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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적어도 움직이기 시작하며, 정지하고, 영점으로 재설정하는 크로노그래프 기구(4)를 포함하는 시간 간격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에 있어서, 상기 기구(1)는 적어도 크로노그래프 기구(4)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음향 신호를 방출하는 링잉 기구(6)를

부가적으로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링잉 기구와 크로노그래프 기구를 수용하는 시계케이스의 도.

도 2는 링잉 기구와 크로노그래프 기구의 칼럼 휠을 도시하는 도 1 내의 원에 의하여 둘러싸인 부분의 확대도.

도 3은 링잉 기구와 크로노그래프 기구의 입면도.

도 4는 제어 요소와 칼럼 휠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투시도.

도 5는 제어 요소와 칼럼 휠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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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링잉 기구와 크로노그래프 기구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크로노그래프 기구(chronograph mechanism, 4)

링잉 기구(ringing mechanism, 6)

칼럼 휠(column wheel, 10)

제어 요소(control element, 48)

릴리스 레버(release lever, 34)

레이디얼 암(radial arm, 36a,36b)

톱니(teeth, 50)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링잉 기구를 포함하는 시간의 간격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에 관한 것이다. 보다 더 상세히, 본 발명은 크로노그래

프 기구를 포함하는 시계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시계는 포켓 시계, 손목시계, 스포츠 또는 산업용 카운터를 포

함하며, 현재의 시간을 가리키지 않는 특징을 가지며, 오직 시간의 간격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진다.

크로노그래프는 작업 과정의 시간 조절이 요구되는 스포츠, 산업용 공정, 실험실 실험 또는 다른 사용 중에 남은 시간을 측

정하고, 시계의 무브먼트가 부가된 상보의 장치이다. 누름 버튼에 가해진 압력으로 인하여 크로노그래프 핸드가 작동되며

정지된다. 누름 버튼에 또 다른 부가적인 압력이 가해지면 핸드는 영점으로 돌아간다. 크로노그래프 기구의 복합성에 따

라, 임시로 정지하거나 플라이 백 핸드(fly -back hand)를 한 후에 기구를 재시작해야하는 것이 고찰되어 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크로노그래프 기구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수요지에서 어떠한 소리 없이 시작되어져 사용되는 것이다. 이는 예를 들어 스포

츠 코치에 있어서, 스포츠 코치들이 크로노그래프 기구를 작동하기 위하여 경기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측정의 오류를 야기한다. 이는 물리적인 산업 또는 실험 현상의 측정에도 동일하다. 측정을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그들이

응시하려는 상황을 보면서 크로노그래프를 작동시키고 정지시키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크로노그래프를 보는 경향이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경기로부터 시야에서 벗어남이 없이 크로노그래프 기구를 적절히 작동하고, 사용

자에게 알리는 것이 가능한 크로노그래프 기구를 제공하여 상기 문제점을 극복함에 있다.

본 발명은 적어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정지되어 지며, 영점으로 재설정 가능한 크로노그래프 기구를 포함하는 시간의 간격

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에 관한 것으로, 상기 기구는 적어도 크로노그래프 기구가 작동될 때, 음향 신호를 방출하는 링잉 기

구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특징을 가진다.

상기 특징들로 인하여, 본 발명은 크로노그래프 기구가 울리는 음향을 방출함으로써 작동되어 사용자에게 시간의 간격을

알리는 시간의 간격을 측정하는 기구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크로노그래프 기구가 알맞게 작동되어 지고, 그가 원하는 시간

의 기간 동안 경기에 시야를 두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청각적으로 인식 가능하다.

울리는 소리는 적어도 크로노그래프 기구가 작동되었을 때 소리를 낸다. 그러나 사용자가 크로노그래프 기구를 정지하거

나 및/또는 재설정하기 위하여 제어 부재를 누를 때, 완전히 울리는 소리가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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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본 발명의 상보적인 특징들에 따라, 크로노그래프 기구는 칼럼 휠의 칼럼들의 개수보다 2배

많거나 또는 동일한 개수의 톱니를 가진 제어 부재와 연결된 칼럼 휠을 포함하며, 최소한 크로노그래프 기구가 개시될 때

링잉 기구는 작동한다.

제어 요소의 톱니의 개수가 칼럼 휠의 칼럼들의 개수와 동일할 때, 울리는 소리는 크로노그래프 기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소리가 발생 되며, 톱니의 개수다 칼럼들의 개수보다 2배 많다면, 크로노그래프 기구가 개시되고 정지될 때 울리는 소

리는 발생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들과 장점들은 본 발명에 따른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보다 명백해지며, 본 실시예는 첨부된 도면과 관

련하여 제한되지 않은 도시에 의하여 주어진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링잉 기구를 포함하는 진부한 크로노그래프 기구(chronograph mechanism)와 연관된 것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발명 사상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링잉 기구는 크로노그래프 기구가 작동되어 지고 상기 크로노그래프 기구가 정지되어

질 때 최소의 음향 신호(acoustic signal)를 발생시키는 것은 선호된다. 상기 크로노그래프 기구를 작동하거나 정지시키는

사용자에 대하여, 운동 경기 또는 작업 순간에 시간을 조정해야하는 다른 산업상 이용 시 사용자가 주목하지 않고도 상기

크로노그래프 기구가 적합하게 작동하는 것을 청각으로 인식할 수 있어서 유리하다. 따라서 측정의 정확도는 증가되어진

다.

본 발명은 손목시계에 대하여 기술되어 질 것이다. 본 발명이 특히 회중 시계와 같은 종류의 시계에 적용가능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좀더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시간 축(time base)을 포함하는 스포츠 또는 산업용 카운터와 같은 기구에

도 적용 가능하며, 이러한 의도는 현재 시간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경과된 시간을 특정하기 위함이다.

본 발명에 따르는 링잉 기구(ringing mechanism)를 포함하는 크로노그래프 기구는 이하에서 상세히 기술되지 않을 것이

다. 칼럼 휠(column wheel)을 포함하는 진부한 형태의 크로노그래프 기구는 종래기술의 당업자들에게 사실상 공지되었

다. 이와 같은 형태의 크로노그래프 기구는 톱니(toothing)에 수직하게 만들어진 칼럼들과 래칫 톱니(ratchet toothing)로

만들어지고 단일 부분으로 만들어진 칼럼 휠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본 발명에서 의도되어 진다. 크로노그래프 기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구동 레버 후크(operating lever hook)는 1 단계를 통하여 칼럼 휠의 래칫을 회전시킨다. 동시에 결

합 된 레버의 비크(beak)는 2개의 칼럼들 사이로 들어가며, 이는 모션 워크(motion work)에 의하여 구동된 결합 휠

(coupling wheel)은 크로노그래프 휠 셋(chronograph wheel set)에 연결된다. 크로노그래프 기구가 정지될 때, 구동 레

버 후크는 다른 단계를 통하여 칼럼 휠의 래칫을 또다시 회전시킨다. 브레이크-레버는 칼럼 휠의 공간으로 레버의 비크

(beak)에 의하여 들어가며, 크로노그래프 휠 셋을 가압하며, 그 뒤 정지한다. 동시에 결합 휠은 크로노그래프 휠 셋으로부

터 이동되어진다. 결국 크로노그래프 기구가 재설정될 때, 해머(hammer)는 크로노그래프 휠 셋에 단단히 고정된 중심 부

분(heart-piece)을 타격하여 크로노그래프 핸드(hand)가 귀환하게 한다. 크로노그래프 기구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하여,

1988년에 공개된 “edition de la federation des ecoles techniques(sxitzerland)”의 “theorie d'horlogerie"에 의하여

참조되어 진다.

본 발명에 따르는 손목시계의 제 1 실시예는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다. 일반적인 참조 번호(1)는 전체를 나타내며, 손목

시계는 링잉 기구(ringing mechanism, 6)와 크로노그래프 기구(4)를 수용하는 케이스(2)를 포함한다.

크로노그래프 기구(4)는 플레이트(12) 상에서 피벗 회전하는 칼럼 휠(column wheel, 10)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상기 칼

럼 휠(10)은 톱니(toothing, 14)에 수직하게 만들어진 칼럼(16)들과 래칫으로 불리는 하나의 톱니(14)로 구성되어 지고,

단일 부분으로 만들어진다. 항상 크로노그래프 기구는 작동되어 지며(개시, 정지, 재설정), 구동 레버 후크(operating

lever hook, 18)는 칼럼 휠(10)의 래칫(14)을 우측으로 도는 1 단계를 통하여 회전을 야기한다.

링잉 기구(6)는 브리지(bridge, 20) 상에 설치되어 지며, 브리지(20) 상에서 피벗 회전운동을 하는 스트라이크 해머(strike

hammer, 22)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헤드(26)에 의하여 공(gong, 24)을 두드릴 수 있다. 스트라이크 해머(22)에 고정된

2개의 핀(28a,28b)은 각각의 구동 스프링(activating spring, 30) 및 리턴 스프링(return spring, 32)과 함께 작동하며, 상

기와 같은 방식은 이하에서 언급되어질 것이다.

크로노그래프 기구(4)는 직경 방향으로 2개의 마주보는 레이디얼 암(radial arm, 36a,36b)들을 가지며, 브리지(20)와 플

레이트(12) 사이에 피벗 회전을 하는 릴리스 레버(release lever, 34)에 의하여 링잉 기구(6)에 운동 역학적으로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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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릴리스 레버(34)의 위치는 상기 릴리스 레버는 상기 릴리스 레버(34)의 연장부(extension, 42)에 대하여 부리 형태

(beak-shaped)의 자유 단부(free end, 40)에 의하여 인접한 점퍼 스프링(jumper spring, 38)을 통하여 위치되어 진다. 보

다 더 상세히, 연장부(42)는 점퍼 스프링(38)에 형성된 비크(beak, 40)의 편평한 부분(plate portion, 46)에 평행한 편평한

부분(44)을 가진다.

제어 요소(control element, 48)는 칼럼 휠(10)과 연결되어 진다. 도 3 에 도시된 제 1 변형물에 따라서, 상기 제어 요소

(48)는 칼럼 휠(10)에 형성된 칼럼(16)의 개수와 동일한 개수의 톱니(teeth, 59)들을 포함한다. 칼럼(16)의 상부에 위치한

상기 톱니(50)는 상기 칼럼(16)과 단일 부분으로 만들어진다. 제어 요소(48)는 알맞은 수단에 의하여 칼럼(16)의 선단에

고정되고, 규칙적으로 이격 된 톱니(50)들이 위치한 표면상에서 분리된 링으로 형성되어 진다.

도 4에 도시된 제 2 변형물에 따라, 제어 요소(48)는 칼럼(16)의 개수에 2배인 톱니(50)의 개수를 포함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 요소(48)는 규칙적으로 이격 된 톱니(50)가 위치한 표면상에서 링(52)의 형태로 형성되어 진다. 링 (52)은

알맞은 수단에 의하여 칼럼(16)들의 선단에 고정되어 지고, 2개의 톱니들 내에 1개의 톱니는 칼럼(16)들의 상부에 위치되

어 지며, 상기 톱니는 2개의 연속적인 칼럼(16)들 사이의 공간 상부에 위치되어 진다.

상기 언급된 기구의 작동은 이하에서 언급되어 진다. 크로노그래프 기구(4)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구동 레버 후크(18)는

시계 방향의 1 단계를 통하여 칼럼 휠(10)의 래칫(14)을 회전시킨다. 동시에 제어 요소(48)는 릴리스 레버(34)가 반시계

방향으로 피벗 회전하게 하며, 톱니(tooth, 50)는 상기 레버(34)의 암(36a)에 대하여 근접한 칼럼(16)의 선단에 위치되어

지고, 점퍼 스프링(38)의 회복력(return force)에 대하여 정지위치로부터 떨어져 이동한다. 게다가 릴리스 레버(34)는 구

동 스프링(30)의 귀환 하중(return force)에 대하여 핀(28b)을 구동하는 정지 위치로부터 암(36b)에 의하여 스트라이크

해머(22)를 떨어져 이동시킨다. 릴리스 레버(34)가 점진적으로 피벗 회전을 함에 따라, 암(36a)은 톱니(50)를 따라 미끄럼

운동을 하며, 암(36a)이 상기 투수(50)로부터 구속 해제될 때까지 맞물려진다. 구동 스프링(30)은 갑작스럽게 하강하며,

공(24)에 대한 핀(28b)에 의하여 스트라이크 해머(22)를 작동한다. 중요한 순간 울리는 소리가 들리며, 구동 레버 후크

(18)는 래칫(14)의 한 톱니들로부터 다른 톱니들로 이동하여 크로노그래프 기구(4)를 작동시킨다. 해머(22)가 공(24)을 때

린 후 핀(28b) 상에서 작동하는 리턴 스프링(32)에 의하여 정지 위치로 돌아오며, 이로 인하여 릴리스 레버(34)는 점퍼 스

프링(38)의 효과에 의하여 정지 위치로 돌아온다.

크로노그래프 기구(4)가 정지되었을 때, 구동 레버 후크(18)는 래칫(14)이 부가적인 단계를 향하여 이동시킨다. 이 때, 릴

리스 레버(34)의 암(36a)은 2개의 연속적인 칼럼(16)들 사이의 공간에 위치되어 진다. 이와 같은 경우, 크로노그래프 기구

(4)가 정지할 때, 톱니(50)의 개수와 칼럼(16)의 개수는 동일하며, 소리는 울리지 않는다. 거꾸로 말하면, 톱니(50)의 개수

가 칼럼(16)의 개수에 2배라면, 링(52)과 일체인 톱니 중 하나는 칼럼(16)들 사이의 공간에 위치할 것이며, 링잉 기구(6)는

크로노그래프 기구(4)가 정지하였을 때 기술된 방식과 같이 구속 해제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는 링잉 기구(6)의 제 2 실시예는 도 6에 도시된다. 실시예에서, 링잉 기구(6)는 톱니(50)들이 이동하는 동

안 탄성 변형에 의하여 정지 위치로부터 떨어진 스트립 스프링(strip spring, 54)을 포함한다. 톱니(50)들이 스트립 스프링

(54)의 단부를 통과한 후, 그 뒤 하강하며, 울리는 소리가 나오며, 다음 톱니(50)가 이동할 때까지 정지 위치로 귀환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항들로 정의되는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남이 없이 다양한 변형물과 상기 언급된 실시예에 제한되

지 않는다. 특히, 톱니는 칼럼들의 선단에서보다 칼럼들의 높이에 따른 위치에 배열되어 질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움직이기 시작하고(start), 정지하며, 영점으로 재설정 가능한 크로노그래프 기구(chronograph mechanism, 4)를

포함하는 시간 간격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에 있어서,

상기 기구(1)는 적어도 크로노그래프 기구(4)가 개시할 때, 음향 신호(acoustic signal)를 방출하는 링잉 기구(ringing

mechanism, 6)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간 간격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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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크로노그래프 기구는 제어 요소(control element, 48)와 연결된 칼럼 휠(column wheel, 10)을 포함하

고, 상기 제어 요소(48)는 칼럼 휠(10)의 칼럼(16)의 개수보다 2배 많거나 동일한 개수의 톱니(teeth, 50)들을 가지며, 적

어도 크로노그래프 기구(4)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링잉 기구(6)를 구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간 간격을 측정하기 위

한 기구.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톱니(50)들은 칼럼(16)들과 단일 부분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간 간격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제어 요소(48)는 칼럼(16)들에 고정되어 지고, 톱니(50)들이 위치한 표면상의 링(ring)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간 간격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

청구항 5.

제 2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어 요소(48)는 2개의 직경방향으로 마주보는 레이디얼 암(radial arm,

36a,36b)들을 가지고, 피벗 회전이 가능한 릴리스 레버(release lever, 34)에 의하여 링잉 기구(6)를 작동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시간 간격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제어 요소(48)는 상기 레버(34)의 암(36a)을 작동시킴으로써 릴리스 레버(34)의 피벗 회전을 제어하고,

상기 레버(34)는 구동 스프링(30)의 귀환 하중(return force)에 대하여 톱니(22)를 통해 스트라이크 해머(22)를 정지 위치

로부터 떨어져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간 간격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릴리스 레버(34)가 점진적으로 피벗 회전함에 따라, 암(36a)은 상기 암(36a)이 상기 톱니(50)로부터 구

속 해제될 때까지 연결되어 진 톱니(50)들을 따라 미끄러지고, 구동 스프링(activating spring, 30)은 하강하고, 공(gong,

24)에 대하여 해머(hammer, 22)를 구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간 간격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

청구항 8.

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릴리스 레버(34)는 스트라이크 해머(22)에 고정된 핀(28b)를 구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시간 간격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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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릴리스 레버(34)의 위치는 스프링(38)에 의하여 인덱싱(index)되어 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시간 간격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

청구항 10.

제 6 항 내지 제 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스트라이크 해머(22)에 고정된 핀(28a)을 구동하는 리턴 스프링(return

spring, 32)은 상기 해머를 정지 위치로 귀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간 간격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

청구항 11.

제 2 항 내지 제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링잉 기구(6)는 톱니(50)가 지나갈 때, 정지 위치로부터 떨어져 움직이는

스트립 스프링(strip spring, 54)을 포함하고, 공(24)을 타격하기 위하여 하강하며, 다음 톱니(50)가 통과할 때까지 정지

위치로 귀환(return)되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간 간격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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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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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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