌 한, 어떠한 수단도 채택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양면테이프를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제3 태양에 있어서, 압출성형부(214)의 기부(211)도, 모서리부(다이몰딩부(215))에 그대로 연장된다. 그러므

로, 기부(211)의 저면에 배치된 고팽창 스폰지부재(213)는 압출성형부(214) 및 다이몰딩부(215)의 연결부에서도 연속적

으로 배치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웨더스트립(210)의 저면과 도어 패널(220) 사이의 밀봉성을 전 영역에 걸쳐서 안정화시

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제3 태양에 있어서, 압출성형부(214)의 소정부분은 컷아웃 몰딩으로 만들어진다. 고팽창 스폰지부재(213)와 양

면테이프를 부착하는 것을 고려하면, 본 발명의 몰딩비용은 종래 기술의 몰딩비용에 비해 감소될 수 있다.

본 발명과 그 구체적 실시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변경과 개조가

가능함을 해당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는 명백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웨더스트립은 클립에 의해 고정될 때에도 부착력의 차이로 인한 파형을 발생시키지 않고, 따라서 방수성과

외관이 우수하다. 또한 다이몰딩의 기부 저면과 도어 패널 사이에 높은 밀봉성과, 다이몰딩부의 기부 저단부와 고팽창 스

폰지부재 사이에 충분한 접착영역을 가지고, 압출성형부에서 다이몰딩부로 연속하면서, 전체 웨더스트립에 걸쳐서 안정된

밀봉성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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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클립에 의해 자동차의 도어 패널에 고정되는 리테이너가 없는 웨더스트립으로서,

상기 도어 패널에 부착되는 기저부;

상기 도어 패널과 본체 패널 사이를 밀봉하는 중공밀봉부; 및

실립부를 포함하고,

상기 기저부의 자동차 외부측의 저단부에는 상기 컷아웃형상 스텝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웨더스트립은 컷아웃형상

스텝부에 설치된 두꺼운 방수 스폰지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두꺼운 방수 스폰지부재는 상기 컷아웃형상 스텝부의 깊이보다 충분히 더 큰 두께를 가지고, 상기 기저부가 상기 클

립에 의해 상기 도어 패널에 고정될 때, 상기 클립이 위치한 부분과 상기 클립이 위치하지 않은 부분이 동일하게 탄성적으

로 수축되도록 탄성력을 가져, 상기 두꺼운 방수 스폰지부재와 상기 도어 패널 사이의 방수가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리테이너가 없는 웨더스트립.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수 스폰지부재는 상기 기저부의 다른 부분보다 연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테이너가 없는 웨더

스트립.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저부는 상기 도어 패널과 탄성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돌기부를 구비하고, 상기 돌기부는 상기 기저

부의 클립 삽입구멍과 상기 방수 스폰지부재 사이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테이너가 없는 웨더스트립.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돌기부는 컷아웃형상 스텝부에 이어져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테이너가 없는 웨더스

트립.

청구항 5.

리테이너를 제외한 부착수단에 의해 자동차의 도어 패널에 부착되는 리테이너가 없는 웨더스트립으로서,

압출성형부의 기부 저면에 형성된 컷아웃형상 스텝부를 가지는 기부를 포함하는 압출성형부;

중공압출성형에 의해 상기 컷아웃형상 스텝부에 일체적으로 형성된 고팽창 스폰지부재;

상기 압출성형부의 상기 컷아웃형상 스텝부에 이어지고, 다이몰딩부의 기부의 저면에 형성된 스텝컷부를 가지는 기부를

포함하는 다이몰딩부; 및

상기 스텝컷부에 설치된 고팽창 스폰지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테이너가 없는 웨더스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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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리테이너를 제외한 부착수단에 의해 자동차의 도어 패널에 부착되는 리테이너가 없는 웨더스트립으로서,

기부를 포함하고, 소정부분에 컷아웃 몰딩부를 가지며, 기부를 남긴채 컷아웃되는 압출성형부;

중공압출성형에 의해 압출성형부의 상기 기부 저면상의 자동차 외부단을 따라 일체적으로 설치된 고팽창 스폰지부재; 및

다이몰딩에 의해 형성되고 컷아웃부와 일체화된 다이몰딩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테이너가 없는 웨더스트립.

도면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537921

- 10 -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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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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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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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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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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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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