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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특히 실로 제조되는 경우의 합성 거미 실크에 있어서,
악기용 현(2)의 구성요소로서 이용되는
합성 거미 실크.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현(2)의 코어(44) 내에 이용되는
합성 거미 실크.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멀티필라멘트(52)로서 상기 현(2)의 코어(44) 내에 합성 제조된 거미 실크로서 미세 실 구조체가 제공되는
합성 거미 실크.
청구항 4
악기용 현(2)에 있어서,
합성 제조된 거미 실크를 상기 현(2)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구비하는
악기용 현.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 제조된 거미 실크는 상기 현(2)의 코어(44)의 구성요소인
악기용 현.
청구항 6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 제조된 거미 실크는 멀티필라멘트(52)로서 제공되는
악기용 현.
청구항 7
악기로서, 특히 활로 켜거나 손으로 뜯는 악기에 있어서,
제 4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현(2)을 복수개 구비하는
악기.

명 세 서
기 술 분 야
<1>

본 발명은 합성 거미 실크(synthetic spider silk)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실로서 제조된 경우의 합성
거미 실크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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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기 술
<2>

물질의 특성이 천연 거미 실크 산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실 물질(thread material)의 합성 생산은 과거의 디자
인 개량 과정 동안 개선되어 왔다.

합성 제조된 거미 실크 및 이 거미 실크의 합성 조성물을 위한 방법은 예컨

대 유럽 특허 공개 제 1 287 139 A 호, 유럽 특허 공개 제 1 413 585 A2 호, 유럽 특허 공개 제 1 609 801 A1
호, 국제 특허 공개 제 WO 2006/002853 A1 호 및 국제 특허 공개 제 WO 2006/008163 A2 호의 공보로부터 공지
되어 있다.

이러한 공지의 합성 제조된 거미 실크는 실 또는 의료 분야에서의 재료로 사용되거나, 그물, 로프,

직물, 가죽 또는 종이 등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또는 표면 보호에 사용될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합

성 거미 실크는 도달가능한 신축성뿐만 아니라 도달가능한 수치의 강도(strength)의 관점에서 특히 유리한 특성
을 나타낸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3>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합성 거미 실크의 큰 하중을 견디는 특성 및 우수한 물리적 특성을 매우 효과적으
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합성 거미 실크에 대한 특히 유용한 용도를 고안하는 것이다.

<4>

이러한 목적은 합성 거미 실크가 악기에서 현(string)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본 발명에 따를 때 얻어진다.

<5>

악기용 현은 전형적으로 폴리머 플라스틱, 동물 내장(animal gut), 식물 섬유 및/또는 동물의 털로 제조되며,
대체로 손으로 뜯거나(plucked) 활로 켜는(bowed) 악기에 사용된다.

악기 상의 현은 특정한 인장력 하에 설치

되어 있으며 사용 동안에도 치거나, 뜯거나, 켜게 되는 점으로 인해 상당한 마모를 겪게 된다.

음악용 현

(musical string)에 대한 그에 버금가는 텐셔닝(tensioning), 구체적으로는 현의 장력 및 마모의 정도를 조절함
으로써 악기를 튜닝하는 것은 현 내의 크랙(crack) 형성 및 그에 따른 현 전체의 파손을 야기한다.
된 현 재료는 노화(aging)의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사용

따라서, 특히 오케스트라용 악기의 경우에는, 악기 및 현의 특

정한 음악적 특성, 그 중에서도 특히 음질(tonal quality) 및 음향 특성(acoustical quality)이 떨어지지 않도
록 자주 현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
<6>

대체로 현에 대한 높은 하중은 결함이 있는 현을 비교적 자주 교체하게 하는 결과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특히
내구성이 좋고 강한 재료 특성을 갖는 현 재료가 사용되어야 한다.
되어야만 한다.

특히 현과 관련된 음악적인 요건들도 충족

이러한 종류의 재료는 한편으로는 특별한 분자 구조로 인해 매우 신축성이 있고, 특히 로딩가

능하며(loadable), 높은 인장 강도를 나타내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재료의 탄성이 음악적 사양(musical
specification)에 합치해야 한다.

현 재료는 좋은 재활용 특성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

실크에 의해 이들 재료 및 물리적 특성이 상당 부분 얻어질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놀랍게도, 합성 거미

또한, 현 구성요소로서, 합

성 거미 실크는 종래의 현 재료에 비해 중량에 있어서의 장점을 갖는다.
<7>

의도된 용도에 관하여, 현의 구성요소로서 제조되어 있는 합성 거미 실크는, 예컨대 치수 설정 또는 구조에 관
한 변수를 적절하게 선택함으로써, 특정한 음악적인, 음질에 관한, 또는 음향적인 설계 요건에 적합하며, 악기
에 사용되는 음악용 현에 대한 신장 저항성(elongation resistance) 및 인장 강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
당하다.

이 합성 거미 실크에 의해 좋은 음악적 사운드, 연주시 조작의 편의성 및 특히 긴 사용 수명이 특별하

게 얻어질 수 있다.
<8>

특히, 좋은 품질의 음악용 현은 방적 외피(a spun covering)에 의해 피복되어 있는 코어(core)로 구성될 수도
있다.

합성 거미 실크가 방적 외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강도 및 신장 수치의 측면에서, 합성 거미

실크는 예컨대 케블라(Kevlar; 아라미드 섬유)보다 휠씬 좋은 특성을 가지며, 따라서 연주에 더 적합하다.

그

러므로, 거미 실크는 거미 실크의 유리한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상술한 방식으로 구성되는 음악용 현의 코어로
사용된다.
<9>

음악용 현의 코어는 멀티필라멘트로 제공되는 미세한 실 구조체(a fine thread structure)로부터 제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세한 실은 합성 제조된 거미 실크로부터 제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해, 복수의 얇은 개개의 미세한 실이 "현"을 형성하도록 트위스트된다.
다중 층의 외피가 또한 멀티필라멘트 주위에 방적될 수도 있다.
주가능성이다.

멀티필라멘트를 제조하기

저항성의 질긴 재료의 단일 층 또는

이에 의해 얻어지는 장점은 보다 큰 탄성과 연

선택적으로, 멀티필라멘트는 또한 미세한 실 구조체가 코어 내에서 트위스트되지 않고 평행하게

배치되는 구조체 내에 제공될 수도 있다.
<10>

악기용 현은 기술적인 현 구성에 의해 구별된다.

예컨대 몇몇 타입의 기타 현과 같은 모노필라멘트 현은 비교

적 얇은 직경을 가지며, 고음을 내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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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제조된 거미 실크의 우월한 특성은 비교적 얇은 직경 및 단일 가닥의 현 구성을 갖는 모노필라멘트 현인
경우에 유리하다.
<11>

코어를 구비하는 악기용 현의 경우에, 이 코어가 합성 제조된 거미 실크의 구성요소를 구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도 있다.

몇몇 타입의 바이올린의 경우에서와 같이, 현의 코어가 높은 품질의 멀티필라멘트로 제조되는 경우,

멀티필라멘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실은 합성 제조된 거미 실크로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로 인해 초

래되는 중량의 감소 및 합성 제조된 거미 실크의 우수한 물리적 특성은 현의 코어가 멀티필라멘트를 구비하는
경우에 유리하다.
<12>

합성 거미 실크로 제조된 적어도 하나의 현의 용도는 활로 켜거나 손으로 뜯는 악기류에 속하는 악기용으로 제
공되는 것이 유리하다.

<13>

본 발명에 따르면, 특히 활로 켜거나 손으로 뜯는 악기와 같이 많은 수의 음악용 현을 갖는 악기는, 합성 거미
실크를 사용하여 제조되거나 및/또는 그 구성요소가 합성 거미 실크인 적어도 하나 또는 몇 개의 악기용 현을
구비한다.

이들 현은 특히 치수 설정 및/또는 구성의 측면에서 변수를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음악용 현으로 의

도된 용도에 대한 음향 또는 음질 특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14>

본 발명에 의해 얻어지는 장점은 합성 제조된 거미 실크를 음악용 현의 구성요소로서 사용함으로써 높은 하중
및 응력을 견디기 위한 요건뿐만 아니라, 내구성을 얻기 위한 요건도 충족된다는데 있다.

따라서, 합성 제조된

거미 실크의 유리한 특성, 특히 비교적 높은 강도와 높은 신축성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이

러한 종류의 용도에 있어서, 음악용 현의 우수한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중량의 절감도 얻어진다.

실 시 예
<33>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34>

모든 도면에서 동일한 또는 대응하는 부분은 같은 도면부호로 표시된다.

<35>

도 1에 따르면, 전형적인 바이올린(1)은 사운드 박스(sound box)(4) 위에서 스트레칭되어(stretched) 있는 4개
의 현(2)을 구비한다.

제 1 단부, 즉 줄걸이(tailpiece) 단부(6)에서 현(2)이 줄걸이(8)에 고정되어 있다.

반

면에 제 2 단부, 즉 줄감개 단부(10)에서 현은 일반적으로 줄감개집(peg box)(14)이라고 불리우는 튜닝 기구의
줄감개(12)에 고정되어 있다.
단부(10)는 나사 결합된다.

또한, 줄감개(12)는 구멍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 현(2)의 줄감개
부착 영역에서, 줄감개 단부(10)는 줄감개(12) 주위에 복수회 감긴다.

줄감개(1

2)는 줄감개 디스크(16)를 통해 튜닝가능하며, 이에 의해 현의 장력 및 현(2)의 음이 변할 수 있다.
<36>

줄걸이 단부(6)에서, 현(2)은 줄걸이(8)에 고정되는 볼 단부(18)를 구비한다.
장력을 정밀하게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정밀 튜너(20)가 부착되어 있다.

또한, 줄걸이(8)에는 각 현(2)의

연주자는 정밀 튜너(20)를 사용하여 줄

감개(12)를 사용할 때 가능한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현(2)의 음을 조절한다.
<37>

현(2)의 클램핑 섹션(clamping section)(22)은 줄걸이(8)와 브릿지(24) 사이에 배치되며, 줄걸이 단부(6)의 영
역 내의 볼 단부(18)에서의 개시부 상에 방적된 착색 실(colored thread)을 구비한다.
품질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착색 실의 목적은 현의

줄감개(12) 주위에 감겨 있는 현(2)의 줄감개 단부(10)도 마찬가지로 연주자에

게 현의 음역(tonal range)을 표시하는 내부에 방적된 착색 실을 구비한다.
<38>

브릿지(24)와 핑거보드(fingerboard)(26) 사이의 영역이 연주자가 현(2)을 뜯거나 켜는 연주가능 영역(28)이다.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위해, 연주자는 핑거보드(26)를 따라 현(2)을 눌러서 다양한 코드를 선택하고, 연주가능
영역(28) 내에서 현(2)을 활로 켠다.

<39>

핑거보드(28)의 다른 단부에는 상부 현침(30)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 상부 현침(30) 위로 현(2)이 줄감개집(14)
내의 줄감개(12)에 경로 설정되어(routed) 있다.

줄감개집(14) 및, 즉, 바이올린도 스크롤(scroll)(32)에서 종

결된다.
<40>

바이올린의 2개의 f자형 홀(36)은 브릿지(24)의 높이에서 사운드 박스(4)의 상판 밸리(top plate belly)(34)에
측방향으로 삽입되어 있다.

f자형 홀(36)의 목적은 사운드 박스 내에 포함된 공기가 방해받지 않으면서 이동하

게 하며, 또한 브릿지 피트(bridge feet)(38) 주위의 음향 중심 내에서의 상판(34)의 진동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41>

현(2)의 외부 구조는 도 2를 참조하면 명확해진다.

본 도면에서는 줄걸이 단부(6)를 형성하는 고정 클램핑 섹

션(22)을 포함하는 볼 단부(18)와, 현의 줄감개 단부(10)와 연결되며 마찬가지로 내부에 방적된 착색 실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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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부분 연마된 현 본체(40)가 인식가능하다.

브릿지(24) 및 상부 현침(30)이 사시도에 표시되어 있다.

대부분 연마된 현 본체(40)가 음-생성 섹션(42)이며, 이 섹션(42)이 연주가능 영역(28)과, 상부 현침(30)까지의
핑거보드(26) 상의 현(2) 영역을 형성한다.
<42>

도 3은 현(2)의 내부 구조를 단면으로 도시한다.

현(2)의 구조는 코어(44)와 방적 외피(46)를 포함한다.

예컨

대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방적 외피는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서 외부 시스(outer sheath)(48) 상에서
대부분 연마된다.

방적 외피(46)는 최대 10개의 방적-외피 층을 사용하여 코어(44) 주위에 영구적으로 방적된

다.
<43>

코어(44)는 필수적으로 평행 연장되는 복수의 초미세 실(microfine thread)을 포함하는데, 이 초미세 실이 합성
제조된 거미 실크로 만들어지며, 현(2)의 멀티필라멘트(52)를 형성한다.

<44>

멀티필라멘트(52) 내의 초미세 실(50)은 서로 꼬아지거나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초

미세 실은 직선 방향으로 평행하게 연장되거나, 또는 한쪽으로 약간 비틀리는데, 이러한 한쪽으로의 비틀림은
현(2)의 미터당 최대 약 100회의 턴(turn)을 포함할 수 있다.
<45>

초미세 실(50)의 제조 및 처리에 관하여, 합성 제조된 거미 실크의 우수한 물리적 특성, 압축 하중 및 인장 하
중에 대한 획득가능한 특성, 탄성 및 인열 저항이 활용된다.

마찬가지로, 합성 거미 실크가 현(2)을 위한 방적

외피(46)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합성 거미 실크의 획득가능한 우수한 물리적 특성이 사용된다.
<46>

더욱이, 합성 제조된 거미 실크를 구성요소로 구비하는 멀티필라멘트(52) 및 방적 외피(46)로 제조되는 현(2)은
보다 가벼우며, 보다 긴 사용 수명을 갖는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현(2)은 좋은 신축 저항 및 인장 강도로 인

해 우수한 연주 특성을 가지며, 조작의 용이함을 특징으로 한다.
<47>

바이올린(1)은 특히 긴 수명 및 사용된 현(2)의 높은 음악적 품질을 위해 설계된다.

이를 위해서, 몇몇 또는

모든 현(2)이 합성 거미 실크로 된 하나 또는 복수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며, 이 합성 거미 실크는 예컨대 조성
및 실 두께 등의 변수를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특정 현(20)에 대한 요건에 구체적으로 적합하다.
<48>

단부 영역(54)에서, 줄걸이(8)는 일반적으로 말단 현(tail string)으로 불리우는 것을 통해 프리텐셔닝
(pretensioning) 하에 단부 핀에 고정되어 있다.

또한, 제조된 거미 실크는 이 말단 현의 구성요소로서 제공될

수도 있다.
<49>

음악용 현으로서의 거미 실크의 용도는 바이올린(1)용 현(2)의 예시를 기초로 하여 그리고 멀티필라멘트(52)를
갖는 현(2)으로서 도면에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이 임의의 다른 현악기, 특히 켜거나 뜯는 악기의 음악용 현

의 구성요소로서 합성 제조된 거미 실크의 용도를 포함함은 자명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15>

도 1은 전통적인 바이올린의 개략도,

<16>

도 2는 브릿지, 상부 현침, 줄감개가 표시되어 있는 바이올린용 현을 도시하는 도면,

<17>

도 3은 도 2의 음악용 현의 단면도.

<18>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9>

1 : 바이올린

2 : 현

<20>

4 : 사운드 박스

6 : 줄걸이 단부

<21>

8 : 줄걸이

10 : 줄감개 단부

<22>

12 : 줄감개

14 : 줄감개집

<23>

16 : 줄감개 디스크

18 : 볼 단부

<24>

20 : 정밀 튜너

22 : 클램핑 섹션

<25>

24 : 브릿지

<26>

28 : 연주가능 영역

<27>

32 : 스크롤

26 : 핑거보드
30 : 상부 현침
34 : 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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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36 : f자형 홀

38 : 브릿지 피트

<29>

40 : 현 본체

42 : 음-생성 섹션

<30>

44 : 코어

<31>

48 : 외브 시스

<32>

52 : 멀티필라멘트

46 : 방적 외피
50 : 초미세 실
54 : 단부 영역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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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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