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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복수의 상하로 동작하는 침과 좌우로 요동하는 루우퍼를 구비하여 양자가 협동하여 천(布地)에 두겹고리바느질땀(Double
chain stitch)을 형성하는 미싱에 있어서,

바느질땀의 재봉이 끝나는 마지막끝에서 실이 풀리는 일이 없고, 더우기, 그 종료하는 바느질끝에 이어지는 실끝이 짧은
봉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봉제 바느질이 종료 할 때에 루우퍼가 좌측으로 진출한 상태에 있어 천에서 루우퍼로 이어지는 실을 미싱침보다 좌측에서
후크로 걸어서, 그 상태에서 한 바늘땀만큼만 미싱을 구동시킨 다음, 우측에 설치한 제 2의 절단기로, 천에서 루우퍼를 거
쳐서 침으로 이어지는 각 침사(針系)와, 천에서 루우퍼로 이어지는 루우퍼사를 천과 루우퍼의 사이에서 절단함과 동시에
후크에 걸려있는 루우퍼사를 좌측에 설치한 제 1의 절단기로 절단한다.

대표도

도 8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의 미싱의 요부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봉제종료시의 과정을 나타내는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봉제종료시의 과정을 나타내는 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봉제종료시의 과정을 나타내는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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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봉제종료시의 과정을 나타내는 사시도.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봉제종료시의 과정을 나타내는 사시도.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봉제종료시의 과정을 나타내는 사시도.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봉제종료시의 과정을 나타내는 사시도.

* 도면의주요부분에 대한부호의설명

3 루우퍼( looper)

5,6 (재봉)침

8,9 침사(針系)

10 루우퍼사

11 제 1의 절단기

13 제 1 받이날(刃)

15 후크(hook : 루우퍼사 걸어맞춤 수단)

16 제 1 후크날(刃)(hook mes)

17 누름 스프링

19 에어실린더

21 작동부재

25 제 2의 절단기

26,27 후크

28 제 2 후크날(hook mes)

29 누름 스프링

30 제 2 받이날

W천(布地:織布)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복수침의 두겹고리바느질(재봉)미싱에 있어서,

바느질땀의 재봉이 종료하는 끝에 있는 재봉실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복수의 침과 루우퍼를 구비한 미싱에 의해서 두겹고리 바느질 땀, 예를들면, 스티치(stitch) 기호 406으로 나타내는 바느질
땀을 형성하는 경우, 이 바느질땀은 바느질이 끝나는 끝측에서 밑실(루우퍼사)을 끌어당기면 바느질땀이 잇따라 풀려버린
다.

이와같은 천(布地)의 바느질실의 풀림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바느질종료직전의 몇바늘의 바느질땀을 세밀하게 하는 것
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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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국 특개평 1-31745(특공평 6-102107호), 일본국 특개평 5-208082호에는 바느질의 종료때에 재봉실의 장력(張
力)을 불균일하게 하여 풀림을 어렵게 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다.

또한, 일본국 특개평 6-233877호에는 미싱의 루우퍼후방에 루우퍼사를 미끄러짐이 자유롭게 보유하는 루우퍼사걸이를
설치해두고, 봉제종료직전에 미싱을 일단정지시키고, 그 루어퍼사걸이로 루우퍼사를 유지하고, 그 상태로 미싱을 작동시
켜서 한 바늘 땀질한 다음 상,하의 재봉사를 절단함과 동시에, 루우퍼사 걸이로 밑실을 보유한체 천을 미싱에서 떼어내므
로서, 상,하의 재봉사의 얽힌 상태를 변환시켜, 풀리기 어렵게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상기한 두가지 방법으로서는 그 확실성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특히 후자의 방법에 있어서는 재봉사를 절단
한후에 실끝이 천에 길게남게되어 봉제품으로서 볼품좋게하는데는 다시한번 실끝을 찝어내지 않으면 안되는 결점이 있었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과제는 두겹고리재봉미싱에 의해서 천에 바느질땀을 형성함에 있어서 바느질땀의 재봉종료끝에서 재봉
사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고, 더우기, 그 봉제종료때의 끝에 이어지는 실끝을 짧게 절단하는 방법및 그러기위한 장치를 제
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이와같은 풀림방지법은, 좌우에 병렬되어 상,하로 동작하는 복수의 침과, 그들 침의 우측에서 좌우로 진퇴요동
하고, 상기한 침과 협동(協動)하여 두겹고리바느질땀을 형성하는 루우퍼를 구비한 미싱에 의한 천의 봉제에 있어서, 봉제
종료할때에 루우퍼가 좌측으로 진출한 상태로 천에서 루우퍼로 이어지는 루우퍼사를 침보다 좌측에서 후크로 걸어서, 그
상태로 한바늘땀만큼만 미싱을 구동한 후에, 천에서 루우퍼를 거쳐서 침으로 이어지는 각 침사를 천과 루우퍼사이에서 절
단함과 동시에, 천에서 루우퍼로 이어지는 루우퍼사를 천과 루우퍼의 사이에서 절단하고, 다시 후크에 걸려있는 루우퍼사
를 그 걸어맞고 있는 부분에서 절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본 발명의 이와같은 풀림방지장치는, 좌우에 병렬되어 상하로 동작하는 복수의 침과, 그들 침의 우측에서 좌우로 진퇴
요동하고, 상기한 침과 협동하여 두겹고리 바느질땀을 형성하는 루우퍼를 구비한 미싱에 있어서,

미싱베드(Sewing machine bed)내의 낙침(落針)위치보다 좌측과 전진위치에 있는 루우퍼의 선단사이에서 루우퍼사에 걸
어맞는 루우퍼사 걸어맞춤수단과, 그 걸어맞춤부분의 루우퍼사를 절단하는 제 1의 절단기와, 천에서 루우퍼를 거쳐서 침
으로 이어지는 침사와 천에서 루우퍼로 이어지는 루우퍼사를 천과 루우퍼의 사이에서 절단하는 제 2의 절단기를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장치에 있어서, 루우퍼사를 걸어맞추는 수단에 의해서 루우퍼사를 걸어맞춤한 상태로 미싱을 한 바늘땀만큼만 구동하
는 사이에 그 걸어맞춤상태를 계속한 다음, 제 1의 절단기를 작동시킴과 동시에 제 2의 절단기를 작동시키는 제어기구를
추가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제 1의 절단기를 진퇴구동기구를 구비한 후크날(mes)과 후크날의 후퇴위치에, 또한 미싱베드내의 낙침위치보다 좌측
위치에 설치한 받이날로 구성하여, 그 후크날을 루우퍼사 걸어맞춤수단으로 겸하게 할 수가 있다.

제 2의 절단기는 미싱베드내의 낙침위치보다 우측으로 설치한 제 2의 받이날과 좌우로 요동하는 제 2의 후크날로 구성하
여 전진위치에 있는 루우퍼를 따라서 제 2의 후크날을 진출시켜 침사및 루우퍼사에 걸어맞춤하고 후퇴시에 제 2의 받이날
과 협동하여 그 걸어맞춤한 침사및 루우퍼사를 절단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각 절단기는 에어실린더, 솔레노이드 등으로 구동하도록 하고, 또, 절단된 실끝을 유지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시예)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을 따라서 설명한다.

제 1도는 본 발명을 사용한 실린더베드형 두겹고리봉제미싱의 베드(bed)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실린더베드 (1)에는 상,하,좌,우로 4방향운동을 하여 천(布地)을 화살표 F방향으로 보내는 반송부재(톱니) (2)와, 좌우전
후로 타원운동하는 루우퍼 (3)과 나사 구멍 (4)에 고정되는 바늘판(도시생략)을 구비하여, 베드상방에는 좌측침 (5)와 우
측침 (6)을 설치한 침봉 (7)이 설치돼 있다. 그리고, 침봉 (7)의 상하운동과 함께 바늘판을 관통하여 상하운동하는 좌우의
침 (5),(6)과, 타원운동을 하는 루우퍼(3)이 협동(協動)하여 제 2 도 내지 제 8 도에 나타내는 바와같이 침사 (8),(9)및 루우
퍼사 (10)으로 두겹고리바느질땀 (S)를 형성한다.

이 미싱은 미싱베드내의 낙침위치, 즉, 2개의 침 (5),(6)이 상하동작하는 위치보다 좌측으로 제 1절단기 (11)을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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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 1절단기 (11)은 베드 (1)의 후부에 나사 (12)로 고정되어 바늘판의 하면을 따라서 낙침위치근방으로 뻗는 제 1의 받
이날 (13)과, 베드 (1)의 약간 앞쪽에 단차나사(段差螺絲) (14)로 회전이 가능하게 설치되어 선단부에 후크(hook)(15)(루
우퍼사 걸어맞춤수단)를 형성한 제 1의 후크날(hook mes) (16)과 절단작용시에 후크 (15)를 받이날 (13)의 하면에 밀어누
르는 누름스프링 (17)을 구비하고 있다.

이 후크날 (16)의 후단부에는 긴구멍 (18)이 설치돼 있다.

베드 (1)의 좌측끝에는 에어실린더 (19)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에어실린더(19)의 피스톤로드(piston rod) (20)에 작동부
재 (21)이 나사 (22)로 위치조정이 가능하게 고정돼 있다.

작동부재 (21)에 설치한 핀 (23)이 긴구멍 (18)에 끼워결합돼 있으며, 도시 생략한 고압공기원에서 관 (24)를 거쳐서 공급
되는 공기력에 의해서 피스톤로드(20)이 화살표 A의 방향으로 진퇴하면, 제 1의 후크날 (16)이 작동부재 (21)을 거쳐서 에
어실린더 (19)에 의해서 구동되어, 단차나사 (14)의 둘레를 화살표 B의 방향으로 회전운동한다.

베드 (1)내의 낙침위치보다 우측에는 제 2의 절단기 (25)가 설치돼 있다. 이 절단기 (25)는 선단의 2개소에 후크 (26),(27)
이 설치되어 루우퍼 (3)의 날(blaed)부 (3b)의 상방을 따라서 좌우로 왕복과 진퇴운동을 하도록한 제 2의 후크날 (28)과,
그 후크날 (28)의 후퇴위치에 설치된 누름스프링 (29)에 의해서 후크날(28)에 압박접촉된 제 2의 받이날 (30)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리고, 이 제 2의 후크날 (28)도 도시하지 않은 솔레노이드나 에어실린더에 의해서 구동된다.

제 2 도 내지 제 8 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재봉종료시의 재봉사풀림을 방지하는 방지법을 설명한다.

제 2 도에 나타내는 바와같이 이 미싱에 있어서 천 W는 반송부재 (2)에 의해서 화살표 F방향으로 보내지며, 좌우의 재봉침
(5),(6)과 루우퍼 (3)에 각각 통해져있는 침사 (8),(9)및 루우퍼사 (10)에 의해서 스티치 기호 406의 바느질땀 S가 형성된
다.

재봉종료에 가까워져서 침 (5),(6)이 상사점(上死点)에 있고, 루우퍼 (3)이 좌측사점(左死点) 즉, 전진위치에 있을때에 에
어실린더 (19)를 작동시켜서 후크날(16)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면, 후크 (15)는 루우퍼 (3)의 후방에서, 루퍼 (3)의 눈
구멍 (3e)와 좌측침 (5)와의 사이와, 그리고 루우퍼 (3)의 날부 (3b)의 상방을 앞쪽으로 가로질러서 이동하여, 제 3도와 같
이 천 W에서 루우퍼 (3)의 눈구멍 (3e)로 이어지는 루우퍼사 (10)을 붙잡는다.

계속해서, 재봉침 (5)및 (6)은 루우퍼사 (10), 루우퍼의 날부 (3b), 침사 (8),(9)로 형성되는 실의 3각형안으로 떨어지고,
루퍼 (3)이 침의 앞쪽으로 이동하여 우측으로 후퇴하면, 제 4 도와 같이 루우퍼사 (10)은 후크 (15)에 의해서 침(5)보다 앞
쪽위치에서 걸어맞게되어 약간 긴 루우프 (10L)을 형성한다.

제 5 도는 루우퍼 (3)이 우사점(右死点)을 거쳐서 침 (5),(6)의 후측을 좌측으로 전진이동하면서 하사점(下死点)을 거쳐서
상승하는 침에 의해서 형성되는 새로운 침사루우프(8L),(9L)을 떠서, 제 2 도의 상태에서 대략 한 바늘땀 진행한 상태를
나타낸다.

후크 (15)에 걸어맞고 있는 루우퍼사의 긴 루우프 (10L)는 루우퍼 (3)의 약간 상방에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때, 후크날 (28)을 좌우로 왕복진퇴운동시켜서 제 6 도에 나타내는 바와같이 후크 (26)으로 천 W에서 루우퍼 (3)에 이어
지는 루우퍼사 (10)을 걸고, 후크 (27)로 천 W에서 루우퍼의 날부 (3b)의 하방으로 뻗는 두줄기의 침사를 걸어서, 그들 실
을 받이 날 (30)과 협동하여 바느질땀 S의 우측에서 절단하고, 제 7 도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선단측의 후크 (26)에 걸려있
는 루우퍼사 (10)의 루우퍼 (3)으로 이어지는 측의 끝부를 그 후크 (26)과 누름스프링 (29)로 낀다.

계속해서, 에어실린더 (19)를 작동시켜, 제 1의 후크날 (16)을 제 8도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시켜,
후크 (15)를 받이날 (13)의 위치까지 복귀시키면, 후크 (15)에 걸어맞고있는 루우퍼사 (10)의 걸어맞고 있는 부분이 절단
된다.

그 결과, 천 W에 이어지는 실끝 (10f)는 짧게 남고, 끊어진 선단 (10e)는 후크 (15)의 누름스프링 (17)측에 있으므로 후크
와 누름스프링에 의해서 끼워지게 된다.

이와같이하여 절단된 양 실끝 (10e),(10f)는 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천 W를 미싱에서 떼내면 후크 (15)와 누름스프링
(17)로 끼어저 있는 선단 (10e)가 재봉끝의 침사의 루우프(8LL),(9LL)에서 뽑히고, 한편 실끝 (10f)는 천 W측에 그대로
남아서 뽑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풀림이 생기지 않는다.

또, 끊겨서 끼어저 있는 루우퍼사의 선단 (10e)은 후크가 다음에 회전할때에 개방되기 때문에, 그 때 실부스러기의 흡인장
치등으로 제거하면 된다.

이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실 절단 동작에 대해서 제 2의 절단기를 제 1의 절단기보다 먼저 작동하도록 하였으나, 이것
을 동시 또는 순서를 역으로 해도 좋고, 또, 미싱의 한 바늘땀분의 구동 및 각 절단기의 작동제어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
하지 않았으나, 공지되어 있는 미싱모터의 회전제어장치나 미싱의 주축에 설치한 회전검출기의 신호에 의해서 제어하는
등의 수단을 이용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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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종래의 재봉끝단에 있어서는 제 8 도에서 보이는, 양실끝 (10e),(10f)가 이어져있기 때문에 실끝 (10e)가 끌어당
겨지면 좌측침 (5)에 의해서 형성된 마지막의 침사루우프 (8LL)에서 (10f),(10e)로 형성된 루우프가 빠저나가고 계속 우
측침사의 마지막루우프 (9LL)에서도 빠져서, 차례로 풀림이 확대되어 간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바와같이,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하면, 두겹고리재봉미싱에 의해서 천에 바느질땀을 형성함에 있어서, 바느
질땀의 재봉끝단에서 실이 풀리는 것을 확실히 방지하고, 더우기 그 재봉끝단에 이어지는 실끝을 짧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 본 발명의 장치에 의하면, 재봉끝단의 실의 풀림방지와 실끝의 절단이 동시에 되고, 더우기 재봉끝단에 이어지는 실이
짧게 되기 때문에 봉제의 마감후에 실끝을 찝어내는 추가공정이 없이도 품위있는 봉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좌우로 병렬되어 상하로 동작하는 복수의 침과, 이들 침 (5), (6)의 우측에서 좌우로 진퇴요동하고, 상기한 침 (5), (6)과 같
이 동작하여, 두겹고리의 바느질 땀을 형성하는 루우퍼 (3)을 구비한 미싱으로 천(布地)을 봉제함에 있어서, 봉제를 종료할
때 루우퍼 (3)이 좌측으로 진출한 상태로, 천에서 루우퍼로 이어지는 루우퍼사 (10)을 (재봉)침 (5), (6)보다 좌측에서 후크
(15)로 걸어, 그 상태로 한바늘 땀만큼 미싱을 구동시킨후, 천에서 루우퍼 (3)을 거쳐서 침으로 이어지는 각 침사 (8), (9)
를 천과 루우퍼사이에서 절단함과 동시에, 천에서 루우퍼로 이어지는 루우퍼사 (10)을 천과 루우퍼 사이에서 절단하고, 다
시 후크 (15)에 걸려있는 루우퍼사(10)을 그 걸려있는 부분에서 절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느질땀의 풀림방지방법.

청구항 2.

좌우로 병렬되어 상하로 동작하는 복수의 침과, 이들 침 (5), (6)의 우측에서 좌우로 진퇴요동하고 상기한 침 (5), (6)과 같
이 동작하여 두겹고리의 바느질땀을 형성하는 루우퍼 (3)을 구비한 미싱에 있어서, 미싱베드 (1)내의 낙침(落針)위치보다
좌측과, 전진위치에 있는 루우퍼의 선단사이에 있어서 루우퍼사 (10)에 걸어맞춤하는 루우퍼사 걸어맞춤수단과, 그 걸어
맞는 부분의 루우퍼사 (10)을 절단하는 제 1의 절단기 (11)과, 천에서 루우퍼 (3)을 거쳐서 침으로 이어지는 침사 (8), (9)
와 천에서 루우퍼 (3)으로 이어지는 루우퍼사 (10)을 천과 루우퍼 사이에서 절단하는 제 2의 절단기 (25)를 설치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바느질땀의 풀림방지장치.

청구항 3.

좌우로 병렬되어 상하로 동작하는 복수의 침과, 이들 침 (5), (6)의 우측에서 좌우로 진퇴요동하고 상기한 침 (5), (6)과 같
이동작하여 두겹고리의 바느질땀을 형성하는 루우퍼 (3)을 구비한 미싱에 있어서,

미싱레드 (1)내의 낙침위치보다 좌측과 전진위치에 있는 루우퍼의 선단 사이에 있어서 루우퍼사 (10)에 걸어맞춤하는 루
우퍼사 걸어맞춤수단을 설치함과 동시에 베드 (1)내의 낙침위치보다 좌측에 있어서 그 걸어맞는 부분의 루우퍼사 (10)을
절단하는 제 1의 절단기 (11)을 설치하고, 다시 천에서 루우퍼 (3)을 거쳐서 침 (5), (6)으로 이어지는 침사 (8), (9)를 천과
루우퍼 (3)사이에서 절단함과 동시에 천에서 루우퍼로 이어지는 루우퍼사 (10)을 천과 루우퍼 사이에서 절단하는 제 2의
절단기 (25)를, 베드 (1)내의 낙침위치보다 우측에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느질땀의 풀림방지장치.

청구항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루우퍼사 (10)을 걸어맞춤하는 수단에 의해서 루우퍼사를 걸어맞춤한 상태로 미싱을 한바늘땀만큼만 구동하는 사이 그 걸
어맞춤한 상태를 계속한 후에 제 1 및 제 2의 절단기 (11), (25)를 작동시키는 제어기구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
느질땀의 풀림방지장치.

청구항 5.

제 2 항 또는 제 3 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 1의 절단기 (11)을 진퇴구동기구를 구비한 후크날(hook mes) (16)과 후크날의 후퇴위치에 설치한 받이날 (13)으로 구
성하여, 그 후크날을 루우퍼사 (10)의 걸어맞춤수단으로서 겸용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느질땀의 풀림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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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2 항 또는 제 3 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한 각각의 절단기 (11), (25)는 진퇴구동되는 후크날과 받이날및 누름스프링 (17), (29)을 구비하여, 후크날과 받이날
에 의해서 절단된 후의 루우퍼사 (10)을 누름스프링과 후크날로 끼어 보유하도록한 것을 특징으로 한 바느질땀의 풀림방
지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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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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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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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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