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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브리지(Bbridge)와 테일피이스(tailpiece)가 결합된 어셈블리(ASSEMBLY)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브리지(Bbridge)와 테일피이스(tailpiece)가 결합된 어셈블리(ASSEMBLY)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어셈블리의 테일피이스 블럭의 투시도이다.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어셈블리의 테일피이스 블럭의 평면도이다.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어셈블리의 테일피이스 블럭의 측면도이다.

제4도는 테일피이스 부재의 분해도이다.

제5도는 조절가능한 줄 부착장치의 분해 투시도이다.

제6도는 줄부착장치가 설치된 테일피이스 부재의 측면도이다.

제7도는 다른 형태의 줄 부착장치의 투시도이다.

제8a도는 레버가 설치된 것을 나타낸 테일피이스 어셈블리의 측면도이다.

제8b도는 레버가 설치된 것을 나타낸 테일피이스 어셈블리의 단면도이다.

제8c도는 레버가 설치된 것을 나타낸 테일피이스 어셈블리의 평면도이다.

제8d도는 조절 가능한 손잡이가 있는 레버의 단면도이다.

제9a도는 조절 가능한 스프링 편향장치가 설치된 것을 나타내는 테일피이스 부재의 투시도이다.

제9b도는 조절 가능한 스프링 편향장치가 설치된 것을 나타내는 테일피이스 부재의 배면도이다.

제9c도는 조절 가능한 스프링 편향장치가 설치된 것을 나타내는 테일피이스 부재의 평면도이다.

제9d도는 조절 가능한 스프링 편향장치가 설치된 것을 나타내는 테일피이스 부재의 저면도이다.

제9e도는 조절 가능한 스프링 편향장치가 설치된 것을 나타내는 테일피이스 부재의 측면도이다.

제10도는 악기의 줄을 지지하는 브리지요소의 전개도이다.

제11a도-제11f도는 다른 형태의 브리지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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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a도-제12d도는 악기의 너트뒤에 설치된 줄 고정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 테일피이스 블럭(tailpiece block)        4 : 크로스 부재(cross member)  

6, 51, 70, 72, 152 : 리세스(reces )         8, 16 : 스타드(stud)  

10 : 슬리브(sleeve)                                

12,  20,  22,  26,  32,  36,  40,  46,  50,  58,  60,  66,  78,  80,  84,  86,  90,  96,  104,  112,  114,  116, 
120, 122, 128, 134, 146, 158, 160, 164, 176, 178, 180 : 오프닝(opening)                                                  

18 : 보조 슬리브                                    24 : 테일피이스 부재               

28 : 볼 베아링 레이스(ball bearing race)

14, 30, 42, 48, 68, 82, 88, 102, 118, 124, 136, 148, 182 : 스크루(screw)

34 : 레버(lever)                                     34d : 조절 손잡이

34b : 채널(channel)                               34c : 그라브 스크루(grub screw)

34 : 벤드(bende)                                   38 : 플런지(plunger)

44, 64, 150 : 베이스(base)                     52 : 인세트(inset)부재

52a : 후크(hook)부분                             52b : 탕(tongue)부분

54, 92, 156 : 막대                                 62, 174 : 삼스크루(thumb screw)

74 : "T"형부재                                      76, 100 : 핀

94, 132 : 저어널 블럭(journal block)       98 : 지지부재

100 : 압축판                                         108 : 새들 로울러(saddle roller)

126 : 마운팅 바아(mounting bar)            130 : 슬롯트(slot)

138 : 서클립(circlip)                              140 : 스프링

154 : "+"형 부재                                    166 : 악기줄

168 : 금속 인서트(insert)                       170 : "T"형 금속판

170a : 크로스 부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1981년  5월  6일에  미합중국에  출원된  특허  출원  제  260,977호의  관련  발명으로서 현악기
의  브리지(bridge  :  기러기발)와  테일피이스(tailpiece  :  줄걸이)어셈블리(assembly)를  개선 시킨것
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줄이  부착되어  있는  회전가능한  테일피이스  부재의  회전에  의해  줄의 장력
이  변한다.  그리고  또  악기에서  소리가  나는  동안  진동효과가  생성되어  진다.  상기의  개선된 어셈블
리를 완전하게 조절할 수 있고 또 현악기에다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종래의  현악기용  진동  장치는  미합중국  특허  제  3,273,502호,  제  3,466,962호  및  영국  특허  제 
905,447호  등에  잘  기술되어  있다.  예로서,  상기  영국  특허에  기술된  브리지에는  피봇트(pivot)로 
설치된 플래트폼(platform)을 가진 베이스(base)가 있다.

상기  브리지는  피봇트에  인접하여  있고  피봇트의  축과  평행으로  된  플래트폼에  배치되어  있다.  줄 
부착장치는  브리지와  피봇트의  한쪽에서  플래트폼에  부착되어  있다.  줄의  장력을  변화시키기  위해 
베이스에다  플래트폼을  피봇트로  작동시키는  레버  아암(lever  arm)이  플래트폼에  부착되어  있다. 이
것에 의해 진동효과가 일어난다.

미합중국  특허  제  3,273,502호에  기술된  현악기용  진동장치에는  각  줄의  피치(pitch)조절용 조절가
능한  브리지가  있다.  베이스에  대한  회전할  수  있게  베이스에  설치된  진동  장치에  의해  진동효과가 
발생한다.  미합중국  특허  제  3,466,962호에는  편심으로  설치된  크레이들(cradle)부재가  줄의 토운
(tone)을 변화시키기 위해 베이스판에 대해 회전하는 트레몰로(termolo)장치가 기술되어 있다.

종래의  장치를  사용하여  어느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자체의  결함  때문에 융통성
에 한계가 있다.  진동장치로 부터 아주 선명한 토운을 생성시키기 위해 줄의 고정장치와 각  줄에 대
해 다방면으로 브리지르 조절할 필요가 있다.  악기 사용자가 쉽게 상기와 같은 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종래의 장치로는 상기와 같은 요구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

본  발명을  사용하여  현악기의  본체에  쉽게  고착시킬수  있고  상기의  결점을  제거할  수  있는  브리지와 
테일피이스가 결합된 어셈블리를 만들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어셈블리에는  악기의  각  줄의  선율은  좋게  하도록  4가지  방법으로  조절  할  수  있는 
브리지와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다른  줄부착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회전가능한  테일피이스  부재가 
있다.  테일피이스  부재의  세로축과  편심으로  되어  있으면서  평행으로  된  축의  둘레에  테일피이스 부
재가  회전하는  동안  테일피이스에  의해  야기되는  캄(cam)작동의  덕분으로  본  발명에  따른 어셈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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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생성되는 진동효과는 상당히 좋다.

본  발명의  목적은  악기의  본체에  고착된  테일피이스  블럭과  수직단면이  "L"형태인  긴  테일피이스 부
재가  있는  현악기용의  브리지와  테일피이스가  결합된  어셈블리를  만드는  것이다.  테일피이스  부재의 
끝은  회전하는  테일피이스  부재에  대해  캄  작동을  제공할  수  있게  테일피이스  부재의  세로축과 편심
으로  되어  있으면서  평행으로  된  축의  둘레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테일피이스  블럭에 연
결되어 있다. 

세로로  일정하게  떨어진  부차장치가  테일피이스  부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악기기  줄의  장력에 
의해  테일피이스  부재가  회전  방향으로  편향되어  진다.  테일피이스  블럭에  연결된  조절가능한 브리
지에  부착장치로  악기줄을  안내하는  새들  로울러(saddle  roller)가  여러개  있다.  테일피이스  부재에 
연결된  하나이상의  스피링에  의해  테일피이스  부재가  다른  회전방향으로  편향되어  진다.  그러므로 
장력을  받는  줄에  의해  테일피이스  부재에  가해지는  회전력과  상기  스프링에  의한  힘이  서로 대향하
게  된다.  진동  효과를  생성시키기  의해  악기를  작동시키는  동안  테일피이스  부재에  연결된  레버를 
사용하여  테일피이스  블럭에  대해  테일피이스  부재를  수동으로  회전시킬  수  있다.  테일피이스 부재
와 테일피이스 블럭 연결용 볼 베아링 장치(ball bearing means)가 테일피이스 부재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수평방향으로  조절가능한  줄부착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회전시켜  각줄을 지
지하는 새들 로울러로 악기의 각줄에 대해 수평,  수직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브리지를 조절할 수 있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테일피이스  부재와  함께  악기의  너트(nut)뒤에서  악기의  넥크(neck)에 
연결되는 줄 고정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너트에  대해  줄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테일피이스  부재를  작동시킬때  줄에  의해  생성되는 
토운이 변경되지 않는다.

본 발명을 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도,  제2도,  제3도에  브리지와  테일피이스가  결합된  어셈블리의  테일피이스  블럭(2)이  도시되어 
잇다. "U"형태로 되어 있는 블럭의 앞쪽 끝 사이에 크로스(cross)부재(4)가 연결되어 있다.

블럭에  수직으로  돌출되어  있는  조절가능한  스타드(stud)(8)(제3도  참조)가  들어갈  수  있는  한쌍의 
리세스(recess)(6)가 있다.

스타드(8)는  현악기(도시되어  있지  않음)의  본체  부분에  있는  슬리브(sleeve)(10)속으로  죄여진다. 
관통된  한쌍의  오프닝(12)이  테일피이스  블럭의  리세스에  인접한  곳에  있다.  악기  본체에다 테일피
이스  어셈블리를  설치할  때  악기본체에  대해  테일피이스  어셈블리를  수평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
는 한쌍의 스크루(14)가 오프닝(12)에 들어간다. 이때 스크루(14)는 스타드(8)의 내부에서 
작동된다.

테일피이스  블럭(2)의  앞부분은  악기본체에  있는  보조  슬리브(18)속으로  들어가는  도움(dome)형 보
조  스타드(16)상에서  활주할  수  있게  놓여져  있다.  테일피이스  블럭에  나삿니가  있으며  관통된 두쌍
의 오프닝(20)(22)이 있다.

제4도와  제6도에  도시된  테일피이스  부재의(24)의  수직  단면은  "L"형이다.  테일피이스  부재 상단부
분(24a)의  양끝에  있는  오프닝(26)에  볼  베아링  레이스(ball  bearing  race)(28)가  들어가  있다.  볼 
베아링  레이스(28)에  의해  테일피이스  부재와  테일피이스  블럭이  회전가능하게  연결되어진다. 테일
피이스  부재는  크로스부재(4)와  테일피이스  블럭의  앞  부분사이에  있는  테일피이스  블럭의 오프닝내
에  배치되어  있다.  볼  베아링  레이스(28)는  테일피이스  블럭의  오프닝(22)  맞은편에  배치되어  진다. 
스크루(30)(제2도  참조)는  나삿니가  있는  오프닝(22)속으로  죄여지고  스크루(30)의  직경이  작은 부
분은  볼  베아링  레이스(28)의  중앙  부분을  통과하기  때문에  테일피이스  부재의  끝과  테일피이스 블
럭이 연결되어진다.

본  발명의  특성은  테일피이스  블럭과  테일피이스  부재의  배치관계에  있다.  테일피이스  부재의 회전
축과  테일피이스  부재의  가로축은  종과횡에  있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테일피이스  부재가  회전하는 
동안 테일피이스 블럭에 대해 캄(cam)의 작동이 야기된다.

제8a도,  제8b도,  제8c도에서,  테일피이스  부재의  상단부분(24a)에  테일피이스  부재를  수동으로 회전
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레버(lever)(34)가  들어갈  수  있는  수직으로  배치된  한쌍의  오프닝(32)이 있
다. 오프닝(32)과 레버(34)의 하단부분은 나삿니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제8b도,  제8c도에서,  두개의  오프닝내에  두  레버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다.  여기서  한 
레버는  현악기의  왼손잡이  플레이어(player)에  의해  사용되고  다른  레버는  오른손잡이  플레이어에 
의해 사용된다. 테일피이스 부재에 오프닝(32)과 연결되어 있고 끝(38a)이 원주형인 플런저
(plunger)(38)가 들어가는 오프닝(36)이 한쌍있다.

오프닝(36)과  연결되어  있고  나삿니가  있는  수직형  오프닝(40)에  끝(42a)이  원주형인나삿니가  있는 
스크루(42)가  들어가  있다.  스크루(42)를  아래로  죄면  플란저(38)는  외부로  밀려져  레버(34)에 맞대
어  지탱되어진다.  그리고  오프닝(32)내에서  레버의  움직임이  한정되어  진다.  그리고 오프닝(32)내에
서 레버의 움직임이 한정되어 진다.

제8d도에서,  레버(34)에는  조절  손잡이(434a)가  있다.  조절손잡이(34a)에는  레버가  배치되는 채널
(34b)이 있다. 손잡이를 레버에 대해 수평으로 배치시킬 수도 있다. 그라브 스크루(grub 
screw)(34c)를  레버에  맞대이게  죄여서  손잡이를  정위치에  고착시킬  수  있다.  손잡이의  끝에  있는 
밴드(bend)(34d)를 여러위치에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다.

제5도-제7도에  줄의  부착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테일피이스  부재가  도시되어  있다.  악기줄의  장력에 
의해  테일피이스  부재는  회전하는  방향으로  편향되어  진다.  악기의  줄  끝에  조절가능한  줄 부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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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제5도에 나타나 있다.

상기  장치에는  베이스(base)와  테일피이스  부재가  연결되도록  스크루(48)를  받는  수직으로  관통된 
첫번째  오프닝(46)과  첫번째  오프닝(46)과  일직선으로  놓여져  있으며  스크루(48)를  받는 오프닝(5
0)이 있다. 오프닝(50)에는 나낫니가 나 있다.

베이스(44)의  상단  표면에  다수의  인세트(inset)  부재(52)를  받는  세로로  일정하게  떨어진  다수의 
리세스(51)가  있다.  인세트  부재(52)는  베이스에  있는  오프닝(56)과  인세트  부재에  있는 오프닝(5
8)을  관통하는  세로로  뻗어있는  막대(54)에  의해  베이와  추축으로  연결되어진다.  각  인세트 부재에
는  악기줄을  받는  후크(hook)부분(52a)과  탕(tongue)부분(52b)이  있다.  후크부분(52a)에  줄끝의 아
이렛트(eyelet)부분이 부착되어진다.

베이스  부재에는  또  여러개의  삼스크루(62)를  받는  수직으로된  두번째  오프닝(60)이  여러개  있다. 
오프닝(60)에는  나삿니가  있다.  각  삼스크루(62)의  하단끝은  인세트  부재의  탕  부분(52b)과 맞물려
진다.  각각의  삼스크루를  조절하여  인세트부재의  후크부분  위치를  수평으로  변환시키면  숲수평으로 
줄의 끝이 조절되어진다.

제7도에 조졸할 수 없는 줄부착장치의 한예가 나타나 있다.

상기  장치의  베이스(64)에는  제5도에  도시된  것과  같은  식으로  베이스와  테일피이스  부재를 연결시
키기  위해  스크루(68)를  받는  관통된  오프닝(66)이  있다.  베이스(64)의  앞  부분에는  세로로 일정하
게  떨어진  다수의  리세스(70)가  있다.  리세스(70)내에  악기줄끝의  아이렛트가  부착되어진다.  상술한 
것과  같이  테일피이스  부재에  있는  부착장치에  부착된  줄의  장력에  의해  테일피이스  부재가 회전하
는 방향으로 편향되어 진다.

제9a도-제9e도에  줄의  회전력에  맞대어  다른  방향으로  테일피이스  부재를  편향시키기  위해 테일피이
스 부재에 연결된 한쌍의 스프링이 나타나 있다.

제9b도와  제9d도에서,  테일피이스  부재(24)의  하단  표면의  중앙에  리세스(72)가  있다.  "T"형 부재
(74)는  테일피이스  부재에  있는  오프닝(78)(80)과  "T"형  부재를  관통하는  핀(76)에  의해  테일피이스 
부재와  추축으로  연결되어진다.  "T"형  부재의  추축운동은  테일피이스  부재의  상단  부분(24a)에  있는 
수직으로 관통된 오프닝(84)을 통과하는 스크루에 의해 조절된다.

오프닝(84)에는  나삿나가  나있고  스크루의  하단끝은  제9a도,  제9c도,  제9d도,  제9e도에  도시된  것과 
같이  "T"형  부재에  맞대어  인접된다.  각  스프링(86)의  한쪽끝은  "T"형  부재에  있는  오프닝(90)과 함
께  작동하는  스크루(88)에  의해  "T"형  부재의  외부  부분에  연결되고  다른끝은  테일피이스  블럭의 하
단부분에 연결되어진다. 오프닝(90)에는 나삿니가 나 있다.

핀(76)에  대한  "T"형  부재(74)의  회전은  스크루(82)의  조절에  의해  행해진다.  즉  장력을  받은 스프
링에  의해  테일피이스  부재에  가해지는  회전력에  대항하는  스프링(86)의  편향력(biasing  force)을 
변화시킬  수  있다.  테일피이스  어셈블리에는  테일피이스  블럭에  연결된  브리지가  있다.  브리지에 의
해 악기의 줄이 테일피이스 부재에 있는 줄부착장치로 각각 안내되어진다.

제2도에서,  브리지는  테일피이스  블럭내의  오프닝(20)내에  있는  세로로된  두번째  막대(92)에  의해 
테일피이스  블럭과  회전할  수  있게  연결되어있다.  브리지의  한예가  제10도에  도시되어  있다.  각각의 
악기줄에  대해  세로로  일정한  간격으로  된  다수의  저어널(journal)블럭(94)이  있다.  여기서  저어널 
블럭에는  세로로된  두번째  막대를  받는  세로로된  오프닝(96)이  있다.  여기서  저어널  블럭의 수직면
은 테일피이스 블럭에 대해 추축으로 되어 있다.

지지부재(98)는  수평으로  저어널  블럭과  결합되어진다.  압축판(100)에  있는  관통된  오프닝(104)과 
함께  작용하는  스크루(102)와  저어널  블럭에  있는  나삿니가  나있는  오프닝(106)에  의해  저어널 블럭
(94)과  연결된  압축판(100)이  저어널  블럭에  대해  수평위치에서  지지부재를  고정시킨다. 스크루
(102)를  풀어  저어널  블럭에  대해  수평으로  지지부재를  조절한  후  다시  스크루을  죄일  수  있다. 지
지부재(98)에는  악기줄을  지지하며,  로울러와  지지부재에  있는  오프닝(112)(114)을  통과하는 핀
(110)에  의해  회전할  수  있게  연결된  새들로울러(saddle  roller)(108)가  있다.  지지부재에는  또 스
크루(118)를  받는  나삿니가  있는  수직으로된  오프닝(116)이  있다.  스크루(118)의  하단끝은 테일피이
스  블럭의  크로스  부재(4)와  맞물려진다.  스크루(118)를  회전시키면  지지부재의  수직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테일피이스 블럭에 대해 새들로울러의 수직위치가 변해진다.

저어널 장치를 세로로도 조절할 수 있다.

압축판(100)과  저어널  블럭(94)에는  스크루(124)를  받는  관통된  오프닝(120)(122)이  있다. 오프닝
(120)(122)에는  나삿니가  나있다.  스크루를  죄기전에  저어널블럭은  적당한  위치까지  막대(92)를 따
라  세로로  이동되어진다.  이때  스크루(124)를  죄면  스크루(124)의  하단  끝은  막대(92)와  맞물려지고 
저어널 블럭은 세로의 적당한 위치에서 고정되어진다.

제10도의  브리지는  악기의  각줄에  대해  3차원  즉  수평,  수직  그리고  세로로  조절되어진다. 지지부재
에  대해  새들로울러를  회전시키면  악기줄의  장력을  변화시킬  경우에  줄이  손상되지  않고  정확하게 
잘  지지되어진다.  브리지  어셈블리의  다른예가  제11a도-제11f도에  도시되어  있다.  세로로된 마운팅
바아(mounting  bar)(126)에는  막대(92)를  받는  세로로된  오프닝(128)이  있다.  마운팅  바아의  상단 
표면에는 세로로 일정한 간격으로 되어있는 다수의 슬롯트(slot)(130)가 있다.

각각의  슬롯트(130)에  저어널  블럭(132)이  들어간다.  각각의  저어널  블럭에는  스크루(136)을  받는 
나삿니가  있는  오프닝(134)이  있다.  저어널  블럭에  있는  오프닝을  통과하는  스크루의  끝부분에 서클
립(circlip)(138)을 받는 리리프(relief)가 있다. 서클립(138)은 마운팅바아의 슬롯트와 
맞물려진다.  스프링(140)은  마운팅  바아로부터  먼쪽으로  저어널블럭을  편향시키기  위해 스크루(13
6)의 둘레에 놓여져 있다. 스크루를 회전시키면 스쿠르의 길이에 따라 저어널 블럭의 위치가 
변한다.  저어널  블럭에는  또  스크루(148)를  받는  수직으로된  한쌍의  오프링(146)에는  나삿니가 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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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프닝(146)에는  나삿니가  나있다.  스크루(148)의  하단끝은  테일피이스  블럭의  크로스  부재에 
맞대어 인접해진다.

스크루(148)를  회전시키면  테일피이스  블럭에  대해  수직으로  저어널  블럭과  새들로울러의  위치가 변
한다.

테일피이스  어셈블리의  한잇점은  브리지  어셈블러  그리고/또는  줄부착장치를  테일피이스  어셈블리로 
부터  쉽게  제거할  수  있고  현악기의  플레이어의  취향에따라  다른  형태의  것으로  대치할수  있다는 것
이다.  작동에  있어서,  악기의  플레이어가  브리지  어셈블리의  각  저어널  블럭을  조절한다.  일단 조절
되면  브리지  어셈블리는  테일피이스  블럭에  대해  막대(92)둘레에서  단단하게  죄여진다.  플레이어가 
악기의 각 줄에 대해 적당하게 줄부착장치의 삼스크루를 작동시켜 장치의 선유를 좋게 할수 있다.

연주하는  동안  테일피이스  부재를  레버(lever)로  회전시키면  악기줄의  장력이  변하기  때문에 진동효
과가  생성된다.  테일피이스  부재의  회전축이  편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셈블리에  의해  생성된 진
동효과는 상당히 크다. 그리고 상당히 넓은 영역의 토운(tone)이 생성되어 진다.

본  발명에서,  줄고정장치는  현악기의  너트  뒤의  네크  부분상에  설치되어있다.  줄  고정장치가  결합된 
브리지  및  테일피이스  어셈블리의  작동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더  많이  균일한  진동효과가  생성되어 
진다.(제12a도-제12d도 참조)

제12a도-제12d도에  줄고정장치가  도시되어  있다.  줄고정장치에는  적당한  장치에  의해  악기의 너트뒤
에서  악기와  연결된  베이스(150)가  있다.  베이스의  곧추선  부분(150a)에  다수의  "+"형  부재(154)를 
받는리세스(152)가  여러개  있다.  "+"형  부재(154)는  "+"형  부재와  베이스에  있는 오프닝(158)(160)
을  통과하는  막대(156)에  의해  리세스  내에서  피봇트로  연결되어  진다.  베이스에는  또  세로로 일정
한  간격으로  된  수평  오프닝(164)이  여러개  있다.  오프닝(164)에  베이스의  메인(main)부분에서  금속 
인서트(insert)(168)를 가로지르는 악기줄(166)이 들어간다.(제12c도 참조)

금속  인서트위에  놓여있는  "T"형  금속판(170)의  크로스  부분(170a)은  스크루(172)에  의해  베이스의 
곧추선  부분의  리세스  내에서  제12c도에  도시된  것과  같이  악기줄에  연결된다.  삼스크루(174)는 막
대(156)에  대해  "T"형  부재가  위  아래로  피봇트  운동을  하도록  "T"형  부재와  베이스에  있는 오프닝
(176)(178)과  함께  작동한다.  "+"형  부재(154)에는  스크루(183)를  받는  나삿니가  있는 오프닝(180)
이  한쌍있다.  스크루(182)의  하단끝은  "T"형  금속판(170)과  맞물려진다.  그러므로  "T"형  부재가 아
래로  피봇트  운동을  하도록  삼스크루(174)를  작동시키면  스크루(182)에  의해  "T"형  금속판(170)이 
악기줄에 맞대어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악기줄이 고정되어진다.

크기가  다른  인접한  악기줄을  고정시키기  위해  스크루(182)를  각각  조절할  수  있다.  너트  뒤에다 줄
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진동효과를  내기  위해  테이피이스  부재를  회전시키는  동안  줄이  너트의  줄 그
루브(groove)를  가로질러  늘어지는  현상이  방지된다.  그리고  또  부정확한  조율이  발생되지  않는다. 
어셈블리를  적당한  물질로  만들  수  있지만  놋쇠로  만든것이  좋다.  그리고  스크루,  막대와  핀등를 강
철로 만든 것이 좋다. 본 발명을 본 발명의 취지내에서 여러형태로 변형시키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1.  (a).  테일  피이스 블럭,  (b)  악기의 본체 부분에 테일피이스 블럭을 고착시키는 장치,  (c). 수직
단면이  "L"형이고,  회전하는  테일피이스  부재에다  캄  작동을  제공하기  위해  테일피이스  부재의 세로
축과  편심으로  되어  있으면서  평행으로된  축  둘레에서  한  방향으로  회전  할수  있도록  끝이 테일피이
스  블럭에  연결된  긴  테일피이스  부재,  (d).  악기줄의  장력에  의해  회전  방향으로  테일피이스 부재
가  편향되도록  악기줄의  끝을  부착시키기  적합하게  테일피이스  부재에  연결된  세로로  일정하게 떨어
진  부착장치,  (e).  테일피이스  블럭에  연결되어  있고  부착장치에다  악기줄을  안내하는  새들 로울러
가  여러개  있는  조절가능한  브리지  장치,  (f).  장력을  받는  스프링에  의해  테일피이스  부재에 가해
지는  회전력에  대향하는  힘이  생성되도록  다른  방향으로  테일피이스  부재를  편향시키는  스프링장치, 
(g).  진동효과를  생성시키기  위해  악기를  작동시키는  동안  테일피이스  블럭에  대해  테일피이스 부재
를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테일피이스  부재에  연결된  한쌍의  레버로  구성되어  있는  현악기용  브리지와 
테일피이스가 결합된 어셈블리.

청구항 2 

테일피이스  부재와  테일피이스  블럭  연결용  볼  베아링  장치가  있는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장치.

청구항 3 

레버가  수직으로  조절될  수  있게  테일피이스  부재에  연결되어있고,  테일피이스  부재에  대한  레버의 
회전운동과 그회전운동에 의한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는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장치.

청구항 4 

레버에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레버를  독립적으로  길게  또는  짧게  할수  있는  조절손잡이가  있는 특허
청구의 범위 제3항에 따른 장치.

청구항 5 

스프링  편향  장치에  장력을  받는  줄에  의해  테일피이스  부재에  가해지는  회전력에  대한  저항력을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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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조절하는 기어로 된 피봇트가 있는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장치.

청구항 6 

줄부착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장치.

청구항 7 

줄부착장치가  (a).  테일  피이스  부재에  연결된  베이스,  (b).  세로로  일정하게  떨어져  있으며 평행으
로  된  여러개의  인세트부재,  (c).  첫번째  막대둘레에서  추축운동을  하는  인세트  부재와  베이스를 연
결시키는  세로로  길게  뻗어있는  첫번째  막대,  (d).  악기의  줄이  인세트  부재를  통과하여  그것에 부
착되어있고  삼스크루의  작동에  의해  인세트  부재가  피봇트로  작동하여  악기의  줄이  수평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인세트  부재의  추축운동을  조절하는  인세트  부재에  연합된  다수의  삼스크루를  포함하고 
있는 특허청구의 범위 제6항에 따른 장치.

청구항 8 

브리지 장치가 (a).  다수의 저어널 블럭,  (b).  두번째 막대 둘레에서 피봇트 운동을 하며 두번째 막
대를  따라  축의  위치가  변하는  저어얼  블럭과  테일피이스  블럭을  연결시키기  위해  테일피이스 블럭
에  대해  회전하는  세로로  긴  두번째  막대,  (c).  두번째  막대에  대해  저어널  블럭의  정해진  피봇트 
위치와  세로의  위치를  고착시키는  장치,  (d).  저어널  블럭에  연결되어있고,  축의  둘레에서 회전가능
한 새들 로울러의 마운팅 장치,  (e).  두번째 막대 세로축의 횡방향에서 저어널 블럭에 대해 새들 로
울러의  마운팅  장치를  수평으로  조절하는  장치,  (f).  브리지  장치를  수평,  수직  그리고 세로방향으
로  조절할  수  있게  테일피이스  블럭에  대해  새들로울러를  수직으로  조절하는  장치를  포함하는 특허
청구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장치.

청구항 9 

브리지  장치가  (a).  세로로  관통된  오프닝과  상단표면에  일정한  간걱으로  된  다수의  리세스가  있는 
세로로  된  마운팅  부재,  (b).  세번째  막대둘레에서  피봇트  운동을  하는  마운팅  바아를  통해 세로로
된  오프닝을  통과하며  테일피이스  블럭과  마운팅  부재를  연결시키는  세로로  긴  세번째  막대,  (c). 
회전하는  새들로울러를  지지하는  다수의  저어널  블럭,  (d).  마운팅  바아의  리세스  내에  저어널 블럭
을  연결시키며  마운팅  바아에  대해  저어널  블럭을  수평으로  조절하는  장치,  (e).  저어널  블럭에 연
결되어  있고,  마운팅  바아에  대해  저어널  블럭의  수직위치를  변화시키는  장치를  포함하는 특허청구
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장치.

청구항 10 

테일피이스  블럭에  한쌍의  마운팅  스타드를  받는  한쌍의  리세스와  마운팅  스타드에다  테일피이스 블
럭을 고착시키는 장치가 있는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장치.

청구항 11 

테일피이스  블럭마운팅장치에  마운팅  스타드로부터  일정하게  떨어져  있으며  리세스에  맞대어 테일피
이스  블럭을  지지하는  도움형으로된  보조스타드가  한쌍있고,  도움형인  마운팅  스타브를  수직으로 조
절할수  있으며,  테일피이스  블럭이  악기에대해  수직으로  조절되어  기울어지고,  마운팅  스타드에다 
테일피이스  블럭을  고착시키는  장치가  악기에  대해  테일피이스  블럭을  고착시키는  장치가  악기에 대
해  테일피이스  블럭을  수평으로  조절하는  한쌍의  스크루를  가지고  있는  특허청구의  범위  제10항에 
따른 장치.

청구항 12 

브리지  장치와  테일피이스  블럭을  연결시키는  세로로된  막대가  있기  때문에  어셈블리에서  구조가 다
른 어셈블리를 대치할 수 있는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장치.

청구항 13 

(a).  테일  피이스  블럭,  (b).  악기의  본체  부분에  테일피이스  블럭을  고착시키는  장치,  (c). 수직단
면이  "L"형이고,  회전하는  테일피이스  부재에다  캄  작동을  제공하기  위해  테일피이스  부재의 세로축
과  편심으로  되어있으면서  평행으로된  축  둘레에서  한  방향으로  회전할수  있도록  끝이  테일피이스 
블럭에  연결된  긴  테일피이스부재,  (d).  악기줄의  장력에  의해  회전  방향으로  테일피이스  부재가 편
향되도록  악기줄의  끝을  부착시키기  적합하게  테일피이스  부재에  연결된  세로로  일정하게  떨어진 부
착장치,  (e).  테일피이스  블럭에  연결되어  있고  부착장치에다  악기줄을  안내하는  새들로울러가 여러
개  있는  조절가능한  브리지  장치,  (f).  장력을  받는  스프링에  의해  테일피이스  부재에  가해지는 회
전력에  대항하는  힘이  생성되도록  다른  방향으로  테일피이스  부재를  편향시키는  스프링장치,  (g). 
진동효과를  생성시키기  위해  악기를  작동시키는  동안  테일피이스  블럭에  대해  테일피이스  부재를 수
동으로  작동시키는  테일피이스  부재에  연결된  레버,  (h).  1).  악기의  줄을  받는  세로로  일정하게 떨
어진  여러개의  공통된  구멍이  있고,  악기의  너트뒤에서  악기와  연결되어  있는  베이스,  2).  세로로 
일정하게  떨어져  있는  여러개의  "+"형  부재,  3).  막대  장치둘레에서  피봇트운동을  하는  "+"형 부재
와  베이스를  연결시키는  막대장치,  4).  "+"형  부재와  연결되어있고  악기의  줄을  각각  죄는 조절가능
한  죄임장치,  5).  "+"형  부재와  연합되어  있고  "+"형  부재를  수직으로  조절하는  다수의  삼스크루가 
있는 줄을 고정시키는 장치로 구성된 현악기용 브리지와 테일피이스가 결합된 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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