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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조되는 물품은 기부 스트링에 연결된 장형 부재를 갖는다. 물품은 모 부조립체, 카페트 부조립체, 및 다양한 다른 

제품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물품은 맨드릴(26) 둘레에 스트랜드를 권취하여 복수의 권취부를 형성한 다음 기부 스트

링(29, 30, 44, 46)이 권취부에 결합됨으로써 제조된다. 기부 스트링의 일 측면을 따라 권취부를 절단한 후에, 복수의

부조립체(64, 66, 68, 70, 72, 74, 76)가 형성된다. 이들은 제2 스트랜드에 의해 형성되는 권취부(92)를 보유하는 제2

맨드릴(90)로 공급된다. 그 다음 부조립체의 기부 스트링이 제2 맨드릴(90)의 권취부(92)에 결합된다. 기부 스트링을

따라 절단한 후에, 복수의 변형된 부조립체가 두 세트의 권취부로부터 형성된 장형 부재의 2개의 열을 구비하여 형성

된다. 부조립체를 형성하기 위한 장치는 기부 스트링에 대한 장형 부재의 연결을 더욱 증진시키며 또한 장형 부재의 

절단된 단부를 매끄럽게 하기 위한 조절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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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마크 에스. 에드워즈의 '모를 갖는 물품의 제조 방법 및 장치'라는 명칭의 1998년 6월 5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09/092,092호의 연속 출원인 마크 에스. 에드워즈의 '모의 평행 쌍을 갖는 모 부조립체 및 이의 제조 방

법'이라는 명칭의 1999년 12월 6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09/455,308호의 연속출원이다. 본 출원은 공동 계

류 중인 마크 에스. 에드워즈의 '단일 필라멘트 모 조립체 및 이를 사용한 브러쉬의 제조 방법'이라는 명칭의 1998년 

6월 5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09/092,094호와 (1999년 4월 23일자로 출원된 가특허 출원 제60/130,883호

에 기초한) 마크 에스. 에드워즈의 '모 부조립체의 제조 방법 및 장치'라는 명칭의 2000년 4월 17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09/550,657호와 관련된다.

본 발명은 중합체 단일 필라멘트 모가 부착되어 있는 기부 스트링을 갖는 중합체 모 부조립체의 제조 방법 및 장치와,

중합체 단일 필라멘트 모의 2개의 열이 단일 기부 스트링에 부착되어 있는 중합체 모 부조립체에 관한 것이다. 2개의 

열은 '다중 통과' 방식으로 기부 스트링을 모 결합 공정을 통해 적어도 2번 통과시킴으로써 부착된다.

배경기술

위에서 언급한 공동 계류 중인 출원들은 단일 필라멘트가 맨드릴 둘레에 권취되어 있는 모 부조립체의 제조 방법 및 

장치를 설명한다. 장치의 두 가지 일반적인 변경이 있다. 제1 변경에서, 기부 스트링은 단일 필라멘트가 종방향으로 

배치되어 병진하는 기부 스트링 위에 횡방향으로 권취되도록 맨드릴의 외측 표면을 따라 당겨진다. 기부 스트링은 이

동하면서, 기부 스트링과 단일 필라멘트의 맞닿음 표면을 가열하여 서로 용융시키기에 충분한 양의 초음파 에너지를 

인가하는 초음파 혼 하에서 단일 필라멘트의 '권취부'를 보유한다. 서로 용융된 후에, 권취부는 절단되어 브러쉬용 모

를 포함하는 매우 다양한 물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소위 '모 부조립체'를 형성한다.

이러한 장치의 제1 변경에서, 권취부는 기부 스트링의 이동에 의해 초음파 혼으로 운반된다. 전형적으로, 하나 이상의

기부 스트링이 맨드릴 상에서 사용된다. 제2 변경에서, 케이블이 권취부를 운반하는데 사용되고, 기부 스트링은 맨드

릴 외부에서 권취부와 접촉하게 된다. 제2 변경의 일례가 도1에 도시되어 있다.

도1은 제2 변경의 양호한 실시예의 개략도를 도시한다. 특히, 필라멘트(1)는 (도시되지 않은) 스풀로부터 (도시되지 

않은) 인장 구동부를 통해 공급되어 권취 기구(2)에 의해 4면 맨드릴(5) 둘레에 연속적으로 권취되어 맨드릴(5)의 길

이를 따라 복수의 연속적인 권취부(6)를 형성한다. 권취 기구(2)는 본원에서 전체적으로 참조된 미국 특허 제5,547,7

32호에 설명된 권취 기구의 고속 변형이다.

금속 와이어 또는 적합한 중합체 재료로 제조된 케이블(4)은 맨드릴의 면 상 의 홈(7a)을 따라 아래로 움직이고 그의 

방향은 풀리(3a)에 의해 역전된다. 케이블(4)은 그 다음 맨드릴(5)의 코너(7b)에서 위로 움직여서 맨드릴의 길이를 따

라 권취부(6)를 이동시킨다. 케이블(4)은 재유도되어 맨드릴(5)의 후면의 홈(7c) 내에서 위로 움직이고, 풀리(3b)에 

의해 다시 재유도되어 맨드릴의 코너(7d) 내에서 위로 움직이고, 이에 의해 권취부를 지지하며 맨드릴(5)의 길이를 따

라 이동시킨다. (도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무한 지지 케이블이 케이블(4)과 동기화되고 맨드릴의 2개의 나머지 대향 

코너 상에 유사하게 위치되어 맨드릴(5)의 대향 측면 상의 홈 내에서 움직인다. (도시되지 않은) 풀리가 추가적인 무

한 케이블의 방향을 재유도 및 역전시키기 위해 제2 무한 케이블에 대해 요구된다.

기부 스트링(8a, 8b, 8c, 8d)은 대응하는 안내 튜브(13a, 13b, 13c, 13d)를 통해 맨드릴(5)의 각각의 측면, 양호하게

는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은 맨드릴(5)의 각각의 코너로 공급되어 권취부(6)와 접촉하게 된다. 초음파 조립체(9a, 9b, 

9c, 9d)는 기부 스트링(8a - 8d)을 권취부(6)와 접촉하도록 유지하고 기부 스트링 또는 권취부의 필라멘트, 또는 이들

모두를 서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용융시키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전형적으로, 0.1 - 1.0 주울의 에너지가 열

가소성 폴리아마이드 단일 필라멘트 기부 스트링을 권취부의 필라멘트에 결합시키는데 사용된다.

권취부의 필라멘트가 기부 스트링과 결합되어 맨드릴(5)의 길이를 따라 진행할 때, 권취부의 필라멘트는 절단기(10a,

10b)에 의해 복수의 모 부조립체(11a, 11b, 11c, 11d)로 절단된다. 절단기(10a, 10b)에 대향하여 위치된 맨드릴(5)

의 대향 측면 상의 절단기는 도시되지 않았다. 모 부조립체(11a - 11d)는 그 다음 스풀 상에 감기고 브러쉬, 특히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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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과 같은 물품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위에서 설명된 모 부조립체는 슬리팅 후에, 단일 필라멘트 모의 2개의 열을 구비한 기부 스트링을 포함하고, 각각의 

열의 모는 다소 각도를 형성하여 단부도에서 V형상을 형성한다. 각각의 열의 모는 기부 스트링이 절단기에 의해 나누

어진 두 절단부들 사이의 대체로 중간 지점에서 '권취부'에 결합되는 사실로 인해 다른 열의 대응하는 모와 일체로 형

성된다.

터프트 또는 모 스트링의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기부 스트링은 역사적으로 대체로 위에서 설명된 방식(전술한 실시예

는 터프트 필라멘트보다는 단일 필라멘트에 관한 것임)으로 초음파 결합기를 통한 단일 통과에 의해 제조되어 왔다.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은 주어진 모/터프트 스트링의 인치 당 모 또는 터프트 스트링의 수를 제한하고 모/터프트의 단

일 혼합물만을 형성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사용 및 제조에 있어서 더 큰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모/터프트 스트링을 생성하기 위해 제1 결합기 및 권

취 헤드에 연속하여 제2 결합기 및 권취 헤드를 사용하는 방법 및 장치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모/터프트 스트링은 먼

저 기부 스트링에 결합된 제1 권취부로부터 형성되고, 터프트/모의 다른 층이 부착되는 제2 권취기 및 결합기 시스템

으로 넘어가기 전에 슬리팅 또는 절단된다. 제2 층은 제1 모/터프트와 동일한 측면 또는 대향 측면에 부착될 수 있다. 

따라서, 모/터프트의 개수는 단일 결합기의 용량의 두배까지 확장될 수 있고, 또한 다른 크기 및 유형의 단일 필라멘

트들이 쉽게 조합될 수 있거나, 다른 색깔, 형상 및 다른 표면 특징의 단일 필라멘트들이 원하는 조합을 갖는 모를 형

성하도록 조합될 수 있다. 모는 기부 스트링의 일 측면 또는 대향 측면들 상에서 층을 이룬 모/터프트 스트링 내에서 

분할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그리고 본 발명에 따라, 추가적인 결합기/권취기 조립체가 특정 적용 또는 사용자 요구를 위해 모/터프트

의 층을 '축적'하기 위해 연속하여 위치될 수 있다. 둘 이상의 초음파 결합기 및 권취기 조립체를 연속하여 사용함으로

써, 관련 출원에서 설명된 단일 통과 권취기/결합기 기구를 사용해서는 가능하지 않은 모/터프트 구조가 달성될 수 있

다.

단일 결합기/권취기 기구는 제품의 길이 당 하나의 모의 집합만을 생성할 수 있다. 즉, 2개의 적색 152.4 ㎛(6 mil) 필

라멘트가 하나의 203.2 ㎛(8 mil) 백색 필라멘트와 조합된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제품은 각각 그의 고유한 모의 조성

을 갖는 다중 층, 즉 하나의 152.4 ㎛(6 mil)의 둥근 백색 필라멘트와 혼합된 2개의 적색의 152.4 ㎛(6 mil) 둥근 필라

멘트로 구성된 층(1)과 2개의 203.2 ㎛(8 mil)의 청색 다이아몬드형 필라멘트로 구성된 층(2)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 본 발명은 광범위한 다른 형상, 색깔, 두께 등이 기부 스트링의 일 측면 또는 대향 측면들 상의 층으로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단일 필라멘트 모를 제조할 때, 단일 필라멘트를 형성하는데 특히 적합한 중합체 재료는 나일론이다. 이러한 단일 필

라멘트는 칫솔모, 낚싯줄, 및 테니스 라켓 줄을 포함하는 매우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본 발명은 여러 장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고밀도의 두께가 큰 모는 매우 좁은 처리창을 갖고 따라서 단일 통과로 제

조하기가 어렵다. 이는 복수의 권취부의 고강성 및 필라멘트들이 꼬여서 엉키는 고점의 조합으로 인한 것이다. 다중 

통과 공정은 권취기/결합기 당 회수를 고속 제조에 더욱 적합한 범위로 감소시킨다.

본 발명의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의 예시적인 실시예와 관련하여 취해진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더욱 명확

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단일 통과 기부 스트링을 사용하여 모 부조립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과 권취, 결합, 및 절단 구성요소를 포함

하는 장치를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2a 내지 도2d는 모 부조립체를 형성하기 위한 적어도 2개의 장치가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다중 통과 공정을 사용하

여 모 부조립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3은 맨드릴의 코너에서 기부 스트링을 권취부에 결합시키는데 사용되는 코너 초음파 조립체의 위치를 개략적인 형

태로 도시하는, 본 발명에 따른 맨드릴의 횡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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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는 초음파 혼의 앤빌 및 팁의 특징을 도시하는, 본 발명에 따른 맨드릴의 확대도이다.

도5는 단일 필라멘트의 권취부 아래의 앤빌의 각도를 상세하게 도시하는, 맨드릴의 코너들 중 하나의 다른 확대도이

다.

도6은 중간 지점 기부 스트링을 위한 초음파 조립체를 도시하는, 도3과 유사한 단면도이다.

도7은 도6의 맨드릴 및 초음파 조립체의 일부의 확대도이다.

도8은 도7의 맨드릴 및 초음파 조립체의 일부의 다른 확대도이다.

도9는 코너 기부 스트링을 위한 초음파 조립체의 위치를 도시하는, 제2 모 부조립체 스테이션에서의 맨드릴의 횡단면

도이다.

도10은 맨드릴 및 도9의 맨드릴을 위한 초음파 조립체의 일부의 확대도이다.

도11은 맨드릴 및 도9의 초음파 조립체의 일부의 다른 확대도이다.

도12는 중간 지점 기부 스트링을 위한 초음파 조립체의 위치를 도시하는, 제2 모 부조립체 스테이션에서의 맨드릴의 

횡단면도이다.

도13은 맨드릴 및 도12의 맨드릴을 위한 초음파 조립체의 일부의 확대도이다.

도14는 중간 지점 기부 스트링의 권취부 및 기부 스트링의 접촉부를 도시하는 다른 확대도이다.

도15는 슬리터 조립체를 도시하는, 제1 모 부조립체 스테이션의 맨드릴의 횡단면도이다.

도16은 도시를 위해 하나를 제외한 모든 슬리터가 제거되어 있는, 도15의 맨드릴의 일부의 확대도이다.

도17은 도시를 위해 다른 슬리터들이 제거되어 있는 중간 지점 기부 스트링에서의 슬리터의 도16과 유사한 도면을 

도시하는, 제2 모 부조립체 스테이션의 맨드릴의 확대도이다.

도17a는 코너 슬리터 및 협동하는 베드 나이프 또는 절단기 베드를 도시하는 확대도이다.

도18은 모 부조립체의 모의 절단된 단부를 조절하기 위한 조절 장치의 개략도이다.

도19는 도18의 점선 장원형('A') 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부 스트링에서의 상대적으로 뾰족한 인접 단부를 도시하

는, 모 부조립체의 모의 단부도이다.

도20은 도18의 점선 장원형('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절 단계 후에 라운딩되거나 매끄러워진 인접 단부를 도시하

는, 모 부조립체의 모의 단부도이다.

도21은 냉각 탱크 내로 연장되는 조절 휠을 도시하는, 도18의 장치의 단부도이다.

도22는 도21의 점선 장원형('C')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도21의 조절 휠의 부분적인 확대도이다.

도2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조절 장치의 개략도이다.

도24는 도23의 선D-D을 따라 보이는 바와 같은 도23의 조절 장치의 부분적인 단부도이다.

도25는 도24의 점선 사각형('E')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도23의 조절 휠의 확대된 단면도이다.

도26은 결합 공정 중에 유동 구역의 제어를 개선하는 중간 지점 돌출부 또는 리브를 도시하는, 양호한 기부 스트링의 

횡단면도이다.

도27은 2개의 부조립체를 나란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힘을 받는 2개의 부조립체를 도시하는 단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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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8은 초음파 에너지 및 다른 가열원의 인가 후의 나란한 위치에 있는 도27의 2개의 부조립체를 도시하는 단부도이

다.

도29는 시작 재료가 기부 스트링 및 장형 부재의 열을 각각 포함하는 2개의 부조립체인 변형된 부조립체를 형성하기 

위한 장치의 사시도이다.

도30은 도29의 장치의 제1 및 제2 안내부 내에 제공된 안내 홈을 도시하는 확대된 부분 단부도이다.

도31은 본 발명에 따른 나이프 베드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제1 부조립체를 추가적인 권취부와 조합하기 위해 사

용되는 맨드릴을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32는 부조립체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스테이션 상에서 사용되는 도31의 나이프 베드를 도시하는, 도31과 유사한

도면이다.

도33은 헤드부가 본 발명의 변형된 부조립체의 세그먼트에 의해 형성된 모의 어레이를 구비한, 본 발명에 따른 브러

쉬의 측면도이다.

도34는 도33의 브러쉬의 정면도이다.

실시예

도2a 내지 도2d를 참조하면, 모 부조립체를 형성하기 위한 다중 통과 장치(20)는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2개의 모 부조

립체 스테이션(22, 24)을 포함한다. 제1 모 부조립체 스테이션(22)에서, (도시되지 않은) 권취 기구는 단일 필라멘트

를 맨드릴(26) 둘레에 권취하여 복수의 권취부(28)를 형성한다. 맨드릴은 도1과 관련하여 설명된 유형의 (도시되지 

않은) 이송 케이블을 구비하고, 권취부는 케이블의 회전에 의해 (권취 기구가 맨드릴의 하단부에 위치되므로, 도2a 내

지 도2d의 도면에서) 상방으로 운반된다.

도2a 내지 도2d의 실시예에서, 8개의 기부 스트링이 권취부로 공급되고, 4개는 맨드릴의 각각의 코너에 있고 4개는 

코너들 사이의 대체로 중간 지점에 있다. 양호하게는, 모든 코너 기부 스트링은 맨드릴을 따라 대체로 동일한 수직 위

치에서 맨드릴(26)에 공급된다. 4개의 코너 기부 스트링 중에서, 2개(29, 30)만이 도2a 내지 도2d에 도시되어 있다. 

코너 기부 스트링(29, 30) 각각은 각각의 스풀(32, 34)로부터 각각의 안내부(36, 38)를 통해 공급된다. 다시, 도2a 내

지 도2d의 도면에서, 4개의 안내부 중 2개와 4개의 기부 스트링 및 스풀 중 2개만을 볼 수 있다.

안내부는 기부 스트링이 기부 스트링을 권취부(28)에 결합시켜 연결되게 하는 결합 수단(40, 42) 아래를 통과할 때 

기부 스트링을 위치시키고 유지한다. 각각의 안내부는 양호하게는 각각 초음파 조립체인 각각의 결합 수단(40, 42)을

갖는다. 각각의 초음파 조립체는 그의 일 측면에서 맞닿은 권취부 및 기부 스트링에 초음파 에너지를 송출하기 위한 

혼을 포함한다. 대향 측면 상에서, 맨드릴은 권취부가 기부 스트링과 접촉하는 지점이 앤빌과 혼 사이에 있도록 앤빌

을 제공한다. 전력을 공급받으면, 혼은 기부 스트링 및 맞닿은 권취부를 진동시키기에 충분한 크기의 초음파 에너지를

송출하여, 기부 스트링 및 권취부 중 하나 또는 모두의 경계 표면에서 열을 발생시킨다. 결합된 권취부 및 기부 스트

링이 초음파 조립체로부터 멀리 운반됨에 따라, 실온 냉각이 일어나고 결합이 완료된다.

코너 기부 스트링의 진입 지점으로부터 상방으로 이격된 수직 위치에서, 중 간 지점 기부 스트링(44, 46)이 각각의 스

풀(48, 50)로부터 맨드릴 상의 권취부로 공급된다. 다른 2개의 중간 지점 기부 스트링 및 스풀은 도2a 내지 도2d의 

도면에서 볼 수 없다. 기부 스트링(44, 46)은 각각의 결합 수단 또는 초음파 조립체(56, 58)와 각각 나란하게 배치된 

안내부(52, 54)를 통해 맨드릴의 권취부로 공급된다. 이러한 조립체는 다른 초음파 조립체(40, 42)와 동일하게 기능

하고, 작동될 때 권취부(28)의 맞닿음 표면을 기부 스트링(44, 46)에 결합시킨다.

초음파 조립체(56, 58)의 하류에서, 맨드릴의 각각의 면은 기부 스트링과 권취부 사이의 결합 지점에 매우 근접하여 

권취부(28)를 절단하도록 위치된 총 8개의 슬리터를 이루는 한 쌍의 회전식 절단기 블레이드 또는 슬리터(60, 62)를 

구비한다. 결과적으로, 8개의 모 부조립체(64, 66, 68, 70, 72, 74, 76, 80)가 형성된다. 모 부조립체(76)의 확대된 단

면을 참조하면, 각각의 모 부조립체는 기부 스트링(82)과, 인접 단부에서 기부 스트링에 연결된 복수의 모(84)를 포함

한다. 모의 말단부는 대체로 공통 평면 내에서 종료된다. 모 자체는 인접 단부 및 말단부에서 단일 필라멘트 권취부(2

8)를 슬리팅한 후에 형성된다.

한 쌍의 구동 롤러(86, 88)가 모 부조립체를 감아서 이를 다음의 모 부조립체 스테이션(24)으로 공급한다. 도2a 내지 

도2d는 두 쌍의 구동 롤러만을 도시하지만, 추가적인 쌍이 모 부조립체를 다음의 처리 스테이션 또는 감기 스풀로 송

출하도록 채용될 수 있다. 또한, 구동 모터 및 제어 기구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시되지 않았지만, 임의의 종래 구동 



공개특허 10-2004-0041636

- 6 -

수단 및 제어 수단이 채용될 수 있다.

모 부조립체 스테이션(24)은 복수의 권취부(92)를 형성하는 단일 필라멘트가 (도시되지 않은) 권취 기구에 의해 권취

되어 있는 맨드릴(90)과 같은, 제1 스테이션(22)과 매우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제1 스테이션에서와 같이, 제2 스

테이션(24)은 (하나만이 도시되어 있는) 코너 안내부(94) 및 대응하는 초음파 조립체(96)와, (하나만이 도시되어 있

는) 중간 지점 안내부(98) 및 대응하는 초음파 조립체(100)를 포함한다. 안내부(94)의 세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안

내부는 반경방향 외측으로 연장되는 모(31)를 구비한 모 부조립체(72)의 기부 스트링(30)을 안내하는 슬롯을 서로 형

성하는 상부(102) 및 하부(104)를 포함한다.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모 부조립체는 기부 스트링(29, 30, 44, 46, 82; 

다른 3개의 기부 스트링은 도2a 내지 도2d에서 특별히 도시되지 않음) 및 부착된 모가 제2 스테이션(24)으로 공급되

도록 권취부(92)와 나란한 위치로 안내된다.

제2 스테이션(24)에서 권취부(92)를 각각의 기부 스트링에 초음파 결합시킨 후에, (도2a 내지 도2d에서 도시되지 않

은) 케이블은 결합된 부조립체를 슬리터 쌍(106, 108)을 포함하는 회전식 절단기 블레이드 또는 슬리터 쌍으로 운반

한다. 슬리터는 제1 스테이션(22) 내의 슬리터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슬리터는 각각의 기부 스트링에 매우

근접하여 권취부(92)를 절단하기 위해, 맨드릴의 각각의 면 상에 2개씩 있는 4개의 쌍으로 그룹화된다. 슬리터는 권

취부가 슬리터에 의해 운반될 때 권취부를 절단하여 모(110)의 제2 열이 이제 모(84)의 제1 열에 대향한 기부 스트링

의 측면 상에 존재하는 변형된 모 부조립체를 형성한다.

한 쌍의 구동 롤러(112, 114), 및 필요한 다른 구동 롤러는 변형된 모 부조립체를 제거하여 이를 감기 스풀 또는 모의

추가적인 열이 기존의 모의 열에 추가 될 수 있는 이후의 스테이션으로 송출한다. 처리 스테이션 각각에서의 구동 롤

러의 속도는 모 부조립체가 과도한 처짐 또는 인장이 없이 이후의 처리를 허용하는 속도로 다음의 스테이션으로 공급

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변경 및 제어될 수 있다.

도3은 맨드릴(26)의 4개의 모든 코너 초음파 조립체(40, 42, 43, 45) 및 대응하는 제거 가능한 삽입물(116, 118, 120

, 122)을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각각의 삽입물은 단일 필라멘트의 권취부(28)와 접촉하는 앤빌을 포함한다. 각각의 

초음파 조립체의 앤빌 및 초음파 혼의 대응하는 말단부는 기부 스트링과 권취부를 맞물리게 하여 기부 스트링 및/또

는 권취부의 유도식 국소 가열에 효과적인 양의 초음파 에너지를 송출한다. 코너 및 관련 구조물 중 2개의 상세도가 

도4에 도시되어 있다.

도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삽입물은 맨드릴(26)의 절결 영역 내에 장착되고, 나사 패스너, 신속 커플러, 및 억지 끼워

맞춤 등을 포함하는 임의의 적합한 수단의 사용에 의해 제 위치에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삽입물(116, 118, 120, 12

2)은 교체를 쉽게 하기 위해 탈착 가능하게 결합된다. 각각의 삽입물은 기부 스트링 및/또는 권취부가 제조되는 특정 

재료에 가장 적합한 코너 앤빌을 보유한다. 따라서, 기부 스트링과 권취부의 조합에 따라, 앤빌은 특정 기부 스트링에 

적합한 다양한 형상 및 크기로 형성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기부 스트링(29, 30)과 같은 기부 스트링은 단면

이 정사각형이고, 나일론과 같은 중합체 단일 필라멘트 재료 또는 전술한 관련된 그리고/또는 공동 계류 중인 출원에 

설명된 임의의 다른 다양한 재료로 제조된다.

초음파 에너지의 적절한 안내 및 송출을 제공하기 위해, 초음파 조립체(40, 42)의 혼(40a, 42a)과 다른 초음파 조립

체의 혼은 대응하는 기부 스트링을 수납하기 위한 홈이 형성된 단부를 갖는다. 정사각형 단면의 기부 스트링에 대해 

홈은 양호하게는 사각형 형상이고, 원형 단면의 기부 스트링에 대해 홈은 상보적인 반경의 만곡된 형상을 갖는다. 다

른 단면 형상의 기부 스트링은 양호하게는 초음파 혼 내의 유사하게 형성된 홈을 요구할 것이다. 홈의 깊이는 통상 기

부 스트링 두께의 70% 이하이고, 양호하게는 30%보다 작다.

앤빌(116a)은 권취부(28)가 활주하는 상부 표면을 갖는다. 또한, 상부 표면은 앤빌의 상부 표면 및 혼(40a)의 홈이 형

성된 단부 내에서 기부 스트링(29)과 맞닿는 권취부(28) 상에 작용하는 앤빌 표면을 제공한다. 앤빌(116a)은 권취부(

28)를 맨드릴을 따라 상방으로 운반하는 운반 케이블(124)을 활주 가능하게 수납하기 위해 측면 상에 홈을 더 포함한

다.

유사하게, 앤빌(122a)은 권취부(28)가 활주하는 상부 표면을 갖는다. 또한, 상부 표면은 앤빌의 상부 표면 및 혼(42a)

의 홈이 형성된 단부 내에서 기부 스트링(30)과 맞닿는 권취부(28) 상에 작용하는 앤빌 표면을 제공한다. 앤빌(122a)

은 운반 케이블(124) 및 다른 2개의 코너에서의 유사한 운반 케이블과 함께 권취부(28)를 맨드릴(26)을 따라 상방으

로 운반하는 운반 케이블(126)을 활주 가능하게 수납하기 위해 측면 상에 홈을 더 포함한다. 각각의 운반 케이블은 무

한 루프를 나타내므로, 각각의 케이블의 복귀 통로는 대응하는 홈(128, 130) 내에 수용된다.

도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중간 지점 기부 스트링(44, 46, 132)은 중간 지점 앤빌 및 코너 앤빌에 대해 공통적인 삽

입물 또는 분리된 삽입물 상에 장착될 수 있는 대응하는 앤빌(134, 136, 138)을 갖는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코너 앤

빌 및 중간 지점 앤빌은 공통 삽입물 상에서, 하나의 삽입물에 대해 2개가 장착된다. 각각의 경우에, 앤빌은 양호하게

는 다른 앤빌이 다른 크기, 유형, 및 용도의 기부 스트링 및/또는 권취부에 대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제거 가능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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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앤빌은 권취부 및 운반 케이블에 대한 마모 표면이고, 따라서 탈착성이 마모된 앤빌의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요하다.

도5의 다른 확대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앤빌(116a)은 코너로부터 대응하는 맨드릴 면의 중간 지점을 향해 하방으

로 점진적으로 테이퍼진다. 양호하게는, 테이퍼의 각도는 약 0 내지 5°이다. 이러한 각도는 권취부(28)의 내측 표면

과 앤빌(116a)의 외측 표면 사이의 확대되는 갭으로 보일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상부 표면의 안내부의 기울기를 포함

하는 표면 특성은 제조 속도와 기부 스트링 및/또는 권취부에 대해 사용되는 재료의 유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또

한, 초음파 조립체의 위치는 도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코너 조립체는 일 위치에 있고 중간 지점 조립체는 다른 위치

에 있다.

도6은 중간 지점 기부 스트링을 위한 초음파 조립체(56, 58, 140, 142)를 도시하는, 도3과 유사한 단면도이다. 특히, 

초음파 조립체는 앤빌(134, 136, 138, 144)에 인접하여 위치된다. 앤빌은 삽입물(116, 118, 120, 122) 상에 탈착 가

능하게 장착된다. 또는, 앤빌은 분리된 삽입물 상에 장착될 수 있으며, 다른 대안으로 서 모든 앤빌이 맨드릴 내에 형

성된 대응하는 리세스 내에 탈착 가능하게 장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앤빌은 맨드릴 상에 일체식으로 영구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앤빌이 제거 가능하다는 사실은 결합되는 기부 스트링 및/또는 권취부의 유형 및 크기에 따라

다른 앤빌 형상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또한, 앤빌은 마모 표면이고 마모되었을 때 교체될 수 있다.

도7은 초음파 조립체(56, 142, 58) 각각의 홈이 형성된 단부와 앤빌(134, 136, 138) 사이에서 권취부(28)와 맞물리

는 기부 스트링(44, 46, 132)을 도시하는, 도6의 확대도이다. 앤빌이 맨드릴의 코너들 사이의 대체로 중간 지점에서 

권취부(28)를 약간 꼬이게 하며 꼬임 각도는 앤빌의 테이퍼 각도에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테이퍼 각도는 양호하게는 0 내지 5°사이이다.

각각의 앤빌에 대한 테이퍼 각도는 기부 스트링(44)에 관한 도8에서 더욱 상세하게 볼 수 있다. 기부 스트링은 정사각

형 단면의 중합체 단일 필라멘트이다. 도8의 도면으로부터, 기부 스트링(44)의 하부 좌측 코너는 단일 필라멘트 권취

부(28)와 접촉하고 단일 필라멘트의 하부 우측 코너는 권취부(28)로부터 약간 이격된다. 결과적으로, 초음파 에너지

의 인가에 의한 용융은 하부 좌측 코너에서 개시되어 기부 스트링의 면을 가로질러 진행한다. 초기 접촉의 부족 및 실

제로 기부 스트링의 하부 우측 코너와 권취부의 상부 표면 사이의 이격은 앤빌 내의 테이퍼 각도에 따른다. 테이퍼의 

이상적인 각도는 기부 스트링과 권취부 조합의 재료, 형상, 크기 등에서 무엇이 가장 양호하게 작용하는 지에 대한 개

별적인 분석에 따 라 선택될 수 있다.

도9를 참조하면, 제2 모 부조립체 스테이션(24)이 코너 초음파 조립체가 제1 부조립체 스테이션(22)의 기부 스트링

과 맞물리는 지점에서 단면으로 도시되어 있다. 특히, 코너 초음파 조립체(96, 146, 148, 150)는 맨드릴(90)의 코너

와 나란하게 배치된다. 맨드릴(90)은 맨드릴(90) 상에 탈착 가능하게 장착된 4개의 삽입물(152, 154, 156, 158)을 포

함한다. 각각의 삽입물은 이전의 스테이션(22)의 앤빌과 유사한 형상 및 크기를 갖는 탈착 가능하게 장착된 앤빌(160

, 162, 164, 166)을 보유한다. (도시되지 않은) 권취 기구는 제1 스테이션(22)의 권취부(28)를 형성하는 권취와 유사

한 방식으로 단일 필라멘트를 맨드릴(90) 둘레에 권취하여 복수의 권취부(92)를 형성한다.

제1 스테이션(22)에서, 기부 스트링은 안내부를 거쳐 초음파 조립체로 공급된다. 제2 스테이션(24)에서, 부조립체(64

, 66, 68, 70, 72, 74, 76, 80)는 제2 스테이션으로 공급되고 그러한 부조립체의 기부 스트링은 제2 스테이션의 기부 

스트링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권취부(92)가 부조립체(64, 66, 68, 70, 72, 74, 76, 80)의 기부 스트링에 결합된다. 

더욱 상세한 도면이 도10에 도시되어 있다.

도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권취부(92)는 맨드릴(90) 둘레에서 완전히 연장되어 코너 앤빌(160, 162)과 맞물린다. 

앤빌의 상부 표면은 제1 스테이션(22)의 앤빌에 대해 언급된 바와 같이 테이퍼지거나 각도가 형성될 필요는 없다. 또

한, 제1 스테이션(22)의 경우에서와 같이, 앤빌(160, 162)은 각각 삽입물(152, 154) 상에 탈착 가능하게 장착된다. 

기부 스트링을 안내부를 통해 초음파 조립체에서 권 취부와 맞물리도록 공급하기보다는, 스테이션(24)은 모 부조립체

를 권취부로 공급한다.

기부 스트링(30) 및 안내부(94, 도2a 내지 도2d)를 통해 공급된 모(31)를 갖는 모 부조립체(72)는 모(31)가 권취부(9

2)에 대해 대체로 평행한 채로 모 부조립체(72)의 기부 스트링(30)이 권취부(92)와 맞물리는 방식으로 권취부(92)와 

맞물린다. 기부 스트링(30)이 권취부(92)와 조립체(96)의 초음파 혼과 기부 스트링 사이에 유지되는 모(31) 사이에 

유지된 채로 초음파 조립체(96)가 전력을 공급받으면, 권취부(92)를 기부 스트링(30)에 결합시키는 열이 발생된다. 

추가적인 가열 및 결합이 모(31)와 기부 스트링(30)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이들 사이에 이미 이루어진 결

합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공정은 각각의 코너에서 일어난다. 도10에 도시된 다음의 코너에서, 모 부조립체(76)는 맨드릴로 공급되어 권

취부(92)와 맞물린다. 모 부조립체는 기부 스트링(82)과 모(84)를 포함한다. 기부 스트링(82) 및 안내부를 통해 공급

된 모(84)를 갖는 모 부조립체(76)는 모(84)가 권취부(92)에 대해 대체로 평행한 채로 모 부조립체(76)의 기부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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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82)이 권취부(92)와 맞물리는 방식으로 권취부(92)와 맞물린다. 기부 스트링(82)이 권취부(92)와 조립체(150)의 

초음파 혼과 기부 스트링(82) 사이에 유지되는 모(84) 사이에 유지된 채로 초음파 조립체(150)가 전력을 공급받으면,

권취부(92)를 기부 스트링(82)에 결합시키는 열이 발생된다. 추가적인 가열 및 결합이 모(84)와 기부 스트링(82) 사

이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이들 사이에 이미 이루어진 결합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도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운반 케이블(168, 170)은 결합된 권취부를 맨드릴(90)을 따라 상방으로, 권취부가 맨드

릴(90)을 따라 중간 지점으로 공급되는 모 부조립체에 결합되는 중간 지점 결합 스테이션을 향해 이동시킨다. 기부 스

트링(30)은 도11의 도면에서 기부 스트링(30)의 하부 우측 코너가 하부 좌측 코너 이전에 권취부(92)와 맞물리도록 

제1 결합 공정에서 각도가 약간 형성된다. 따라서, 결합은 하부 우측 코너에서 시작하여 권취부와 기부 스트링(30)의 

하부 표면 사이의 경계면을 따라 진행한다. 이것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앤빌의 상부 표면이 초음파 조립체의 초음파 

혼의 하부 표면과 같이 평평한 것이 양호하다.

도12는 어떻게 중간 지점 초음파 조립체(100, 172, 174, 176)가 스테이션(24)의 중간 지점에서 모 부조립체를 결합

시키는 지를 도시한다. 이전의 스테이션(22)으로부터의 모 부조립체는 본원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초음파 조립체(1

00, 172, 174, 176)의 단부와 앤빌(178, 180, 182, 184)의 상부 표면 사이에서 권취부(92)와 맞물리는 코너들 사이

의 중간 지점에서 제2 스테이션으로 공급된다. 초음파 에너지가 모 부조립체 및 권취부(92)에 인가되면, 권취부와 모 

부조립체의 기부 스트링 사이에 결합이 형성된다.

도13을 참조하면, 초음파 조립체(100)의 혼은 모 부조립체(68)의 모(168)와 맞물리는 평평한 하부 표면을 갖는다. 권

취부(92)는 중간 지점 모 부조립체의 기부 스트링이 권취부(92)에 결합될 수 있도록 앤빌(178, 180, 182, 184)을 포

함하는 중간 지점 앤빌의 상부 표면과 맞물린다. 결합 공정의 결과로서, 권취부(92)는 타 측면에 결합된 모에 대향한 

기부 스트링의 표면에 결합된다. 예를 들어, 모 부조 립체(68)의 기부 스트링(44)은 일 측면에서 그에 결합된 모(186)

를 갖고, 권취부(92)는 초음파 조립체(100)에 의해 공급된 에너지에 의해 대향 측면에 결합된다. 결합된 권취부(92)

는 모에 대해 본질적으로 평행하다. 예를 들어, 모 부조립체(68)의 모(186)와 모 부조립체(72)의 모(31)는 권취부(92)

에 대해 대체로 평행하다.

도1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중간 지점에서 권취부(92)에 결합된 기부 스트링(44)과 같은 각각의 기부 스트링은 권취

부(92)에 대해 각도가 약간 형성된다. 초음파 조립체(100)와 같은 초음파 조립체의 혼의 하단부는 앤빌(178)과 같은 

앤빌의 상부 표면과 같이 평평하다. 따라서, 초음파 에너지가 권취부(92), 기부 스트링(44), 및 모(186)에 인가되면, 

이에 의해 발생된 마찰열은 기부 스트링(44)의 하부 우측 코너를 먼저 용융시키고, 그 다음 용융부는 기부 스트링의 

하부 표면 및 권취부(92)의 상부 표면을 따라 기부 스트링(44)의 하부 우측 코너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한다. 모든 중

간 지점 기부 스트링에 대한 결과는 권취부(92)가 모(31, 186)와 같은 모에 대해 대체로 평행한 채로 중간 지점 기부 

스트링에 연결되는 것이다.

슬리터 쌍의 더욱 상세한 설명은 제1 스테이션(22)의 슬리터 쌍을 도시하는 도15에서 이해된다. 본원 명세서 및 도면

으로부터 양쪽 스테이션(22, 24)의 슬리터 쌍이 대체로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제1 스테

이션에서 모 부조립체를 형성하기 위해, 권취부는 효율적이고 정밀한 방식으로 절단되어야 한다. 다양한 수단 중 하

나가 채용될 수 있지만, 양호한 실시예는 맨드릴(26) 둘레에 쌍으로 장착된 회전식 슬리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슬리터

의 제1 쌍(60, 62)은 양호하게는 공통 샤프트(188)의 말단부 상에 장착된 회전식 디스크 또는 절단기 블레이드이다. 

샤프트(188)는 (도시되지 않은) 임의의 종래의 제어 수단에 의해 제어되는 임의의 종래의 유형의 전기 모터일 수 있는

(도시되지 않은) 구동 모터에 의해 회전된다. 양호하게는, 제어 수단은 적어도 회전 속도 및 전력 온/오프를 제어한다.

방출기(190, 192)는 권취부와 블레이드 사이의 마찰이 권취부의 원치 않는 가열 및 변형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전식 절단기 블레이드(60, 62)에 각각 윤활제 또는 냉각제를 방출한다. 단일 유체가 냉각 및 윤활 기능을 제

공할 수 있다. 한가지 특히 유리한 유체는 물이고, 한가지 특정한 유형의 방출기는 적하 방출기이다. 다른 유체, 및 다

른 냉각/윤활 수단이 채용될 수 있다. 방출기의 사용은 양호하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으며, 권취 재료용으로 중합체 단

일 필라멘트를 사용할 때 블레이드의 냉각이 바람직하다.

슬리터의 제2 쌍은 도1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맨드릴(26)의 다음의 인접한 면에 제공된다. 특히, 슬리터(194, 196)

는 (도시되지 않은) 구동 모터에 의해 회전되며 (도시되지 않은) 제어 수단에 의해 제어되는 샤프트(198) 상에 장착된

다. 방출기(200, 202)는 절단 중에 권취부의 변형을 방지하는 것을 돕는 냉각제/윤활제를 방출한다.

슬리터의 제3 쌍은 맨드릴(26)의 다음의 인접한 면에 제공된다. 특히, 슬리터(204, 206)는 (도시되지 않은) 구동 모터

에 의해 회전되며 (도시되지 않은) 제어 수단에 의해 제어되는 샤프트(208) 상에 장착된다. 방출기(210, 212)는 절단 

중에 권취부의 변형을 방지하는 것을 돕는 냉각제/윤활제를 방출한다.

슬리터의 제4 쌍은 맨드릴(26)의 다음의 인접한 면에 제공된다. 특히, 슬리터(214, 216)는 (도시되지 않은) 구동 모터

에 의해 회전되며 (도시되지 않은) 제어 수단에 의해 제어되는 샤프트(218) 상에 장착된다. 방출기(220, 222)는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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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권취부의 변형을 방지하는 것을 돕는 냉각제/윤활제를 방출한다.

슬리터의 각각의 쌍에 의해, 하나의 블레이드는 기부 스트링의 외측 측면 상에서 권취부를 절단하도록 맨드릴(26)의 

코너 중 하나와 나란하게 배치된다. 다른 블레이드는 동일한 슬리터 쌍의 대응하는 코너 기부 스트링과 동일한 중간 

지점 기부 스트링의 측면 상에서 권취부를 절단하도록 맨드릴(26)의 면 (또는 측면)의 중간 지점과 나란하게 배치된

다. 각각의 중간 지점에서, 절단기 베드(224, 226, 228, 230)가 맨드릴(26) 내에 형성된 대응하는 리세스 내에 제공

된다. 각각의 베드는 대응하는 중간 지점 슬리터가 통과하는 홈을 포함한다. 대응하는 베드(224) 내로 끼워지는 블레

이드(60)의 상세한 도면이 도16에 도시되어 있다. 권취부(28)는 블레이드(60)에 의해 베드(224)의 상부 표면 상으로 

가압되어, 권취부(228) 내에 약간의 만곡을 일으킨다.

코너 슬리터는 또한 각각의 대응하는 코너에 매우 근접하게 위치된 절단기 베드와 협동하여, 양호하게는 케이블 홈이

근방에 형성되어 있는 삽입물 상에 또는 그 근방에 장착된다. 그러한 배열은 도17a에서 볼 수 있으며, 코너 슬리터 블

레이드(108)는 절단기 베드 또는 맨드릴의 코너와 관련된 다른 협동적인 형상부 내로 끼워진다. 나이프 블레이드는 

일 측면 상에서만 경사져 있고, 기부 스트링을 향한 경사면을 구비하여 위치된다. 경사면은 기부 스트링을 밀어내어 

기부 스트링의 원치 않는 절단을 방지하는 쟁기로서 작용한다.

도15의 도면의 축척은 절단기 블레이드 및 그의 대응하는 구동 샤프트를 더 잘 도시하기 위해 다소 과장되어 있다. 또

한, 구동 샤프트는 구동 모터 및 제어 수단을 각각 갖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다른 실시예는 모든 구동 샤프트를 서

로 연결시켜서 공통 구동 모터 및 공통 제어 수단에 의해 운전하는 것이다. 블레이드는 임의의 종래의 유형일 수 있으

며 절단되는 재료의 유형에 따라 선택된다. 왕복 블레이드, 가위형 블레이드, 레이저 등과 같은 다른 절단 장치가 채용

될 수 있다.

제2 스테이션(24)의 맨드릴(90)에서, 유사한 배열의 슬리터 또는 절단 블레이드가 제공된다. 도17은 어떻게 슬리터들

중 하나(106)가 권취부가 기부 스트링에 결합된 후에 권취부(92)를 절단하는 지의 세부를 도시한다. 특히, 회전식 절

단 블레이드는 베드(232) 내에 제공된 홈 내로 연장되어 코너들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권취부(92)의 절단을 용이하게

한다. 권취부(92)들이 스테이션(24)과 관련된 8개의 슬리터에 의해 동시에 절단되면, 총 8개의 모 부조립체가 형성되

고, 모는 2개의 평행한 열로 기부 스트링의 양쪽 측면에 부착된다.

모 부조립체가 슬리팅되어 모의 2개의 열을 구비하여 형성된 후에, 추가적인 처리 단계가 기부 스트링에 대한 모의 

연결을 증진시키고 또한 모 부조립체의 모양 및 촉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채용될 수 있다. 도18을 참조하면, 모의 2개

의 열을 갖는 모 부조립체(76)는 모의 결합된 단부를 조절하기 위한 장치(234)로 공급된다. 장치는 모 부조립체를 단

부 조절기로 안내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특히, 안내 수단은 도18의 도면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모 부조립체를 수납하는 제1 안내 롤러(236)와, 제1

안내 롤러(236)에 접하여 배치된 선형 모 안내부(238)와, 조절된 모 부조립체(76)를 도18의 도면에서 좌측에서 우측

으로 이동시키는 제2 안내 롤러(240)를 포함한다. 구동 롤러, 감기 스풀, 및 모 부조립체를 장치(234)로 송출하기 위

한 다른 수단은 도시되지 않았지만, 임의의 종래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2개의 안내 롤러(236, 240)들 사이에 배치된 조절 휠(242)은 모 부조립체(76)의 모를 수납하여 기부 스트링을 가열 

공기의 공급원(244)에 노출시키는 원주 홈을 갖는다. 공급원(244)은 예를 들어 고온 공기 송풍기일 수 있다. 또는, 가

열 코일과 같은 임의의 다른 유형의 가열 장치가 채용될 수 있다. 물과 같은 냉각 유체를 담고 있는 냉각 탱크(246)가 

조절 휠(242)과 유체 연통한다. 이는 휠이 융점까지 또는 모를 변형시킬 정도로 가열되지 않는 것을 보장한다. 실제로

, 공급원(244)으로부터의 열은 기부 스트링에 부착되어 있는 모의 절단된 단부 상에 초점이 맞춰진다.

도19는 모 부조립체의 기부 스트링(82)에 부착되어 있는 모(84, 110)의 절단된 단부를 도시한다. 도면으로부터 명백

한 바와 같이, 절단된 단부는 다소 뾰족하고, 모 재료와 기부 스트링 재료 사이의 주된 경계면은 기부 스트링의 일 측

표면을 따른다. 조절 후에, 도2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경계면이 2개의 인접한 표면, 원래의 측표면을 따라 그 다음 

상부 표면을 따라 다소 형성되어, 기부 스트링과 모 사이의 상호 연결을 증진시킨다. 또한, 이전에 뾰족했던 단부는 이

제 매끄러워서 모는 칫솔과 같은 적용을 위해 더 좋은 촉감을 갖는다.

도21 및 도2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축('a-a')에 대해 회전 가능한 조절 휠(242)은 기부 스트링이 홈의 제1 단차부의

하부 표면 상에 얹혀 있는 채로 모 부조립체를 수납하는 원주 홈(248)을 갖는다. 모는 모를 평행하고 나란한 위치로 

유지하는 홈의 더 좁고 더 깊은 부분 내로 연장된다. 또한, 가열원은 홈의 제1 단차부로 유도되고, 냉각 탱크(246)는 

휠이 고온 공기 공급원 또는 다른 가열 수단에 의해 모가 변형될 정도로 가열되지 않는 것을 보장한다.

모를 조절 휠 내로 안내하기 위한 다른 배열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23을 참조하면, 조절 휠(250)은 안내 롤

러(254)에 의해 공급된 모 부조립체(252)를 수납한다. 조절 휠 상부의 화살표는 이전의 실시예에서와 같이 모 부조립

체(252)의 기부 스트링 영역 상에 작용하는 고온 공기의 공급원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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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4 및 도2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안내 롤러(254)는 허브(260)에 의해 분리된 2개의 측판(256, 258)을 포함한다.

한 쌍의 안내 슬리브(262, 264)가 각각의 측판(256, 258)의 내측 표면에 연결된다. 안내 슬리브는 모를 조절 휠(250)

의 원주 홈(266) 내로 안내하기 위한 축소되는 통로를 형성한다. 안내 슬리브의 외측 단부는 홈(266) 내로 연장되어 

모(268, 270)가 홈(266) 내에 끼워지는 것을 보장한다.

본 발명의 범주 내에서 여러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내 슬리브는 측판에 부착될 필요는 없지만, 대신에 

조절 휠과 안내 롤러 사이에서 독립적 으로 지지될 수 있다. 통상, 조절 휠의 원주 홈 내로의 모의 안내된 진입을 보장

할 수 있는 임의의 수단이 채용될 수 있다. 또한, 안내 수단은 모의 강성 또는 다른 인자에 따라 모두 회피될 수 있거나

, 또는 안내 수단은 조절 휠 내의 더 넓은 테이퍼로서 또는 조절 휠 자체 내의 다른 형상부를 사용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기부 스트링은 단일 필라멘트 또는 다중 필라멘트일 수 있다. 단일 필라멘트를 형성하기에 특히 적합한 세 가지의 중

합체 재료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및 아세탈 수지이다. 나일론 단일 필라멘트는 칫솔, 낚싯줄, 및 테니스 라켓 줄을 

포함하는 매우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모노 필라멘트를 제조하기에 특히 적합한 한 가지 나일론 

재료는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톤의 이.아이. 듀폰 드 네무어 앤드 캄파니에 의해 제조되는 TYNEX 라는 상표명으로

상업적으로 구입 가능한 나일론 필라멘트이다. 한 가지 특히 유용한 TYNEX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 도데칸아마

이드로 제조된 6,12 나일론 필라멘트이다. 이는 208 내지 215℃ 사이의 융점을 가지며 1.05 내지 1.07의 비중을 갖

고, 많은 단면 형상 및 직경으로 상업적으로 구입 가능하다. 다른 적합한 재료는 폴리에스테르인 HYTREL 및 아

세탈 수지인 DELRIN 을 포함한다. HYTREL 및 DELRIN 은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톤의 이.아이. 듀폰 드 네

무어 앤드 캄파니에 의해 제조되며 상업적으로 구입 가능하다. 화학적으로, 아세탈은 알코올과 알데하이드 사이의 2

단계 반응의 생성물이다. 1960년에 상업적으로 구입 가능하게 된 아세탈 동종중합체는 옥시메틸렌 단위체의 사슬을 

만들기 위해 무수 포름알데하이드를 중합시킴으로써 형성된다. 회히스트 테크니컬 폴리머즈(HTP)의 Celcon 아

세탈 공중합체가 1961년에 소개되었고, 트리옥세인을 고리형 에테르에 의해 옥시메틸렌 및 옥시에틸렌 단위체로 구

성된 화학적으로 더욱 저항성 있는 사슬로 공중합시킴으로써 준비된다. 공중합체는 다른 제조사에 의해서도 공급된

다.

도시된 실시예는 대체로 정사각형 단면으로 도시된 기부 스트링을 포함하지만, 실제로 타원형, 원형, 사각형, 및 불규

칙한 형상을 포함하는 임의의 단면 형상이 기부 스트링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원형 단면으로 도시된 모 및 단일 필

라멘트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정사각형, 직사각형, 장원형, 중간부 리브 구비한 정사각형, 및 불규칙한 형상을 포함하

는 다른 형상이 채용될 수 있다. 또한, 재료는 예를 들어 단일 필라멘트 재료로 제조된 기부 스트링과 단일 필라멘트 

재료 또는 다중 필라멘트 재료로 제조된 모를 가짐으로써 혼합될 수 있다. 다중 필라멘트 재료는 브러쉬 모 및 강성을

요구하는 다른 제품을 제조하기에 적합한 단일 필라멘트와 대조적으로 예를 들어 카페트 터프트 스트링을 제조하기

에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르면, 모 스트링은 얀 권취부가 결합 스테이션에 적용되는 권취 스테이션으로

모 부조립체를 공급함으로써 터프트 스트링과 조합될 수 있다.

매우 다양한 제품이 개시된 장치 및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되도록 고려되지만, 제조되는 한 가지 주요한 물품은 모 부

조립체이고, 모 부조립체는 길이에 따라 절단되어 다양한 브러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브러쉬 용도는 특히 초음파 

에너지의 영향 하에서 진동할 때 열이 표면 용융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 열가소성인 단일 필라멘트 권취부 및 단

일 필라멘트 기부 스트링과 함께 사용되도록 되어 있 다. 에너지가 제거되면, 마찰열은 인접한 하위 표면 질량체로 즉

시 그리고 신속하게 소실되어, 기부 스트링 또는 권취부, 또는 이들 모두로부터의 용융된 재료가 기부 스트링과 권취

부를 서로 기계적으로 고정시키게 한다.

유사하게, 기부 스트링 또는 권취부, 또는 이들 모두로서 사용되는 중합체 재료는 권취 재료가 카페트 제조에 전형적

으로 사용되는 유형의 다중 필라멘트 재료인 카페트 터프트 스트링을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물품은 개

시된 장치의 실시예에 대한 비교적 작은 변형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모 부조립체 스테이션을 설명하는 본원에서 설명된 실시예는 권취부를 맨드릴을 따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케이블을

설명한다. 루프의 제1 연장부가 대응하는 앤빌 내에 제공된 안내부 내에서 일 방향으로 이동하고 루프의 제2 연장부

가 (도4에서 도면 부호 128 및 130으로 표시된) 맨드릴 내에 형성된 홈 내에서 대향 방향으로 이동하는 예를 도4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양호한 케이블은 마크 에스. 에드워즈의 '편조된 코드 스플라이스'라는 명칭의 2000년 10월 4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09/679,235호에 설명되어 있고, 이는 본원에서 전체적으로 참조되었다. 이러한 출원은 코

드 또는 편조된 개별 가닥의 단부들을 연결함으로써 제조된 무한 루프 또는 벨트 (또는 케이블)을 설명하고, 이는 연

결되는 각각의 단부의 일부의 편조되지 않은 개별 가닥을 포함하고, 코드의 편조된 본체를 남겨두며 각각의 단부로부

터의 대응하는 가닥들을 서로 위치 및 연결시키며 연결된 가닥을 코드의 편조된 본체를 통해 후방으로 당기고, 연결된

가닥 각각은 연결되는 코드의 편조된 본체들이 매우 근접하여 과잉 연결 가닥들이 코드로부터 돌출할 때까지 단부로

부터 다른 거리로 당겨진다. 마지막으로, 과잉 연결 가닥들은 코드로부터 제거된다. 결과는 스플라이스의 길이에 걸쳐

코드 단면의 불균일성이 없는 매끄러운 스플라이스이다. 코드는 양호하게는 파라-아라미드, 메타-아라미드, 고분자

량 선형 폴리올레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나일론, 및 유사한 재료와 같은 고성능 재료로 제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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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되고 도시된 실시예가 정사각형 기부 스트링을 포함하지만, 특히 양호한 실시예는 초음파 가열의 더 큰 

효율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기부 스트링과 권취부 사이의 접촉 지점을 이루는 것을 보조하는 표면 돌출부를 갖는 기부

스트링을 포함한다. 도26을 참조하면, 기부 스트링(300)은 2개의 인접한 코너들 사이의 대체로 중간 지점에 형성된 

리브(302, 304, 306, 308)를 구비한 대체로 정사각형 단면인 횡단면도로 도시되어 있다. 리브는 양호하게는 압출 공

정 또는 비용 효과적인 간편한 방식으로 기부 스트링(300)의 본체와 일체로 형성된다. 그러한 공정을 위해, 기부 스트

링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양호한 재료는 리브가 없는 기부 스트링에 대해 본원에서 설명된 중합체 단일 필라멘트 재

료이다.

초음파 에너지가 집중되어 유사한 단면 질량의 두 물체, 권취부와 리브(302)의 용융을 개시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부 

스트링과 단일 필라멘트 권취부 사이에 접촉 지점이 존재하는 추가의 장점을 제공한다. 당연히, 리브 또는 리브형 구

조물은 원형, 사각형, 또는 대체로 불규칙한 형상과 같은 다른 형상의 기부 스트링 상에 형성될 수 있다. 기부 스트링

에 대한 임의의 형상에서, 리브는 결합을 위해 필요한 가열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도록 '에너지 유도체'로서 작용한다.

또한, 본원에서 설명된 실시예는 각각의 모 부조립체의 모가 기부 스트링으로부터 외측으로 대체로 수직한 방향으로 

연장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가 90°보다 크거나 작은 각도로 연장되도록 다른 각도가 사용될 수 있고, 각도

는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되는 물품에 대해 고려되는 용도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러쉬가 본원에서 설명된

부조립체를 사용하여 제조되어야 하면, 브러쉬 모인 장형 부재는 경사진 각도 또는 (본원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90

°각도로 기부 스트링에 결합될 수 있다.

또한, 단일 모 부조립체가 상이한 특성을 갖는 모들을 포함하도록 제2 스테이션 또는 임의의 연속된 스테이션의 권취

부에 대해 제1 스테이션의 권취부의 특성을 변경하는 것은 본 발명의 범주 내에 있다. 특히, (제1 스테이션의) 제1 권

취부는 크기, 형상, 조성, 물리적인 특성, 및 컬러와 같은 적어도 하나의 특성에서 (제2 스테이션의) 제2 권취부와 다

를 수 있다.

냉각 유체를 사용할 때 조절 휠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본원에서 설명된 냉각원은 주위 온도가 아닌 수단에 의해 제거

되어야 하는 열을 축적하는 것으로 예측될 수 있다. 실제로 임의의 열교환 장치가 채용될 수 있지만, 한 가지 간단한 

수단은 '1회 통과' 유체를 사용하는 것이며, 이는 냉각 유체가 공급원으로부터 탱크를 통해 유동하며 물과 같은 유체

의 저온 공급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충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냉각 코일이 유체를 냉각시키도록 탱크 내에 위치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임의의 열제거 장치가 채용될 수 있다. 또한, 탱크가 충분히 크고 주위 온도가 충분히 낮으

면, 추가적인 유동 또는 열제거 구조물이 없이 충분한 수준 에서 열제거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위에서 설명된 실시예에서, 모 부조립체는 기부 스트링과 장형 부재의 2개의 열을 포함하는 변형된 부조립체를 생성

하도록 권취 스테이션에서 단일 필라멘트와 조합된다. 몇몇의 용도에서, 장형 부재는 브러쉬를 조립하는데 사용되는 

모이다. 본 발명의 다른 변경에서, 2개의 변형되지 않은 부조립체들이 장형 부재의 2개의 열과 2개의 기부 스트링을 

포함하는 변형된 부조립체를 형성하도록 조합될 수 있다.

도27 및 도28을 참조하면, 제1 모 부조립체(320) 및 제2 모 부조립체(322)가 방향 화살표에 의해 도시된 동력에 의

해 모아진다. 부조립체(320)와 관련된 화살표는 예를 들어 (도시되지 않은) 앤빌의 반응력일 수 있고, 부조립체(322)

와 관련된 화살표는 (도시되지 않은) 초음파 혼의 반응력일 수 있다. 각각의 부조립체는 장형 부재의 열에 연결된 기

부 스트링을 갖고, 본원에서 설명된 방법에 따라 제조된다. 부조립체(320)는 기부 스트링(324)과 장형 부재의 열(326

)을 갖는다. 기부 스트링 및 장형 부재는 중합체 단일 필라멘트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유사하게, 부조립체(322)는 기

부 스트링(328)과 장형 부재의 열(330)을 포함한다.

부조립체(320, 322)들이 도2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아지면, 앤빌, 기부 스트링(324), 장형 부재의 열(326, 330), 기

부 스트링(328), 및 초음파 혼이 대체로 맞닿는다. 초음파 에너지는 초음파 혼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인가되어 열들 

사이에 결합 영역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수준 및 시간으로 열(326, 330)들 사이의 경계면에 초음파 에너지를 송출한

다. 결합 영역은 경계면에서의 장형 부재들의 표면 용융을 나타내고, 이는 냉각되면 2개의 열, 즉 2개의 부조립체들을

서로 기계적으로 연결시킨다.

이렇게 형성된 변형된 부조립체는 장형 부재의 2개의 열이 사이에 삽입된 2개의 기부 스트링을 갖는다. 이러한 구조

는 모를 더욱 양호하게 포착하여, 모가 각각의 기부 스트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따라서 장형 

부재를 헐겁게 하는 경향이 적은 변형된 부조립체를 포함하는 조립체를 만든다. 또한, 몇몇의 적용에서, 대향 측면에

서 연결된 기부 스트링들은 변형된 부조립체를 홈 또는 다른 구조물을 갖는 조립체 내로 안내하는데 유용할 수 있는 

레일형 구조물을 형성한다. 또한, 칫솔과 같이, 부조립체가 현장에서 성형되는 몇몇의 조립체에서, 기부 스트링은 대

응하는 기부 구조물에 대한 증진된 기계적인 연결 및 주형 공동의 밀봉 성능을 위한 표면을 제공한다.

다른 실시예에서와 같이, 기부 스트링 및 장형 부재는 전술한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칫솔에 대한 특히 양호한 실시

예에서, 장형 부재는 단일 필라멘트 나일론 재료로 제조되고, 기부 스트링은 유사한 재료로 제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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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8에 도시된 변형된 모 부조립체를 제조하기 위한 구조물(331)이 도29 및 도30에 도시되어 있다. 제1 안내부(332)

및 제2 안내부(334)는 기부판(336)과 같은 임의의 적합한 구조물 상에 장착됨으로써 서로에 대해 이격된 관계로 유

지된다. 하나의 또는 양쪽 안내부는 그들 사이의 공간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안

내부(334)는 장형 슬롯 및 양방향 화살표에 의해 표시된 측방 조정 성능을 허용하는 대응하는 조정 나사(338, 340)를

구비한다. 이러 한 조정 성능은 또한 부조립체(320, 322)의 예를 들어 구조물(331) 내로의 초기 공급을 허용한다.

안내부(332, 334)들 사이로 공급되면, 장형 부재(326, 330) 및 기부 스트링(324, 328)은 초음파 에너지의 인가를 위

해 접촉하게 된다. 제2 안내부(334)는 앤빌로서 기능하며,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맞닿아 있는 장형 부재들 사이의 

경계면에 초음파 에너지를 송출하도록 초음파 혼(342)과 협동한다. 초음파 혼은 초음파 에너지의 임의의 적합한 공급

원에 연결될 수 있고 장형 부재의 표면 용융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시간 및 에너지 수준으로 전력을 공급받는다.

도시된 실시예가 기부 스트링에 대해 대체로 수직으로 배치된 장형 부재를 도시하지만, 특정 적용에서는 장형 부재를

약간의 각도로 또는 쉐브론 패턴으로 배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케이블이 권취부를 송출하는

속도에 대한 기부 스트링의 상대적인 공급 속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무엇이 더 빨리 이동하는 지에 따

라, 장형 부재는 전방 또는 후방으로 경사질 수 있다. 전방 및 후방으로의 장형 부재들의 조합은 교차 패턴을 생성하도

록 동일한 기부 스트링 상에 제공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경사 각도는 실제로 임의의 각도일 수 있지만, 양호하게는 '

근소하며' 이는 전방 또는 후방으로 0 - 10°의 범위 내에 있다.

위에서 설명된 실시예가 맨드릴의 외측 표면과 대체로 동일 평면 상에 있는 대응하는 나이프 베드 및 회전식 블레이

드를 수납하는 홈을 구비한 절단기 블레이드를 도시하지만, 나이프 베드의 다른 실시예가 도31 및 도32에 도시되어 

있다. 도31에서, 나이프 베드(344)는 맨드릴의 표면으로부터 상방으로 돌출한다. 상향 돌출부는 맨드릴을 둘러싸는 

권취부에 대해 코너에서 코너까지 약간의 만곡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이다. 나이프 베드(344)의 외측 표면은 절단

지점에서 권취부와 맞물리는 견부(346)를 구비한다. 대응하는 나이프(348)는 견부(346)에 매우 근접하게 연장되는 

절단날을 가져서 절단 작업을 돕는다. 앞서 설명된 실시예에서와 같이, (모든 중간 지점 및 코너 기부 스트링을 포함

하도록 맨드릴의 길이를 따라 상이한 위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절단 작업은 복수의 변형된 부조립체를 생성한다. 유

사하게, 도3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나이프 베드(344) 및 대응하는 나이프(348)는 제1 스테이션 상에서, 이후의 스

테이션으로 공급되어 변형된 부조립체를 이루는 초기 부조립체를 형성하는데 사용된다.

본원에서 설명되는 다양한 실시예는 모가 장형 부재의 열을 형성하도록 절단된 단일 필라멘트 길이로 제조되는 브러

쉬와 같은 무수한 제품을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33 및 도34는 본 발명에 따른 브러쉬(350)를 도시

한다. 브러쉬(350)는 손잡이부를 갖는 몸체(352)와 헤드부를 포함한다. 몸체는 사출 성형될 수 있는 종류의 중합체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모 어레이(354)는 임의의 적합한 수단에 의해 헤드부에서 몸체(352)에 연결된다. 모 어레이(

354)는 본원에서 설명된 부조립체 또는 변형된 부조립체의 복수의 세그먼트를 포함한다.

도3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 어레이(354)는 5개의 평행한 열로 배열된 세그먼트(356, 358, 360, 362, 364)를 포

함한다. 각각의 세그먼트는 2개의 기부 스트링들 사이에 삽입된 모의 2개의 열을 포함하는 변형된 부조립체의 길이를

포함한 다. 그러나, 하나의 기부 스트링에 대해 모의 2개의 열을 포함하는 변형된 부조립체가 채용될 수도 있다. 도시

된 실시예에서, 기부 스트링은 예를 들어 세그먼트를 공동 내에 위치시키고 공동을 열가소성 재료로 채움으로써 몸체

의 헤드부 내에 매설된다. 실제로, 임의의 다른 수단이 세그먼트를 몸체 내에 부착시키거나 몸체에 연결시키기 위해 

채용될 수 있다.

전술한 실시예는 장형 부재의 제1 열이 기부 스트링의 일 측면에 부착되고 제2 열이 대향 측면에 부착되는 부조립체

를 도시하고 설명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장형 부재의 2개의 열은 기부 스트링의 동일 측면에 부착될 수 있고, 이는 동

일한 열 내에서 크기, 강성, 컬러, 재료 등과 같은 상이한 물리적인 특성의 장형 부재들을 혼합하는 기회를 허용한다. 

이러한 유형의 부조립체는 단순히 제1 부조립체를 위에서 설명된 장치를 통해 연장시킴으로써 형성될 수 있지만, 장

형 부재의 제1 열은 제2 스테이션의 권취부와 접촉한다.

본 발명이 특정 실시예에 관해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범위의 취지 내에서 다양한 다른 실시예가 가능

하다는 것이 당업자에게 이해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부 스트링과,

기부 스트링의 일 측면에 연결된 인접 단부를 각각 갖는 대체로 평행한 장형 부재의 제1 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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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스트링의 타 측면에 연결된 인접 단부를 각각 갖는 대체로 평행한 장형 부재의 제2 열을 포함하는 물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대체로 평행한 장형 부재의 제1 및 제2 열은 기부 스트링으로부터 외측으로 각도를 형성하여 연장되

는 물품.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각도는 대체로 90°인 물품.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부 스트링 및 양쪽 열의 장형 부재는 중합체 재료로 제조되는 물품.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체 재료는 나일론 수지, 아세탈 수지, 및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되

는 물품.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부 스트링은 장원형, 원형, 타원형, 정사각형, 중간 지점 리브를 구비한 정사각형, 및 직사각

형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단면 형상을 갖는 물품.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부 스트링은 제1 재료로 제조되고 양쪽 열의 장형 부재는 제2의 다른 재료로 제조되는 물품.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장형 부재는 나일론 수지, 아세탈 수지, 및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중합체 단일 필라멘트 재료로 제조되는 브러쉬 모인 물품.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장형 부재는 중합체 다중 필라멘트 재료로 제조되는 카페트 터프트인 물품.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장형 부재의 제1 및 제2 열은 중합체 단일 필라멘트 재료로 제조되고, 장형 부재의 외측 표면은 기부

스트링의 외측 표면과 접촉하여 장형 부재를 기부 스트링에 연결시키는 유동 구역을 형성하는 물품.

청구항 11.
장형 물품의 제조 장치이며,

제1 맨드릴과, 제1 필라멘트를 제1 맨드릴 둘레에 권취하여 복수의 제1 권취부를 형성하기 위한 제1 권취 기구와, 적

어도 하나의 기부 스트링을 제1 권취부와 접촉하도록 공급하기 위한 제1 공급 기구와, 적어도 하나의 기부 스트링을 

기부 스트링과의 접촉 지점에서 제1 권취부에 결합시키기 위한 제1 결합 기구와, 제1 권취부를 적어도 하나의 기부 

스트링에 근접하게 절단하여 기부 스트링 및 장형 부재의 제1 열을 갖는 부조립체를 형성하기 위한 제1 절단 기구를 

포함하는 제1 스테이션과,

제2 맨드릴과, 제2 필라멘트를 제2 맨드릴 둘레에 권취하여 복수의 제2 권취부를 형성하기 위한 제2 권취 기구와, 부

조립체의 기부 스트링을 제2 권취부와 접촉하도록 공급하기 위한 제2 공급 기구와, 부조립체의 기부 스트링을 기부 

스트링과의 접촉 지점에서 제2 권취부에 결합시키기 위한 제2 결합 기구와, 제2 권취부를 부조립체의 기부 스트링에 

근접하게 절단하여 기부 스트링, 제1 권취부에 의해 형성된 장형 부재의 제1 열, 및 제2 권취부에 의해 형성된 장형 

부재의 제2 열을 갖는 변형된 부조립체를 형성하기 위한 제2 절단 기구를 포함하는 제2 스테이션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맨드릴은 그들 각각의 길이를 따라 제1 및 제2 권취부를 운반하기 위한 수단을 갖는 다

면형 형상의 장형 바아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맨드릴 각각은 초음파 에너지를 결합 구역에서 제1 및 제2 권취부의 각각의 기부 스트

링과의 마찰 가열로 변환시키는 것을 보장하도록 적어도 하나의 앤빌을 포함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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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앤빌 각각은 제1 및 제2 맨드릴 각각에 의해 보유되는 삽입물에 탈착 가능하게 연결

되는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각각의 삽입물은 제1 및 제2 맨드릴 각각에 탈착 가능하게 연결되는 장치.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각각의 앤빌은 0 내지 5°로 경사진 권취부 맞물림 표면을 갖는 장치.

청구항 17.
제11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권취 기구 각각은 제1 및 제2 필라멘트를 각각 제1 및 제2 맨드릴 둘레에 권취하기 위

한 권취기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결합 기구는 제1 권취부와 접촉하도록 공급된 기부 스트링의 개수 및 위치에 대응하는 개

수 및 위치에서, 복수의 초음파 결합기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각각의 초음파 결합기는 각각의 기부 스트링과 맞물리는 초음파 혼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0.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공급 기구는 복수의 기부 스트링을 각각 제1 맨드릴의 각각의 코너로 그리고 제1 맨드릴

의 2개의 인접한 코너들 사이의 소정 지점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절단 기구는 각각의 기부 스트링에 근접하게 제1 권취부를 절단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

는 장치.

청구항 2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공급 기구는 복수의 기부 스트링을 각각 제1 맨드릴의 각각의 코너로 그리고 제1 맨드릴

의 각각의 코너 사이의 각각의 중간 지점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제1 권취부를 절단하기 위한 수단은 중간 지점 및 코너 기부 스트링의 각각의 인접 쌍에 대한 한 쌍

의 슬리터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공급 기구는 복수의 부조립체를 각각 제2 맨드릴의 각각의 코너로 그리고 제2 맨드릴의 

각각의 코너 사이의 소정 지점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결합 기구는 제2 권취부와 접촉하도록 공급되는 부조립체의 개수 및 위치에 대응하는 개

수 및 위치에서, 복수의 초음파 결합기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6.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절단 기구는 각각의 부조립체의 기부 스트링 각각에 근접하게 제2 권취부를 절단하기 위

한 수단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7.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영역은 제1 및 제2 장형 부재가 기부 스트링에 결합되는 위치에 형성되고, 장치는 결합 

영역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조절 수단은 조절 휠과, 변형된 부조립체를 조절 휠로 안내하기 위한 수단과, 조절 휠 상에서 

변형된 부조립체의 기부 스트링 둘레의 영역을 가열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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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가열 수단으로부터 이격된 지점에서 조절 휠을 냉각시키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조절 휠은 변형된 부조립체의 기부 스트링 및 장형 부재를 수납하기 위한 원주 홈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가열 수단은 조절 휠에 인접하여 배치된 고온 공기 송풍기를 포함하고, 냉각 수단은 조절 휠이

내부로 연장되는 냉각 유체 탱크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2.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안내 수단은 적어도 하나의 안내 롤러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3.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안내 수단은 변형된 부조립체의 기부 스트링과 맞물리기 위한 중심 허브를 갖는 안내 롤러와, 

안내 롤러와 조절 휠 사이로 연장되는 안내 슬리브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조절 휠은 원주 홈을 포함하고, 안내 슬리브는 원주 홈 내로 연장되는 장치.

청구항 35.
물품의 제조 방법이며,

기부 스트링을 제공하는 단계와,

대체로 평행한 장형 부재의 제1 열을 기부 스트링의 일 측면에 부착시키는 단계와,

대체로 평행한 장형 부재의 제2 열을 기부 스트링의 타 측면에 부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제1 열을 부착시키는 단계는 제1 열의 각각의 장형 부재를 기부 스트링에 대해 대체로 수직으로 연

장되도록 부착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제2 열을 부착시키는 단계는 제2 열의 각각의 장형 부재를 기부 스트링에 대해 

대체로 수직으로 연장되도록 부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제1 열을 부착시키는 단계는 제1 맨드릴을 포함하는 제1 스테이션을 제공하는 단계와, 제1 필라멘

트를 제1 맨드릴 둘레에 권취하여 복수의 제1 권취부를 형성하는 단계와, 적어도 하나의 기부 스트링을 제1 권취부와

접촉하도록 공급하는 단계와, 적어도 하나의 기부 스트링을 기부 스트링과의 접촉 지점에서 제1 권취부에 결합시키는

단계와, 제1 권취부를 적어도 하나의 기부 스트링에 근접하게 절단하여 기부 스트링 및 장형 부재의 제1 열을 갖는 부

조립체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35항에 있어서, 제2 열을 부착시키는 단계는 제2 맨드릴을 포함하는 제2 스테이션을 제공하는 단계와, 제2 필라멘

트를 제2 맨드릴 둘레에 권취하여 복수의 제2 권취부를 형성하는 단계와, 부조립체의 기부 스트링을 제2 권취부와 접

촉하도록 공급하는 단계와, 부조립체의 기부 스트링을 기부 스트링과의 접촉 지점에서 제2 권취부에 결합시키는 단계

와, 제2 권취부를 부조립체의 기부 스트링에 근접하게 절단하여 기부 스트링, 제1 권취부에 의해 형성된 장형 부재의 

제1 열, 및 제2 권취부에 의해 형성된 장형 부재의 제2 열을 갖는 변형된 부조립체를 형성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방법

.

청구항 39.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권취부는 크기, 형상, 조성, 물리적인 특성, 및 컬러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특성에서 제2 권취부와 다른 방법.

청구항 40.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기부 스트링 및 필라멘트 권취부 중 적어도 하나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및 아세탈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중합체 재료로 제조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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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1.
제35항에 있어서, 기부 스트링 및 장형 부재 중 적어도 하나는 중합체 단일 필라멘트 재료로 제조되는 방법.

청구항 42.
제35항에 있어서, 기부 스트링 및 장형 부재 중 적어도 하나는 중합체 다중 필라멘트 재료로 제조되는 방법.

청구항 43.
모 부조립체의 형성 방법이며,

제1 필라멘트를 제1 맨드릴 둘레에 권취하여 복수의 제1 권취부를 형성하는 단계와,

적어도 하나의 기부 스트링을 복수의 제1 권취부와 접촉하도록 공급하는 단 계와,

적어도 하나의 기부 스트링을 복수의 제1 권취부에 결합시키는 단계와,

적어도 하나의 모 부조립체를 형성하도록 복수의 제1 권취부를 절단하는 단계와,

제2 필라멘트를 제2 맨드릴 둘레에 권취하여 복수의 제2 권취부를 형성하는 단계와,

기부 스트링이 제1 권취부와 접촉한 채로 적어도 하나의 모 부조립체를 복수의 제2 권취부와 접촉하도록 공급하는 단

계와,

모 부조립체의 기부 스트링을 복수의 제2 권취부에 결합시키는 단계와,

모의 2개의 열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변형된 모 부조립체를 형성하도록 복수의 제2 권취부를 절단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기부 스트링을 공급하는 단계는 제1 맨드릴의 각각의 코너 및 각각의 코너 사이의 

소정 지점에 대한 기부 스트링을 포함하여 복수의 기부 스트링을 복수의 제1 권취부로 공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결

합 단계는 복수의 제1 권취부를 복수의 기부 스트링에 결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5.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제1 권취부를 절단하는 단계는 모의 하나의 열을 갖는 복수의 모 부조립체를 형성하도

록 복수의 기부 스트링의 일 측면에서 제1 권취부를 절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6.
제43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모 부조립체를 공급하는 단계는 복수의 모 부조립체를 복수의 제2 권취부로 공급하

는 단계를 포함하고, 복수의 제2 권취부를 결합시키는 단계는 복수의 모 부조립체의 기부 스트링을 복수의 제2 권취

부에 결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복수의 제2 권취부를 절단하는 단계는 복수의 모 부조립체 각각의 기부 스트링의 

일 측면에서 제2 권취부를 절단하여 모의 2개의 열을 각각 갖는 복수의 변형된 모 부조립체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방법.

청구항 47.
제43항에 있어서, 절단 단계는 회전식 절단기 블레이드, 왕복 블레이드, 및 레이저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수

단으로 절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블레이드 성능을 개선하고 사용 수명을 연장시키도록 냉각 유체를 절단기 블레이드로 방출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9.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단계는 에너지를 제1 및 제2 권취부에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에너지는 초음파 에너

지, 레이저 에너지, 및 복사열 에너지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50.
제43항의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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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1.
기부 스트링 및 기부 스트링에 연결된 장형 부재의 적어도 하나의 열을 갖는 부조립체를 조절하기 위한 장치이며,

홈의 상부 상의 기부 스트링과 홈의 하부 내로 연장되는 장형 부재를 구비한 부조립체를 수납하기 위해 조절 휠의 주

연 표면을 따라 내측으로 형성된 홈을 갖는 조절 휠과,

조절 휠에 인접하여 기부 스트링과 유체 연통하도록 배치된 가열원과,

가열원으로부터 이격된 지점에서 조절 휠과 유체 연통하도록 배치된 냉각원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52.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가열원은 가열 요소를 갖는 송풍기인 장치.

청구항 53.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냉각원은 냉각 유체를 담는 탱크이고, 조절 휠은 냉각 탱크 내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연장되는 

장치.

청구항 54.
제53항에 있어서, 냉각 유체로부터 열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55.
제51항에 있어서, 장형 부재를 홈 내로 안내하기 위한 안내 슬리브를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56.
제55항에 있어서, 안내 롤러를 더 포함하고, 상기 안내 슬리브는 조절 휠과 안내 롤러 사이로 연장되는 장치.

청구항 57.
몸체와,

몸체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부조립체를 포함하고,

부조립체는 기부 스트링과, 기부 스트링의 일 측면에 연결된 인접 단부를 각각 갖는 대체로 평행한 장형 부재의 제1 

열과, 기부 스트링의 대향 측면에 연결된 인접 단부를 각각 갖는 대체로 평행한 장형 부재의 제2 열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58.
제57항에 있어서, 몸체는 브러쉬이고, 장형 부재의 제1 및 제2 열은 모인 장치.

청구항 59.
제57항에 있어서, 장형 부재의 제1 및 제2 열은 중합체 단일 필라멘트 재료로 제조된 모이고, 기부 스트링은 중합체 

단일 필라멘트 재료로 제조되는 장치.

청구항 60.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체 단일 필라멘트는 나일론인 장치.

청구항 61.
제1 기부 스트링과,

제1 기부 스트링의 일 측면에 연결된 인접 단부를 각각 갖는 대체로 평행한 장형 부재의 제1 열과,

제2 기부 스트링과,

제2 기부 스트링의 대향 측면에 연결된 인접 단부를 각각 갖는 대체로 평행한 장형 부재의 제2 열을 포함하고,

장형 부재의 제1 열은 장형 부재의 제2 열에 연결되며 제1 및 제2 기부 스트링들 사이에 배치되는 물품.

청구항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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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항에 있어서, 대체로 평행한 장형 부재의 제1 및 제2 열은 제1 및 제2 기부 스트링으로부터 외측으로 각도를 형

성하여 연장되는 물품.

청구항 63.
제62항에 있어서, 각도는 대체로 90°인 물품.

청구항 64.
제61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기부 스트링 및 양쪽 열의 장형 부재는 중합체 재료로 제조되는 물품.

청구항 65.
제64항에 있어서, 중합체 재료는 나일론 수지, 아세탈 수지, 및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물품.

청구항 66.
제61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기부 스트링은 장원형, 원형, 타원형, 정사각형, 중간 지점 리브를 구비한 정사각형, 및 

직사각형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단면 형상을 갖는 물품.

청구항 67.
제61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기부 스트링은 제1 재료로 제조되고, 양쪽 열의 장형 부재는 제2의 다른 재료로 제조되

는 물품.

청구항 68.
제61항에 있어서, 장형 부재는 나일론 수지, 아세탈 수지, 및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중합

체 단일 필라멘트 재료로 제조되는 브러쉬 모인 물품.

청구항 69.
제61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기부 스트링은 장원형, 원형, 타원형, 정사각형, 중간 지점 리브를 구비한 정사각형, 및 

직사각형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단면 형상을 갖는 물품.

청구항 70.
제61항에 있어서, 제1 열의 장형 부재는 크기, 형상, 컬러, 및 필라멘트 구조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특성에서

제2 열의 장형 부재와 다른 물품.

청구항 71.
제61항에 있어서, 필라멘트 구조는 단일 필라멘트 및 다중 필라멘트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물품.

청구항 72.
제61항에 있어서, 장형 부재는 중합체 다중 필라멘트 재료로 제조된 카페트 터프트인 물품.

청구항 73.
제61항에 있어서, 손잡이부와 헤드부를 갖는 브러쉬 몸체를 더 포함하고, 제1 및 제2 기부 스트링은 헤드부에 연결되

는 물품.

청구항 74.
기부 스트링 및 기부 스트링에 연결된 장형 부재의 적어도 하나의 열을 갖는 부조립체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이며,

장형 부재의 인접 단부를 열원에 대해 나란한 위치에 위치시키는 단계와, 장형 부재의 인접 단부를 가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5.
제74항에 있어서, 위치시켜서 가열하는 단계는 홈의 상부 상의 기부 스트링과 홈의 하부 내로 연장되는 장형 부재를 

구비한 부조립체를 수납하기 위해 조절 휠의 주연 표면을 따라 내측으로 형성된 홈을 갖는 조절 휠을 제공하는 단계

와, 조절 휠에 인접하여 기부 스트링과 유체 연통하도록 배치된 가열원을 제공하는 단계와, 냉각원을 가열원으로부터

이격된 지점에서 조절 휠과 유체 연통하도록 위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6.
기부 스트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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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스트링에 연결된 인접 단부를 각각 갖는 대체로 평행한 장형 부재의 제1 열과,

기부 스트링에 연결된 인접 단부를 각각 갖는 대체로 평행한 장형 부재의 제2 열을 포함하고,

제1 열의 장형 부재는 크기, 형상, 컬러, 재료 조성, 및 필라멘트 구조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특성에서 제2 열의 장형 부재와 다른 물품.

청구항 77.
제76항에 있어서, 장형 부재의 제1 열은 기부 스트링의 일 측면에 연결되고, 모의 제2 열은 기부 스트링의 타 측면에 

연결되는 물품.

청구항 78.
제75항에 있어서, 장형 부재의 제1 열의 필라멘트 구조는 단일 필라멘트이고, 장형 부재의 제2 열의 필라멘트 구조는

다중 필라멘트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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