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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래글런형 소매를 가진 셔츠의 제조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 중의 하나가 의류 저부 가장자리에 가장 가까운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직물 웹이 제공된다. 직물 웹은 절단되어, 각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 사이에 놓여진 측면 가장자리와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 사이에 놓여진 가장자리를 갖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

들을 형성하는 8각형 모양 패턴에 대향된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 중의 하나를 포함하는 직물 웹을 형성한다. 직물 웹

의 측면 가장자리는 절단되어, 직물 웹에 목 개구부를 형성하는 가장자리를 형성한다. 직물 웹은 절단되어, 직물 웹의 각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이 적어도 하나의 목 개구부,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을 갖는 정면 패널, 의류 말단 부분

및 저부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을 형성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a. 한 쌍의 대향하는 의류 저부 가장자리에 가장 가까운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직물 웹을 제공하는 단계,

b. 직물 웹을 절단하여, 직물 웹 중의 하나는 각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 사이에 놓여진 측면 가장자리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 사이에 놓여진 가장자리를 갖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을 형성하는 연결된 8각형 모양의 전

체적인 외양을 가지며, 다른 2 개의 직물 웹 각각은 각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 사이에 놓여진 측면 가

장자리와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 사이에 놓여진 가장자리를 갖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을 형성하는 보완적인 8각형

모양에 대향된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 중의 하나를 포함하는 것인 3 개의 분리된 직물 웹을 형성하는 단계,

c. 연결된 8각형 모양의 전체적인 외양을 갖는 직물 웹을 가장자리를 통해 조각으로 절단하여 소매 플랩을 형성하는 단계,

d. 3 개의 직물 웹의 측면 가장자리를 절단하여, 직물 웹에 목 개구부를 형성하는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

e. 직물 웹의 대향하는 의류 저부 가장자리 쌍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 중의 하나가 다른 의류 저부 가장자리와 접촉하도록

직물 웹을 포개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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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직물 웹을 절단하여, 직물 웹의 각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이 목 개구부,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을 갖는 정면

패널,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을 갖는 후면 패널, 한 쌍의 소매 플랩, 2 개의 의류 말단 부분 및 한 쌍의 대향하는

저부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을 형성하는 단계, 및

g. 정면 패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후면 패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의 적어도

일부분에 채워서 (fastening) 한 쌍의 의류 측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직물 웹을 포개서,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가 서로 인접하는 직물 웹의 배열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대향하는 의류 저부 가장자리 중 하나 이상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단을 대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각 소매 플랩이 하나 이상의 소매 개구부 말단 가장자리 및 한 쌍의 대향하는 소매 측면 가장자리를 포함

하는 것인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소매 플랩의 소매 개구부 말단 가장자리 중 하나 이상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단을 대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칼라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을 목 개구부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채우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이 이랑이 진 니트 칼라 (ribbed knit collar)인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의류 측면 솔기 중 하나 이상의 적어도 일부분이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인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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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의류 측면 솔기 중 하나 이상의 적어도 일부분이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인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정면 패널에서 목 개구부 가장자리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찢어서 한 쌍의

슬릿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슬릿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채워서 정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정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이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인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정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이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인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후면 패널에서 목 개구부 가장자리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찢어서 한 쌍의

슬릿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슬릿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채워서 후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후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이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인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후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이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인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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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목 개구부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단을 대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20.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a. 한 쌍의 대향하는 의류 저부 가장자리에 가장 가까운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직물 웹을 제공하는 단계,

b. 직물 웹을 간헐적으로 절단하여, 직물 웹에 목 개구부를 형성하는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

c. 직물 웹을 절단하여, 직물 웹의 각 분리된 의류 크기 조각이 목 개구부, 한 쌍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를 갖는 정

면 패널, 한 쌍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를 갖는 후면 패널, 한 쌍의 소매 플랩, 2 개의 의류 말단 부분 및 한 쌍의 대

향하는 저부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분리된 의류 크기 조각을 형성하는 단계,

d. 직물 웹의 분리된 의류 크기 조각을 절단하여, 직물 웹 중의 하나는 각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 사

이에 놓여진 측면 가장자리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 사이에 놓여진 가장자리를 갖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을 형성

하는 8각형 모양의 전체적인 외양을 가지며, 다른 2 개의 직물 웹 각각은 각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

사이에 놓여진 측면 가장자리와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 사이에 놓여진 가장자리를 갖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을 형성

하는 보완적인 8각형 모양에 대향된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 중의 하나를 포함하는 것인 3 개의 분리된 직물 웹을 형성

하는 단계,

e. 직물 웹의 대향하는 의류 저부 가장자리 쌍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 중의 하나가 다른 의류 저부 가장자리와 접촉하도록

직물 웹을 포개는 단계, 및

f. 정면 패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후면 패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의 적어도 일

부분에 채워서 한 쌍의 의류 측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

청구항 21.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a. 직물 웹 중의 하나는 각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 사이에 놓여진 측면 가장자리 및 어깨 측면 가장자

리 쌍들 사이에 놓여진 가장자리를 갖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을 형성하는 연결된 8각형 모양의 전체적인 외양을 가지

며, 다른 2 개의 직물 웹 각각은 각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 사이에 놓여진 측면 가장자리와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 사이에 놓여진 가장자리를 갖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을 형성하는 보완적인 8각형 모양에 대향된 대향

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 중의 하나를 포함하는 것인 3 개의 분리된 직물 웹을 제공하는 단계,

b. 연결된 8각형 모양의 전체적인 외양을 갖는 직물 웹을 가장자리를 통해 조각으로 절단하여 소매 플랩을 형성하는 단계,

c. 3 개의 직물 웹의 측면 가장자리를 절단하여, 직물 웹에 목 개구부를 형성하는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

d. 직물 웹의 대향하는 의류 저부 가장자리 쌍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 중의 하나가 다른 의류 저부 가장자리와 접촉하도록

직물 웹을 포개는 단계,

e. 직물 웹을 절단하여, 직물 웹의 각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이 목 개구부,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을 갖는 정면

패널,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을 갖는 후면 패널, 한 쌍의 소매 플랩, 2 개의 의류 말단 부분 및 한 쌍의 대향하는

저부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을 형성하는 단계, 및

f. 정면 패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후면 패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의 적어도 일

부분에 채워서 한 쌍의 의류 측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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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a. 한 쌍의 대향하는 의류 저부 가장자리에 가장 가까운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직물 웹을 제공하는 단계,

b. 직물 웹을 절단하여, 각 직물 웹이 각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 사이에 놓여진 측면 가장자리와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 사이에 놓여진 가장자리를 갖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을 형성하는 8각형 모양에 대향된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 중의 하나를 포함하는 2 개의 분리된 직물 웹을 형성하는 단계,

c. 2 개의 직물 웹의 측면 가장자리를 절단하여, 직물 웹에 목 개구부를 형성하는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

d. 직물 웹의 대향하는 의류 저부 가장자리 쌍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 중의 하나가 다른 의류 저부 가장자리와 접촉하도록 2

개의 직물 웹을 포개는 단계,

e. 2 개의 직물 웹을 절단하여, 직물 웹의 각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이 목 개구부,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을 갖

는 정면 패널,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을 갖는 후면 패널, 2 개의 의류 말단 부분 및 한 쌍의 대향하는 저부 가장자

리를 포함하는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을 형성하는 단계, 및

f. 정면 패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후면 패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의 적어도 일

부분에 채워서 한 쌍의 의류 측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직물 웹을 포개서,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가 서로 인접하는 직물 웹의 배열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대향하는 의류 저부 가장자리 중 하나 이상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단을 대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칼라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을 목 개구부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채우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이 이랑이 진 니트 칼라인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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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22항에 있어서, 의류 측면 솔기 중 하나 이상의 적어도 일부분이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인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29.

제22항에 있어서, 의류 측면 솔기 중 하나 이상의 적어도 일부분이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인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30.

제22항에 있어서, 정면 패널에서 목 개구부 가장자리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찢어서 한 쌍

의 슬릿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슬릿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채워서 정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정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이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인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정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이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인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34.

제22항에 있어서, 후면 패널에서 목 개구부 가장자리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찢어서 한 쌍

의 슬릿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슬릿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채워서 후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후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이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인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후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이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인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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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8.

제22항에 있어서, 목 개구부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단을 대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39.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a. 한 쌍의 대향하는 의류 저부 가장자리에 가장 가까운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직물 웹을 제공하는 단계,

b. 직물 웹을 간헐적으로 절단하여, 직물 웹에 목 개구부를 형성하는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

c. 직물 웹을 절단하여, 직물 웹의 각 분리된 의류 크기 조각이 목 개구부, 한 쌍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를 갖는 정

면 패널, 한 쌍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를 갖는 후면 패널, 2 개의 의류 말단 부분 및 한 쌍의 대향하는 저부 가장자

리를 포함하는 분리된 의류 크기 조각을 형성하는 단계,

d. 직물 웹의 분리된 의류 크기 조각을 절단하여, 2 개의 직물 웹 각각이 각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

사이에 놓여진 측면 가장자리와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 사이에 놓여진 가장자리를 갖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을 형성

하는 8각형 모양에 대향된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 중의 하나를 포함하는 2 개의 분리된 직물 웹을 형성하는 단계,

e. 직물 웹의 대향하는 의류 저부 가장자리 쌍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 중의 하나가 다른 의류 저부 가장자리와 접촉하도록

직물 웹을 포개는 단계, 및

f. 정면 패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후면 패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의 적어도 일

부분에 채워서 한 쌍의 의류 측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

청구항 40.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a. 2 개의 직물 웹 각각이 각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 사이에 놓여진 측면 가장자리와 어깨 측면 가장

자리 쌍들 사이에 놓여진 가장자리를 갖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을 형성하는 보완적인 8각형 모양에 대향된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 중의 하나를 포함하는 2 개의 분리된 직물 웹을 제공하는 단계,

b. 2 개의 직물 웹의 측면 가장자리를 절단하여, 직물 웹에 목 개구부를 형성하는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

c. 직물 웹의 대향하는 의류 저부 가장자리 쌍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 중의 하나가 다른 의류 저부 가장자리와 접촉하도록

직물 웹을 포개는 단계,

d. 직물 웹을 절단하여, 직물 웹의 각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이 목 개구부,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을 갖는 정면

패널,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을 갖는 후면 패널, 2 개의 의류 말단 부분 및 한 쌍의 대향하는 저부 가장자리를 포

함하는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을 형성하는 단계, 및

e. 정면 패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후면 패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의 적어도

일부분에 채워서 한 쌍의 의류 측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

청구항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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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a.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 중의 하나가 의류 저부 가장자리에 가장 가까운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직물

웹을 제공하는 단계,

b. 직물 웹을 절단하여, 각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 사이에 놓여진 측면 가장자리와 어깨 측면 가장자

리 쌍들 사이에 놓여진 가장자리를 갖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을 형성하는 8각형 모양에 대향된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

자리 중의 하나를 포함하는 직물 웹을 형성하는 단계,

c. 직물 웹의 측면 가장자리를 절단하여, 직물 웹에 목 개구부를 형성하는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 및

d. 직물 웹을 절단하여, 직물 웹의 각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이 목 개구부,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을 갖는 정면

패널, 의류 말단 부분 및 저부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을 형성하는 단계.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의류 저부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단을 대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43.

제41항에 있어서, 칼라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을 목 개구부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채우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45.

제43항에 있어서,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이 이랑이 진 니트 칼라인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46.

제43항에 있어서,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이 넥타이인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47.

제41항에 있어서, 정면 패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의 적어도 일부분을 채워서 의류 측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의류 측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이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인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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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9.

제47항에 있어서, 의류 측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이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인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50.

제41항에 있어서, 정면 패널에서 목 개구부 가장자리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찢어서 한 쌍

의 슬릿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51.

제50항에 있어서, 슬릿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채워서 정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52.

제51항에 있어서, 정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이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인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53.

제51항에 있어서, 정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이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인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54.

제41항에 있어서, 목 개구부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단을 대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청구항 55.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a.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 중의 하나가 의류 저부 가장자리에 가장 가까운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직물

웹을 제공하는 단계,

b. 직물 웹을 간헐적으로 절단하여, 직물 웹에 목 개구부를 형성하는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

c. 직물 웹을 절단하여, 직물 웹의 각 분리된 의류 크기 조각이 목 개구부, 한 쌍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를 갖는 정

면 패널, 하나의 의류 말단 부분 및 하나의 저부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분리된 의류 크기 조각을 형성하는 단계, 및

d. 직물 웹의 분리된 의류 크기 조각을 절단하여, 각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 사이에 놓여진 측면 가장

자리와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 사이에 놓여진 가장자리를 갖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을 형성하는 8각형 모양에 대향

된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 중의 하나를 포함하는 직물 웹을 형성하는 단계.

청구항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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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a. 각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 사이에 놓여진 측면 가장자리와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 사이에 놓여

진 가장자리를 갖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을 형성하는 보완적인 8각형 모양에 대향된 의류 저부 가장자리에 가장 가까

운 웹 측면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직물 웹을 제공하는 단계,

b. 직물 웹의 측면 가장자리를 절단하여, 직물 웹에 목 개구부를 형성하는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 및

c. 직물 웹을 절단하여, 직물 웹의 각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이 목 개구부,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을 갖는 정면

패널, 하나의 의류 말단 부분 및 하나의 저부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을 형성하는 단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평상복용 셔츠와 같은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 더 구체적으로, 티셔츠형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제조자들은 언제나 일상용의 비싸지 않은 의류, 처분가능하고 재사용가능한 의류의 새롭고 저렴하며 고속의 연속 제조 방

법을 찾고 있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편안하고 비교적 비싸지 않은 옷 및 활동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의류 제조에 사용된 이전의 방법들은 천 또는 직물과 같은 직물 조각들이 더 큰 통의 직물로부터 특정 양식으로 절단되는

것을 요구한다. 이 조각들은 이어서 조립을 위한 다단계 컷 앤드 피스(cut and piece) 공정으로 의류의 완성된 물품으로 재

봉된다. 이러한 컷 앤드 피스 공정은 노동 및 시간 집약적이다. 공정 속도는 일반적으로 절단 및 조각 공정의 최종 재봉 단

계의 속도에 의존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개요

따라서, 세탁가능하고 처분가능한 의류를 포함하는 의류의 개선된 제조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편안하고 비싸

지 않은 활동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의류는 입기 쉽고 착용하는 동안 영속성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들에

부응하여, 셔츠, 티셔츠, 숄, 예복, 가운, 재킷, 코트 등의 저렴하고 고속의 개선된 제조 방법이 발견되었다.

본 발명의 한 태양은 상체에 착용될 셔츠형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이다.

본 발명의 다수의 특징들 및 장점들이 하기 기술에서 나타날 것이다. 기술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태양을 설명하는 도면

을 참고한다. 이들 태양은 본 발명의 전 범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전 범위를 해석하기 위해 본원의

청구범위를 참고해야 한다.

정의

본 명세서 내에서, 하기의 각 용어 또는 문구는 다음 의미 또는 의미들을 포함할 것이다:

(a) "결합된"은 두 개의 요소들의 결합, 부착, 연결, 접착 등을 말한다. 두 개의 요소들은 이들이 서로 직접 결합되거나, 각

각이 중간 요소들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서로 간접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고려될 것

이다. 두 개의 요소들을 결합, 부착, 연결, 접착시키는 행위 등은 가장자리, 또는 가장자리와 같은 요소들에 인접한 영역과

같은 두 개의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b) "본디드 카디드 직물 또는 웹", "본디드 카디드 웹" 및 "본디드 카디드 직물"은 스프 섬유를 파괴하고 기계 방향으로 정

렬하여 일반적으로 기계 방향으로 정렬된 섬유상 부직 웹을 형성하는 빗질 또는 소면 유닛을 거쳐 송부된 스프 섬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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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된 직물 또는 웹을 말한다. 상기 섬유는 통상, 소면 유닛 이전에 섬유를 분리하는 피커 내에 위치된 짝으로 구입된다.

웹 또는 직물이 형성되면, 이것은 하나 이상의 여러 공지된 결합 방법에 의해 결합된다. 한 결합 방법은 분말화된 접착제가

웹 또는 직물에 산포된 다음, 통상 직물 및 접착제를 열 공기로 가열함으로써 활성화되는 분말 결합이다. 또다른 적합한 결

합 방법은 가열된 칼렌더 롤 또는 초음파 결합 장치를 사용하여 섬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직물이 전 표면에 걸쳐 결합

될 수 있긴 하나) 통상 국부적 결합 양식으로 결합시키는 패턴 결합이다. 특히 2 성분 스프 섬유를 사용할 경우, 또다른 적

합하고 잘 공지된 결합 방법은 트루-에어(through-air) 결합이다.

(c) "교차 기계 방향"은 일반적으로 기계 방향에 수직인 방향을 의미한다.

(d) "처분가능한"은 사용 후 처분되는 것을 포함하고, 세탁되어 재사용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e) "배치된", "~상에 배치된", "~와 배치된", "~에 배치된", "~근처에 배치된" 및 이의 변형들은 한 요소가 또다른 요소와

완전체이거나 또는 단일화될 수 있거나, 또는 한 요소가 또다른 요소에 결합되거나, 연결되거나, 함께 놓여지거나 또는 근

처에 놓여진 별도의 구조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 "탄성" 및 "탄성인"은 재료의 변형을 일으키는 힘의 제거 후 실질적으로 원래의 크기 및 모양으로 회복되는 경향이 있는

재료의 성질을 의미한다.

(g) "탄성적으로 연결된" 및 "탄성적으로 연결하는"은 두 개의 요소가 탄성 부재에 의해 분리되어 여기에 결합되어 있고,

이 때 두 개의 요소의 상대적 위치가 탄성 부재의 신장에 기인하여 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h) "연장"은 신장 전 재료의 길이에 대한 재료의 신장 비를 포함한다. 연장은 백분율로 표현된다.

(i) "신장", "신장하다" 및 "신장된"은 신축에 기인한 재료의 길이의 변화를 포함한다. 신장은 길이의 단위로 표현된다.

(j) "직물"은 직물, 편물 및 부직물 모두를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k) "신축성있는"은 유순하고 개인의 신체의 전체적인 모양 및 윤곽에 잘 맞는 재료 또는 직물을 말한다.

(l) "힘"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신체의 촉진 및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신체의 변형을 생성하는, 하나의 신체에 의해 다른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영향을 포함한다. 힘은 그램으로 표현된다.

(m) "축소된" 및 "축소하는"은 미리, 즉, 다음 단계 전에 단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n) "정면" 및 "후면"은 의류가 착용자 상에 놓여질 때 그것이 취하는 임의의 위치를 암시하기 보다는, 의류 자체에 대한 관

계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o) "주름을 잡을 수 있는" 재료는 장력 하에 있는 망상의 웹에 결합되었을 때, 장력의 방출시 망상 웹의 수축을 수용하기

위해 주름의 형성과 함께 주름이 잡히는 것을 의미한다.

(p) "기계 방향"은 그것이 생성되는 방향 또는 기계 작동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직물의 길이를 의미한다.

(q) "멜트블로운 섬유"는 용해된 열가소성 재료를 용해된 실 또는 필라멘트로서 다수의 미세하고, 통상 원형인 다이 모세관

을 거쳐, 용해된 열가소성 재료의 필라멘트를 가늘게 하여 그들의 직경을 감소시키는 (미세섬유 직경이 될 수 도 있음) 수

렴하는 고속의, 통상 열 기체(예, 공기) 흐름 내로 압출시킴으로써 형성된 섬유를 의미한다. 그 후, 멜트블로운 섬유는 고속

의 기체 흐름에 의해 운반되고 수집 표면 상에 침착되어 무작위로 분배된 멜트블로운 섬유의 웹을 형성한다. 상기 공정은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3,849,241호(Butin 등)에 개시되어 있다. 멜트블로운 섬유는 연속상 또는 불연속상일 수 있는 미

세섬유이고, 일반적으로 평균 직경이 10 미크론 미만이며, 일반적으로 수집 표면 상에 침착될 때 점착성이다.

(r) "부재"는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 단일 요소 또는 다수 요소의 이중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s) "다층 라미네이트"는 스펀본드/멜트블로운/스펀본드(SMS) 라미네이트 및 미국 특허 제4,041,203호(Brock 등), 미국

특허 제5,169,706호(Collier 등), 미국 특허 제5,145,727호(Potts 등), 미국 특허 제5,178,931호(Perkins 등) 및 미국 특

허 제5,188,885호(Timmons 등)에 개시된 다른 것들과 같이, 층의 일부는 스펀본드되고 일부는 멜트블로운된 라미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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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한다. 상기 라미네이트는 이동하는 성형 벨트 상에 먼저 스펀본드 직물층, 다음으로 멜트블로운 직물층, 마지막으

로 또다른 스펀본드층을 순차적으로 침착시킨 다음, 하기에 기술된 방식으로 라미네이트를 결합시킴으로써 제조될 수 있

다. 별법으로, 직물층은 개별적으로 제조되고, 롤로 수집되어, 별도의 결합 단계로 결합될 수 있다. 상기 직물은 통상 약

0.1 내지 12 osy (6 내지 400 gsm), 더 구체적으로 약 0.75 내지 약 3 osy의 기초 중량을 가진다. 다층 라미네이트는 또한

다양한 갯수의 멜트블로운층 또는 다수의 스펀본드층을 많은 상이한 배열로 가질 수 있고, 필름 또는 코폼(coform) 재료와

같은 다른 재료를 포함할 수 있다.

(t) "넥커블 재료"는 넥트(necked)될 수 있는 임의의 재료를 말한다.

(u) "넥트 재료"는 예를 들면, 잡아늘이거나 주름을 잡는 것과 같은 공정에 의해 하나 이상의 차원으로 수축된 임의의 재료

를 말한다.

(v) "비탄성인" 또는 "탄성이 없는"은 "탄성인"의 정의에 속하지 않는 임의의 재료를 말한다.

(w) "부직물 또는 부직웹", "부직웹" 및 "부직물"은 사이에 넣어져 있으나, 편물에서와 같이 동일시화할 수 있는 방식은 아

닌 개별 섬유 또는 실의 구조를 갖는 웹을 의미한다. 부직물 또는 부직웹은 에를 들면, 멜트블로운 공정, 스펀본딩 공정 및

본디드 카디드 웹 공정과 같은 많은 공정으로부터 형성되어 왔다. 부직물의 기초 중량은 통상 야드의 제곱 당 재료의 온스

(osy) 또는 미터의 제곱 당 그램(gsm)으로 표현되고, 섬유 직경은 통상 미크론으로 표현된다.

(x) 탄성 부재의 또다른 요소에의 부착을 언급할 때 "작동가능하게 연결된"은 탄성 부재가 그 요소에 부착되거나 연결되거

나, 또는 열과 함께 처리될 때 그 요소에 탄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탄성 부재의 또다른 요소에의 부착을 언급할

때, 이것은 부재 및 요소가 그들이 결합체의 의도되거나 기술된 기능을 수행가능하게 하는 임의의 적합한 방식으로 부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합, 부착, 연결 등은 부재를 요소에 직접 연결하는 것과 같이 직접적일 수 있거나, 또는 제1 부

재와 제1 요소 사이에 배치된 또다른 부재 또는 요소에 의해 간접적일 수 있다.

(y) "양식"은 그 중에서도 일련의 연결되거나 연결되지 않은 선 또는 곡선, 일련의 평행 또는 비평행 또는 교차하는 선 또는

곡선, 일련의 선 또는 곡선 등,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는 임의의 기하학적 또는 비기하학적 형태를 포함

한다. 양식은 반복 형태 및(또는) 비반복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z) "파열"은 재료의 파괴 또는 찢어짐을 포함한다. 장력 시험에서, 파열은 재료가 한 번에 또는 단계적으로 두 개의 부분으

로 완전히 분리되거나, 또는 일부 재료에서는 구멍의 출현을 의미한다.

(aa) "신축 결합된"은 탄성체 가닥이 그의 이완된 길이의 약 25% 이상으로 연장되어 있으면서 탄성체 가닥이 또다른 부재

에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바람직하게는, 용어 "신축 결합된"은 탄성체 가닥이 다른 부재에 결합될 때 그의 이완된 길

이의 약 50% 이상, 더 바람직하게는 약 300% 이상으로 연장된 상태를 말한다.

(bb) "신축 결합된 라미네이트 (SBL)"는 한 층은 주름을 잡을 수 있는 층이고 다른 층은 신축가능한, 즉, 탄성층인 두 개 이

상의 층을 갖는 복합 재료를 말한다. 이 층들은 신축가능한 층이 신축된 상태에 있어서 층의 이완시, 주름을 잡을 수 있는

층이 주름이 잡힐 때 서로 결합된다.

(cc) "스펀본디드 섬유"는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4,340,563호 (Appel 등), 미국 특허 제3,692,618호 (Dorschner 등), 미

국 특허 제3,802,817호 (Matsuki 등), 미국 특허 제3,338,992호 및 제3,341,394호 (Kinney), 미국 특허 제3,502,763호

(Hartman) 및 미국 특허 제3,542,615호 (Dobo 등)에서와 같이 필라멘트인 용해된 열가소성 재료를 다수의 미세하고 통

상 원형인 모세관 또는 방적 돌기로부터 압출시, 압출된 필라멘트의 직경이 급속히 감소됨으로써 형성된 소 직경의 섬유를

말한다. 스펀본드 섬유는 이들이 수집 표면 상에 침착될 때 일반적으로 점성이지 않다. 스펀본드 섬유는 일반적으로 연속

성이고, 7 미크론을 초과하는, 더 구체적으로 약 10 내지 20 미크론의 평균 직경(10개 이상의 샘플로부터 얻음)을 가진다.

(dd) "장력"은 신체의 신장을 일으키기 쉬운 단축력 또는 신장에 저항하는 상기 신체 내의 균형력을 포함한다.

(ee) "2 차원의"는 개방될 수 있고 임의의 구조를 파괴적으로 찢지않고 평평한 상태로 놓여질 수 있는 기저귀와 같은 의류

를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의류는 개방되어 평평하게 놓여질 때 연속적인 다리 및 허리 개구부를 가지지 않고, 의류를 착용

자에 부착하기 위해 접착 테이프와 같은 채우는 기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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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 "3 차원의"는 의류를 제조한 재료에 의해 결합된 연속적인 다리 및 허리 개구부를 갖는 짧은 바지나 팬츠와 유사한 완

성된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의류는 이것을 파괴적으로 찢는 것에 의해서만 개방되고 평평하게 놓여질 수 있다. 이

러한 유형의 의류는 수동으로 찢을 수 있는 솔기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을 수 있다.

(gg) "최후의 연장"은 파열하려는 순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상기 정의는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상기 용어들은 본 명세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부가의 언어로 정의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의류(10)은 도 5, 9 및 10에 나타나있다. 의류(10)은 대향하는 내측 및 외측 표면(11) 및 (13)을 포함한다. 본원 내에서, 용

어 "의류"는 의류(10) 자체 및 소매(있을 경우)의 가변 길이, 및 다양한 목 개구부 및 플래킷과 같은 의류 개구부를 갖는 셔

츠, 티셔츠, 숄, 예복, 가운, 쟈켓, 코트 또는 임의의 상체를 덮는 의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바람직한 태양에 따르면(도 5 참조), 의류(10)은 바람직하게는 정면 패널(20) 및 후면 패널(30)을 포함한다. 정면 패널(20)

은 한 쌍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22) 및 (24), 의류 저부 가장자리(26), 한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23) 및 (25), 및 어깨 측

면 가장자리(23) 및 (25) 사이에 위치한 어깨 영역(28)을 가진다. 후면 패널(30)은 한 쌍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32) 및 (34)

, 의류 저부 가장자리(36), 한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33) 및 (35),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33) 및 (35) 사이에 위치한 어

깨 영역(38)을 가진다.

의류 측면 가장자리(22)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32)와 결합하여 의류 측면 솔기(40)을 형성한다. 의류 측면 가장자리(24)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34)와 결합하여 의류 측면 솔기(42)를 형성한다.

완성된 의류(10)은 어깨 측면 가장자리(23), (33), (25) 및 (35)에 부착되어 적어도 부분적으로 의류(10)의 팔 개구부(72)

및 (74)를 둘러쌀 수 있는 팔 덮개 또는 소매(76) 및 (78)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태양에서는, 단지 하나의 소매(76) 또는

(78)이 완성된 의류(10)에 포함될 수 있다. 소매(76) 및 (78)의 부착은 하기에 논의되는 수단에 의해 다시 채울 수 없도록

될 수 있다. 별법으로, 소매(76) 및 (78)의 부착은 하기에 논의되는 수단에 의해 다시 채울 수 있도록 될 수 있다. 소매(76)

및 (78)의 길이는 적어도 착용자의 전체 팔을 덮을 수 있는 길이에서부터 캐플릿 이하까지 변할 수 있다. 소매(76) 및 (78)

의 소매 개구부 말단 가장자리(84) 및 (86)은 옷단이 대어질 수 있다. 더 용이한 제조를 위해, 소매 개구부 말단 가장자리

(84) 및 (86)은 옷단이 대어지지 않아 용이한 기계 절단을 촉진할 수 있다.

소매(76) 및 (78)을 포함하지 않는 의류(10)의 태양에서, 어깨 측면 가장자리(23), (33), (25) 및 (35), 더 구체적으로, 팔

개구부(72) 및 (74)를 형성하는 팔 개구부 가장자리(73) 및 (75)는 옷단이 대어질 수 있다. 더 용이한 제조를 위해, 어깨 측

면 가장자리(23), (33), (25) 및 (35) (또는, 팔 개구부 가장자리(73) 및 (75))는 옷단이 대어지지 않아 용이한 기계 절단을

촉진할 수 있다.

가장자리(92)에 의해 그의 주위에 형성된 목 개구부(90)은 하나 이상의 어깨 영역(28) 및 (38)에 위치될 수 있다. 목 개구

부(90)은 일반적으로 어깨 측면 가장자리(23), (33), (25) 및 (35) 사이에 중심이 놓여지나, 목 개구부(90)의 이러한 배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목 개구부(90)은 예를 들면, 원형, 타원형, 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다면, 비대칭 또는 불규칙

등과 같은 다양한 크기 및 모양을 취할 수 있다. 목 개구부(90)의 배치가 어깨 영역(28) 및 (38)의 사이, 및 어깨 측면 가장

자리(23), (33), (25) 및 (35) 사이에서 대칭일 수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목 개구부(90)의 배치는 목 개구부(90)의 더 큰

부분이 정면 어깨 영역(28) 내에 위치되도록 배열된다.

부가적으로, 목 개구부(90)의 모양은 대칭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목 개구부(90)의 모양은 유행 및 안락함에 의해 지시

되는 바와 같이 비대칭이다. 의류(10)의 일부 태양에서는, 목 개구부(90)의 가장자리(92)는 옷단이 대어질 수 있다. 더 용

이한 제조를 위해, 목 개구부(90)의 가장자리(92)는 옷단이 대어지지 않아 용이한 기계 절단을 촉진할 수 있다.

다양한 스타일의 칼라(94)가 또한 목 개구부(90)의 가장자리(92)에 부착될 수 있다. 칼라(94)의 부착은 상기 논의된 수단

에 의해 다시 채울 수 없도록 될 수 있다. 별법으로, 칼라(94)의 부착은 상기 논의된 수단에 의해 다시 채울 수 있도록 될 수

있다. 칼라(94)는 의류업계에 공지된 터틀넥, 가장 터틀넥, 굴뚝 깃, 셔츠 칼라, 티셔츠 셔츠 이랑지워진 테두름, 장식성 테

두름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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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10)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26) 및 (36)에도 옷단이 대어질 수 있다. (재봉 장치(115)가 도 1에 도시됨). 더 용이한 제

조를 위해, 의류(10)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26) 및 (36)은 옷단이 대어지지 않아 용이한 기계 절단을 촉진할 수 있다.

정면 패널(20), 후면 패널(30) 또는 둘 다는 절단되거나 또는 개방되어 플래킷과 같은 슬릿(57) 또는 (65)(도 5, 9 및 10에

도시됨)를 형성할 수 있다. 하나 또는 둘 다의 슬릿(57) 또는 (65)를 포함하는 의류(10)은 숄 가운, 예복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슬릿(57)은 두 개의 가장자리(58) 및 (59)를 포함한다. 슬릿(65)는 두 개의 가장자리(66) 및 (67)을 포함한다. 부착

및 기계식 패스너(95)와 같은 다양한 채우기 수단(하기의 논의 참고)을 사용하여 가장자리(58) 및 (59) 또는 가장자리(66)

및 (67)을 다시 채울 수 있게 부착 또는 고정하여 다시 잠글 수 있거나 다시 채울 수 있는 의류(10)을 형성할 수 있다. 정면

및 후면 패널(20) 및 (30)의 슬릿(57) 및 (65)는 목 개구부(90)의 가장자리(92)로부터 의류 저부 가장자리(26) 및 (36)으로

신장될 수 있다. 별법으로, 슬릿(57) 및 (65)는 목 개구부(90)의 가장자리(92)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26) 및 (36) 사이의 패

널(20) 및 (30)의 일부분만에 걸쳐 신장될 수 있다. 의류(10)이 정면 패널(20) 내의 슬릿(57) 및 후면 패널(30) 내의 슬릿

(65) 둘 다를 포함하는 경우, 슬릿(57) 및 (65)는 크기, 구조, 모양 등이 유사하거나 비유사할 수 있다. 본원에서 사용될 때

용어 "유사한"은 동일함 및 다양한 수준의 유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은 물론이다. 또한, 본원에서 사용될 때 용어 "

비유사한"은 상이함 및 다양한 수준의 비유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은 물론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태양은 적어도 정면 패널(20), 후면 패널(30), 가장자리(92)에 의해 그의 주위에 형성된 목 개구부(90),

팔 개구부 가장자리(73) 및 (75)에 의해 그들의 주위에 형성된 팔 개구부(72) 및 (74), 의류 저부 가장자리(26) 및 (36)에

의해 그의 주위에 형성된 하체 개구부(44)를 포함하는, 상체에 착용하기 위한 의류(10)의 연속 제조 방법(도 1 참조)이다.

의류(10)은 내측 표면(11) 및 외측 표면(13)을 포함한다. 의류(10)은 단일층 직물 웹(15)를 포함할 수 있거나, 또는 다층

라미네이트 직물 웹(15)를 포함할 수 있다. 일부 태양에서, 의류(10)은 직물 웹(15)의 다수층을 포함할 수 있다. 직물 웹

(15)는 나란한 배열 또는 직물 웹(15)를 제조하기 위한 다른 배열로 배치된 다수의 직물 웹으로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의류(10)을 제조하기 위해 단일 연속 공정 상의 하나 이상의 직물 웹(15)를 요구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은 의류(10)을 제조하기 위해 단일 연속 공정 상의 3 개의 직물 웹(16), (17) 및 (18)을 포함할 수 있다.

직물 웹(16), (17) 및 (18)은 서로 유사하거나 또는 비유사한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직물 웹(16), (17) 및 (18)은 직물 웹

(15)의 절단 또는 분할의 결과일 수 있다. 다른 태양에서, 의류(10)을 제조하기에 충분한 폭을 갖는 직물 웹의 다양한 조합

을 사용하여 직물 웹(16), (17) 및 (18)을 제공할 수 있다. 직물 웹(15)의 하기 논의에서, 직물 웹(15)의 기술은 또한 직물

웹(16), (17) 및 (18)에도 적용됨은 물론이다.

본 발명의 한 태양에서(도 1 참조), 의류(10)을 제공하기 위해 의류(10)을 제조하기에 충분한 폭을 갖는 하나의 직물 웹

(15)가 제공된다. 임의의 처분가능하거나 세탁가능한 직물이 사용될 수 있기는 하나, 바람직한 직물 웹(15)는 부직포이다.

(하기 논의 참조). 직물 웹(15)는 일반적으로 롤 또는 다른 공급원(도시하지 않음)으로부터 풀려진다.

직물 웹(15)는 바람직하게는 착용자에게 유순하고 부드러운 감촉을 준다. 직물 웹(15)가 형성될 수 있는 재료의 다음 기술

은 다층 라미네이트 직물 웹(15)의 내측 표면(11) 및 외측 표면(13)을 형성하기 위한 재료에도 사용될 것이다.

직물 웹(15)는 직포, 부직포, 섬유상 또는 폴리머 필름 재료와 같은 임의의 재료일 수 있고,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탄

성 재료 또는 신축가능한 성질의 것일 수 있다. 적합한 섬유상 웹은 임의의 적합한 천연 및(또는) 합성 섬유, 예를 들면, 아

크릴 폴리머,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 유리, 폴리올레핀(예,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레이온, 면, 실크, 울, 펄프,

종이 등과 같은 셀룰로스 유도체, 및 상기의 임의의 2 이상의 블렌드 또는 조합물로 제조된 섬유의 직 또는 부직 웹을 사용

할 수 있다. 직물 웹(15)는 또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아미드, 아크릴 폴리머, 및 이들의 양립가능한 혼합물, 블

렌드 및 공중합체와 같은 폴리머 필름층을 포함할 수 있다.

직물 웹(15)는 액체가 쉽게 투과하도록 하는 액체 투과성이거나, 또는 액체의 투과에 저항하는 액체 불투과성일 수 있다.

직물 웹(15)는 광범위한 재료, 예를 들면, 천연 섬유(예, 레이온, 목재 또는 면 섬유), 합성 섬유(예, 폴리에스테르 또는 폴

리프로필렌 섬유), 또는 천연 및 합성 섬유의 조합물이나 망상 발포체 및 유공 플라스틱 필름으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직

물 웹(15)는 스펀본디드, 카디드 등과 같은 직포, 부직포 또는 필름일 수 있다. 적합한 직물 웹(15)는 소면되고, 당업자에게

잘 공지된 수단에 의해 열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별법으로, 직물 웹(15)는 스펀본디드 웹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다. 바람직한 태양에서, 직물 웹(15)는 스펀본디드 폴리프로

필렌 부직포, 멜트블로운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및 스펀본디드 폴리프로필렌 부직 라미네이트(SMS)이다. 총 기초 중량은

약 0.4 내지 약 1.0 osy(더 바람직하게는 0.6 osy)이고, 약 86%가 스펀본디드 부직포이고 14%가 멜트블로운 부직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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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티탄과 같은 안료가 직물 웹(15)에 포함될 수 있다. 상기 스펀본디드 멜트블로운 부직 라미네이트 재료는 미국 조지

아주 로즈웰 소재의 킴벌리-클라크 코포레이션으로부터 입수가능하다. SMS 재료의 기초 중량은 약 0.4 내지 약 1.0 osy

일 수 있다.

다른 바람직한 태양에서, 직물 웹(15)는 ASTM D1682 및 D1776에 의한 측정시 19 파운드의 그랩 장력, ASTM D1175에

의한 측정시 3.0의 태버(Taber) 40 사이클 마멸율 및 TAPPI 방법 T402를 사용하여 6.6 그램의 핸들-O-미터(Handle-

O-Meter) MD값 및 4.4 그램의 CD값을 갖는 와이어-위브 결합 양식을 가진 스펀본디드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이다. 상기

스펀본디드 재료는 미국 조지아주 로즈웰 소재의 킴벌리-클라크 코포레이션으로부터 입수가능하다. 직물 웹(15)는 약 0.5

내지 약 1.5 osy, 바람직하게는 약 0.7 osy의 중량을 가진다.

직물 웹(15)는 약 0.5 osy(17 gsm) 내지 약 1.5 osy(51 gsm)의 기초 중량을 갖는 단일 스펀본디드 폴리프로필렌 부직 웹

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의류(10)의 구조에서, 직물 웹(15)는 바람직하게는 약 0.5 osy(17 gsm) 내지 약 1.5 osy(51 gsm)의

기초 중량을 갖는 재료를 포함한다. 더 적거나 더 큰 기초 중량이 소매(76) 및 (78), 커프스(85) 및 (87) 및 칼라(94)와 같은

의류의 다른 영역에 사용될 수 있다. 의류(10)은 일반적으로 활동복일 것이므로, 직물 웹(15) 또는 이의 일부는 마멸 저항

성인 기초 중량을 갖는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직물 웹(15)는 임의의 부드럽고 신축성있는 시트일 수 있다. 직물 웹(15)는 신선한 물 또는 염수나 처리수(염소화 또는 브

롬화)에 잠수되어 그의 본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직물 웹(15)는 예를 들면,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등과 같은 합성 폴리머 필라멘트로 구성된 스펀본드, 멜트블로운 또는 본디드카디드 웹의 부직 웹 또는 시트, 또는 레이온

이나 면과 같은 천연 폴리머 필라멘트의 웹을 포함할 수 있다. 직물 웹(15)는 그것을 통해서 신장하는 불연속 슬릿 또는 구

멍으로 선택적으로 엠보싱되거나 관통될 수 있다.

직물 웹(15)는 임의의 적합한 색으로 더 염색, 착색 또는 인쇄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직물 웹(15)는 착용자의 피부를 자

극하거나 피부 상에 색을 흘리지 않는 재료로 염색, 착색 또는 인쇄된다.

직물 웹(15)가 다층 라미네이트인 태양의 경우, 외측 표면(13) 및 내측 표면(11)은 바람직하게는 착용자에게 유순하고 부

드러운 감촉을 준다. 외측 표면(13)이 형성될 수 있는 재료의 다음 기술은 또한 내측 표면(11)의 재료를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외측 표면(13)은 직포, 부직포, 섬유상 또는 폴리머 필름 재료와 같은 임의의 적합한 주름을 잡을 수 있는 재료일 수 있고,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탄성 재료이거나 신축가능한 것일 수 있다. 적합한 섬유상의 주름을 잡을 수 있는 웹은 임의의

적합한 천연 및(또는) 합성 섬유, 예를 들면, 아크릴 폴리머,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 유리, 폴리올레핀(예,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레이온, 면, 실크, 울, 펄프, 종이 등과 같은 셀룰로스 유도체, 및 상기의 임의의 2 이상의 블렌드 또는 조

합물로 제조된 섬유의 직 또는 부직 웹을 사용할 수 있다. 주름을 잡을 수 있는 웹은 또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

아미드,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폴리머, 및 이들의 양립가능한 혼합물, 블렌드 및 공중합체와 같은 폴리머 필름층을 포함할

수 있다.

외측 표면(13)은 액체가 쉽게 투과하도록 하는 액체 투과성이거나, 또는 액체의 투과에 저항하는 액체 불투과성일 수 있

다. 외측 표면(13)은 광범위한 재료, 예를 들면, 천연 섬유(예, 레이온, 목재 또는 면 섬유), 합성 섬유(예, 폴리에스테르 또

는 폴리프로필렌 섬유), 또는 천연 및 합성 섬유의 조합물이나 망상 발포체 및 유공 플라스틱 필름으로부터 제조될 수 있

다. 외측 표면(13)은 스펀본디드, 카디드 등과 같은 직포, 부직포 또는 필름일 수 있다. 외측 표면(13)에 적합한 재료는 소

면되고, 당업자에게 잘 공지된 수단에 의해 열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별법으로, 외측 표면(13)은 스펀본디드 웹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다. 바람직한 태양에서, 외측 표면(13)은 스펀본디드 폴리

프로필렌 부직포, 멜트블로운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및 스펀본디드 폴리프로필렌 부직 라미네이트(SMS)이다. 총 기초 중

량은 약 0.4 내지 약 1.0 osy(더 바람직하게는 0.6 osy)이고, 약 86%가 스펀본디드 부직포이고 14%가 멜트블로운 부직포

이다. 이산화티탄과 같은 안료가 외측 표면(13) 및 내측 표면(11)에 포함될 수 있다. 상기 스펀본디드 멜트블로운 부직 라

미네이트 재료는 미국 조지아주 로즈웰 소재의 킴벌리-클라크 코포레이션으로부터 입수가능하다. SMS 재료의 기초 중량

은 약 0.4 내지 약 1.0 osy일 수 있다.

다른 바람직한 태양에서, 외측 표면(13)은 ASTM D1682 및 D1776에 의한 측정시 19 파운드의 그랩 장력, ASTM D1175

에 의한 측정시 3.0의 태버 40 사이클 마멸율 및 TAPPI 방법 T402를 사용하여 6.6 그램의 핸들-O-미터 MD값 및 4.4 그

등록특허 10-0711693

- 16 -



램의 CD값을 갖는 와이어-위브 결합 양식을 가진 스펀본디드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이다. 상기 스펀본디드 재료는 미국 조

지아주 로즈웰 소재의 킴벌리-클라크 코포레이션으로부터 입수가능하다. 외측 표면(13)은 약 0.5 내지 약 1.5 osy, 바람

직하게는 약 0.7 osy의 중량을 가진다.

외측 표면(13)은 약 0.5 osy(17 gsm) 내지 약 1.5 osy(51 gsm)의 기초 중량을 갖는 단일 스펀본디드 폴리프로필렌 부직

웹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의류(10)의 구조에서, 외측 표면(13)은 바람직하게는 약 0.5 osy(17 gsm) 내지 약 1.5 osy(51

gsm)의 기초 중량을 갖는 재료를 포함한다. 더 적거나 더 큰 기초 중량이 의류(10)의 다른 영역에 사용될 수 있다. 의류

(10)은 일반적으로 활동복일 것이므로, 외측 표면(13) 또는 이의 일부는 마멸 저항성인 기초 중량을 갖는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내측 표면(11)은 임의의 부드럽고 신축성있는 시트일 수 있다. 내측 표면(11)은 신선한 물 또는 염수나 처리수(염소화 또

는 브롬화)에 잠수되어 그의 본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내측 표면(11)은 예를 들면,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

에스테르 등과 같은 합성 폴리머 필라멘트로 구성된 스펀본드, 멜트블로운 또는 본디드카디드 웹의 부직 웹 또는 시트, 또

는 레이온이나 면과 같은 천연 폴리머 필라멘트의 웹을 포함할 수 있다. 내측 표면(11)은 그것을 통해서 신장하는 불연속

슬릿 또는 구멍으로 선택적으로 엠보싱되거나 관통될 수 있다. 라미네이트 층들을 부착시키는데 적합한 접착제는 미국 위

스콘신주 와우와토사 소재의 핀들리 어드히시브스, 인크(Findley Adhesives, Inc.)로부터 입수될 수 있다.

외측 표면(13) 및 내측 표면(11)은 임의의 적합한 색으로 더 염색, 착색 또는 인쇄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내측 표면(11)

은 착용자의 피부를 자극하거나 피부 상에 색을 흘리지 않는 재료로 염색, 착색 또는 인쇄된다.

직물 웹(15)는 한 쌍의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46) 및(47)을 포함한다. 직물 웹(15)는 다이 절단기(14)에 의해 3 개의

별도의 직물 웹(16), (17) 및 (18)로 절단되거나 분할된다. (도 1 참조). 절단 작업은 다이 절단 작업, 초음파 작업 또는 임

의의 다른 적합한 작업법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직물 웹(17)은 내측 표면(11) 및 외측 표면(13)뿐만 아니라, 어깨 측면 가

장자리(51), (52), (54) 및 (55), 측면 가장자리(50) 및 (53), 및 가장자리(49) 및 (56)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태양에서, 직

물 웹(17)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연결된 8각형의 반복 양식으로 절단된다. 다른 태양에서, 직물 웹(17)은 직선, 곡선,

다면, 비대칭 또는 불규칙적인 어깨 측면 가장자리(51), (52), (54) 및 (55), 측면 가장자리(50) 및 (53), 및 가장자리(49)

및 (56)을 포함하여, 연결된 8각형의 전체적인 외양을 가진 다른 모양으로 절단될 수 있다. 게다가, 직물 웹(17)의 어깨 측

면 가장자리(51), (52), (54) 및 (55), 측면 가장자리(50) 및 (53), 및 가장자리(49) 및 (56)의 모양은 서로 상이하거나, 또

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51), (52), (54) 및 (55), 측면 가장자리(50) 및 (53), 및 가장자리(49) 및 (56)의 임의의 조합과 상

이할 수 있다. 직물 웹(17)의 연결된 8각형 모양은 또한 다양한 크기를 취할 수 있다.

게다가, 직물 웹(17)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51), (52), (54) 및 (55), 측면 가장자리(50) 및 (53), 및 가장자리(49) 및 (56)의

길이는 서로 상이하거나, 또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51), (52), (54) 및 (55), 측면 가장자리(50) 및 (53), 및 가장자리(49)

및 (56)의 임의의 조합과 상이할 수 있다. 직물 웹(17)의 양식은 유행 및 제조 공정의 나머지 단계 또는 작업을 완결하는데

필요한 직물 웹(17)의 재료의 최소량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직물 웹(16)은 내측 표면(11) 및 외측 표면(13)뿐만 아니라, 일부 태양에서 직물 웹(15)의 웹 측면 가장자리(46)에 대응할

수 있는 웹 측면 가장자리(21), 측면 가장자리(27), 가장자리(2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23) 및 (25)를 포함한다. 직물 웹

(15)의 웹 측면 가장자리(46)이 일반적으로 직물 웹(16)의 웹 측면 가장자리(21)이 될 수 있으나, 직물이 웹 측면 가장자리

(46)으로부터 제거되거나, 여기에 첨가되어 웹 측면 가장자리(21)을 생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직물 웹(16)의 측면 가장

자리(27), 가장자리(2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23) 및 (25)에 의해 형성된 모양은 일반적으로 직물 웹(17)의 측면 가장자

리(50), 가장자리(4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51) 및 (52)에 의해 형성된 모양에 보완적인 모양을 형성한다.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태양에서, 직물 웹(16)의 측면 가장자리(27), 가장자리(2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23) 및

(25)는 직물 웹(17)의 모양에 보완적인 반복되는 연결된 8각형 모양의 일부를 형성한다. 다른 태양에서, 직물 웹(16)은 직

선, 곡선, 다면, 비대칭 또는 불규칙적인 어깨 측면 가장자리(23) 및 (25), 가장자리(29) 및 측면 가장자리(27)을 포함하는

연결된 8각형 모양의 전체적인 외양을 갖는 다른 모양으로 절단될 수 있다.

게다가, 직물 웹(16)의 측면 가장자리(27), 가장자리(2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23) 및 (25)의 모양은 서로 상이하거나,

또는 측면 가장자리(27), 가장자리(2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23) 및 (25)의 임의의 조합과 상이할 수 있다. 직물 웹(16)

의 연결된 8각형 모양 부분은 또한 다양한 크기를 취할 수 있다.게다가, 직물 웹(16)의 가장자리(29), 측면 가장자리(27),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23) 및 (25)의 길이는 서로 상이하거나, 또는 가장자리(29), 측면 가장자리(27), 및 어깨 측면 가장

자리(23) 및 (25)의 임의의 조합과 상이할 수 있다. 직물 웹(16)의 양식은 유행 및 제조 공정의 나머지 단계 또는 작업을 완

결하는데 필요한 직물 웹(16)의 재료의 최소량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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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 웹(18)은 내측 표면(11) 및 외측 표면(13)뿐만 아니라, 일부 태양에서 직물 웹(15)의 웹 측면 가장자리(47)에 대응할

수 있는 웹 측면 가장자리(31), 측면 가장자리(37), 가장자리(3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33) 및 (35)를 포함한다. 직물 웹

(15)의 웹 측면 가장자리(47)이 일반적으로 직물 웹(18)의 웹 측면 가장자리(31)이 될 수 있으나, 직물이 웹 측면 가장자리

(47)로부터 제거되거나, 여기에 첨가되어 웹 측면 가장자리(31)을 생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직물 웹(18)의 측면 가장자

리(37), 가장자리(3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33) 및 (35)에 의해 형성된 모양은 일반적으로 직물 웹(17)의 측면 가장자리

(53), 가장자리(56),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54) 및 (55)에 의해 형성된 모양에 보완적인 모양을 형성한다. 상기 논의된 바

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태양에서, 직물 웹(18)의 측면 가장자리(37), 가장자리(3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33) 및

(35)는 직물 웹(17)의 모양에 보완적인 반복되는 연결된 8각형 모양의 일부를 형성한다. 다른 태양에서, 직물 웹(18)은 직

선, 곡선, 다면, 비대칭 또는 불규칙적인 어깨 측면 가장자리(33) 및 (35), 가장자리(39) 및 측면 가장자리(37)을 포함하는

연결된 8각형 모양의 전체적인 외양을 갖는 다른 모양으로 절단될 수 있다.

게다가, 직물 웹(18)의 측면 가장자리(37), 가장자리(3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33) 및 (35)의 모양은 서로 상이하거나,

또는 측면 가장자리(37), 가장자리(3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33) 및 (35)의 임의의 조합과 상이할 수 있다. 직물 웹(18)

의 연결된 8각형 모양 부분은 또한 다양한 크기를 취할 수 있다.게다가, 직물 웹(18)의 측면 가장자리(37), 가장자리(3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33) 및 (35)의 길이는 서로 상이하거나, 또는 측면 가장자리(37), 가장자리(39), 및 어깨 측면 가장

자리(33) 및 (35)의 임의의 조합과 상이할 수 있다. 직물 웹(18)의 양식은 유행 및 제조 공정의 나머지 단계 또는 작업을 완

결하는데 필요한 직물 웹(18)의 재료의 최소량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직물 웹(16), (17) 및 (18)은 하나의 직물 웹(15)로부터 떼를 지거나 지지않고 절단될 수 있다. (도 1 참조). 또한, 직물 웹

(16) 및 (18)의 모양은 직물 웹(17)의 모양에 보완적이기는 하지만, 직물 웹(17)의 모양과 비교시 직물 웹(16) 및 (18)의 모

양은 직물 웹(17)의 모양에 보완적일 필요는 없다. 직물 웹(16)의 모양은 직물 웹(18)의 모양과 유사, 비유사, 보완적이거

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바람직한 태양에서, 직물 웹(15)의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46) 및 (47)은 각각 완성된 의류(10)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

(26) 및 (36)이 된다. 직물 웹(15)의 웹 측면 가장자리(46) 및 (47)이 일반적으로 각각 완성된 의류(10)의 의류 저부 가장자

리(26) 및 (36)이 될 수 있긴 하나, 직물이 직물 웹(15)의 웹 측면 가장자리(46) 및 (47)로부터 제거되거나 또는 여기에 첨

가되어 각각 완성된 의류(10)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26) 및 (36)을 형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형성된 의류 저부

가장자리(26) 및 (36)은 직물 웹(15)의 웹 측면 가장자리(46) 및 (47)에 가장 가깝다.

별법으로, 바람직한 태양에서, 직물 웹(16) 및 (18)의 웹 측면 가장자리(21) 및 (31)은 각각 완성된 의류(10)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26) 및 (36)이 된다. 직물 웹(16) 및 (18)의 웹 측면 가장자리(21) 및 (31)이 일반적으로 각각 완성된 의류(10)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26) 및 (36)이 될 수 있긴 하나, 직물이 직물 웹(16) 및 (18)의 웹 측면 가장자리(21) 및 (31)로부터 제

거되거나 또는 여기에 첨가되어 각각 완성된 의류(10)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26) 및 (36)을 형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직물 웹(15)는 다이 절단기(45)에 의해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19)로 절단된다. 본 발명의 일부 태양에서, 직물 웹(15)는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19)로 절단되기 전에 3 개의 직물 웹(16), (17) 및 (18)로 절단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서, 직

물 웹(15)는 3 개의 직물 웹(16), (17) 및 (18)로 절단되기 전에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19)로 절단된다. 이어서, 직물 웹

(16), (17) 및 (18)은 결합하여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19)를 형성한다.

각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19)는 적어도 개구부(89), 한 쌍의 대향하는 소매(76) 및 (78), 한 쌍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

장자리(22) 및 (24), 한 쌍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32) 및 (34), 및 대향하는 의류 말단 부분(62) 및 (64)를 포함한

다. 절단 작업은 다이 절단 작업, 초음파 작업,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작업 방법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대향하는 의류

말단 부분(62) 및 (64)의 위치는 각각 완성된 의류(10)의 정면 패널(20)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26) 및 후면 패널(30)의 의

류 저부 가장자리(36)에 대응한다. 직물 웹(16), (17) 및 (18)의 각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19)는 일반적으로 진공 스크

린, 벨트 또는 운반 장치에 의해 옷단 대기, 접기 및 채우기 작업을 거친다.

직물 웹(16)의 측면 가장자리(27), 어깨 측면 가장자리(23) 및 (25), 및 가장자리(29)는 각각 직물 웹(17)의 측면 가장자리

(50), 어깨 측면 가장자리(51) 및 (52), 및 가장자리(49)에 부착될 수 있다. 직물 웹(16)의 가장자리(29)의 직물 웹(17)의

가장자리(49)에의 부착은 솔기(142)를 형성한다. 직물 웹(16)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23) 및 (25)의 직물 웹(17)의 어깨 측

면 가장자리(51) 및 (52)에의 부착은 각각 어깨 솔기(136) 및 (137)을 형성한다. 직물 웹(16)의 측면 가장자리(27)의 직물

웹(17)의 측면 가장자리(50)에의 부착은 소매 솔기(140)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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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 웹(18)의 측면 가장자리(37), 어깨 측면 가장자리(33) 및 (35), 및 가장자리(39)는 각각 직물 웹(17)의 측면 가장자리

(53), 어깨 측면 가장자리(54) 및 (55), 및 가장자리(56)에 부착될 수 있다. 직물 웹(18)의 가장자리(39)의 직물 웹(17)의

가장자리(56)에의 부착은 솔기(143)을 형성한다. 직물 웹(18)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33) 및 (35)의 직물 웹(17)의 어깨 측

면 가장자리(54) 및 (55)에의 부착은 각각 어깨 솔기(138) 및 (139)을 형성한다. 직물 웹(18)의 측면 가장자리(37)의 직물

웹(17)의 측면 가장자리(53)에의 부착은 소매 솔기(141)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다양한 태양에서, 솔기 (142) 및 (143)의 하나 또는 둘 다는 다시 채울 수 없는 솔기 또는 다시 채울 수 있는 솔

기로 구성될 수 있다. 직물 웹(16), (17) 및 (18)의 임의의 과잉 재료는 솔기(142) 및 (143)의 가장자리로부터 제거될 수 있

다. 다시 채울 수 없는 솔기(142) 및 (143)은 초음파 봉함, 접착 결합, 테이프, 열 봉함, 재봉 또는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채우기 방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재봉 장치(116)이 도 1에 도시됨). 솔기는 연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솔기(142) 및 (143)을 형성하는 한 적합한 방법이 본원에 참고로 인용된 미국 특허 제4,938,753호(1990. 7. 3. 특허,

Van Gompel 등)에 개시되어 있다. 솔기(142) 및 (143)은 서로 결합되어 다시 채울 수 없는 솔기(142) 및 (143)을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서, 가장자리(29) 및 (49), 및 가장자리(39) 및 (56)은 완성된 의류(10)에서 서로 결합하여 각각 다

시 채울 수 있는 솔기(142) 및 (143)을 형성할 수 있다. 의류(10)의 가장자리(29) 및 (49), 및 가장자리(39) 및 (56)을 고정

하기 위한 다시 채울 수 있는 수단은 다시 채울 수 있는 접착 및 기계식 패스너(95)를 포함한다. 다시 채울 수 있는 접착 및

기계식 패스너(95)는 일정한 형태의 보완 장치 또는 의류(10)의 외측 표면(13)이나 내측 표면(11)을 연결하거나 맞물리게

하도록 고안되거나 개조된 단추 및 단추 구멍, 스냅, 버클, 걸쇠, 훅과 고리, 말단 연장부, 고름, 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게다가, 탄성화된 패스너(95)는 의류(10)이 더 잘 맞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의류(10)이 다시 채울 수 있는 솔기(142)

및 (143)을 포함할 경우, 다시 채울 수 있는 수단은 바람직하게는 직물 웹(15) (또는, 별법으로, 직물 웹(16), (17) 및 (18))

이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19)으로 절단되기 전에 직물 웹(15) (또는, 별법으로, 직물 웹(16), (17) 및 (18)) 상에 전략적

으로 놓여진다.

본 발명의 솔기(142) 및 (143)은 당업계에 공지된 다양한 구조 또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솔기(142) 및 (143)은 서로 동일

하거나 상이하게 형성될 수 있다. 솔기(142) 및 (143)의 한 태양은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밖으로 접어진 형태이다. 이

러한 형태의 솔기(142) 및 (143)은 의류(10)의 가장자리(29) 및 (49), 및 가장자리(39) 및 (56)의 밖으로 접어진 부분의 적

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가장자리(29) 및 (39)의 내측 표면(11)이 가장자리(49) 및 (56)의 내측 표면

(11)과 접촉하게 된다.

솔기(142) 및 (143)의 또다른 태양은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은 안으로 접어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솔기(142) 및

(143)은 의류(10)의 가장자리(29) 및 (49), 및 가장자리(39) 및 (56)의 안으로 접어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

으로써 형성된다. 가장자리(29) 및 (39)의 외측 표면(13)이 가장자리(49) 및 (56)의 외측 표면(13)과 접촉하게 된다.

솔기(142) 및 (143)의 또다른 태양은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솔기(142) 및 (143)은 의

류(10)의 가장자리(29) 및 (49), 및 가장자리(39) 및 (56)의 겹쳐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가장자리(29) 및 (39) 중의 하나 및 가장자리(49) 및 (56) 중의 하나의 내측 표면(11)이 다른 가장자리(29) 및 (39), 및 가

장자리(49) 및 (56)의 외측 표면(13)과 접촉하게 된다.

솔기(142) 및 (143)의 또다른 태양은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솔기(142)는 가장자리

(29) 또는 가장자리(49)를 접음으로써 형성된다. 가장자리(29) 또는 가장자리(49)의 접어진 부분의 외측 표면(13) 및 접어

지지 않은 부분의 내측 표면(11) 및 직물 웹(16) 또는 직물 웹(17)의 대응하는 부분이 각각 접어지지않은 가장자리(49) 또

는 가장자리(29)의 내측 표면 (11) 또는 외측 표면(13) 및 직물 웹(17) 또는 직물 웹(16)의 대응하는 부분과 접촉하게 된

다.

솔기(143)은 가장자리(39) 또는 가장자리(56)을 접어 넣음으로써 형성된다. 가장자리(39) 또는 가장자리(56)의 접어진 부

분의 외측 표면(13) 및 접어지지 않은 부분의 내측 표면(11) 및 직물 웹(18) 또는 직물 웹(17)의 대응하는 부분이 각각 접

어지지않은 가장자리(56) 또는 가장자리(39)의 내측 표면 (11) 또는 외측 표면(13) 및 직물 웹(17) 또는 직물 웹(18)의 대

응하는 부분과 접촉하게 된다. 내측 표면(11)이 접은 자리를 따라 노출되도록 가장자리(29), (49), (39) 또는 (56)을 접어

넣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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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양한 태양에서, 소매 솔기 (140) 및 (141)의 하나 또는 둘 다는 다시 채울 수 없는 솔기 또는 다시 채울 수 있

는 솔기로 구성될 수 있다. 직물 웹(16), (17) 및 (18)의 임의의 과잉 재료는 소매 솔기(140) 및 (141)의 가장자리로부터 제

거될 수 있다. 다시 채울 수 없는 소매 솔기(140) 및 (141)은 초음파 봉함, 접착 결합, 테이프, 열 봉함, 재봉 또는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채우기 방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재봉 장치(116)이 도 1에 도시됨). 솔기는 연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구

성될 수 있다. 상기 소매 솔기(140) 및 (141)을 형성하는 한 적합한 방법이 본원에 참고로 인용된 미국 특허 제4,938,753

호(1990. 7. 3. 특허, Van Gompel 등)에 개시되어 있다. 소매 솔기(140) 및 (141)은 서로 결합되어 다시 채울 수 없는 솔

기(140) 및 (141)을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서, 측면 가장자리(27) 및 (50), 및 측면 가장자리(37) 및 (53)은 완성된 의류(10)에서 서로 결합하

여 각각 다시 채울 수 있는 소매 솔기(140) 및 (141)을 형성할 수 있다. 의류(10)의 측면 가장자리(27) 및 (50), 및 측면 가

장자리(37) 및 (53)을 고정하기 위한 다시 채울 수 있는 수단은 다시 채울 수 있는 접착 및 기계식 패스너(95)를 포함한다.

다시 채울 수 있는 접착 및 기계식 패스너(95)는 일정한 형태의 보완 장치 또는 의류(10)의 외측 표면(13)이나 내측 표면

(11)을 연결하거나 맞물리게 하도록 고안되거나 개조된 단추 및 단추 구멍, 스냅, 버클, 걸쇠, 훅과 고리, 말단 연장부, 고

름, 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게다가, 탄성화된 패스너(95)는 의류(10)이 더 잘 맞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의류(10)이 다시 채울 수 있는 소매 솔기

(140) 및 (141)을 포함할 경우, 다시 채울 수 있는 수단은 바람직하게는 직물 웹(15) (또는, 별법으로, 직물 웹(16), (17) 및

(18))이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19)으로 절단되기 전에 직물 웹(15) (또는, 별법으로, 직물 웹(16), (17) 및 (18)) 상에 전

략적으로 놓여진다.

본 발명의 소매 솔기(140) 및 (141)은 당업계에 공지된 다양한 구조 또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소매 솔기(140) 및 (141)은

서로 동일하거나 상이하게 형성될 수 있다. 소매 솔기(140) 및 (141)의 한 태양은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밖으로 접어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소매 솔기(140) 및 (141)은 의류(10)의 측면 가장자리(27) 및 (50), 및 측면 가장자리(37) 및

(53)의 밖으로 접어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측면 가장자리(27) 및 (37)의 내측 표면(11)

이 측면 가장자리(50) 및 (53)의 내측 표면(11)과 접촉하게 된다.

소매 솔기(140) 및 (141)의 또다른 태양은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은 안으로 접어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소매 솔기

(140) 및 (141)은 의류(10)의 측면 가장자리(27) 및 (50), 및 측면 가장자리(37) 및 (53)의 안으로 접어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측면 가장자리(27) 및 (37)의 외측 표면(13)이 측면 가장자리(50) 및 (53)의 외측

표면(13)과 접촉하게 된다.

소매 솔기(140) 및 (141)의 또다른 태양은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소매 솔기(140) 및

(141)은 의류(10)의 측면 가장자리(27) 및 (50), 및 측면 가장자리(37) 및 (53)의 겹쳐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

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측면 가장자리(27) 및 (50) 중의 하나 및 측면 가장자리(37) 및 (53) 중의 하나의 내측 표면(11)이

다른 측면 가장자리(27) 및 (50), 및 측면 가장자리(37) 및 (53)의 외측 표면(13)과 접촉하게 된다.

소매 솔기(140) 및 (141)의 또다른 태양은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소매 솔기(140)은

측면 가장자리(27) 또는 측면 가장자리(50)을 접음으로써 형성된다. 측면 가장자리(27) 또는 측면 가장자리(50)의 접어진

부분의 외측 표면(13) 및 접어지지 않은 부분의 내측 표면(11) 및 직물 웹(16) 또는 직물 웹(17)의 대응하는 부분이 각각

접어지지않은 측면 가장자리(50) 또는 측면 가장자리(27)의 내측 표면 (11) 또는 외측 표면(13) 및 직물 웹(17) 또는 직물

웹(16)의 대응하는 부분과 접촉하게 된다.

소매 솔기(141)은 측면 가장자리(37) 또는 측면 가장자리(53)을 접어 넣음으로써 형성된다. 측면 가장자리(37) 또는 측면

가장자리(53)의 접어진 부분의 외측 표면(13) 및 접어지지 않은 부분의 내측 표면(11) 및 직물 웹(18) 또는 직물 웹(17)의

대응하는 부분이 각각 접어지지않은 측면 가장자리(53) 또는 가장자리(37)의 내측 표면 (11) 또는 외측 표면(13) 및 직물

웹(17) 또는 직물 웹(18)의 대응하는 부분과 접촉하게 된다. 내측 표면(11)이 접은 자리를 따라 노출되도록 측면 가장자리

(27), (50), (37) 또는 (53)을 접어 넣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본 발명의 다양한 태양에서, 하나 이상의 어깨 솔기 (136), (137), (138) 및 (139)는 다시 채울 수 없는 솔기 또는 다시 채

울 수 있는 솔기로 구성될 수 있다. 직물 웹(16), (17) 및 (18)의 임의의 과잉 재료는 어깨 솔기 (136), (137), (138) 및

(139)의 가장자리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다시 채울 수 없는 어깨 솔기 (136), (137), (138) 및 (139)는 초음파 봉함, 접착

결합, 테이프, 열 봉함, 재봉 또는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채우기 방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재봉 장치(116)이 도 1에

도시됨). 솔기는 연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어깨 솔기 (136), (137), (138) 및 (139)를 형성하는 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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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방법이 본원에 참고로 인용된 미국 특허 제4,938,753호(1990. 7. 3. 특허, Van Gompel 등)에 개시되어 있다. 어깨

솔기 (136), (137), (138) 및 (139)는 서로 결합되어 다시 채울 수 없는 어깨 솔기 (136), (137), (138) 및 (139)를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서, 어깨 측면 가장자리(23) 및 (51), 어깨 측면 가장자리(25) 및 (52), 어깨 측면 가장자리(33) 및

(54),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35) 및 (55)는 완성된 의류(10)에서 서로 결합하여 각각 다시 채울 수 있는 어깨 솔기 (136),

(137), (138) 및 (139)를 형성할 수 있다. 의류(10)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23) 및 (51), 어깨 측면 가장자리(25) 및 (52), 어

깨 측면 가장자리(33) 및 (54),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35) 및 (55)를 고정하기 위한 다시 채울 수 있는 수단은 다시 채울

수 있는 접착 및 기계식 패스너(95)를 포함한다. 다시 채울 수 있는 접착 및 기계식 패스너(95)는 일정한 형태의 보완 장치

또는 의류(10)의 외측 표면(13)이나 내측 표면(11)을 연결하거나 맞물리게 하도록 고안되거나 개조된 단추 및 단추 구멍,

스냅, 버클, 걸쇠, 훅과 고리, 말단 연장부, 고름, 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게다가, 탄성화된 패스너(95)는 의류(10)이 더 잘 맞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의류(10)이 다시 채울 수 있는 어깨 솔기

(136), (137), (138) 및 (139)를 포함할 경우, 다시 채울 수 있는 수단은 바람직하게는 직물 웹(15) (또는, 별법으로, 직물

웹(16), (17) 및 (18))이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19)으로 절단되기 전에 직물 웹(15) (또는, 별법으로, 직물 웹(16), (17)

및 (18)) 상에 전략적으로 놓여진다.

본 발명의 어깨 솔기(136), (137), (138) 및 (139)는 당업계에 공지된 다양한 구조 또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어깨 솔기

(136), (137), (138) 및 (139)는 서로 동일하거나 상이하게 형성될 수 있다. 어깨 솔기(136), (137), (138) 및 (139)의 한

태양은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밖으로 접어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깨 솔기(136), (137), (138) 및 (139)는 의류

(10)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23) 및 (51), 어깨 측면 가장자리(25) 및 (52), 어깨 측면 가장자리(33) 및 (54),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35) 및 (55)의 밖으로 접어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어깨 측면 가장자리(23),

(55), (33) 및 (35)의 내측 표면(11)이 어깨 측면 가장자리(51), (52), (54) 및 (55)의 내측 표면(11)과 접촉하게 된다.

어깨 솔기(136), (137), (138) 및 (139)의 또다른 태양은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은 안으로 접어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

의 어깨 솔기(136), (137), (138) 및 (139)는 의류(10)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23) 및 (51), 어깨 측면 가장자리(25) 및 (52)

, 어깨 측면 가장자리(33) 및 (54),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35) 및 (55)의 안으로 접어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

킴으로써 형성된다. 어깨 측면 가장자리(23), (55), (33) 및 (35)의 외측 표면(13)이 어깨 측면 가장자리(51), (52), (54) 및

(55)의 외측 표면(13)과 접촉하게 된다.

어깨 솔기(136), (137), (138) 및 (139)의 또다른 태양은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깨

솔기(136), (137), (138) 및 (139)는 의류(10)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23) 및 (51), 어깨 측면 가장자리(25) 및 (52), 어깨

측면 가장자리(33) 및 (54),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35) 및 (55)의 겹쳐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

된다. 어깨 측면 가장자리(23) 및 (51) 중의 하나, 어깨 측면 가장자리(25) 및 (52) 중의 하나, 어깨 측면 가장자리(33) 및

(54) 중의 하나,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35) 및 (55) 중의 하나의 내측 표면(11)이 다른 어깨 측면 가장자리(23) 및 (51), 어

깨 측면 가장자리(25) 및 (52), 어깨 측면 가장자리(33) 및 (54),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35) 및 (55)의 외측 표면(13)과 접

촉하게 된다.

어깨 솔기(136), (137), (138) 및 (139)의 또다른 태양은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깨

솔기(136)은 어깨 측면 가장자리(23) 또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51)을 접음으로써 형성된다. 어깨 측면 가장자리(23) 또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51)의 접어진 부분의 외측 표면(13) 및 접어지지 않은 부분의 내측 표면(11) 및 직물 웹(16) 또는 직물

웹(17)의 대응하는 부분이 각각 접어지지않은 어깨 측면 가장자리(51) 또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23)의 내측 표면(11) 또는

외측 표면(13) 및 직물 웹(17) 또는 직물 웹(16)의 대응하는 부분과 접촉하게 된다.

어깨 솔기(137)은 어깨 측면 가장자리(25) 또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52)를 접음으로써 형성된다. 어깨 측면 가장자리(25)

또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52)의 접어진 부분의 외측 표면(13) 및 접어지지 않은 부분의 내측 표면(11) 및 직물 웹(16) 또는

직물 웹(17)의 대응하는 부분이 각각 접어지지않은 어깨 측면 가장자리(52) 또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25)의 내측 표면(11)

또는 외측 표면(13) 및 직물 웹(17) 또는 직물 웹(16)의 대응하는 부분과 접촉하게 된다.

어깨 솔기(138)은 어깨 측면 가장자리(33) 또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54)를 접음으로써 형성된다. 어깨 측면 가장자리(33)

또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54)의 접어진 부분의 외측 표면(13) 및 접어지지 않은 부분의 내측 표면(11) 및 직물 웹(18) 또는

직물 웹(17)의 대응하는 부분이 각각 접어지지않은 어깨 측면 가장자리(54) 또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33)의 내측 표면(11)

또는 외측 표면(13) 및 직물 웹(17) 또는 직물 웹(16)의 대응하는 부분과 접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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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솔기(139)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35) 또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55)를 접음으로써 형성된다. 어깨 측면 가장자리(35)

또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55)의 접어진 부분의 외측 표면(13) 및 접어지지 않은 부분의 내측 표면(11) 및 직물 웹(18) 또는

직물 웹(17)의 대응하는 부분이 각각 접어지지않은 어깨 측면 가장자리(55) 또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35)의 내측 표면(11)

또는 외측 표면(13) 및 직물 웹(17) 또는 직물 웹(18)의 대응하는 부분과 접촉하게 된다. 내측 표면(11)이 접은 자리를 따

라 노출되도록 어깨 측면 가장자리(23), (55), (33), (35), (51), (52), (54) 또는 (55)를 접어 넣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일련의 반복된 개구부(89)가 다이 절단기(41)에 의해 적어도 직물 웹(17) (또는, 별법으로, 직물 웹(15)) 내로 절단된다. 본

발명의 일부 태양에서, 개구부(89)는 3 개의 직물 웹(16), (17) 및 (18) 모두, 또는 직물 웹(16), (17) 및 (18)의 임의의 조

합 내로 절단될 수 있다. 개구부(89)의 위치는 완성된 의류(10)의 목 개구부(90)에 대응한다. 개구부(89)는 다이 절단 작

업, 초음파 작업,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작업 방법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개구부(89)로부터 제거될 재료는 당업계에 공

지된 임의의 방법, 바람직하게는 진공 공급원(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개구부(89)는 슬릿, 원형, 타원형, 삼

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다면, 비대칭 또는 불규칙 등 다양한 크기 및 모양을 취할 수 있다. 개구부(89)의 양식은 유행 및

제조 공정의 나머지 단계 또는 작업을 견디기에 충분한 온전성을 가진 채로 유지되어야 하는 직물 웹(17) (또는, 별법으로,

직물 웹(15) 또는 직물 웹(16), (17) 및 (18)의 임의의 조합)의 최소량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일반적인 의류(10)에서, 개구부(89)는 한 쌍의 대향하는 소매(76) 및 (78)의 사이 또는 중간에 중심이 놓여지긴 하지만, 한

쌍의 대향하는 소매(76) 및 (78)에 대한 개구부(89)의 배치는 유행 및 제조 공정의 나머지 단계 또는 작업을 견디기에 충분

한 온전성을 가진 채로 유지되어야 하는 직물 웹(17) (또는, 별법으로, 직물 웹(15) 또는 직물 웹(16), (17) 및 (18)의 임의

의 조합)의 최소량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목 개구부(89)의 가장자리(92)는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방법 또는 스타일에 의해 옷단이 대어질 수 있다. 일부 태양에서

는, 목 개구부(89)의 가장자리(92)를 단을 대지않은 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다른 태양에서, 칼라(94)가 의류(10)의 목 개구부(89)의 가장자리(92)에 부착되어 칼라 솔기(112)를 형성할 수 있다. 칼라

(94)의 부착은 상기 논의된 수단에 의해 다시 채울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재봉 장치(117)이 도 1에 도시됨). 별법으로, 칼

라(94)의 부착은 상기 논의된 수단에 의해 다시 채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칼라 솔기(112)는 연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구

성될 수 있다. 칼라(94)는 다양한 크기 및 모양을 취할 수 있다. 칼라(94)의 양식은 유행 및 제조 공정의 나머지 단계 또는

작업을 완결하기에 충분한 칼라(94)의 재료의 최소량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본 발명의 칼라 솔기(112)는 당업계에 공지된 다양한 구조 또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칼라 솔기(112)의 한 태양은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밖으로 접어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칼라 솔기(112)는 의류(10)의 칼라(94)의 칼라 가장자리(111)

및 목 개구부(90)의 가장자리(92)의 밖으로 접어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칼라(94)의 칼라

가장자리(111)의 내측 표면(11)이 목 개구부(90)의 가장자리(92)의 내측 표면(11)과 접촉하게 된다.

칼라 솔기(112)의 또다른 태양은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은 안으로 접어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칼라 솔기(112)는 의

류(10)의 칼라(94)의 칼라 가장자리(111) 및 목 개구부(90)의 가장자리(92)의 안으로 접어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칼라(94)의 칼라 가장자리(111)의 외측 표면(13)이 목 개구부(90)의 가장자리(92)의 외측 표면

(13)과 접촉하게 된다.

칼라 솔기(112)의 또다른 태양은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칼라 솔기(112)는 의류(10)의

칼라(94)의 칼라 가장자리(111) 및 목 개구부(90)의 가장자리(92)의 겹쳐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칼라(94)의 칼라 가장자리(111) 또는 목 개구부(90)의 가장자리(92)의 내측 표면(11)이 다른 칼라 가장자리

(111) 또는 가장자리(92)의 외측 표면(13)과 접촉하게 된다.

칼라 솔기(112)의 또다른 태양은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칼라 솔기(112)는 칼라(94)의

칼라 가장자리(111) 또는 목 개구부(90)의 가장자리(92)를 접어 넣음으로써 형성된다. 칼라(94)의 칼라 가장자리(111) 또

는 목 개구부(90)의 가장자리(92)의 접어진 부분의 외측 표면(13) 및 접어지지 않은 부분의 내측 표면(11) 및 칼라(94) 또

는 정면 및 후면 패널(20) 및 (30)의 대응하는 부분이 접어지지않은 칼라(94)의 칼라 가장자리(111) 또는 목 개구부(90)의

가장자리(92)의 내측 표면 (11) 또는 외측 표면(13) 및 칼라(94) 또는 정면 및 후면 패널(20) 및 (30)의 대응하는 부분과 접

촉하게 된다. 내측 표면(11)이 접은 자리를 따라 노출되도록 칼라(94)의 칼라 가장자리(111) 또는 목 개구부(90)의 가장자

리(92)를 접어 넣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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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 솔기(112)의 또다른 태양은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칼라 솔기(112)는 칼라(94)를

목 개구부(90)의 가장자리(92) 주위 또는 위로 접음으로써 형성된다. 칼라(94)의 칼라 가장자리(111)을 아래로 접어서, 칼

라(94)의 외측 표면(13)이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92) 및 정면 패널(20), 후면 패널(30) 또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 둘 다의

인접한 재료의 임의의 부분과 접촉하게 할 수 있다. 칼라 가장자리(111)을 아래로 접어넣지 않음으로서 노출된 채로 둘 수

있다.

칼라 솔기(112)의 또다른 태양은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칼라 솔기(112)는 칼라(94)의

내측 표면(11)이 자신과 접촉하도록 칼라 가장자리(111)을 접음으로써 형성된다. 목 개구부(90)의 가장자리(92)는 정면

패널(20), 후면 패널(30) 또는 둘 다의 외측 표면(13)이 자신과 접촉하도록 접어진다. 칼라 가장자리(111)이 목 개구부

(90)의 가장자리(92)의 접은 자리에 삽입된다. 목 개구부(90)의 가장자리(92)가 칼라 가장자리(111)의 접은 자리에 삽입

된다. 또다른 태양에서, 칼라 가장자리(111)은 칼라(94)의 외측 표면(13)이 자신과 접촉하도록 접어진다. 목 개구부(90)의

가장자리(92)는 정면 패널(20), 후면 패널(30) 또는 둘 다의 내측 표면(13)이 자신과 접촉하도록 접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칼라 솔기(112)는 본원에 기술된 임의의 솔기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칼라(94)에 사용된 재료는 의류(10)의 다른 부분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할 수 있다. 일부 태양에서는, 칼라(94)에 사용된 재

료가 탄성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칼라(94)가 칼라(94)와 접촉하게 되는 착용자의 목 부분에 합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I-형 모양(68)이 다이 절단기(41)에 의해 직물 웹(16)의 웹 측면 가장자리(21)과 직물 웹(18)의 웹 측면 가장자리(31) 사이

의 직물 웹(16), (17) 및 (18) 내로 절단된다. I-형 모양(68)은 다이 절단 작업, 초음파 작업,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작업

방법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도 1은 I-형 모양(68) 및 개구부(89)를 절단하는 다이 절단기(41)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이들 작업은 별도의 장치 및 제조 공정 내의 상이한 단계에서 수행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I-형 모양(68)은 소매 솔기(140)

및 (141)(또는, 측면 가장자리(27), (37), (50) 및 (53))을 분할한다. 일반적인 의류(10)에서, I-형 모양(68)은 웹 측면 가장

자리(21) 및 (31) 사이에 중심이 놓여지고, 소매 솔기(140) 및 (141)(또는, 측면 가장자리(27), (37), (50) 및 (53))의 중심

점을 양분하긴 하지만, 웹 측면 가장자리(21) 및 (31), 및 소매 솔기(140) 및 (141)(또는, 측면 가장자리(27), (37), (50) 및

(53))에 대한 I-형 모양(68)의 배치는 유행 및 제조 공정의 나머지 단계 또는 작업을 견디기에 충분한 온전성을 가진 채로

유지되어야 하는 직물 웹(16), (17) 및 (18)의 최소량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예를 들면, 웹 측면 가장자리(21) 및 (31) 사이

및 소매 솔기(140) 및 (141)(또는, 측면 가장자리(27), (37), (50) 및 (53))에 걸친 I-형 모양(68)의 배치는 대칭 또는 비대

칭으로 놓여질 수 있다.

I-형 모양(68)은 소매(76) 및 (78)의 소매 개구부 말단 가장자리(84) 및 (86)을 제공한다. I-형 모양(68)은 또한 소매(76)

의 소매 측면 가장자리(81) 및 (83)의 적어도 일부분 및 소매(78)의 소매 측면 가장자리(88) 및 (91)의 적어도 일부분을 생

성한다.

소매(76) 및 (78)의 소매 개구부 말단 가장자리(84) 및 (86)은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방법 또는 스타일에 의해 옷단이 대

어질 수 있다. (재봉 장치(118)이 도 1에 도시됨). 소매(76)의 소매 개구부 가장자리(84)의 옷단 대기는 소매 측면 가장자

리(81) 및 (83)이 겹쳐져서 소매(76)의 외측 표면(13) 또는 내측 표면(11)이 자신과 접촉하도록 소매 개구부 말단 가장자

리(84)를 접어 넣음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소매(78)의 소매 개구부 가장자리(86)의 옷단 대기는 소매 측면 가장자리(88)

및 (91)이 겹쳐져서 소매(78)의 외측 표면(13) 또는 내측 표면(11)이 자신과 접촉하도록 유사한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다.

일부 태양에서는, 소매 개구부 말단 가장자리(84) 및 (86)을 옷단이 대어지지 않은 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다른 태양에서, 커프스(85) 및 (87)이 의류(10)의 소매(76) 및 (78)의 소매 개구부 말단 가장자리(84) 및 (86)에 부착되어

커프스 솔기(108) 및 (110)을 형성할 수 있다. 커프스(85) 및 (87)의 부착은 상기 논의된 수단에 의해 다시 채울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별법으로, 커프스(85) 및 (87)의 부착은 상기 논의된 수단에 의해 다시 채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커프스(85)

및 (87)은 다양한 크기 및 모양을 취할 수 있다. 커프스(85) 및 (87)은 완성된 의류(10) 내에서 모양, 구조, 재료, 크기 등이

서로 유사하거나 비유사할 수 있다. 커프스(85) 및 (87)의 양식은 유행 및 제조 공정의 나머지 단계 또는 작업을 완결하기

에 충분한 커프스(85) 및 (87)의 재료의 최소량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본 발명의 커프스 솔기 (108) 및 (110)은 당업계에 공지된 다양한 구조 또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커프스 솔기 (108) 및

(110)의 한 태양은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밖으로 접어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커프스 솔기 (108) 및 (110)은 각각

의류(10)의 커프스 가장자리(107) 및 소매 개구부 말단 가장자리(84), 및 커프스 가장자리(109) 및 소매 개구부 말단 가장

자리(86)의 밖으로 접어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커프스 (85) 및 (87)의 커프스 가장자리

(107) 및 (109)의 내측 표면(11)이 소매 (76) 및 (78)의 소매 개구부 가장자리(84) 및 (86)의 내측 표면(11)과 접촉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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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프스 솔기 (108) 및 (110)의 또다른 태양은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은 안으로 접어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커프스 솔

기 (108) 및 (110)은 의류(10)의 커프스 가장자리(107) 및 소매 개구부 가장자리(84), 및 커프스 가장자리(109) 및 소매

개구부 가장자리(86)의 안으로 접어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커프스 (85) 및 (87)의 커프

스 가장자리 (107) 및 (109)의 외측 표면(13)이 소매 (76) 및 (78)의 소매 개구부 가장자리(84) 및 (86)의 외측 표면(13)과

접촉하게 된다.

커프스 솔기 (108) 및 (110)의 또다른 태양은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커프스 솔기

(108) 및 (110)는 각각 소매 (76) 및 (78)의 커프스 가장자리(107) 및 소매 개구부 가장자리(84), 및 커프스 가장자리

(109) 및 소매 개구부 가장자리(86)의 겹쳐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커프스 가장자리

(107) 또는 소매 개구부 가장자리(84), 및 커프스 가장자리(109) 또는 소매 개구부 가장자리(86) 중의 하나의 내측 표면

(11)이 소매 (76) 및 (78)의 다른 커프스 가장자리(107) 또는 소매 개구부 가장자리(84), 및 커프스 가장자리(109) 또는 소

매 개구부 가장자리(86)의 외측 표면(13)과 접촉하게 된다.

커프스 솔기 (108) 및 (110)의 또다른 태양은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커프스 솔기

(108) 및 (110)은 각각 소매 (76) 및 (78)의 커프스 가장자리(107) 또는 소매 개구부 말단 가장자리(84), 및 커프스 가장자

리(109) 또는 소매 개구부 말단 가장자리(84), 및 커프스 가장자리(109) 또는 소매 개구부 말단 가장자리(86)을 접어 넣음

으로써 형성된다. 커프스 가장자리(107) 또는 소매 개구부 말단 가장자리(84), 및 커프스 가장자리(109) 또는 소매 개구부

말단 가장자리(86)의 접어진 부분의 외측 표면(13) 및 접어지지 않은 부분의 내측 표면(11), 및 커프스(85) 및 (87) 또는

소매 (76) 및 (78)의 대응하는 부분이 접어지지않은 커프스 가장자리(107) 또는 (109), 또는 소매 개구부 말단 가장자리

(84) 또는 (86)의 내측 표면 (11) 또는 외측 표면(13), 및 커프스(85) 및 (87) 또는 소매 (76) 및 (78)의 대응하는 부분과 접

촉하게 된다. 내측 표면(11)이 접은 자리를 따라 노출되도록 커프스 가장자리(107) 또는 (109), 또는 소매 개구부 말단 가

장자리(84) 또는 (86)을 접어 넣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커프스(85) 및 (87)에 사용된 재료는 의류(10)의 다른 부분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할 수 있다. 일부 태양에서는, 커프스(85)

및 (87)에 사용된 재료가 탄성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커프스(85) 및 (87)이 커프스(85) 및 (87)과 접촉하게 되는 착용자의

팔 부분에 합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물 웹(16) 및 (18)은 한 쌍의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21) 및 (31)을 포함한다. 반복되는 일련의 대향하는 공백(69)

및 (71)의 쌍들은 다이 절단기(45)에 의해 직물 웹(16) 및 (18)의 웹 측면 가장자리(21) 및 (31)(또는, 직물 웹(15)의 웹 측

면 가장자리(46) 및 (47)) 내로 절단된다. (도 1 참조). 대향하는 공백(69) 및 (71)의 쌍들의 위치는 완성된 의류(10)의 의

류 측면 가장자리(22) 및 (24), 및 (32) 및 (34), 및 소매 측면 가장자리 (81) 및 (88), 및 (83) 및 (91)에 대응한다. 대향하는

공백(69) 및 (71)은 다이 절단 작업, 초음파 작업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작업법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또한, 대향하는

공백(69) 및 (71)은 직물 웹(15)가 직물 웹(16), (17) 및 (18)로 절단되기 전이나, 직물 웹(15)가 직물 웹(16), (17) 및 (18)

로 절단된 후, 직물 웹(15)의 웹 측면 가장자리(46) 및 (47) 내로 절단될 수 있다.

대향하는 공백(69) 및 (71)의 쌍들은 타원형, 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다면, 비대칭 도는 불규칙 등과 같은 다양한 크

기 및 모양을 취할 수 있다. 대향하는 공백(69) 및 (71)의 양식은 유행 및 제조 공정의 나머지 단계 또는 작업을 견디기에

충분한 온전성을 가져야 하는 직물 웹(16) 및 (18)(또는 직물 웹(15))의 최소량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공백(69) 및 (71)은

완성된 의류(10) 내에서 모양, 구조, 크기 등이 서로 유사하거나 비유사할 수 있다.

일부 태양에서는, 대향하는 공백(69) 및 (71)의 쌍들을 직물 웹(16) 및 (18)의 웹 측면 가장자리(21) 및 (31)(또는, 직물 웹

(15)의 웹 측면 가장자리(46) 및 (47)) 내로 절단하는 작업이 제거될 수 있다. 대향하는 공백(69) 및 (71)로부터 제거될 재

료는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방법, 바람직하게는 진공 공급원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도시되지 않음). 의류(10)의 양식이

유행 및 제조 공정의 나머지 단계 또는 작업을 견디기에 충분한 온전성을 가져야 하는 직물 웹(16) 및 (18)(또는 직물 웹

(15))의 최소량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바와 같이, 대향하는 공백(69) 및 (71)을 직물 웹(16) 및 (18)(또는, 직물 웹(15)) 내

로 절단하는 작업이 요구되지 않도록 의류(10)을 간단하게 디자인할 수 있다.

직물 웹(16), (17) 및 (18)은 폴더(43)에 의해 포개져서, 정면 패널(20)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22) 및 후면 패널(30)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32)가 접합되도록 의류(10)의 대향하는 의류 말단 부분(62) 및 (64)를 접합시킨다. 접는 작업은 바람직하게

는 턱커 및 폴더, 및 임의의 다른 공지된 수단에 의해 수행된다. 접는 작업은 또한 정면 패널(20)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24)

및 후면 패널(30)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34)를 접합시킨다. 의류 측면 가장자리(22) 및 의류 측면 가장자리(32)의 짝짓기,

및 의류 측면 가장자리(24) 및 의류 측면 가장자리(34)의 짝짓기는 각각 의류(10)의 의류 측면 솔기(40) 및 (42)를 형성한

다. 의류(10)의 의류 측면 솔기(40) 및 (42)를 용이하게 결합시키기 위해, 직물 웹(16), (17) 및 (18)의 의류 크기의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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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직물 웹(15)(또는, 직물 웹(16), (17) 및 (18))의 각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

(19)는 일반적으로 진공 스크린, 벨트 또는 운반 장치에 의해 옷단 대기, 접기 및 잠금 작업(도시되지 않음)을 거친다. 회전

작업은 바람직하게는 턴 롤 및 턴 테이블, 및 임의의 다른 공지된 수단에 의해 수행된다. 직물 웹(16), (17) 및 (18)의 의류

크기의 조각(19)는 90도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도시되지 않음).

본 발명의 다양한 태양에서, 의류 측면 솔기(40) 및 (42)의 하나 또는 둘 다는 다시 채울 수 없는 솔기 또는 다시 채울 수 있

는 솔기로 구성될 수 있다. 직물 웹(16) 및 (18)의 임의의 과잉 재료는 의류 측면 솔기(40) 및 (42)의 가장자리로부터 제거

되어 의류 측면 솔기(40) 및 (42)를 감소시키거나 평탄하게 할 수 있다. 다시 채울 수 없는 의류 측면 솔기(40) 및 (42)는

초음파 봉함, 접착 결합, 테이프, 열 봉함, 재봉 등과 같은 임의의 적합한 수단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재봉 장치(119)가

도 1에 도시됨). 다시 채울 수 없는 의류 측면 솔기(40) 및 (42)는 연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의류 측면

솔기(40) 및 (42)를 형성하는 한 적합한 방법이 본원에 참고로 인용된 미국 특허 제4,938,753호(1990. 7. 3. 특허, Van

Gompel 등)에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서, 의류 측면 솔기(40) 및 (42)의 하나 또는 둘 다는 다시 채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의류(10)의 의

류 측면 가장자리(22) 및 (32), 및 의류 측면 가장자리(24) 및 (34)를 고정하기 위한 다시 채울 수 있는 수단은 다시 채울

수 있는 접착 및 기계식 패스너(95)를 포함한다. 접착 및 기계식 패스너(95)는 일정한 형태의 보완 장치 또는 의류(10)의

외측 표면(13)이나 내측 표면(11)을 연결하거나 맞물리게 하도록 고안되거나 개조된 단추 및 단추 구멍, 스냅, 버클, 걸쇠,

훅과 고리, 말단 연장부, 고름 등을 포함한다.

게다가, 탄성화된 패스너(95)가 의류(10)이 더 잘 맞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의류(10)이 다시 채울 수 있는 의류 측면 솔

기(40) 및 (42)를 포함할 경우, 다시 채울 수 있는 수단은 바람직하게는 직물 웹(16), (17) 및 (18)이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

각(19)로 절단되기 전에 직물 웹(16) 및 (18) 상에 전략적으로 놓여진다. 다시 채울 수 있는 의류 측면 솔기(40) 및 (42)가

의류(10)에 포함될 경우, 접기 및 방향 바꾸기 작업이 생략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두 단계를 수행해야할 포장 작업

이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의류 측면 솔기(40) 및 (42)는 당업계에 공지된 다양한 구조 또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의류 측면 솔기(40) 및

(42)의 한 태양은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밖으로 접어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의류 측면 솔기(40) 및 (42)는 각각 의

류 측면 가장자리(22) 및 (32), 및 의류 측면 가장자리(24) 및 (34)의 밖으로 접어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

으로써 형성된다. 정면 패널(20)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22) 및 (24), 및 후면 패널(20)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32) 및 (34)의

내측 표면(11)이 서로 접촉하게 된다.

의류 측면 솔기(40) 및 (42)의 또다른 태양은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은 안으로 접어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의류 측면

솔기(40) 및 (42)는 각각 의류 측면 가장자리(22) 및 (32), 및 의류 측면 가장자리(24) 및 (34)의 안으로 접어진 부분의 적

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정면 패널(20)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22) 및 (24), 및 후면 패널(20)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32) 및 (34)의 외측 표면(13)이 서로 접촉하게 된다.

의류 측면 솔기(40) 및 (42)의 또다른 태양은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의류 측면 솔기

(40) 및 (42)는 각각 의류 측면 가장자리(22) 및 (32), 및 의류 측면 가장자리(24) 및 (34)의 겹쳐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의류 측면 가장자리(22) 및 (32) 중의 하나 및 의류 측면 가장자리(24) 및 (34) 중의 하나

의 내측 표면(11)이 각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의 다른 의류 측면 가장자리의 외측 표면(13)과 접촉하게 된다.

의류 측면 솔기(40) 및 (42)의 또다른 태양은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의류 측면 솔기

(40)은 의류 측면 가장자리(22) 또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32)를 접음으로써 형성된다. 의류 측면 가장자리(22) 또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32)의 접어진 부분의 외측 표면(13) 및 접어지지 않은 부분의 내측 표면(11) 및 정면 패널(20) 또는 후면 패

널(30)의 대응하는 부분이 각각 접어지지않은 의류 측면 가장자리(32) 또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22)의 내측 표면(11) 또는

외측 표면(13) 및 후면 패널(30) 또는 정면 패널(20)의 대응하는 부분과 접촉하게 된다.

의류 측면 솔기(42)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24) 또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34)를 접어 넣음으로써 형성된다. 의류 측면 가장

자리(24) 또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34)의 접어진 부분의 외측 표면(13) 및 접어지지 않은 부분의 내측 표면(11) 및 정면 패

널(20) 또는 후면 패널(30)의 대응하는 부분이 각각 접어지지않은 의류 측면 가장자리(34) 또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24)의

내측 표면(11) 또는 외측 표면(13) 및 후면 패널(30) 또는 정면 패널(20)의 대응하는 부분과 접촉하게 된다. 내측 표면(11)

이 접은 자리를 따라 노출되도록 의류 측면 가장자리(22), (24), (32) 또는 (34)를 접어 넣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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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 웹(16) 및 (18)의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19)의 의류 말단 부분(62) 및 (64)는 완성된 의류(10)에서 옷단이 대어질

수 있다. 의류 말단 부분(62) 및 (64)는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수단 또는 스타일에 의해 옷단이 대어질 수 있다. 일부 태

양에서는, 의류 말단 부분(62) 및 (64)를 옷단을 대지않은 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직물 웹(16) 및 (18)의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19)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26) 및 (36)은 완성된 의류(10)에서 옷단이 대어질 수 있다. 의류 저부 가장자

리(26) 및 (36)은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수단 또는 스타일에 의해 옷단이 대어질 수 있다. 일부 태양에서는, 의류 저부 가

장자리(26) 및 (36)을 옷단을 대지않은 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직물 웹(16), (17) 및 (18)(또는,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15))를 접음으로써 소매(76)의 소매 측면 가장자리(81) 및 (83)

과 소매(78)의 소매 측면 가장자리(88) 및 (91)이 접합된다. 소매 측면 가장자리(81) 및 (83)과 소매 측면 가장자리(88) 및

(91)을 짝짓기함으로써 소매(76) 및 (78)의 소매 솔기(93) 및 (97)이 형성된다.

의류(10)의 소매(76) 및 (78)의 소매 솔기(93) 및 (97)을 용이하게 채우기 위해, 의류 크기의 조각(19)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 바람직할 수 있다. 회전 작업은 바람직하게는 턴 롤 및 턴 테이블, 및 임의의 다른 공지된 수단에 의해 수행된다. 의류 크

기의 조각(19)는 90도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도시되지 않음). 소매 솔기(93) 및 (97)은 다시 채울 수 없는 솔기 또는 다시

채울 수 있는 솔기일 수 있다. 소매 솔기(93) 및 (97)의 임의의 과잉 재료는 소매 솔기(93) 및 (97)의 가장자리로부터 제거

되어 소매 솔기(93) 및 (97)을 감소시키거나 평탄하게 할 수 있다. 다시 채울 수 없는 소매 솔기(93) 및 (97)은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초음파 봉함, 접착 결합, 테이프, 열 봉함, 재봉, 또는 당업계에 공지된 다른 채우기 수단과 같은 임의의 적합한

수단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다시 채울 수 없는 소매 솔기(93) 및 (97)은 연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서, 소매(76) 및(78)의 대향하는 소매 측면 가장자리 쌍(81) 및 (83) 및 대향하는 소매 측면 가장자

리 쌍(88) 및 (91)은 완성된 의류(10)에서 고정되어 다시 채울 수 있는 소매 솔기(93) 및 (97)을 형성할 수 있다. 소매(76)

및(78)의 대향하는 소매 측면 가장자리 쌍(81) 및 (83) 및 대향하는 소매 측면 가장자리 쌍(88) 및 (91)을 고정하기 위한

다시 채울 수 있는 수단은 다시 채울 수 있는 접착 및 기계식 패스너(95)를 포함한다. 접착 및 기계식 패스너(95)는 일정한

형태의 보완 장치 또는 의류(10)의 외측 표면(13)이나 내측 표면(11)을 연결하거나 맞물리게 하도록 고안되거나 개조된 단

추 및 단추 구멍, 스냅, 버클, 걸쇠, 훅과 고리, 말단 연장부, 고름, 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다시 채울 수 있는 소매 솔기(93)

및 (97)은 연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게다가, 탄성화된 패스너(95)가 의류(10)이 더 잘 맞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의류(10)이 다시 채울 수 있는 소매 솔기

(93) 및 (97)을 포함할 경우, 다시 채울 수 있는 수단은 바람직하게는 직물 웹(16) 및 (18)이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19)

로 절단되기 전이나 후에 소매(76) 및(78) 상에 전략적으로 놓여진다. 다시 채울 수 있는 소매 솔기(93) 및 (97)이 의류

(10)에 포함될 경우, 접기 및 방향 바꾸기 작업이 생략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두 단계를 수행해야할 포장 작업이 존

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소매 솔기(93) 및 (97)은 당업계에 공지된 다양한 구조 또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소매 솔기(93) 및 (97)의 한

태양은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밖으로 접어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소매 솔기(93) 및 (97)은 각각 소매(76) 및(78)

의 소매 측면 가장자리(81) 및 (83), 및 소매 측면 가장자리(88) 및 (91)의 밖으로 접어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

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소매(76) 및(78)의 소매 측면 가장자리(81) 및 (83), 및 소매 측면 가장자리(88) 및 (91)의 내측 표면

(11)이 서로 접촉하게 된다.

소매 솔기(93) 및 (97)의 또다른 태양은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은 안으로 접어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소매 솔기(93)

및 (97)은 각각 소매(76) 및(78)의 소매 측면 가장자리(81) 및 (83), 및 소매 측면 가장자리(88) 및 (91)의 안으로 접어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소매(76) 및(78)의 소매 측면 가장자리(81) 및 (83), 및 소매 측면

가장자리(88) 및 (91)의 외측 표면(13)이 서로 접촉하게 된다.

소매 솔기(93) 및 (97)의 또다른 태양은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소매 솔기(93) 및 (97)

은 각각 소매(76) 및(78)의 소매 측면 가장자리(81) 및 (83), 및 소매 측면 가장자리(88) 및 (91)의 겹쳐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소매(76) 및(78)의 소매 측면 가장자리(81) 또는 (83), 및 소매 측면 가장자리(88)

또는 (91) 중의 하나의 내측 표면(11)이 소매(76) 및(78)의 다른 소매 측면 가장자리(81) 또는 (83), 및 소매 측면 가장자리

(88) 또는 (91)의 외측 표면(13)과 접촉하게 된다.

소매 솔기(93) 및 (97)의 또다른 태양은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소매 솔기(93) 및 (97)

은 소매(76) 및(78)의 소매 측면 가장자리(81) 또는 (83), 및 소매 측면 가장자리(88) 또는 (91)을 접어 넣음으로써 형성된

다. 소매 측면 가장자리(81) 또는 (83), 및 소매 측면 가장자리(88) 또는 (91)의 접어진 부분의 외측 표면(13) 및 접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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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부분의 내측 표면(11) 및 소매(76) 및(78)의 대응하는 부분이 각각 접어지지않은 소매 측면 가장자리(81) 또는 (83),

및 소매 측면 가장자리(88) 또는 (91)의 내측 표면(11) 또는 외측 표면(13) 및 소매(76) 및(78)의 대응하는 부분과 접촉하

게 된다. 내측 표면(11)이 접은 자리를 따라 노출되도록 소매 측면 가장자리(81), (83), (88) 또는 (91)을 접어 넣을 수 있음

은 물론이다.

본 발명의 다양한 태양에서, 정면 패널(20), 후면 패널(30) 또는 패널(20) 및 (30) 둘 다는 절단되거나 개방되어 플래킷과

같은 슬릿(57) 또는 (65)(도 5에 도시됨)를 형성할 수 있다. 슬릿(57) 또는 (65)는 다이 절단 작업, 초음파 작업 또는 임의

의 다른 적합한 수단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슬릿(57)은 2 개의 가장자리(58) 및 (59)를 가진다. 슬릿(65)는 2 개의 가장자

리(66) 및 (67)을 가진다. 정면 및 후면 패널(20) 및 (30)의 슬릿(57) 또는 (65)는 목 개구부(90)의 가장자리(92)로부터 의

류 저부 가장자리(26) 및 (36)으로 연장될 수 있다. 별법으로, 슬릿(57) 또는 (65)는 목 개구부(90)의 가장자리(92)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26) 및 (36) 사이의 패널(20) 및 (30)의 일부분에 연장될 수 있다. 의류(10)이 정면 패널(20)의 슬릿(57) 및

후면 패널(30)의 슬릿(65) 둘 다를 포함할 경우, 슬릿(57) 또는 (65)는 크기, 구조, 모양 등이 유사하거나 비유사할 수 있

다.

일부 태양에서, 슬릿(57)의 가장자리(58) 및 (59), 및 슬릿(65)의 가장자리(66) 및 (67)은 다시 채울수 있게 부착되거나 고

정될 수 있다. 가장자리(58) 및 (59)는 고정되어 정면 솔기(113)을 형성할 수 있다. 가장자리(66) 및 (67)은 고정되어 후면

솔기(114)를 형성할 수 있다.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접착 또는 기계식 패스너(95)와 같은 다양한 채우기 수단을 사용하여

슬릿(57) 및 (65)의 가장자리(58) 및 (59), 및 가장자리(66) 및 (67)을 다시 채울수 있게 부착하거나 고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태양에서(도 6, 11 및 12 참조), 의류(210)은 바람직하게는 정면 패널(220) 및 후면 패널(230)을 포함한

다. 정면 패널(220)은 한 쌍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222) 및 (224), 의류 저부 가장자리(226), 한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

(223) 및 (225),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223) 및 (225) 사이에 위치한 어깨 영역(228)을 가진다. 후면 패널(230)은 한 쌍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232) 및 (234), 의류 저부 가장자리(236), 한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233) 및 (235),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233) 및 (235) 사이에 위치한 어깨 영역(238)을 가진다.

의류 측면 가장자리(222)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232)에 결합되어 의류 측면 솔기(240)을 형성한다. 의류 측면 가장자리

(224)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234)에 결합되어 의류 측면 솔기(242)를 형성한다.

의류(210)의 태양은 소매를 포함하지 않는다. 어깨 측면 가장자리(223), (233), (225) 및 (235), 더 구체적으로, 팔 개구부

(272) 및 (274)를 형성하는 팔 개구부 가장자리(273) 및 (275)는 옷단이 대어질 수 있다. 더 용이한 제조를 위해, 어깨 측

면 가장자리(223), (233), (225) 및 (235)(또는, 팔 개구부 가장자리(273) 및 (275))는 옷단이 대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

는 용이한 기계 절단을 촉진한다.

가장자리(292)에 의해 그 주위가 형성되는 목 개구부(290)은 어깨 영역(228) 및 (238) 중의 하나 이상에 존재한다. 그러한

배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목 개구부(290)은 일반적으로 어깨 측면 가장자리(223), (233), (225) 및 (235) 사이에

중심이 놓여진다. 목 개구부(290)은 예를 들면, 원형, 타원형, 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다면, 비대칭 또는 불규칙 등과

같은 다양한 크기 및 모양을 취할 수 있다. 목 개구부(290)의 배치가 어깨 영역 (228) 및 (238)의 사이, 및 어깨 측면 가장

자리 (223), (233), (225) 및 (235) 사이에서 대칭일 수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목 개구부(290)의 배치는 목 개구부

(290)의 더 큰 부분이 정면 어깨 영역(228) 내에 위치되도록 배열된다.

부가적으로, 목 개구부(290)의 모양은 대칭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목 개구부(290)의 모양은 유행 및 안락함에 의해 지

시되는 바와 같이 비대칭이다. 의류(210)의 일부 태양에서는, 목 개구부(290)의 가장자리(292)는 옷단이 대어질 수 있다.

더 용이한 제조를 위해, 목 개구부(290)의 가장자리(292)는 옷단이 대어지지 않아 용이한 기계 절단을 촉진할 수 있다.

다양한 스타일의 칼라(294)가 또한 목 개구부(290)의 가장자리(292)에 부착될 수 있다. 칼라(294)의 부착은 하기에 논의

되는 수단에 의해 다시 채울 수 없도록 될 수 있다. 별법으로, 칼라(294)의 부착은 하기에 논의되는 수단에 의해 다시 채울

수 있도록 될 수 있다. 칼라(294)는 의류업계에 공지된 터틀넥, 가장 터틀넥, 굴뚝 깃, 셔츠 칼라, 티셔츠 셔츠 이랑지워진

테두름, 장식성 테두름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의류(210)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 (226) 및 (236)은 또한 옷단이 대어질 수 있다. 더 용이한 제조를 위해, 의류(210)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 (226) 및 (236)은 옷단이 대어지지 않아 용이한 기계 절단을 촉진할 수 있다.

정면 패널(220), 후면 패널(230) 또는 둘 다는 절단되거나 또는 개방되어 플래킷과 같은 슬릿(257) 또는 (265)(도 6에 도

시됨)를 형성할 수 있다. 하나 또는 둘 다의 슬릿(257) 또는 (265)를 포함하는 의류(210)은 숄, 가운, 예복 등으로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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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슬릿(257)은 두 개의 가장자리 (258) 및 (259)를 포함한다. 슬릿(265)는 두 개의 가장자리 (266) 및 (267)을 포함

한다. 부착 및 기계 유형의 패스너(295)와 같은 다양한 채우기 수단(하기의 논의 참고)을 사용하여 가장자리 (258) 및

(259) 또는 가장자리 (266) 및 (267)을 다시 채울 수 있게 부착 또는 고정하여 다시 잠글 수 있거나 다시 채울 수 있는 의류

(210)을 형성할 수 있다. 정면 및 후면 패널(220) 및 (230)의 슬릿(257) 및 (265)는 목 개구부(290)의 가장자리(292)로부

터 의류 저부 가장자리 (226) 및 (236)으로 신장될 수 있다. 별법으로, 슬릿(257) 및 (265)는 목 개구부(290)의 가장자리

(292)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 (226) 및 (236) 사이의 패널(220) 및 (230)의 일부분만에 걸쳐 신장될 수 있다. 의류(210)이

정면 패널(220) 내의 슬릿(257) 및 후면 패널(230) 내의 슬릿(265) 둘 다를 포함하는 경우, 슬릿 (257) 및 (265)는 크기,

구조, 모양 등이 유사하거나 비유사할 수 있다. 본원에서 사용될 때 용어 "유사한"은 동일함 및 다양한 수준의 유사성을 포

함하는 것으로 해석됨은 물론이다. 또한, 본원에서 사용될 때 용어 "비유사한"은 상이함 및 다양한 수준의 비유사성을 포함

하는 것으로 해석됨은 물론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태양은 적어도 정면 패널(220), 후면 패널(230), 가장자리(292)에 의해 그의 주위에 형성된 목 개구부

(290), 팔 개구부 가장자리(273) 및 (275)에 의해 그들의 주위에 형성된 팔 개구부(272) 및 (274), 의류 저부 가장자리

(226) 및 (236)에 의해 그의 주위에 형성된 하체 개구부(244)를 포함하는, 상체에 착용하기 위한 의류(210)의 연속 제조

방법(도 2 참조)이다. 의류(210)은 내측 표면(211) 및 외측 표면(213)을 포함한다. 의류(210)은 단일층 직물 웹(215)를 포

함할 수 있거나, 또는 다층 라미네이트 직물 웹(215)를 포함할 수 있다. 일부 태양에서, 의류(210)은 직물 웹(215)의 다수

층을 포함할 수 있다. 직물 웹(215)는 나란한 배열 또는 직물 웹(215)을 제조하기 위한 다른 배열로 배치된 다수의 직물 웹

으로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의류(210)을 제조하기 위해 단일 연속 공정 상의 하나 이상의 직물 웹(215)를 요구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은 의류(210)을 제조하기 위해 단일 연속 공정 상의 2 개의 직물 웹(216) 및 (218)을 포함할 수 있다.

직물 웹(216) 및 (218)은 서로 유사하거나 또는 비유사한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직물 웹(216) 및 (218)은 직물 웹(215)

의 절단 또는 분할의 결과일 수 있다. 다른 태양에서, 의류(210)을 제조하기에 충분한 폭을 갖는 직물 웹의 다양한 조합을

사용하여 직물 웹(216) 및 (218)을 제공할 수 있다. 직물 웹(215)의 상기 논의에서, 직물 웹(215)의 기술은 직물 웹(216)

및 (218)에도 적용됨은 물론이다.

본 발명의 한 태양에서(도 2 참조), 의류(210)을 제공하기 위해 의류(210)을 제조하기에 충분한 폭을 갖는 하나의 직물 웹

(215)가 제공된다. 임의의 처분가능하거나 세탁가능한 직물이 사용될 수 있기는 하나, 바람직한 직물 웹(215)는 부직포이

다. (직물 웹(215)의 상기 논의 참조). 직물 웹(215)는 일반적으로 롤 또는 다른 공급원(도시되지 않음)으로부터 풀려진다.

직물 웹(215)는 한 쌍의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246) 및 (247)을 포함한다. 직물 웹(215)는 다이 절단기(214)에 의해

2 개의 별도의 직물 웹(216) 및 (218)로 절단되거나 분할된다. (도 2 참조). 절단 작업은 다이 절단 작업, 초음파 작업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작업법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다른 태양에서, 2 개의 직물 웹(216) 및 (218)은 별도로 제공될 수 있

다.

직물 웹(216)은 내측 표면(11) 및 외측 표면(13)뿐만 아니라, 일부 태양에서 직물 웹(215)의 웹 측면 가장자리(246)에 대

응할 수 있는 웹 측면 가장자리(221), 측면 가장자리(227), 가장자리(22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223) 및 (225)를 포함

한다. 직물 웹(215)의 웹 측면 가장자리(246)이 일반적으로 직물 웹(216)의 웹 측면 가장자리(221)이 될 수 있으나, 직물

이 웹 측면 가장자리(246)으로부터 제거되거나 여기에 첨가되어 웹 측면 가장자리(221)을 생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직

물 웹(216)은 직선, 곡선, 다면, 비대칭 또는 불규칙적인 어깨 측면 가장자리(223) 및 (225), 가장자리(229) 및 측면 가장

자리(227)을 포함하는 연결된 8각형 모양의 전체적인 외양을 갖는 다른 모양으로 절단될 수 있다.

게다가, 직물 웹(216)의 측면 가장자리(227), 가장자리(22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223) 및 (225)의 모양은 서로 상이하

거나, 또는 측면 가장자리(227), 가장자리(22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223) 및 (225)의 임의의 조합과 상이할 수 있다.

직물 웹(216)의 연결된 8각형 모양 부분은 또한 다양한 크기를 취할 수 있다.게다가, 직물 웹(216)의 가장자리(229), 측면

가장자리(227),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223) 및 (225)의 길이는 서로 상이하거나, 또는 가장자리(229), 측면 가장자리

(227),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223) 및 (225)의 임의의 조합과 상이할 수 있다. 직물 웹(216)의 양식은 유행 및 제조 공정

의 나머지 단계 또는 작업을 완결하는데 필요한 직물 웹(216)의 재료의 최소량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직물 웹(218)은 내측 표면(211) 및 외측 표면(213)뿐만 아니라, 일부 태양에서 직물 웹(215)의 웹 측면 가장자리(247)에

대응할 수 있는 웹 측면 가장자리(231), 측면 가장자리(237), 가장자리(23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233) 및 (235)를 포

함한다. 직물 웹(215)의 웹 측면 가장자리(247)이 일반적으로 직물 웹(218)의 웹 측면 가장자리(231)이 될 수 있으나, 직

물이 웹 측면 가장자리(247)로부터 제거되거나, 여기에 첨가되어 웹 측면 가장자리(231)을 생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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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웹(218)의 측면 가장자리(237), 가장자리(23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233) 및 (235)에 의해 형성된 모양은 일반적으

로 직물 웹(216)의 측면 가장자리(227), 가장자리(22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225) 및 (223)에 보완적인 모양을 형성한

다.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태양에서, 직물 웹(218)의 측면 가장자리(237), 가장자리(23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233) 및 (235)는 직물 웹(216)의 모양에 보완적인 반복되는 연결된 8각형 모양의 일부를 형성한다. 직물 웹

(216) 및 (218)은 하나의 직물 웹(215)로부터 떼를 지거나 지지않고 절단될 수 있다. (도 2 및 33 참조). 또한, 직물 웹

(218)의 모양은 직물 웹(216)의 모양에 보완적이기는 하지만, 직물 웹(216) 및 (218)의 모양은 서로 유사하거나 비유사,

보완적이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른 태양에서, 직물 웹(218)은 직선, 곡선, 다면, 비대칭 또는 불규칙적인

어깨 측면 가장자리(233) 및 (235), 가장자리(239) 및 측면 가장자리(237)을 포함하는 연결된 8각형 모양의 전체적인 외

양을 갖는 다른 모양으로 절단될 수 있다.

게다가, 직물 웹(218)의 측면 가장자리(237), 가장자리(23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233) 및 (235)의 모양은 서로 상이하

거나, 또는 측면 가장자리(237), 가장자리(23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233) 및 (235)의 임의의 조합과 상이할 수 있다.

직물 웹(218)의 연결된 8각형 모양 부분은 또한 다양한 크기를 취할 수 있다.게다가, 직물 웹(218)의 측면 가장자리(237),

가장자리(23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233) 및 (235)의 길이는 서로 상이하거나, 또는 측면 가장자리(237), 가장자리

(23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233) 및 (235)의 임의의 조합과 상이할 수 있다. 직물 웹(218)의 양식은 유행 및 제조 공정

의 나머지 단계 또는 작업을 완결하는데 필요한 직물 웹(218)의 재료의 최소량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바람직한 태양에서, 직물 웹(215)의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246) 및 (247)은 각각 완성된 의류(210)의 의류 저부 가장

자리(226) 및 (236)이 된다. 직물 웹(215)의 웹 측면 가장자리(246) 및 (247)이 일반적으로 각각 완성된 의류(210)의 의

류 저부 가장자리(226) 및 (236)이 될 수 있긴 하나, 직물이 직물 웹(215)의 웹 측면 가장자리(246) 및 (247)로부터 제거

되거나 또는 여기에 첨가되어 각각 완성된 의류(210)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226) 및 (236)을 형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형성된 의류 저부 가장자리(226) 및 (236)은 직물 웹(215)의 웹 측면 가장자리(246) 및 (247)에 가장 가깝다.

별법으로, 바람직한 태양에서, 직물 웹(216) 및 (218)의 웹 측면 가장자리(221) 및 (231)은 각각 완성된 의류(210)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226) 및 (236)이 된다. 직물 웹(216) 및 (218)의 웹 측면 가장자리(221) 및 (231)이 일반적으로 각각 완성

된 의류(210)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226) 및 (236)이 될 수 있긴 하나, 직물이 직물 웹(216) 및 (218)의 웹 측면 가장자리

(221) 및 (231)로부터 제거되거나 또는 여기에 첨가되어 각각 완성된 의류(210)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226) 및 (236)을

형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직물 웹(215)는 다이 절단기(245)에 의해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219)로 절단된다. 본 발명의 일부 태양에서, 직물 웹

(215)는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219)로 절단되기 전에 2 개의 직물 웹(216) 및 (218)로 절단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

에서, 직물 웹(215)는 2 개의 직물 웹(216) 및 (218)로 절단되기 전에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219)로 절단된다. 이어서,

직물 웹(216) 및 (218)은 결합하여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219)를 형성한다. 다른 태양에서, 2 개의 직물 웹(216) 및

(218)은 별도의 직물 웹으로 제공된다.

각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219)는 적어도 개구부(289), 한 쌍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222) 및 (224), 한 쌍의 대

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232) 및 (234), 및 대향하는 의류 말단 부분(262) 및 (264)를 포함한다. 절단 작업은 다이 절단

작업, 초음파 작업,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작업 방법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대향하는 의류 말단 부분(262) 및 (264)의

위치는 각각 완성된 의류(210)의 정면 패널(220)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226) 및 후면 패널(230)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

(236)에 대응한다. 직물 웹(216) 및 (218)의 각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219)는 일반적으로 진공 스크린, 벨트 또는 운반

장치에 의해 옷단 대기, 접기 및 채우기 작업을 거친다.

직물 웹(216)의 가장자리(229)는 직물 웹(218)의 가장자리(239)에 부착될 수 있다. 직물 웹(216)의 가장자리(229)의 직

물 웹(218)의 가장자리(239)에의 부착은 솔기(342)를 형성한다.

본 발명의 다양한 태양에서, 솔기(342)는 다시 채울 수 없는 솔기 또는 다시 채울 수 있는 솔기로 구성될 수 있다. 직물 웹

(216) 또는 (218)의 임의의 과잉 재료가 솔기(342)의 가장자리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다시 채울 수 없는 솔기(342)는 초

음파 봉함, 접착 결합, 테이프, 열 봉함, 재봉 또는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채우기 방법과 같은 임의의 적합한 수단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솔기(342)는 연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솔기(342)를 형성하는 한 적합한 방법이 본원

에 참고로 인용된 미국 특허 제4,938,753호(1990. 7. 3. 특허, Van Gompel 등)에 개시되어 있다. 솔기(342)는 서로 결합

되어 다시 채울 수 없는 솔기(342)를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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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서, 가장자리(229) 및 (239)는 완성된 의류(210)에서 서로 결합하여 다시 채울 수 있는 솔기(342)를

형성할 수 있다. 의류(210)의 가장자리(229) 및 (239)를 고정하기 위한 다시 채울 수 있는 수단은 다시 채울 수 있는 접착

및 기계식 패스너(295)를 포함한다. 다시 채울 수 있는 접착 및 기계식 패스너(295)는 일정한 형태의 보완 장치 또는 의류

(210)의 외측 표면(213)이나 내측 표면(211)을 연결하거나 맞물리게 하도록 고안되거나 개조된 단추 및 단추 구멍, 스냅,

버클, 걸쇠, 훅과 고리, 말단 연장부, 고름, 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게다가, 탄성화된 패스너(295)는 의류(210)이 더 잘 맞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의류(210)이 다시 채울 수 있는 솔기

(342)를 포함할 경우, 다시 채울 수 있는 수단은 바람직하게는 직물 웹(215) (또는, 직물 웹(216) 및 (218))이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219)로 절단되기 전에 직물 웹(215) (또는, 직물 웹(216) 또는 (218)) 상에 전략적으로 놓여진다.

본 발명의 솔기(342)는 당업계에 공지된 다양한 구조 또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솔기(342)는 서로 동일하거나 상이하게

형성될 수 있다. 솔기(342)의 한 태양은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밖으로 접어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솔기(342)는 의

류(210)의 가장자리(229) 및 (239)의 밖으로 접어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가장자리

(229)의 내측 표면(211)이 가장자리(239)의 내측 표면(211)과 접촉하게 된다.

솔기(342)의 또다른 태양은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은 안으로 접어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솔기(342)는 의류(210)의

가장자리(229) 및 (239)의 안으로 접어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가장자리(229)의 외측 표

면(213)이 가장자리(239)의 외측 표면(213)과 접촉하게 된다.

솔기(342)의 또다른 태양은 도 21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솔기(342)는 의류(210)의 가장자

리(229) 및 (239)의 겹쳐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가장자리(229) 및 (239) 중의 하나의 내

측 표면(211)이 다른 가장자리(239) 또는 (229)의 외측 표면(213)과 접촉하게 된다.

솔기(342)의 또다른 태양은 도 24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솔기(342)는 가장자리(229) 또는

가장자리(239)를 접음으로써 형성된다. 가장자리(229) 또는 가장자리(239)의 접어진 부분의 외측 표면(213) 및 접어지지

않은 부분의 내측 표면(211) 및 직물 웹(216) 또는 직물 웹(218)의 대응하는 부분이 각각 접어지지않은 가장자리(239) 또

는 가장자리(229)의 내측 표면(211) 또는 외측 표면(213) 및 직물 웹(218) 또는 직물 웹(216)의 대응하는 부분과 접촉하

게 된다. 내측 표면(211)이 접은 자리를 따라 노출되도록 가장자리(229) 및 (239)를 접어 넣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일련의 반복된 개구부(289)가 다이 절단기(241)에 의해 직물 웹(216) 및 (218)(또는, 직물 웹(215)) 중 적어도 하나 내로

절단된다. 본 발명의 일부 태양에서, 개구부(289)는 직물 웹(216) 및 (218) 둘 다, 또는 직물 웹(216) 및 (218)의 임의의

조합 내로 절단될 수 있다. 개구부(289)의 위치는 완성된 의류(210)의 목 개구부(290)에 대응한다. 개구부(289)는 다이 절

단 작업, 초음파 작업,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작업 방법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개구부(289)로부터 제거될 재료는 당업

계에 공지된 임의의 방법, 바람직하게는 진공 공급원(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개구부(289)는 슬릿, 원형,

타원형, 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다면, 비대칭 또는 불규칙 등 다양한 크기 및 모양을 취할 수 있다. 개구부(289)의 양

식은 유행 및 제조 공정의 나머지 단계 또는 작업을 견디기에 충분한 온전성을 가진 채로 유지되어야 하는 직물 웹(216) 및

(또는) 직물 웹(218) (또는, 직물 웹(15) 또는 직물 웹(216) 및 (218)의 임의의 조합)의 최소량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직물 웹(216) 및 (218)의 가장자리(229) 및 (239)가 결합하여 솔기(342)를 형성하지 않는 의류(210)의 태양에서, 개구부

(289)는 칼라(294)의 부착에 의해 직물 웹(216)의 가장자리(229)와 직물 웹(218)의 가장자리(239)를 부착시킴으로써 형

성된다. 가장자리(229) 및 (239)는 목 개구부(289)의 가장자리(292)를 형성한다. 가장자리(229) 및 (239)가 결합되지 않

는 다른 태양에서, 개구부(289)는 직물 웹(216) 및 (218) 중 적어도 하나 내로 절단될 수 있다.

일반적인 의류(210)에서, 개구부(289)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223), (225), (233) 및 (235)의 사이 또는 중간에 중심이 놓

여지긴 하지만, 어깨 측면 가장자리(223), (225), (233) 및 (235)에 대한 개구부(289)의 배치는 유행 및 제조 공정의 나머

지 단계 또는 작업을 견디기에 충분한 온전성을 가진 채로 유지되어야 하는 직물 웹(216) 및 (218)(또는, 직물 웹(15) 또는

직물 웹(216) 및 (218)의 임의의 조합)의 최소량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예를 들면, 어깨 측면 가장자리(223), (225), (233)

및 (235) 사이에서 개구부(289)의 배치는 대칭 또는 비대칭적일 수 있다.

목 개구부(290)의 가장자리(292)는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방법 또는 스타일에 의해 옷단이 대어질 수 있다. 일부 태양에

서는, 목 개구부(290)의 가장자리(292)를 옷단을 대지않은 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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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태양에서, 칼라(294)가 의류(210)의 목 개구부(290)의 가장자리(292)에 부착되어 칼라 솔기(312)를 형성할 수 있다.

칼라(294)의 부착은 상기 논의된 수단에 의해 다시 채울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재봉 장치(316)이 도 2에 도시됨). 별법으

로, 칼라(294)의 부착은 상기 논의된 수단에 의해 다시 채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칼라 솔기(312)는 연속적 또는 간헐적

으로 구성될 수 있다. 칼라(294)는 다양한 크기 및 모양을 취할 수 있다. 칼라(294)의 양식은 유행 및 제조 공정의 나머지

단계 또는 작업을 완결하기에 충분한 칼라(294)의 재료의 최소량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본 발명의 칼라 솔기(312)는 당업계에 공지된 다양한 구조 또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칼라 솔기(312)의 한 태양은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밖으로 접어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칼라 솔기(312)는 의류(210)의 칼라(294)의 칼라 가장자리

(311) 및 목 개구부(290)의 가장자리(292)의 밖으로 접어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칼라

(294)의 칼라 가장자리(311)의 내측 표면(211)이 목 개구부(290)의 가장자리(292)의 내측 표면(211)과 접촉하게 된다.

칼라 솔기(312)의 또다른 태양은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은 안으로 접어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칼라 솔기(312)는 의

류(210)의 칼라(294)의 칼라 가장자리(311) 및 목 개구부(290)의 가장자리(292)의 안으로 접어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칼라(294)의 칼라 가장자리(311)의 외측 표면(213)이 목 개구부(290)의 가장자리(292)의

외측 표면(213)과 접촉하게 된다.

칼라 솔기(312)의 또다른 태양은 도 21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칼라 솔기(312)는 의류(210)

의 칼라(294)의 칼라 가장자리(311) 및 목 개구부(290)의 가장자리(292)의 겹쳐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

으로써 형성된다. 칼라(294)의 칼라 가장자리(311) 또는 목 개구부(290)의 가장자리(292)의 내측 표면(211)이 다른, 칼라

가장자리(311) 또는 가장자리(292)의 외측 표면(213)과 접촉하게 된다.

칼라 솔기(312)의 또다른 태양은 도 24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칼라 솔기(312)는 칼라(294)

의 칼라 가장자리(311) 또는 목 개구부(290)의 가장자리(292)를 접어 넣음으로써 형성된다. 칼라(294)의 칼라 가장자리

(311) 또는 목 개구부(290)의 가장자리(292)의 접어진 부분의 외측 표면(213) 및 접어지지 않은 부분의 내측 표면(211)

및 칼라(294) 또는 정면 및 후면 패널(220) 및 (230)의 대응하는 부분이 접어지지않은 칼라(294)의 칼라 가장자리(311)

또는 목 개구부(290)의 가장자리(292)의 내측 표면 (211) 또는 외측 표면(213) 및 칼라(294) 또는 정면 및 후면 패널

(220) 및 (230)의 대응하는 부분과 접촉하게 된다. 내측 표면(211)이 접은 자리를 따라 노출되도록 칼라(294)의 칼라 가장

자리(311) 또는 목 개구부(290)의 가장자리(292)를 접어 넣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칼라 솔기(312)의 또다른 태양은 도 25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칼라 솔기(312)는 칼라(294)

를 목 개구부(290)의 가장자리(292) 주위 또는 위로 접음으로써 형성된다. 칼라(294)의 칼라 가장자리(311)을 아래로 접

어 칼라(294)의 외측 표면(213)이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292) 및 정면 패널(220), 후면 패널(230) 또는 목적으로 하는 경

우 둘 다의 인접한 재료의 임의의 부분과 접촉하게 할 수 있다. 칼라 가장자리(311)을 아래로 접어넣지 않음으로써 노출된

채로 둘 수 있다.

칼라 솔기(312)의 또다른 태양은 도 26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칼라 솔기(312)는 칼라(294)

의 내측 표면(211)이 자신과 접촉하도록 칼라 가장자리(311)을 접음으로써 형성된다. 목 개구부(290)의 가장자리(292)는

정면 패널(220), 후면 패널(230) 또는 둘 다의 외측 표면(213)이 자신과 접촉하도록 접어진다. 칼라 가장자리(311)이 목

개구부(290)의 가장자리(292)의 접은 자리에 삽입된다. 목 개구부(290)의 가장자리(292)가 칼라 가장자리(311)의 접은

자리에 삽입된다. 또다른 태양에서, 칼라 가장자리(311)은 칼라(294)의 외측 표면(213)이 자신과 접촉하도록 접어진다.

목 개구부(290)의 가장자리(292)는 정면 패널(220), 후면 패널(230) 또는 둘 다의 내측 표면(213)이 자신과 접촉하도록

접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칼라 솔기(312)는 본원에 기술된 임의의 솔기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칼라(294)에 사용된 재료는 의류(210)의 다른 부분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할 수 있다. 일부 태양에서는, 칼라(294)에 사용

된 재료가 탄성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칼라(294)가 칼라(294)와 접촉하게 되는 착용자의 목 부분에 합치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직물 웹(216) 및 (218)은 한 쌍의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221) 및 (231)을 포함한다. 일련의 반복되는 대향하는 공백

쌍(269) 및 (271)은 다이 절단기(245)에 의해 직물 웹(216) 및 (218)의 웹 측면 가장자리(221) 및 (231)(또는, 직물 웹

(215)의 웹 측면 가장자리(246) 및 (247)) 내로 절단된다. (도 2 참조). 대향하는 공백 쌍(269) 및 (271)의 위치는 완성된

의류(210)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222) 및 (224), 및 (232) 및 (234)에 대응한다. 대향하는 공백(269) 및 (271)은 다이 절

단 작업, 초음파 작업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작업법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또한, 대향하는 공백(269) 및 (271)은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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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15)가 직물 웹(216) 및 (218)로 절단되기 전이나, 직물 웹(215)가 직물 웹(216) 및 (218)로 절단된 후, 직물 웹(215)

의 웹 측면 가장자리(246) 및 (247) 내로 절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부 태양에서, 대향하는 공백(269) 및 (271)은 슬릿

일 수 있다.

대향하는 공백 쌍(269) 및 (271)은 타원형, 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다면, 비대칭 또는 불규칙 등과 같은 다양한 크기

및 모양을 취할 수 있다. 대향하는 공백(269) 및 (271)의 양식은 유행 및 제조 공정의 나머지 단계 또는 작업을 견디기에

충분한 온전성을 가져야 하는 직물 웹(216) 및 (218)(또는 직물 웹(215))의 최소량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공백(269) 및

(271)은 완성된 의류(210) 내에서 모양, 구조, 크기 등이 서로 유사하거나 비유사할 수 있다.

일부 태양에서는, 대향하는 공백(269) 및 (271)의 쌍들을 직물 웹(216) 및 (218)의 측면 가장자리(221) 및 (231)(또는, 직

물 웹(215)의 웹 측면 가장자리(246) 및 (247)) 내로 절단하는 작업이 제거될 수 있다. 대향하는 공백(269) 및 (271)로부

터 제거될 재료는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방법, 바람직하게는 진공 공급원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도시되지 않음). 의류

(210)의 양식이 유행 및 제조 공정의 나머지 단계 또는 작업을 견디기에 충분한 온전성을 가져야 하는 직물 웹(216) 및

(218)(또는 직물 웹(215))의 최소량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바와 같이, 대향하는 공백(269) 및 (271)을 직물 웹(216) 및

(218)(또는, 직물 웹(215)) 내로 절단하는 작업이 요구되지 않도록 의류(210)을 간단하게 디자인할 수 있다.

직물 웹(216) 및 (218)은 폴더(243)에 의해 포개져서, 정면 패널(220)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222) 및 후면 패널(230)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232)가 접합되도록 의류(210)의 대향하는 의류 말단 부분(262) 및 (264)를 접합시킨다. 접는 작업은

바람직하게는 턱커 및 폴더, 및 임의의 다른 공지된 수단에 의해 수행된다. 접는 작업은 또한 정면 패널(220)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224) 및 후면 패널(230)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234)를 접합시킨다. 의류 측면 가장자리(222) 및 의류 측면 가장

자리(232)의 짝짓기, 및 의류 측면 가장자리(224) 및 의류 측면 가장자리(234)의 짝짓기는 각각 의류(210)의 의류 측면 솔

기(240) 및 (242)를 형성한다. 의류(210)의 의류 측면 솔기(240) 및 (242)를 용이하게 결합시키기 위해, 직물 웹(216) 및

(218)의 의류 크기의 조각(219)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직물 웹(215)(또는, 직물 웹(216) 및 (218))의 각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219)는 일반적으로 진공 스크린, 벨트 또는 운반 장치에 의해 옷단 대기, 접기 및 잠금 작업(도시

되지 않음)을 거친다. 회전 작업은 바람직하게는 턴 롤 및 턴 테이블, 및 임의의 다른 공지된 수단에 의해 수행된다. 직물

웹(216) 및 (218)의 의류 크기의 조각(219)는 90도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도시되지 않음).

본 발명의 다양한 태양에서, 의류 측면 솔기(240) 및 (242)의 하나 또는 둘 다는 다시 채울 수 없는 솔기 또는 다시 채울 수

있는 솔기로 구성될 수 있다. 직물 웹(216) 및 (218)의 임의의 과잉 재료는 의류 측면 솔기(240) 및 (242)의 가장자리로부

터 제거되어 의류 측면 솔기(240) 및 (242)를 감소시키거나 평탄하게 할 수 있다. 다시 채울 수 없는 의류 측면 솔기(240)

및 (242)는 초음파 봉함, 접착 결합, 테이프, 열 봉함, 재봉 등과 같은 임의의 적합한 수단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재봉 장

치(317)이 도 2에 도시됨). 다시 채울 수 없는 의류 측면 솔기(240) 및 (242)는 연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상

기 의류 측면 솔기(240) 및 (242)를 형성하는 한 적합한 방법이 본원에 참고로 인용된 미국 특허 제4,938,753호(1990. 7.

3. 특허, Van Gompel 등)에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서, 의류 측면 솔기(240) 및 (242)의 하나 또는 둘 다는 다시 채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의류(210)

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222) 및 (232), 및 의류 측면 가장자리(224) 및 (234)를 고정하기 위한 다시 채울 수 있는 수단은

다시 채울 수 있는 접착 및 기계식 패스너(295)를 포함한다. 접착 및 기계식 패스너(295)는 일정한 형태의 보완 장치 또는

의류(210)의 외측 표면(213)이나 내측 표면(211)을 연결하거나 맞물리게 하도록 고안되거나 개조된 단추 및 단추 구멍,

스냅, 버클, 걸쇠, 훅과 고리, 말단 연장부, 고름 등을 포함한다.

게다가, 탄성화된 패스너(295)가 의류(210)이 더 잘 맞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의류(210)이 다시 채울 수 있는 의류 측

면 솔기(240) 및 (242)를 포함할 경우, 다시 채울 수 있는 수단은 바람직하게는 직물 웹(216) 및 (218)이 분리된 의류 크기

의 조각(219)로 절단되기 전에 직물 웹(216) 및 (218) 상에 전략적으로 놓여진다. 다시 채울 수 있는 의류 측면 솔기(240)

및 (242)가 의류(210)에 포함될 경우, 접기 및 방향 바꾸기 작업이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두 단계를 수행해야

할 포장 작업이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의류 측면 솔기(240) 및 (242)는 당업계에 공지된 다양한 구조 또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의류 측면 솔기(240)

및 (242)의 한 태양은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밖으로 접어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의류 측면 솔기(240) 및 (242)는

각각 의류 측면 가장자리(222) 및 (232), 및 의류 측면 가장자리(224) 및 (234)의 밖으로 접어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

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정면 패널(220)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222) 및 (224), 및 후면 패널(230)의 의류 측면 가장

자리(232) 및 (234)의 내측 표면(211)이 서로 접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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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측면 솔기(240) 및 (242)의 또다른 태양은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은 안으로 접어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의류 측

면 솔기(240) 및 (242)는 각각 의류 측면 가장자리(222) 및 (232), 및 의류 측면 가장자리(224) 및 (234)의 안으로 접어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정면 패널(220)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222) 및 (224), 및 후면 패널

(230)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232) 및 (234)의 외측 표면(213)이 서로 접촉하게 된다.

의류 측면 솔기(240) 및 (242)의 또다른 태양은 도 21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의류 측면 솔기

(240) 및 (242)는 각각 의류 측면 가장자리(222) 및 (232), 및 의류 측면 가장자리(224) 및 (234)의 겹쳐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의류 측면 가장자리(222) 및 (232) 중의 하나 및 의류 측면 가장자리(224) 및

(234) 중의 하나의 내측 표면(211)이 의류 측면 가장자리의 각 쌍의 다른 의류 측면 가장자리의 외측 표면(213)과 접촉하

게 된다.

의류 측면 솔기(240) 및 (242)의 또다른 태양은 도 24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의류 측면 솔기

(240)은 의류 측면 가장자리(222) 또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232)를 접음으로써 형성된다. 의류 측면 가장자리(222) 또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232)의 접어진 부분의 외측 표면(213) 및 접어지지 않은 부분의 내측 표면(211) 및 정면 패널(220) 또

는 후면 패널(230)의 대응하는 부분이 각각 접어지지않은 의류 측면 가장자리(232) 또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222)의 내측

표면 (211) 또는 외측 표면(213) 및 후면 패널(230) 또는 정면 패널(220)의 대응하는 부분과 접촉하게 된다.

의류 측면 솔기(242)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224) 또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234)를 접어 넣음으로써 형성된다. 의류 측면

가장자리(224) 또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234)의 접어진 부분의 외측 표면(213) 및 접어지지 않은 부분의 내측 표면(211)

및 정면 패널(220) 또는 후면 패널(230)의 대응하는 부분이 각각 접어지지않은 의류 측면 가장자리(234) 또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224)의 내측 표면(211) 또는 외측 표면(213) 및 후면 패널(230) 또는 정면 패널(220)의 대응하는 부분과 접촉하

게 된다. 내측 표면(211)이 접은 자리를 따라 노출되도록 의류 측면 가장자리(222), (224), (232) 또는 (234)를 접어 넣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직물 웹(216) 및 (218)의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219)의 의류 말단 부분(262) 및 (264)는 완성된 의류(210)에서 옷단이

대어질 수 있다. 의류 말단 부분(262) 및 (264)는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수단 또는 스타일에 의해 옷단이 대어질 수 있

다. (재봉 장치(315)가 도 2에 도시됨). 일부 태양에서는, 의류 말단 부분(262) 및 (264)를 옷단을 대지않은 채로 두는 것

이 바람직할 수 있다. 직물 웹(216) 및 (218)의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219)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226) 및 (236)은 완

성된 의류(210)에서 옷단이 대어질 수 있다. 의류 저부 가장자리(226) 및 (236)은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수단 또는 스타

일에 의해 옷단이 대어질 수 있다. 일부 태양에서는, 의류 저부 가장자리(226) 및 (236)을 옷단을 대지않은 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양한 태양에서, 정면 패널(220), 후면 패널(230) 또는 패널(220) 및 (230) 둘 다는 절단되거나 또는 개방되어

플래킷과 같은 슬릿(257) 또는 (265)(도 6에 도시됨)를 형성할 수 있다. 슬릿(257) 및 (265)는 다이 절단 작업, 초음파 작

업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수단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슬릿(257)은 두 개의 가장자리 (258) 및 (259)를 포함한다. 슬릿

(265)는 두 개의 가장자리 (266) 및 (267)을 포함한다. 정면 및 후면 패널(220) 및 (230)의 슬릿(257) 및 (265)는 목 개구

부(290)의 가장자리(292)로부터 의류 저부 가장자리 (226) 및 (236)으로 신장될 수 있다. 별법으로, 슬릿(257) 및 (265)

는 목 개구부(290)의 가장자리(292)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 (226) 및 (236) 사이의 패널(220) 및 (230)의 일부분만에 걸쳐

신장될 수 있다. 의류(210)이 정면 패널(220) 내의 슬릿(257) 및 후면 패널(230) 내의 슬릿(265) 둘 다를 포함하는 경우,

슬릿 (257) 및 (265)는 크기, 구조, 모양 등이 유사하거나 비유사할 수 있다.

일부 태양에서, 슬릿(257)의 가장자리(258) 및 (259), 및 슬릿(265)의 가장자리(266) 및 (267)은 다시 채울수 있게 부착

되거나 고정될 수 있다. 가장자리(258) 및 (259)는 고정되어 정면 솔기(313)을 형성할 수 있다. 가장자리(266) 및 (267)은

고정되어 후면 솔기(314)를 형성할 수 있다.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접착 또는 기계식 패스너(295)와 같은 다양한 채우기

수단을 사용하여 슬릿(257) 및 (265)의 가장자리(258) 및 (259), 및 가장자리(266) 및 (267)을 다시 채울수 있게 부착하

거나 고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태양에서(도 7, 8, 13 및 14 참조), 의류(410)은 바람직하게는 정면 패널(420)을 포함한다. 정면 패널

(420)은 한 쌍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422) 및 (424), 의류 저부 가장자리(426), 한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423) 및 (425)

,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423) 및 (425) 사이에 위치한 어깨 영역(428)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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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측면 가장자리(422)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424)에 결합되어 의류 솔기(440)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일부 태양에서,

어떤 형태의 스트랩 구조(496)이 각 의류 측면 가장자리(422) 및 (424)에 부착될 수 있다. 스트랩 구조(496)의 부착은 상

기 논의된 수단에 의해 다시 채울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별법으로, 스트랩 구조(496)의 부착은 상기 논의된 수단에 의해 다

시 채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의류(410)의 태양은 소매를 포함하지 않는다. 어깨 측면 가장자리(423) 및 (425)는 옷단이 대어질 수 있다. 더 용이한 제

조를 위해, 어깨 측면 가장자리(423) 및 (425)는 옷단이 대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용이한 기계 절단을 촉진한다.

가장자리(492)에 의해 그의 주위의 적어도 일부분 주위에 형성된 목 개구부(490)은 어깨 영역(428)에 위치할 수 있다. 그

러한 배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목 개구부(490)은 일반적으로 어깨 측면 가장자리(423) 및 (425) 사이에 중심이 놓

여진다. 목 개구부(490)은 원형, 타원형, 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다면, 비대칭 또는 불규칙 등과 같은 다양한 크기 및

모양을 취할 수 있다. 목 개구부(490)의 배치가 어깨 측면 가장자리(423) 및 (425) 사이에 대칭으로 놓여질 수 있기는 하

나, 일반적으로, 목 개구부(490)의 배치는 목 개구부(490)의 일부분이 정면 어깨 영역(428) 내에 위치되도록 배열된다.

부가적으로, 목 개구부(490)의 모양은 대칭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목 개구부(490)의 모양은 유행 및 안락함에 의해 지

시되는 바와 같이 비대칭이다. 의류(410)의 일부 태양에서, 목 개구부(490)의 가장자리(492)는 옷단이 대어질 수 있다. 더

용이한 제조를 위해, 목 개구부(490)의 가장자리(492)는 옷단이 대어지지 않아 용이한 기계 절단을 촉진할 수 있다.

다양한 스타일의 칼라(494)가 또한 목 개구부(490)의 가장자리(492)에 부착될 수 있다. 칼라(494)의 부착은 상기 논의된

수단에 의해 다시 채울 수 없도록 될 수 있다. 별법으로, 칼라(494)의 부착은 상기 논의된 수단에 의해 다시 채울 수 있도록

될 수 있다. 칼라(494)는 의류업계에 공지된 터틀넥, 가장 터틀넥, 굴뚝 깃, 셔츠 칼라, 티셔츠 셔츠 이랑지워진 테두름, 장

식성 테두름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의류(410)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426)은 또한 옷단이 대어질 수 있다. (재봉 장치(515)가 도 3 및 4에 도시됨). 더 용이한

제조를 위해, 의류(410)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426)은 옷단이 대어지지 않아 용이한 기계 절단을 촉진할 수 있다.

정면 패널(420)은 절단되거나 또는 개방되어 플래킷과 같은 슬릿(457)(도 7 및 8에 도시됨)을 형성할 수 있다. 슬릿(457)

을 포함하는 의류(410)은 숄, 가운, 예복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슬릿(457)은 두 개의 가장자리(458) 및 (459)를 포함한

다. 접착 및 기계식 패스너(495)와 같은 다양한 채우기 수단(하기의 논의 참고)을 사용하여 가장자리(458) 및 (459)를 다

시 채울 수 있게 부착 또는 고정하여 다시 잠글 수 있거나 다시 채울 수 있는 의류(410)을 형성할 수 있다. 정면 패널(420)

의 슬릿(457)은 목 개구부(490)의 가장자리(492)로부터 의류 저부 가장자리(426)으로 신장될 수 있다. 별법으로, 슬릿

(457)은 목 개구부(490)의 가장자리(492)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426) 사이의 정면 패널(420)의 일부분만에 걸쳐 신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태양은 적어도 정면 패널(420), 가장자리(492)에 의해 그의 둘레의 적어도 일부분 주위에 형성된 목 개

구부(490), 팔 개구부 가장자리(473) 및 (475), 의류 저부 가장자리(426)에 의한 그의 둘레 주위에 형성된 하체 개구부

(444)를 포함하는, 상체에 착용하기 위한 의류(410)의 연속 제조 방법(도 3 및 4 참조)이다. 의류(410)은 내측 표면(411)

및 외측 표면(413)을 포함한다. 의류(410)은 단일층 직물 웹(415)를 포함할 수 있거나, 또는 다층 라미네이트 직물 웹

(415)를 포함할 수 있다. 일부 태양에서, 의류(410)은 직물 웹(415)의 다수 층을 포함할 수 있다. 직물 웹(415)는 나란한

배열 또는 직물 웹(415)을 제조하기 위한 다른 배열로 배치된 다수의 직물 웹으로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의류(410)을

제조하기 위해 단일 연속 공정 상의 하나 이상의 직물 웹(415)를 요구한다.

본 발명의 한 태양에서(도 3 및 4 참조), 의류(410)을 제공하기 위해, 의류(410)을 제조하기에 충분한 폭의 하나의 직물 웹

(415)가 제공된다. 임의의 처분가능하거나 세탁가능한 직물이 사용될 수 있기는 하나, 바람직한 직물 웹(415)는 부직포이

다. (직물 웹(15)에 대한 상기 논의 참조). 직물 웹(415)는 일반적으로 롤 또는 다른 공급원(도시되지 않음)으로부터 풀려

진다.

직물 웹(415)는 한 쌍의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446) 및(447)을 포함한다. 직물 웹(415)는 다이 절단기(414)에 의해

절단되거나 분할되어, 반복되는 패턴을 갖는 직물 웹(416)을 생성한다. (도 3 및 4 참조). 절단 작업은 다이 절단 작업, 초

음파 작업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작업법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직물 웹(416)은 하나의 직물 웹(415)로부터 떼를 지거

나 지지않고 절단될 수 있다. (도 34 및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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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 웹(416)은 내측 표면(411) 및 외측 표면(413)뿐만 아니라, 일부 태양에서 직물 웹(415)의 웹 측면 가장자리(446)에

대응할 수 있는 웹 측면 가장자리(421), 측면 가장자리(427), 가장자리(42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423) 및 (425)를 포

함한다. 직물 웹(415)의 웹 측면 가장자리(446)이 일반적으로 직물 웹(416)의 웹 측면 가장자리(421)이 될 수 있긴 하지

만, 직물이 웹 측면 가장자리(446)으로부터 제거되거나, 여기에 첨가되어 웹 측면 가장자리(421)을 생성할 수 있음은 물론

이다. 직물 웹(416)은 직선, 곡선, 다면, 비대칭 또는 불규칙적인 어깨 측면 가장자리(423) 및 (425), 가장자리(429) 및 측

면 가장자리(427)을 포함하여, 연결된 8각형 모양의 전체적인 외양을 갖는 다른 모양으로 절단될 수 있다. 직물 웹(415)의

웹 측면 가장자리(447)이 일반적으로 가장자리(429)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직물이 웹 측면 가장자리(447)로부터 제거되거

나, 여기에 첨가되어 가장자리(429)를 생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게다가, 직물 웹(416)의 측면 가장자리(427), 가장자리(42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423) 및 (425)의 모양은 서로 상이하

거나, 또는 측면 가장자리(427), 가장자리(429),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423) 및 (425)의 임의의 조합과 상이할 수 있다.

직물 웹(416)의 연결된 8각형 모양 부분은 또한 다양한 크기를 취할 수 있다.게다가, 직물 웹(416)의 가장자리(429), 측면

가장자리(427),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423) 및 (425)의 길이는 서로 상이하거나, 또는 가장자리(429), 측면 가장자리

(427),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423) 및 (425)의 임의의 조합과 상이할 수 있다. 직물 웹(416)의 양식은 유행 및 제조 공정

의 나머지 단계 또는 작업을 완결하는데 필요한 직물 웹(416)의 재료의 최소량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바람직한 태양에서, 직물 웹(415)의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446)이 완성된 의류(410)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426)이

된다. 직물 웹(415)의 웹 측면 가장자리(446)이 일반적으로 완성된 의류(410)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426)이 될 수 있긴 하

지만, 직물이 직물 웹(415)의 웹 측면 가장자리(446)으로부터 제거되거나, 여기에 첨가되어 완성된 의류(410)의 의류 저

부 가장자리(426)을 형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형성된 의류 저부 가장자리(426)은 직물 웹(415)의 웹 측면 가장자리

(446)에 가장 가깝다.

별법으로, 바람직한 태양에서, 직물 웹(416)의 웹 측면 가장자리(421)이 완성된 의류(410)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426)이

된다. 직물 웹(416)의 웹 측면 가장자리(421)이 일반적으로 완성된 의류(410)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426)이 될 수 있긴 하

지만, 직물이 직물 웹(416)의 웹 측면 가장자리(421)로부터 제거되거나, 여기에 첨가되어 완성된 의류(410)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426)을 형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직물 웹(415)(또는, 직물 웹(416))은 다이 절단기(445)에 의해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419)로 절단된다. 각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419)는 적어도 한 쌍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422) 및 (424), 및 의류 말단 부분(462)를 포함한다. 절

단 작업은 다이 절단 작업, 초음파 작업,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작업 방법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의류 말단 부분(462)

의 위치는 완성된 의류(410)에서 정면 패널(420)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426)에 대응한다. 각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

(419)는 일반적으로 진공 스크린, 벨트 또는 운반 장치에 의해 옷단 대기, 접기 및 채우기 작업을 거친다.

본 발명의 일부 태양에서, 일련의 반복되는 공백(505)가 다이 절단기(441)에 의해 직물 웹(416)(또는, 직물 웹(415)) 내로

절단된다. 개구부(505)의 위치는 완성된 의류(410)에서 목 개구부(490)의 적어도 일부분에 대응한다. 공백(505)는 다이

절단 작업, 초음파 작업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작업법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공백(505)로부터 제거될 재료는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방법, 바람직하게는 진공 공급원(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공백(505)는 슬릿, 원형, 타원형,

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다면, 비대칭 또는 불규칙 등과 같은 다양한 크기 및 모양을 취할 수 있다. 공백(505)의 양식

은 유행 및 제조 공정의 나머지 단계 또는 작업을 견디기에 충분한 온전성을 가져야 하는 직물 웹(416)(또는, 직물 웹(415)

)의 최소량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일반적인 의류(410)에서, 공백(505)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423) 및 (425)의 사이 또는 중간에 중심이 놓여지기는 하지만,

어깨 측면 가장자리(423) 및 (425)에 대한 공백(505)의 배치는 유행 및 제조 공정의 나머지 단계 또는 작업을 견디기에 충

분한 온전성을 가져야 하는 직물 웹(416)(또는, 직물 웹(415))의 최소량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예를 들면, 어깨 측면 가장

자리(423) 및 (425) 사이의 공백(505)의 배치는 대칭 또는 비대칭적으로 놓여질 수 있다.

목 개구부(490)의 가장자리(492)는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방법 또는 스타일에 의해 옷단이 대어질 수 있다. 일부 태양에

서는, 목 개구부(490)의 가장자리(492)를 옷단이 대어지지 않은 채로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부 태양

에서, 직물 웹(416)의 가장자리(429)(또는, 직물 웹(415)의 웹 측면 가장자리(447))이 목 개구부(490)의 가장자리(492)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다른 태양에서, 칼라(494)가 의류(410)의 목 개구부(490)의 가장자리(492)에 부착되어 칼라 솔기(512)를 형성할 수 있다.

다른 태양에서, 칼라(494)가 가장자리(429)에 부착되어 칼라 솔기(512)를 형성할 수 있다. 칼라(494)의 부착은 상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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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수단에 의해 다시 채울 수 없도록 될 수 있다. (재봉 장치(516)이 도 3 및 4에 도시됨). 별법으로, 칼라(494)의 부착은

상기 논의된 수단에 의해 다시 채울 수 있도록 될 수 있다. 칼라 솔기(512)는 연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칼라

(494)는 다양한 크기 및 모양을 취할 수 있다. 칼라(494)의 양식은 유행 및 제조 공정의 나머지 단계 또는 작업을 완결하기

에 충분한 칼라(494)의 재료의 최소량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본 발명의 칼라 솔기(512)는 당업계에 공지된 다양한 구조 또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칼라 솔기(512)의 한 태양은 도 28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밖으로 접어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칼라 솔기(512)는 의류(410)의 칼라(494)의 칼라 가장자리

(511) 및 목 개구부(490)의 가장자리(492)(또는, 가장자리(429))의 밖으로 접어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

로써 형성된다. 칼라(494)의 칼라 가장자리(511)의 내측 표면(411)이 목 개구부(490)의 가장자리(492)(또는, 가장자리

(429))의 내측 표면(411)과 접촉하게 된다.

칼라 솔기(512)의 또다른 태양은 도 29에 도시된 바와 같은 안으로 접어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칼라 솔기(512)는 의

류(410)의 칼라(494)의 칼라 가장자리(511) 및 목 개구부(490)의 가장자리(492)(또는, 가장자리(429))의 안으로 접어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칼라(494)의 칼라 가장자리(511)의 외측 표면(413)이 목 개구부

(490)의 가장자리(492)(또는, 가장자리(429))의 외측 표면(413)과 접촉하게 된다.

칼라 솔기(512)의 또다른 태양은 도 27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칼라 솔기(512)는 의류(410)

의 칼라(494)의 칼라 가장자리(511) 및 목 개구부(490)의 가장자리(492)(또는, 가장자리(429))의 겹쳐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칼라(494)의 칼라 가장자리(511) 또는 목 개구부(490)의 가장자리(492)(또는, 가

장자리(429))의 내측 표면(411)이 다른 칼라 가장자리(511) 또는 가장자리(492)(또는, 가장자리(429))의 외측 표면(413)

과 접촉하게 된다.

칼라 솔기(512)의 또다른 태양은 도 30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칼라 솔기(512)는 칼라(494)

의 칼라 가장자리(511) 또는 목 개구부(490)의 가장자리(492)(또는, 가장자리(429))를 접어 넣음으로써 형성된다. 칼라

(494)의 칼라 가장자리(511) 또는 목 개구부(490)의 가장자리(492)(또는, 가장자리(429))의 접어진 부분의 외측 표면

(413) 및 접어지지 않은 부분의 내측 표면(411) 및 칼라(494) 또는 정면 패널(420)의 대응하는 부분이 접어지지않은 칼라

(494)의 칼라 가장자리(511) 또는 목 개구부(490)의 가장자리(492)(또는, 가장자리(429))의 내측 표면(411) 또는 외측 표

면(413) 및 칼라(494) 또는 정면 패널(420)의 대응하는 부분과 접촉하게 된다. 내측 표면(411)이 접은 자리를 따라 노출되

도록 칼라(494)의 칼라 가장자리(511) 또는 목 개구부(490)의 가장자리(492)(또는, 가장자리(429))를 접어 넣을 수 있음

은 물론이다.

칼라 솔기(512)의 또다른 태양은 도 31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칼라 솔기(512)는 칼라(494)

를 목 개구부(490)의 가장자리(492)의 주위 또는 위로 접음으로써 형성된다. 칼라(494)의 칼라 가장자리(511)을 아래로

접어서 칼라(494)의 외측 표면(413)이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492) 및 정면 패널(420)의 인접한 재료의 임의의 부분과 접

촉하게 할 수 있다. 칼라 가장자리(511)을 아래로 접어넣지 않음으로서 노출된 채로 둘 수 있다.

칼라 솔기(512)의 또다른 태양은 도 32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칼라 솔기(512)는 칼라(494)

의 내측 표면(411)이 자신과 접촉하도록 칼라 가장자리(511)을 접음으로써 형성된다. 목 개구부(490)의 가장자리(492)는

정면 패널(420)의 외측 표면(413)이 자신과 접촉하도록 포개진다. 칼라 가장자리(511)이 목 개구부(490)의 가장자리

(492)의 접은 자리에 삽입된다. 목 개구부(490)의 가장자리(492)가 칼라 가장자리(511)의 접은 자리에 삽입된다. 또다른

태양에서, 칼라 가장자리(511)은 칼라(494)의 외측 표면(413)이 자신과 접촉하도록 포개진다. 목 개구부(490)의 가장자

리(492)는 정면 패널(420)의 내측 표면(411)이 자신과 접촉하도록 포개진다. 이러한 형태의 칼라 솔기(512)는 본원에 기

술된 임의의 솔기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칼라(494)에 사용된 재료는 의류(410)의 다른 부분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할 수 있다. 일부 태양에서는, 칼라(494)에 사용

된 재료가 탄성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칼라(494)가 칼라(494)와 접촉하게 되는 착용자의 목 부분에 합치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일련의 반복된 공백(469)가 다이 절단기(445)에 의해 직물 웹(415)의 웹 측면 가장자리(446)(또는, 직물 웹(416)의 웹 측

면 가장자리(421)) 내로 절단된다. (도 4 참조). 개구부(469)의 위치는 완성된 의류(210)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422) 및

(424)에 대응한다. 공백(469)는 다이 절단 작업, 초음파 작업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작업법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부 태양에서, 공백(469)는 슬릿일 수 있다. 모든 경우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직물 웹(416)에서 공백(469)를

생성하는 절단 작업은 일반적으로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419)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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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469)는 타원형, 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다면, 비대칭 또는 불규칙 등과 같은 다양한 크기 및 모양을 취할 수 있

다. 공백(469)의 양식은 유행 및 제조 공정의 나머지 단계 또는 작업을 견디기에 충분한 온전성을 가져야 하는 직물 웹

(416)(또는, 직물 웹(415))의 최소량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공백(469)는 완성된 의류(410) 내에서 모양, 구조, 크기 등이

서로 유사하거나 비유사할 수 있다.

존재하는 경우, 공백(469)로부터 제거될 재료는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방법, 바람직하게는 진공 공급원(도시되지 않음)

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의류(410)의 양식이 유행 및 제조 공정의 나머지 단계 또는 작업을 견디기에 충분한 온전성을 가

져야 하는 직물 웹(416)(또는, 직물 웹(15))의 최소량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바와 같이, 공백(469)를 직물 웹(416)(또는, 직

물 웹(15)) 내로 절단하는 작업이 요구되지 않도록 의류(410)을 간단하게 디자인할 수 있다.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419)는 폴더(443)에 의해 포개져서 의류(210)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422) 및 (424)가 접합되도

록 할 수 있다. 접는 작업은 바람직하게는 턱커 및 폴더, 및 임의의 다른 공지된 수단에 의해 수행된다. 의류 측면 가장자리

(422) 및 의류 측면 가장자리(424)의 짝짓기는 의류(410)의 의류 솔기(440) 을 형성한다. 의류(410)의 의류 솔기(440)을

용이하게 결합시키기 위해, 직물 웹(416)(또는, 직물 웹(415))의 의류 크기의 조각(419)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직물 웹(415)(또는, 직물 웹(416))의 각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419)는 일반적으로 진공 스크린, 벨트 또는 운

반 장치에 의해 옷단 대기, 접기 및 잠금 작업(도시되지 않음)을 거친다. 회전 작업은 바람직하게는 턴 롤 및 턴 테이블, 및

임의의 다른 공지된 수단에 의해 수행된다. 직물 웹(416)(또는, 직물 웹(415))의 의류 크기의 조각(419)는 90도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도시되지 않음).

본 발명의 다양한 태양에서, 의류 솔기(440)은 다시 채울 수 없는 솔기 또는 다시 채울 수 있는 솔기로 구성될 수 있다. 직

물 웹(416)(또는, 직물 웹(415))의 임의의 과잉 재료는 의류 솔기(440)의 가장자리로부터 제거되어 의류 솔기(440)을 감

소시키거나 평탄하게 할 수 있다. 다시 채울 수 없는 의류 솔기(440)은 초음파 봉함, 접착 결합, 테이프, 열 봉함, 재봉 등과

같은 임의의 적합한 수단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다시 채울 수 없는 의류 솔기(440)은 연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의류 솔기(440)을 형성하는 한 적합한 방법이 본원에 참고로 인용된 미국 특허 제4,938,753호(1990. 7. 3. 특

허, Van Gompel 등)에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서, 의류 솔기(440)은 다시 채울 수 있도록 될 수 있다. 의류(410)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422) 및

(424)를 고정하기 위한 다시 채울 수 있는 수단은 다시 채울 수 있는 접착 및 기계식 패스너(495)를 포함한다. 접착 및 기

계식 패스너(495)는 일정한 형태의 보완 장치 또는 의류(410)의 외측 표면(413)이나 내측 표면(411)을 연결하거나 맞물

리게 하도록 고안되거나 개조된 단추 및 단추 구멍, 스냅, 버클, 걸쇠, 훅과 고리, 말단 연장부, 고름, 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게다가, 탄성화된 패스너(495)가 의류(410)이 더 잘 맞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의류(410)이 다시 채울 수 있는 의류 솔

기(440)을 포함할 경우, 다시 채울 수 있는 수단은 바람직하게는 직물 웹(416)(또는, 직물 웹(415))이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419)로 절단되기 전에 직물 웹(416)(또는, 직물 웹(415)) 상에 전략적으로 놓여진다. 다시 채울 수 있는 의류 솔기

(440)이 의류(410)에 포함될 경우, 접기 및 방향 바꾸기 작업이 생략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두 단계를 수행해야할

포장 작업이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의류 솔기(440)은 당업계에 공지된 다양한 구조 또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의류 솔기(440)의 한 태양은 도 28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밖으로 접어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의류 솔기(440)은 의류 측면 가장자리(422) 및 (424)의 밖으로

접어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정면 패널(420)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422) 및 (424)의 내

측 표면(411)이 서로 접촉하게 된다.

의류 솔기(440)의 또다른 태양은 도 29에 도시된 바와 같은 안으로 접어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의류 솔기(440)은 의

류 측면 가장자리(422) 및 (424)의 안으로 접어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정면 패널(420)

의 의류 측면 가장자리(422) 및 (424)의 외측 표면(413)이 서로 접촉하게 된다.

의류 솔기(440)의 또다른 태양은 도 27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의류 솔기(440)은 의류 측면

가장자리(422) 및 (424)의 겹쳐진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의류 측면 가장자리(422) 및

(424) 중 하나의 내측 표면(411)이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 (422) 및 (424)의 다른 의류 측면 가장자리의 외측 표면(413)과

접촉하게 된다.

의류 솔기(440)의 또다른 태양은 도 30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겹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의류 솔기(440)은 의류 측면

가장자리(422) 또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424)를 접음으로써 형성된다. 의류 측면 가장자리(422) 또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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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의 접어진 부분의 외측 표면(413) 및 접어지지 않은 부분의 내측 표면(411) 및 정면 패널(420)의 대응하는 부분이 접

어지지않은 의류 측면 가장자리(424) 또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422)의 내측 표면(411) 또는 외측 표면(413) 및 정면 패널

(420)의 대응하는 부분과 접촉하게 된다.

직물 웹(416)(또는, 직물 웹(415))의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419)의 의류 말단 부분(462)는 완성된 의류(410)에서 당업

계에 공지된 임의의 방법 또는 스타일에 의해 옷단이 대어질 수 있다. 의류 말단 부분(462)는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방법

또는 스타일에 의해 옷단이 대어질 수 있다. 일부 태양에서는, 의류 말단 부분(462)를 단을 대지않은 채로 두는 것이 바람

직할 수 있다. 직물 웹(416)(또는, 직물 웹(415))의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419)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426)은 완성된

의류(410)에서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방법 또는 스타일에 의해 옷단이 대어질 수 있다. 의류 저부 가장자리(426)은 당업

계에 공지된 임의의 방법 또는 스타일에 의해 옷단이 대어질 수 있다. 일부 태양에서는, 의류 저부 가장자리(426)을 옷단을

대지않은 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양한 태양에서, 정면 패널(420)은 절단되거나 개방되어 플래킷과 같은 슬릿(457)(도 7 및 8에 도시됨)을 형성

할 수 있다. 슬릿(457)은 다이 절단 작업, 초음파 작업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수단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슬릿(457)은

2 개의 가장자리(458) 및 (459)를 가진다. 정면 패널(420)의 슬릿(457)은 목 개구부(490)의 가장자리(492)(또는, 가장자

리(429))로부터 의류 저부 가장자리(426)으로 연장될 수 있다. 별법으로, 슬릿(457)은 목 개구부(490)의 가장자리(492)

(또는, 가장자리(429))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426) 사이의 정면 패널(420)의 일부분에만 연장될 수 있다.

일부 태양에서, 슬릿(457)의 가장자리(458) 및 (459)는 다시 채울수 있게 부착되거나 고정될 수 있다. 가장자리(458) 및

(459)는 고정되어 정면 솔기(513)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접착 또는 기계식 패스너(495)와 같은 다양

한 채우기 수단을 사용하여 슬릿(457)의 가장자리(458) 및 (459)를 다시 채울수 있게 부착하거나 고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태양은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이다. 한 쌍의 대향하는 의류 저부 가장자리에 가장 가까

운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직물 웹이 제공된다. 직물 웹은 절단되어 3 개의 분리된 직물 웹을 형성한다. 직

물 웹 중의 하나는 각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 사이에 놓여진 측면 가장자리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 사이에 놓여진 가장자리를 갖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을 형성하는 연결된 8각형 모양의 전체적인 외양을 가진다.

다른 2 개의 직물 웹 각각은 각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 사이에 놓여진 측면 가장자리와 어깨 측면 가

장자리 쌍들 사이에 놓여진 가장자리를 갖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을 형성하는 보완적인 8각형 모양에 대향된 대향하

는 웹 측면 가장자리 중의 하나를 포함한다. 전체적으로 연결된 8각형 모양의 외양을 갖는 직물 웹은 가장자리를 통해 조

각으로 절단되어 소매 플랩을 형성한다. 3 개의 직물 웹의 측면 가장자리는 절단되어 직물 웹에서 목 개구부를 형성하는

가장자리를 형성한다. 직물 웹은 직물 웹의 대향하는 의류 저부 가장자리 쌍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 중의 하나가 다른 의류

저부 가장자리와 접촉하도록 포개진다. 직물 웹은 절단되어, 직물 웹의 각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이 적어도 하나의 목 개

구부,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을 갖는 정면 패널,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을 갖는 후면 패널, 한 쌍의 소매

플랩, 2 개의 의류 말단 부분 및 한 쌍의 대향하는 저부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을 형성한다. 정면 패

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 및 후면 패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의 적어도 일부분은

채워져서 한 쌍의 의류 측면 솔기를 형성한다.

상기 공정은 직물 웹을 포개서,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가 서로 인접하는 직물 웹의 배열을 형성하는 단계; 대향하는 의

류 저부 가장자리 중의 적어도 하나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단을 대는 단계; 소매 플랩의 소매 개구부 말단 가장자리 중의 적

어도 하나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단을 대는 단계; 칼라를 제공하는 단계;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을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채우는 단계; 정면 패널에서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 사이의 적어도 일부분을 찢어서

한 쌍의 슬릿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 슬릿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채워서 정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 후면 패널

에서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 사이의 적어도 일부분을 찢어서 한 쌍의 슬릿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

계; 슬릿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채워서 후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 또는 목 개구부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

단을 대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각 소매 플랩은 적어도 하나의 소매 개구부 말단 가장자리 및 한 쌍의 대향하는 소매

측면 가장자리를 포함할 수 있다.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은 이랑이 진 니트 칼라일 수 있다. 의류 측면 솔기 중의 적어도 하

나의 적어도 일부분은 다시 채울수 있거나 또는 다시 채울 수 없을 수 있다. 정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은 다시 채울 수 있

거나 또는 다시 채울 수 없을 수 있다. 후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은 다시 채울 수 있거나 또는 다시 채울 수 없을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태양은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이다. 한 쌍의 대향하는 의류 저부 가장자리에 가장

가까운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직물 웹이 제공된다. 직물 웹은 간헐적으로 절단되어, 직물 웹에 목 개구부

를 형성하는 가장자리를 형성한다. 직물 웹은 절단되어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을 형성한다. 직물 웹의 각 분리된 의류 크

기 조각은 적어도 하나의 목 개구부, 한 쌍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를 갖는 정면 패널, 한 쌍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를 갖는 후면 패널, 한 쌍의 소매 플랩, 2 개의 의류 말단 부분 및 한 쌍의 대향하는 저부 가장자리를 포함한다. 직

등록특허 10-0711693

- 38 -



물 웹의 분리된 의류 크기 조각은 절단되어 3 개의 분리된 직물 웹을 형성한다. 직물 웹 중의 하나는 각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 사이에 놓여진 측면 가장자리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 사이에 놓여진 가장자리를 갖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을 형성하는 8각형 모양의 전체적인 외양을 가진다. 다른 2 개의 직물 웹 각각은 각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 사이에 놓여진 측면 가장자리와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 사이에 놓여진 가장자리를 갖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을 형성하는 보완적인 8각형 모양에 대향된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 중의 하나를 포함한다. 직물 웹

은 직물 웹의 대향하는 의류 저부 가장자리 쌍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 중의 하나가 다른 의류 저부 가장자리와 접촉하도록

포개진다. 정면 패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이 후면 패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의

적어도 일부분에 채워져서 한 쌍의 의류 측면 솔기를 형성한다.

상기 공정은 직물 웹을 포개서,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가 서로 인접하는 직물 웹의 배열을 형성하는 단계; 대향하는 의

류 저부 가장자리 중의 적어도 하나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단을 대는 단계; 소매 플랩의 소매 개구부 말단 가장자리 중의 적

어도 하나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단을 대는 단계; 칼라를 제공하는 단계;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을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채우는 단계; 정면 패널에서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 사이의 적어도 일부분을 찢어서

한 쌍의 슬릿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 슬릿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채워서 정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 후면 패널

에서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 사이의 적어도 일부분을 찢어서 한 쌍의 슬릿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

계; 슬릿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채워서 후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 또는 목 개구부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

단을 대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각 소매 플랩은 적어도 하나의 소매 개구부 말단 가장자리 및 한 쌍의 대향하는 소매

측면 가장자리를 포함할 수 있다.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은 이랑이 진 니트 칼라일 수 있다. 의류 측면 솔기 중의 적어도 하

나의 적어도 일부분은 다시 채울수 있거나 또는 다시 채울 수 없을 수 있다. 정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은 다시 채울 수 있

거나 또는 다시 채울 수 없을 수 있다. 후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은 다시 채울 수 있거나 또는 다시 채울 수 없을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태양은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이다. 3 개의 독립된 직물 웹이 제공된다. 직물 웹은

절단되어 3 개의 분리된 직물 웹을 형성한다. 직물 웹 중의 하나는 각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 사이에

놓여진 측면 가장자리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 사이에 놓여진 가장자리를 갖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을 형성하는

연결된 8각형 모양의 전체적인 외양을 가진다. 다른 2 개의 직물 웹 각각은 각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

리 사이에 놓여진 측면 가장자리와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 사이에 놓여진 가장자리를 갖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을

형성하는 보완적인 8각형 모양에 대향된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 중의 하나를 포함한다. 연결된 8각형 모양의 전체적

인 외양을 갖는 직물 웹은 가장자리를 통해 조각으로 절단되어 소매 플랩을 형성한다. 3 개의 직물 웹의 측면 가장자리는

절단되어 직물 웹에서 목 개구부를 형성하는 가장자리를 형성한다. 직물 웹은 직물 웹의 대향하는 의류 저부 가장자리 쌍

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 중의 하나가 다른 의류 저부 가장자리와 접촉하도록 포개진다. 직물 웹은 절단되어 직물 웹의 각 분

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이 적어도 하나의 목 개구부,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을 갖는 정면 패널, 대향하는 의류 측

면 가장자리 쌍을 갖는 후면 패널, 한 쌍의 소매 플랩, 2 개의 의류 말단 부분 및 한 쌍의 대향하는 저부 가장자리를 포함하

는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을 형성한다. 정면 패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은 후면 패널의 대향

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의 적어도 일부분에 채워져서 한 쌍의 의류 측면 솔기를 형성한다.

상기 공정은 직물 웹을 포개서,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가 서로 인접하는 직물 웹의 배열을 형성하는 단계; 대향하는 의

류 저부 가장자리 중의 적어도 하나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단을 대는 단계; 소매 플랩의 소매 개구부 말단 가장자리 중의 적

어도 하나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단을 대는 단계; 칼라를 제공하는 단계;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을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채우는 단계; 정면 패널에서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 사이의 적어도 일부분을 찢어서

한 쌍의 슬릿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 슬릿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채워서 정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 후면 패널

에서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 사이의 적어도 일부분을 찢어서 한 쌍의 슬릿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

계; 슬릿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채워서 후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 또는 목 개구부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

단을 대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각 소매 플랩은 적어도 하나의 소매 개구부 말단 가장자리 및 한 쌍의 대향하는 소매

측면 가장자리를 포함할 수 있다.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은 이랑이 진 니트 칼라일 수 있다. 의류 측면 솔기 중의 적어도 하

나의 적어도 일부분은 다시 채울수 있거나 또는 다시 채울 수 없을 수 있다. 정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은 다시 채울 수 있

거나 또는 다시 채울 수 없을 수 있다. 후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은 다시 채울 수 있거나 또는 다시 채울 수 없을 수 있다.

본 발명의 부가의 태양은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이다. 한 쌍의 대향하는 의류 저부 가장자리에 가장

가까운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직물 웹이 제공된다. 직물 웹은 절단되어 각각이 각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

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 사이에 놓여진 측면 가장자리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 사이에 놓여진 가장자리를 갖는 어깨 측

면 가장자리 쌍들을 형성하는 8각형 모양에 대향된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 중의 하나를 포함하는 2 개의 분리된 직물

웹을 형성한다. 2 개의 직물 웹의 측면 가장자리는 절단되어 직물 웹에서 목 개구부를 형성하는 가장자리를 형성한다. 2 개

의 직물 웹은 직물 웹의 대향하는 의류 저부 가장자리 쌍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 중의 하나가 다른 의류 저부 가장자리와 접

촉하도록 포개진다. 직물 웹은 절단되어 직물 웹의 각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이 적어도 하나의 목 개구부, 대향하는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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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가장자리 쌍을 갖는 정면 패널,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을 갖는 후면 패널, 2 개의 의류 말단 부분 및 한 쌍의

대향하는 저부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을 형성한다. 정면 패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의 적

어도 일부분은 후면 패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의 적어도 일부분에 채워져서 한 쌍의 의류 측면 솔기를 형성

한다.

상기 공정은 직물 웹을 포개서,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가 서로 인접하는 직물 웹의 배열을 형성하는 단계; 대향하는 의

류 저부 가장자리 중의 적어도 하나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단을 대는 단계; 칼라를 제공하는 단계;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을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채우는 단계; 정면 패널에서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 사이의

적어도 일부분을 찢어서 한 쌍의 슬릿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 슬릿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채워서 정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 후면 패널에서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 사이의 적어도 일부분을 찢어서 한 쌍의 슬릿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 슬릿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채워서 후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 또는 목 개구부 가장자

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단을 대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은 이랑이 진 니트 칼라일 수 있다. 의

류 측면 솔기 중의 적어도 하나의 적어도 일부분은 다시 채울수 있거나 또는 다시 채울 수 없을 수 있다. 정면 솔기의 적어

도 일부분은 다시 채울 수 있거나 또는 다시 채울 수 없을 수 있다. 후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은 다시 채울 수 있거나 또는

다시 채울 수 없을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태양은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이다. 한 쌍의 대향하는 의류 저부 가장자리에 가장

가까운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직물 웹이 제공된다. 직물 웹은 간헐적으로 절단되어, 직물 웹에 목 개구부

를 형성하는 가장자리를 형성한다. 직물 웹은 절단되어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을 형성한다. 직물 웹의 각 분리된 의류 크

기의 조각은 적어도 하나의 목 개구부,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을 갖는 정면 패널,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을 갖는 후면 패널, 2 개의 의류 말단 부분 및 한 쌍의 대향하는 저부 가장자리를 포함한다. 직물 웹의 각 분리된 의류 크

기의 조각을 절단하여 2 개의 분리된 직물 웹을 형성한다. 2 개의 직물 웹 각각은 각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의 어깨 측면 가

장자리 사이에 놓여진 측면 가장자리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 사이에 놓여진 가장자리를 갖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

들을 형성하는 8각형 모양에 대향된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 중의 하나를 포함한다. 직물 웹은 직물 웹의 대향하는 의

류 저부 가장자리 쌍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 중의 하나가 다른 의류 저부 가장자리와 접촉하도록 포개진다. 정면 패널의 대

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은 후면 패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의 적어도 일부분에 채워져서

한 쌍의 의류 측면 솔기를 형성한다.

상기 공정은 직물 웹을 포개서,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가 서로 인접하는 직물 웹의 배열을 형성하는 단계; 대향하는 의

류 저부 가장자리 중의 적어도 하나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단을 대는 단계; 칼라를 제공하는 단계;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을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채우는 단계; 정면 패널에서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 사이의

적어도 일부분을 찢어서 한 쌍의 슬릿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 슬릿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채워서 정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 후면 패널에서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 사이의 적어도 일부분을 찢어서 한 쌍의 슬릿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 슬릿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채워서 후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 또는 목 개구부 가장자

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단을 대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은 이랑이 진 니트 칼라일 수 있다. 의

류 측면 솔기 중의 적어도 하나의 적어도 일부분은 다시 채울수 있거나 또는 다시 채울 수 없을 수 있다. 정면 솔기의 적어

도 일부분은 다시 채울 수 있거나 또는 다시 채울 수 없을 수 있다. 후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은 다시 채울 수 있거나 또는

다시 채울 수 없을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태양은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이다. 2 개의 독립된 직물 웹이 제공된다. 2 개의 직

물 웹 각각은 각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 사이에 놓여진 측면 가장자리와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 사

이에 놓여진 가장자리를 갖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을 형성하는 보완적인 8각형 모양에 대향된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

자리 중의 하나를 포함한다. 2 개의 직물 웹의 측면 가장자리는 절단되어 직물 웹에서 목 개구부를 형성하는 가장자리를

형성한다. 직물 웹은 직물 웹의 대향하는 의류 저부 가장자리 쌍의 의류 저부 가장자리 중의 하나가 다른 의류 저부 가장자

리와 접촉하도록 포개진다. 직물 웹은 절단되어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을 형성한다. 직물 웹의 각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

각은 적어도 하나의 목 개구부,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을 갖는 정면 패널,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을 갖

는 후면 패널, 2 개의 의류 말단 부분 및 한 쌍의 대향하는 저부 가장자리를 포함한다. 정면 패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

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은 후면 패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의 적어도 일부분에 채워져서 한 쌍의 의류 측면

솔기를 형성한다.

상기 공정은 직물 웹을 포개서,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가 서로 인접하는 직물 웹의 배열을 형성하는 단계; 대향하는 의

류 저부 가장자리 중의 적어도 하나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단을 대는 단계; 칼라를 제공하는 단계;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을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채우는 단계; 정면 패널에서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 사이의

적어도 일부분을 찢어서 한 쌍의 슬릿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 슬릿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채워서 정면 솔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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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단계; 후면 패널에서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 사이의 적어도 일부분을 찢어서 한 쌍의 슬릿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 슬릿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채워서 후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 또는 목 개구부 가장자

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단을 대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은 이랑이 진 니트 칼라일 수 있다. 의

류 측면 솔기 중의 적어도 하나의 적어도 일부분은 다시 채울수 있거나 또는 다시 채울 수 없을 수 있다. 정면 솔기의 적어

도 일부분은 다시 채울 수 있거나 또는 다시 채울 수 없을 수 있다. 후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은 다시 채울 수 있거나 또는

다시 채울 수 없을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태양은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이다. 한 쌍의 대향하는 의류 저부 가장자리에 가장

가까운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직물 웹이 제공된다. 직물 웹은 절단되어 각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 사이에 놓여진 측면 가장자리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 사이에 놓여진 가장자리를 갖는 어깨 측면 가장

자리 쌍들을 형성하는 8각형 모양에 대향된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 중의 하나를 포함하는 직물 웹을 형성한다. 직물

웹의 측면 가장자리는 절단되어, 직물 웹에 목 개구부를 형성하는 가장자리를 형성한다. 직물 웹은 절단되어, 직물 웹의 각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이 적어도 하나의 목 개구부,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을 갖는 정면 패널, 의류 말단 부분

및 저부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을 형성한다.

상기 공정은 의류 저부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단을 대는 단계; 칼라를 제공하는 단계;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을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채우는 단계; 정면 패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의 적어도 일부분을 채워

서 의류 측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 정면 패널에서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 사이의 적어도 일부분을

찢어서 한 쌍의 슬릿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 슬릿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채워서 정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 또

는 목 개구부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단을 대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은 이랑이 진 니트

칼라일 수 있다.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은넥타이일 수 있다. 의류 측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은 다시 채울수 있거나 또는 다

시 채울 수 없을 수 있다. 정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은 다시 채울 수 있거나 또는 다시 채울 수 없을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태양은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이다. 한 쌍의 대향하는 의류 저부 가장자리에 가장

가까운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직물 웹이 제공된다. 직물 웹은 간헐적으로 절단되어, 직물 웹에 목 개구부

를 형성하는 가장자리를 형성한다. 직물 웹은 절단되어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을 형성한다. 직물 웹의 각 분리된 의류 크

기의 조각은 적어도 하나의 목 개구부,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을 갖는 정면 패널, 하나의 의류 말단 부분 및 하나

의 저부 가장자리를 포함한다. 직물 웹의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은 절단되어 직물 웹을 형성한다. 직물 웹은 각 어깨 측

면 가장자리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 사이에 놓여진 측면 가장자리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 사이에 놓여진 가장자리

를 갖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을 형성하는 8각형 모양에 대향된 대향하는 웹 측면 가장자리 중의 하나를 포함한다.

상기 공정은 의류 저부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단을 대는 단계; 칼라를 제공하는 단계;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을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채우는 단계; 정면 패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의 적어도 일부분을 채워

서 의류 측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 정면 패널에서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 사이의 적어도 일부분을

찢어서 한 쌍의 슬릿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 슬릿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채워서 정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 또

는 목 개구부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단을 대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은 이랑이 진 니트

칼라일 수 있다.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은 넥타이일 수 있다. 의류 측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은 다시 채울수 있거나 또는

다시 채울 수 없을 수 있다. 정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은 다시 채울 수 있거나 또는 다시 채울 수 없을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태양은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의류의 연속 제조 방법이다. 하나의 직물 웹이 제공된다. 직물 웹은 각 어

깨 측면 가장자리 쌍의 어깨 측면 가장자리 사이에 놓여진 측면 가장자리 및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 사이에 놓여진 가장

자리를 갖는 어깨 측면 가장자리 쌍들을 형성하는 보완적인 8각형 모양에 대향된, 의류 저부 가장자리에 가장 가까운 웹

측면 가장자리를 포함한다. 직물 웹의 측면 가장자리는 절단되어, 직물 웹에서 목 개구부를 형성하는 가장자리를 형성한

다. 직물 웹은 절단되어, 직물 웹의 각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이 적어도 하나의 목 개구부, 한 쌍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

장자리를 갖는 정면 패널, 하나의 의류 말단 부분 및 하나의 저부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분리된 의류 크기의 조각을 형성한

다.

상기 공정은 의류 저부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단을 대는 단계; 칼라를 제공하는 단계;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을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채우는 단계; 정면 패널의 대향하는 의류 측면 가장자리 쌍의 적어도 일부분을 채워

서 의류 측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 정면 패널에서 목 개구부의 가장자리와 의류 저부 가장자리 사이의 적어도 일부분을

찢어서 한 쌍의 슬릿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단계; 슬릿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을 채워서 정면 솔기를 형성하는 단계; 또

는 목 개구부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에 옷단을 대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은 이랑이 진 니트

칼라일 수 있다. 칼라의 적어도 일부분은 넥타이일 수 있다. 의류 측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은 다시 채울수 있거나 또는

다시 채울 수 없을 수 있다. 정면 솔기의 적어도 일부분은 다시 채울 수 있거나 또는 다시 채울 수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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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그의 구체적인 태양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기술되었으나, 당업자라면 상기의 이해를 달성함과 동시에 상기 태양

의 대체물, 변형물 및 동등물을 용이하게 상도해낼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 및 이의 임의의 동

등물의 범위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상기 언급된 특징 및 기타 특징들, 및 이를 달성하는 방법이 더 명백해질 것이며, 본 발명은 동봉된 도면과 함께

본 발명의 하기 기술을 참고함으로써 더 잘 이해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한 태양의 도식도임.

도 2는 본 발명의 또다른 태양의 도식도임.

도 3은 본 발명의 또다른 태양의 도식도임.

도 4는 본 발명의 또다른 태양의 도식도임.

도 5는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의류의 정면 투시도임.

도 6은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의류의 정면 투시도임.

도 7은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의류의 정면 투시도임.

도 8은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의류의 정면 투시도임.

도 9는 조립후 평평한 배치의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의류의 정면 평면도임.

도 10은 조립후 평평한 배치의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의류의 후면 평면도임.

도 11은 조립후 평평한 배치의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의류의 정면 평면도임.

도 12는 조립후 평평한 배치의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의류의 후면 평면도임.

도 13은 조립후 평평한 배치의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의류의 정면 평면도임.

도 14는 조립후 평평한 배치의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의류의 정면 평면도임.

도 15는 솔기의 단면도임.

도 16은 솔기의 단면도임.

도 17은 솔기의 단면도임.

도 18은 솔기의 단면도임.

도 19는 솔기의 단면도임.

도 20은 솔기의 단면도임.

도 21은 솔기의 단면도임.

도 22는 솔기의 단면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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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은 솔기의 단면도임.

도 24는 솔기의 단면도임.

도 25는 솔기의 단면도임.

도 26은 솔기의 단면도임.

도 27은 솔기의 단면도임.

도 28은 솔기의 단면도임.

도 29는 솔기의 단면도임.

도 30은 솔기의 단면도임.

도 31은 솔기의 단면도임.

도 32는 솔기의 단면도임.

도 33은 직물 웹의 상부 평면도임.

도 34는 직물 웹의 상부 평면도임.

도 35는 직물 웹의 상부 평면도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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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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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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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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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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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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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등록특허 10-0711693

- 49 -



도면9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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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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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도면17

도면18

도면19

도면20

도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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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2

도면23

도면24

도면25

도면26

도면27

도면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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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9

도면30

도면31

도면32

도면33

도면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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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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