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454385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A45D 33/00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4년11월05일

10-0454385

2004년10월15일

(21) 출원번호 10-2002-0010011 (65) 공개번호 10-2003-0070463

(22) 출원일자 2002년02월25일 (43) 공개일자 2003년08월30일

(73) 특허권자 이용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21 샘마을아파트 118-1201

(72) 발명자 이용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21 샘마을아파트 118-1201

(74) 대리인 송호찬

채윤

심사관 : 이강영

(54) 화장용 파우더가 내장되는 화장용구

요약

본 발명은 파우더를 저장하고 도포하는 용구에 관한 것으로, 특히 화장용 파우더를 내장하여 화장용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용구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개구부를 구비하며 내부에 파우더를 수용하는 파우더 용기와, 상기 파우

더 용기의 개구부를 덮으며 내부에 파우더가 수용될 수 있도록 주머니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미세한 구멍을 갖

는 스펀지 시트로 이루어진 파우더 도포부재와, 상기 파우더 도포부재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상기 파우더 도포부재 내

부에 삽입되는 지지부재를 포함하는 파우더 도포용구가 제공된다. 상기 지지부재는 상기 파우더 용기에 대해 움직이

지 않도록 결합되는 기초부와, 상기 기초부로부터 파우더 도포부재 내로 연장되는 지지부를 구비하며, 상기 기초부에

는 상기 파우더 용기 내부와 상기 파우더 도포부재 내부를 연통시키는 하나 이상의 관통구멍이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스펀지 시트의 소재는 플로킹 처리된 것일 수 있다. 상기 파우더는 화장용 파우더일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파우더 용기, 파우더 도포부재, 지지부재, 덮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화장용구의 사시도로서, 본체와 덮개가 분리된 상태를 도시한 도면

도2는 도1의 화장용구의 단면도로서, 본체와 덮개가 결합된 상태를 도시한 도면

도3은 도1의 화장용구의 본체의 분해 사시도

도4는 도1의 화장용구의 덮개의 분해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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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화장용구 30 : 파우더 용기

40 : 파우더 도포부재 50 : 고정부재

60 : 지지부재 62 : 기초부

64 : 지지부 90 : 덮개

92 : 커버부재 100 : 프레임

661 : 파우더 통로구멍 641 : 보강리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파우더를 저장하고 도포하는 용구에 관한 것으로, 특히 화장용 파우더를 내장하여 화장용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용구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에는 파우더로 이루어진 화학물질(chemical)이 많다. 이러한 파우더 화장품에 관한 종래의 화장용

구는 파우더를 담아두는 파우더 용기와 파우더를 얼굴에 바르는 도구인 스펀지 또는 브러시(화장용 솔)로 구성된다. 

스펀지나 부러시는 파우더 용기와는 별도로 제작되어 용기 내에 넣어 두었다가 화장시 꺼내서 사용한다. 따라서, 이

러한 화장용구를 이용하여 화장을 할 때에는 스펀지 또는 브러시에 파우더를 묻힌 후 다시 이 스펀지 또는 브러시를 

피부에 접촉시켜 파우더를 피부에 바른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파우더의 보관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용자도 파우더

를 바르기 위해 두 개의 단계를 거치므로 불편함이 있었다.

한편, 한국실용신안 등록 제 20-246281호에는 액체 파운데이션을 수용하는 용기에 화장용 브러시가 일체로 결합된 

화장용구가 개시되어 있다. 이 화장용구는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밸브, 펌프의 작용으로 액체 파운데이션이 브러시

쪽으로 배출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는 브러시에 묻은 액체 파운데이션을 얼굴 등에 발라 화장을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화장용구는 구조가 복잡하며, 파우더 용구로는 적절치 않다. 구조가 복잡하면 제조과정도 복잡해지고 제

조비용도 상승한다. 또한 도포구조로서 브러시를 이용하는 구성의 경우 브러시(솔)가 가지고 있는 탄성으로 인해 묻

어있던 화장품이 쉽게 날릴 수도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화장용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파우더를 담는 파우더 용기와 파우더를 도포하는 도포구가 

일체로 결합된 파우더 도포용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도포구에 스펀지를 적용함으로써 파우더

가 날리는 것을 감소시킨 파우더 도포용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파우더가 적절한 사용량에 

맞추어 배출되는 파우더 도포용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르면, 개구부를 구비하며 내부에 파우더를 수용하는 파우더 용기와, 상기 파우더 용기의 개구

부를 덮으며 내부에 파우더가 수용될 수 있도록 주머니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미세한 구멍을 갖는 스펀지 시트

로 이루어진 파우더 도포부재와, 상기 파우더 도포부재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상기 파우더 도포부재 내부에 삽입되는 

지지부재를 포함하는 파우더 도포용구가 제공된다.

상기 지지부재는 상기 파우더 용기에 대해 움직이지 않도록 결합되는 기초부와, 상기 기초부로부터 파우더 도포부재 

내로 연장되는 지지부를 구비하며, 상기 기초부에는 상기 파우더 용기 내부와 상기 파우더 도포부재 내부를 연통시키

는 하나 이상의 관통구멍이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지지부의 말단부는 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지지부

재의 상기 기초부를 감싸며, 측벽을 구비하여 상기 도포부재의 하단부가 상기 기초부와 상기 측벽 사이에 압착되어 

끼워지도록 구성된 고정부재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고정부재의 안쪽에 끼워져 고정되며 상기 파우더 

용기의 상부에 결합되는 결합부재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스펀지 시트의 소재는 플로킹 처리된 것일 수 있다.

또한, 본발명에 의하면 상기 파우더 도포용구는 상기 파우더 도포부재를 덮는 덮개를 더 포함하되, 상기 덮개는 상기 

도포부재를 덮는 형태로 제작된 내부 프레임과, 상기 내부 프레임을 감싸는 커버부재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내부 프

레임에는 상기 커버부재의 내부와 통하는 하나 이상의 관통구멍이 구비될 수 있다.

상기 파우더는 화장용 파우더일 수 있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실시예에서는 파우더 도포용구의 하나로서 화장용

구를 들어 설명한다.

도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화장용구의 사시도이며 도2는 종단면도이다. 도1과 도2를 참조하면, 화장용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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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타원형의 기둥형상으로서, 본체(20)와 본체(20)를 덮는 덮개(90)를 구비한다.

도1, 도2, 도3을 참조하면, 본체(20)는 파우더 용기(30)와, 파우더 도포부재(40)와, 고정부재(50)와, 지지부재(60)와,

용기결합부재(80)와, 파우더 마개(70)를 구비한다. 파우더 용기(30)는 내부가 비어있고 일단부가 개방된 타원 형태의

단면형상을 갖는 기둥모양이다. 파우더 용기(30)는 바닥(32)과, 바닥(32)으로부터 위로 연장된 측벽(34)을 구비한다.

바닥(32)의 반대편에는 타원형태의 개방부(36)가 마련된다. 바닥(32)은 둥글게 들어가 있다. 개방부(36)가 마련되는 

측벽(34)의 끝 부분에는 위쪽으로 연장된 결합벽(341)이 마련된다. 도2 및 도3으로부터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결

합벽(341)의 외측면이 측벽(34)의 외측면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결합벽(341)의 외측면과 측벽(34)의 외측면 사

이에는 단턱부(38)가 형성된다. 결합벽(341)의 외측면의 중간부분에는 바깥으로 둥글게 돌 출된 결합턱(342)이 마련

된다. 이 결합턱(342)은 고리모양으로 외측면을 빙 둘러가며 연장된다. 파우더 용기(30)는 플라스틱 수지를 사출성형

하여 만들 수 있다.

도2와 도3을 참조하면, 마개(70)는 파우더 용기(30)의 입구에 끼워지도록 타원형으로 형성된 몸체(72)와, 몸체(72)의

중앙에 돌출되어 연장된 손잡이(76)를 구비한다. 몸체(72)의 상부 가장자리에는 플랜지(78)가 마련된다. 플랜지(78)

는 마개(70)를 끼웠을 때 파우더 용기(30)의 결합벽(341)의 바깥으로 돌출하지 않는 크기로 형성한다(도2 참조). 도2

를 참조하면, 이러한 형태의 마개(70)는 파우더 용기(30)의 개방부(36)에 끼워져 개방부(36)를 막는다. 이때, 마개(70

)의 몸체(72)의 외측면은 파우더 용기(30)의 내측면과 접한다. 또한, 마개(70)의 플랜지(78)는 파우더 용기(30)의 결

합벽(341) 끝단에 걸려 마개(70)가 더 이상 용기(30)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마개(70)는 플라스틱 수지를 

사출성형하여 제조할 수 있다. 이 마개(70)는 최초 사용 전에 파우더가 용기(30)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사용자는 최초 사용시에 이 마개(70)의 손잡이(76)를 잡고 마개(70)를 빼내어 제거한 후 사용한다. 한편, 처음부터 이

마개(70) 없이 판매할 수도 있다.

도2와 도3을 참조하면, 용기결합부재(80)는 양단부가 개방된 타원형태의 짧은 관 모양으로서, 내측면이 파우더 용기(

30)의 결합벽(341)의 외측면과 마주보도록 결합된다. 용기결합부재(80)의 상단부는 통로의 넓이가 줄어들도록 안쪽

으로 연장된 돌출플랜지부(82)를 형성한다. 용기결합부재(80)의 내측면에는 파우더 용기(30)의 결합벽(341)의 결합

턱(342)이 끼워지도록 마련된 결합홈(84)이 형성된다. 용기결합부재(80)의 외벽면에는 양단부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원형의 돌기(86)가 외측면 둘레에 걸쳐 촘촘하게 다수 마련된다. 이 돌기(86)는 후술하는 고정부재(50)가 강하게 끼

워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도2와 도3을 참조하면, 지지부재(60)는 기초부(62)와, 기초부(62)로부터 위쪽으로 연장된 얇은 판 모양의 지지부(64)

를 구비한다. 기초부(62)는 파우더 통로구멍(661)들이 마련된 타원형의 평면부(66)와, 평면부(66)로부터 아래로 연

장된 측벽(68)을 구비한다. 측벽(68)의 끝단면은 용기결합부재(80)의 돌출플랜지부(82) 위에 얹어지는데, 바람직하

기로는 도시된 바와 같이 측벽(68)의 내측의 끝단이 돌출플랜지부(82)의 내측 가장자리와 일치하는 것이 좋다. 평면

부(66)에는 다수의 원형 파우더 통로구멍(661)이 마련되는데, 지지부(64)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각각 3개씩 마련된

다. 그러나, 본 발명은 파우더 통로구멍(661)의 모양 및 개수가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큰 통로구멍을 구

비할 수 있으며 작은 통로구멍을 다수 구비할 수도 있다.

지지부(64)는 평면부(66)로부터 돌출되는데 타원형인 평면부(66)의 장축을 따라 놓인다. 지지부(64)는 끝으로 갈수

록 더욱 얇아지며 끝은 대체로 반원형이다. 지지부(64)의 양측면에는 평면부(66)의 중심부로부터 지지부(64)를 따라 

위로 지지부(64) 중간까지 연장된 보강리브(641)가 마련된다. 도2를 참조하면, 기초부(62)는 용기결합부재(80) 위에 

놓여지고 후술하는 고정부재(50)내에 수용되어 고정된다. 지지부(64)는 후술하는 주머니형의 파우더 도포부재(40) 

내부에 수용되어 파우더 도포부재(40)가 형체를 유지하도록 파우더 도포부재(40)를 지지한다. 지지부재(60)는 연질 

플라스틱을 사출성형하여 제조할 수 있다. 연질 플라스틱 수지로 제조하면 지지부(64)의 얇은 끝단부는 양옆으로 어

느 정도 휘어질 수 있어, 파우더를 피부에 도포할 때, 딱딱한 느낌을 감소시킨다.

도2와 도3을 참조하면, 고정부재(50)는 타원형태의 제1 측벽(521)과, 제1 측벽(521)의 상단부에서 수직으로 안쪽으

로 꺾여 연장된 제1 단턱부(522)를 구비한다. 제1 측벽(521)의 크기는 용기결합부재(80)의 외측에 꼭 끼워져 용기결

합부재(80)와 결합할 수 있게 정해진다. 고정부재(50)는 제1 단턱부(522)의 끝에서 수직으로 꺾여 연장된 제2 측벽(5

41)과, 제2 측벽(541)의 끝단에서 수직으로 안쪽으로 꺾여 약간 연장된 제2 단턱부(542)를 구비한다. 제2 측벽(541)

은 그 내부에 지지부재(60)의 기초부(62)를 수용하도록 크기가 정해진다.

도2를 참조하면, 제1 측벽(521)의 안쪽에는 용기결합부재(80)가 수용된다. 제1 측벽(521)은 용기 결합부재(80)의 돌

기(86)와 강하게 밀착하여 고정부재(50)와 용기결합부재(80)가 끼워져 고정된다. 제2 측벽(541)의 내부에는 지지부

재(60)의 기초부(62)가 수용된다. 기초부(62)의 외측면과 제2 측벽(541) 사이에는 후술하는 파우더 도포부재(40)의 

하단부(44)가 끼워져 압착된다. 지지부재(60)를 고정부재(50)에 끼웠을 때 지지부(64)는 제2 단턱부(542) 안쪽의 개

방부(543)를 통해 외부로 돌출된다. 제2 단턱부(542) 안쪽 구멍(543)을 통하여 파우더 통로구멍(661)이 노출되도록 

그 크기가 정해진다. 제2 측벽(541)의 외면은 후술하는 덮개(90)의 프레임(100)과 접한다. 고정부재(50)는 알루미늄

과 같은 금속 소재로 드로우잉 성형하여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도1과 도2를 참조하면, 파우더 도포부재(40)는 스펀지 시트를 주머니 형태로 만들어 그 내부에 파우더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파우더 도포부재(40)는 고정부재(50)의 외부로 노출되며 파우더를 수용할 수 있는 도포부(42)를 

구비한다. 도포부재(40)의 하단부(44)는 고정부재(50) 안에 삽입되어 고정부재(50)와 기초부(62) 사이에 끼워져 압

착되어 고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하단부(44)는 고정부재(50)의 제2 측벽(541)과 지지부재(60)의 기초부(62) 사이에 

끼워져 파우더 도포부재(40)가 고정되는 것이다. 도포부(42) 안에는 지지부재(60)의 지지부(64)가 내장되어 도포부(

42)의 형태를 유지해 준다.

파우더 도포부재(40)는 스펀지 시트 2장을 재단하여 아래쪽이 열리도록 그 끝을 접합하여 제조할 수 있다. 스펀지 시

트로는 그 내부에 미세한 기포구멍을 갖는 발포 스펀지 소재를 사용한다. 상기 미세 기포구멍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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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펀지 시트를 관통하는 다수의 구멍이 형성될 수 있는 오픈셀 구성이다. 스펀지 시트는 예를 들면, 망상의 폴리우레

탄 폼 시트(Reticulated Polyurethane Foam Sheet)를 사용한다. 바람직하기로는, 스펀지 시트의 피부와 닿는 외부

면은 미세한 섬유로 덮여있는 통상 플로킹(flocking)이라고 하는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 좋다. 이 섬유는 예를 들면 나

이론 소재의 미세사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상기 본체(20)의 조립과정은 다음과 같다. 주머니 형태의 도포부재(40)에 지지부재(60)를 넣고 고정부재(50)의 상부

구멍(543) 사이로 도포부재(40)를 통과시키면서 고정부재(50)와 지지부재(60)를 결합한다. 이때, 고정부재(50)의 제

2 측벽(541)과 지지부재(60)의 기초부(62) 사이에는 스펀지 시트가 압착되어 끼워진다. 그 후 결합부재(80)를 고정

부재(50)의 제1 측벽(521) 안쪽으로 강하게 밀어 넣어 압입하면 본체의 상부가 완성된다. 이 본체의 상부를 파우더를

넣고 마개(70)로 막은 용기(30)와 결합하면 본체가 완성되는 것이다.

도1, 도2, 도4를 참조하면, 덮개(90)는 커버부재(92)와 커버부재(92) 안에 고정되는 프레임(100)을 구비한다. 알루미

늄과 같은 얇은 금속의 커버부재(92)는 내부가 비어있고 일단부가 개방된 타원형태의 기둥모양이다. 커버부재(92)는 

편평한 타원형태의 평면부(921)와, 평면부(921)로부터 아래로 연장된 측벽(922)을 구비한다. 커버부재(92)는 덮개(9

0)를 덮었을 때 측벽(922)의 외측면이 파우더 용기(30)의 측벽(34) 외측면과 동일평면 상에 있도록 그 크기를 정하는

것이 좋다. 본 실시예에서는 커버부재(92)의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도2와 도4를 참조하면, 내부 프레임(100)은 타원모양의 고리형태인 기초부(105)와, 기초부(105)에서 위로 연장되는

데 위로 올라갈수록 안쪽으로 모아져 그 끝에서는 둥글게 형성되는 뚜껑부(106)를 구비한다. 기초부(105)는 그 외측

면이 커버부재(92)의 내측면과 접하도록 그 형상이 결정된다. 내부 프레임(100)과 커버부재(92)는 프레임(100) 기초

부(105)의 외측면과 커버부재(92)의 내측면이 강하게 밀착하여 고정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사이를 접착제로 접

합할 수도 있다. 뚜껑부(106)에는 기초부(105)로부터 수직으로 위쪽으로 연장된 외부 리브(102)가 구비된다. 이 외부

리브(102)는 커버부재(92)의 내측면과 접하여 프레임(100)이 커버부재(92) 안에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한다. 뚜껑부(

106)의 끝 부분에는 원형인 관통구멍(107)이 구비된다. 이 관통구멍(107)을 통해 내부 프레임(100) 안의 공기와, 내

부 프레임(100)과 커버부재(92) 사이의 공간(108)에 존재하는 공기가 서로 통할 수 있어, 덮개(90)를 용기(30)로부터

열고 닫을 때 그 공기압으로 인해 파우더가 날리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도2를 참조하면, 프레임(100)의 내부에는

대체로 도포부재(40)의 형상과 상응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다수의 내부 리브(101)가 기초부(105)의 밑단으로부터 뚜

껑부(106)의 중간부분까지 연장되어 마련된다. 덮개(90)가 파우더 도포부재(40)를 덮도록 본체(20)의 상부에 끼워질

때, 이 내부 리브(101)와 고정부재(50)의 제2 측벽(541)이 강하게 밀착하여 본체(20)와 덮개(90)를 결합시킨다. 프레

임(100)은 플라스틱 수지로 사출성형하여 제조할 수 있다.

이하, 도1 내지 도4를 참조하여 상기 화장용구의 작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사용 전에 파우더 용기(30)에서 파우더 마

개(70)를 제거한다. 용기(30)를 거꾸로 하면 화장용 파우더는 지지부재(60)에 마련된 통로구멍(661)을 통해 파우더 

도포부재(40) 안으로 이동한다. 이때, 파우더는 도포부재(40)의 미세한 기포구멍을 통해 바깥으로 조금식 배출되어 

표면에 묻게 되고 사용자는 이 도포부재(40)를 피부에 접촉시켜 자연스럽게 파우더를 피부에 바를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덮개와 본체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결합되는 각종 부재들의 형상이 타원형인 것으로 하여 설

명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각 부재들이 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면 원형 또는 

다각형 등의 어떠한 형상이든 가능하며 이 또한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을 당 업자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화장용구인 실시예를 들어 본 발명을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화장용구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

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은 파우더형의 의약품의 도포용기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본 명세서로부터 쉽게 알 수 있을 것이

며 그러한 용도도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임을 당업자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도포용구로서 화장용구를 사용하면 파우더와 화장용 스펀지가 일체로 구성되므로, 파우더 용기와 파

우더를 피부에 바르기 위한 별도의 브러시 혹은 스펀지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구성에 따르

면 화장(파우더를 도포)할 때나 덮개를 열고 닫을 때 파우더가 많이 날리지 않아 위생적이다. 아울러, 그 구조가 간단

하여 제조가 용이하고 제조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상기 실시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취지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수정,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정과 변경 또한 본 발명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

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파우더를 수용하고 파우더 방출개구부를 가지도록 형성된 파우더 용기와;

상기 파우더 용기의 방출개구부에 연결되며 파우더 통로구멍이 마련된 기초부와, 상기 기초부로부터 상기 파우더 용

기가 형성된 부분과 반대쪽으로 연장되며 압력을 가하면 굽어지고 그 압력을 해제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의 원래 형태

로 복원되기에 충분한 탄성을 가지는 지지부로 구성되는 지지부재와;

상기 지지부재를 감싸며 파우더 입자를 선택적으로 그 안에 보유하고 또한 선택적으로 그를 통하여 통과시키도록 다

수의 미세한 구멍을 갖는 파우더 도포부재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파우더 도포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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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부재의 지지부는 편평한 표면으로 구성되는 파우더 도포용구.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부는 연질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파우더 도포용구.

청구항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부재의 상기 기초부를 감싸며, 측벽을 구비하여 상기 도포부재의 하단부가 상

기 기초부와 상기 측벽 사이에 압착되어 끼 워지도록 구성된 고정부재를 더 포함하는 파우더 도포용구.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부재의 안쪽에 끼워져 고정되며 상기 파우더 용기의 상부에 결합되는 결합부재를 더 포함

하는 파우더 도포용구.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파우더 도포부재는 플로킹 처리된 스펀지 시트로 구성된 파우더 도포용구.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파우더 도포부재를 덮는 덮개를 더 포함하되, 상기 덮개는 상기 

도포부재를 덮는 형태로 제작된 내부 프레임과, 상기 내부 프레임을 감싸는 커버부재를 구비하는 파우더 도포용구.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프레임에는 상기 커버부재의 내부와 통하는 하나 이상의 관통구멍이 구비되는 파우더 도

포용구.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파우더는 화장용 파우더인 파우더 도포용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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