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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 및 그의 리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의한 1실시예의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 및 다층 리드의 부분 단면도.

제2도는 제1도에 나타낸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가 개봉되는 상태를 예시하는 부분 단면도.

제3도는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실시예의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 및 다층 리드의 단면도.

제4도는 제3도에 나타낸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가 개봉되는 상태를 예시하는 부분 단면도.

제5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의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 및 다층 리드의 부분 단면도.

제6도는 제5도에 나타낸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가 개봉되는 상태를 예시하는 부분 단면도.

제7도는  특정  시일  링과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  및,  상기  시일  링의  사용에  의해  밀봉된  본  발명에 
의한 제4실시예의 다층 리드의 부분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리드 부재의 외층                  2 : 리드 부재의 내층

3 : 용기본체                             4 : 플랜지부

5 : 히이트 시일부                      6,7 : 절단선

8 : 파지부(picking portion)        9 : 비 히이트 시일부

10 : 다층 리드의 내층의 잔여부  11 : 히이트 시일 링(heat-seal ring)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용이하게 개봉할 수 있는 포장용기 및 그에 사용되는 리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리드 부재가 견고하게 히이트 시일되어 우수한 밀봉성을 지닐 수  있어 내부의 압력
에  대해  고도의  내압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우수한  용이  개봉성을  지닌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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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사용되는 리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는  식품류의  포장용,  특히  가열  살균  포장용으로  적합하게 사
용된다. 

플래지부를  지닌  용기는  식품류  등을  포장하는데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상기  용기는  내용물이 채
워진  다음  리드  부재를  히이트  시일  시킴에  의해  밀봉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형성된  히이트 시
일용기는  히이트-시일  강도를  증대시킴으로써  밀봉성을  향상시킨  경우  결과적으로  개봉성이 악화되
어  날이  있는  공구  등을  사용하여  개봉  조작을  행하여야  하며,  또  한편,  개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층간  강도를  갖는  재료가  선택된  경우,  온도,  압력  및  시간과  같은  히이트  시일  조건에 
따라,  또는  히이트  시일면들  사이에  끼인  이물질  때문에  밀봉성이  광범위하게  변하여  균일한  층간 
정도가  얻어질  수  없어  그  결과  밀봉성이  감소하는  단점을  갖는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의  용기를 
끓임이나  레토르트  처리(retorttreatment)와  같은  가열살균시에  내압이  증대하는  포장용기로는 사용
할  수  없다.  즉,  하이트  시일면의  리드  부재를  박리함으로써  개봉되는  종래의  밀봉  용기는  견고한 
밀봉 및 용이한 개봉성의 상반되는 목적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층 리드의 하측 리드에 링  노치를 제공하여 리드의 박리시 용이한 박
리를  위해  하측  리드를  절단하는  방법이  일본국  실용신안  공개공보  제148,742/1978호에  게재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부분적인  호울  모양의  개구가  제공되는  용기에만  적용  가능하고  전체  개구부에서 
개봉되는  용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기  방법에  있어서,  밀봉성은  하측  리드의  노치와 
하측  리드의  외측단과의  간격을  띄움으로써  제공되며,  노치  외측의  하측  리드의  일부가  용기의  개봉 
후  개구  내측에  돌출하여  남아있기  때문이다.  즉,  상기  방법에  의해  형성된  용기는  그  내용물이 용
이하게  배출될수  없기  때문에  직접  먹거나  마시기  위한  드링크나  디저어트에는  부적절하다는 문제점
을 갖고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강력한  밀봉성  및  용이한  개봉성을  갖는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  즉,  우수한 밀봉
성과  사용시  양호한  박리  개봉성을  지니며  개봉후  리드가  용기의  개구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기
분좋게 사용될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본  발명의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리드를 제공하
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용기 본체와 상기 용기 본체의 플랜지부에 히이트 시일된 다층 리드 부재로 이루
어지는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가 제공되는데,  상기 다층 리드  부재는 상기 플랜지부와 상기 다층 리
드  부재의  내층  사이의  접착  강도보다  작은  층강  강도를  지님으로써  상기  다층  리드  부재는 개봉시
에  히이트  시일부에  해당하는  부위에서  탈층(delaminate)될  수  있으며,  상기  히이트  시일부의 외측
단으로부터  상기  히이트  시일부의  내측단  또는  내측  부근까지  상기  다층  리드  부재의  내층을 환상으
로 박리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용기  플랜지와의  히이트  시일이  실시되는  위치에  환상의  박리가  용이한  수지층을 
갖는 다층 리드가 제공된다.  그  다층 리드는 본  발명의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의 리드 부재로서 적합
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하, 본원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에  의한  1실시예의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의  부분  단면도이다.  참고부호  1,2는  다층 
리드부재를  표시하며,  부호  1은  상기  리드  부재의  외층을  나타내고,  부호  2는  리드  부재의  내층을 
나타낸다.  또,  참고부호  3은  용기본체를  나타내고,  4는  플랜지부를  나타낸다.  용기본체(3)는 내용물
이  채워진  다음  리드(1,2)로  덮혀지며,  플랜지부(4)에서  다층  리드(1,2)로  긴밀하게  히이트 시일된
다.  참고부호  5는  히이트  시일부를  표시하고,  용기  본체(3)와  다층  리드는  용기의  플랜지부에 긴밀
하게  히이트  시일된다.  참고부호  6은  히이트  시일부의  내측  근방에  환상으로  다층  리드의  내층을 전
달하기  위한  절단선을  나타낸다.  참고부호  7은  파지부(8)에  마련된  절단선을  나타낸다. 플랜지부
(4)에는  히이트  시일부(5)  내측에  비히이트  시일부(9)가  제공된다.  절단선(6)은  비히이트 시일부
(9)상방에서  다층  리드의  내층(2)에  제공된다.  히이트  시일부의  내측단(A)과  절단선(6)  사이에는 바
람직하게는  1  내지  10mm,  더욱  바람직하게는  2  내지  10mm의  간격(t)이  제공된다.  이와  같이 간격
(t)을  갖는  리드  부재가  용기의  내측으로부터  박리될때  응력은  점  A에  집중되므로 절단선(6)으로부
터의  탈층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내측으로부터의  박리강도가  외측으로부터의  박리강도보다 커
서 그 결과, 높은 내압성 및 양호한 밀봉성이 얻어질 수 있다.

용기  본체의  플랜지부와  다층  리드의  내층  사이의  접착력은  긴밀한  밀봉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강력하
여야 한다. 따라서, 접착 강도는 보통 1.5kg/15mm(인장 속도 : 300mm/min, 이하,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상이며,  바람직하게는  2.3kg/15mm이상이다.  한편,  다층  리드의  층간  강도는  박리를 용
이하게  하기  위하여  용기  본체의  플랜지부와  다층  리드의  내층  사이의  접착  강도보다  작아야  한다. 
층간 강도는 보통 1kg/15mm이하,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0.7kg/15mm이다.

비히이트  시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히이트  시일  영역을  조절함으로써  비히이트  시일부가  마련될 
수  있다.  더우기,  t의  길이를  정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는  용기  본체의  플랜지부(4)  또는  히이트 시
일부(5)  내측의  다층  리드의  내층(2)에  열비융착층(heat-nonfusible  layer)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이에의해  그  부분에서의  밀봉이  방지될  수  있다.  또한,  플랜지부(4)의  내주에는  경사면, 단차
면  등과  같은  비히이트  시일면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비히이트  시일면의  상방에  있는  다층 리
드의  내층(2)에  절단선(6)을  제공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히이트  시일부의  내측단(A)과 절단
선(6)  사이에  균일한  간격이  마련될  수  있다.  이  방법은  히이트  시일의  조작을  현저히  용이하게 한
다.  열  비융착층의  재료는  그것이  히이트  시일시의  가열  용융으로  인한  플랜지부와  다층  리드의 접
착을  방지하는  한  특별히  한정되지는  않는다.  참고부호  8은  개봉  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파지부
를  표시하며  용기  본체의  플랜지부의  외측단으로  리드  부재의  일부를  돌출시켜  형성한다.  참고부호 
7은  파지부에  있어서  리드  부재의  내층(2)에  마련된  절단선을  표시하며,  이는  개봉시에  다층  리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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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층의 박리를 용이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절단선은 본  발명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제2도는 제1도에 보인 용기가 그  용기 본체에 히이트 시일된 다층 리드를 박리함에 의
해  개봉되는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절단선  7에서  다층  리드의  탈층이  행해진  다음, 절
단선  6에서  다층  리드의  내층이  절단되어  다층  리드가  박리되며,  따라서  용기는  개봉된다. 절단선
(6)과,  절단선(7)  사이의  다층  리드의  내층(10)은  그것이  플랜지부에  접착된  상태로  용기  본체의 플
랜지부(4)에 남아 있게 된다. 

본  발명의  다층  리드는  용기  본체와의  히이트  시일이  실시되는  위치에서  용이하게  박리할  수  있는 
환상의  수지층을  갖기  때문에  용기  본체의  플랜지부에  타이트하게  히이트  시일  되더라도  용이하게 
박리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리드  또는  커얼부(curl)을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의  플랜지부의  외주에 제공하
여 강도(strength), 강성(rigidity), 사용감 등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는  다층  리드  부재의  탈층을  이용하여  개봉되기  때문에,  리드 부재
는  리드  등의  보강부재가  되더라도  평면  플랜지를  갖는  용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용이하게  박리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리드  부재의  개봉시  다층  부재는  히이트  시일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탈층되며, 
다층  리드의  박리된  내용은  히이트  시일부의  근방이나  내측단에서  환상으로  절단되어  용기를 개봉시
킨다.  절단선은  보통  내층을  절단하기  위하여  마련되며,  절단선은  환상  노치로서  제공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그러나,  다층  리드의  박리시  용이하게  다층  리드의  내층을  절단할  수  있는  것이면 절단선
은  어떠한  형태라도  좋다.  또한  내층에  접하는  층(2층  구조의  경우에는  외층)까지  절단되어  있어도, 
내층의  일부분만  절단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또,  절단선은  원형,  3각형,  4각형  등과  같은  용기 본체
의  형상에  따라  플랜지의  내주에  환상으로  형성하고,  전주에  걸쳐서  형성할  수도  있고  일부는  남겨 
두어도  된다.  다층의  일부를  박리하지  않는  상태로  남겨  두려면  그  박리하지  않는  부분에  절단선을 
형성하지 않는다.

절단선을  형성하는  방법의  예를  들면,  가열  링에  의한  압압,  링  블레이드에  의한  압압,  초음파 
처리,  절삭날에  의한  절삭처리,  레이저  처리,  전단력에  의한  전단을  이용하는  방법,  및  이들의  조합 
등을 포함한다.

제3도에  보인  드롭(오목)  리드의  경우에  절단선의  형성은  플랜지상에  환상의  날카로운  돌기를  갖는 
주형(mold)의  사용에  의하여  시이트(sheet)로부터  드롭(오목)리드의  열  성형과  동시에  실시될  수 있
다.  드롭(오목)  리드는  절단선과  히이트  시일부  사이의  간격이  정확히  고정되고  조정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을  갖는다.  절단선은  리드  부재의  박리되는  내층이  개봉시에  히이트  시일부의  근방이나 
내측단에서  환상으로  절단될  수  있는  한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박리된  내면층의  절단은 내
층의  재료를  선택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제5,6도).  제7도에  보인  바와  같이,  그  양단에서 히이
트  시일  평면으로부터  돌출하는  2개의  돌기를  가지며  내측돌기와  히이트  시일부와의  사이에 비히이
트  시일면을  갖는  히이트  시일  링(11)의  사용에  의해  히이트  시일이  수행되었을때,  리드  부재의 내
층은  히이트  시일부의  내측  및  외측에서  얇아지어  절단이  용이하게  된다.  또한,  절단선의  내측에 해
당하는 부분에 내층이 없는 리드가 사용될 수도 있다.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의  형상은  한정되지는  않으나  보통은  원형,  4각형  등이다.  히이트  시일은 상기
한  현상을  갖는  플랜지부를  따라  환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용기는  컵  모양이나  쟁반형일  수도   있
다.

비록 제1도에 도시한 다층 리드(1,2)는  2층  구조를 갖고 있으나,  본  발명의 다층 리드는 2층  구조나 
그  이상의  다층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바람직한  다층  리드는  기질(외층)  및  밀봉층(내층)으로 이
루어지는데,  상기  기질은  단층필름이나  다층필름의  플라스틱  ;  종이  ;  알루미늄박과  같은  금속박  ; 
또는  이들의  합성물로  구성되고,  상기  밀봉층은  폴리에틸렌  ;  폴리프로필렌  ;  폴리에스터  ; 폴리카
아보네이트  ;  폴리스티렌  ;  에틸렌-α-올레핀  공중합체  ;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체  ; 에틸렌
-메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에틸렌-말레산  무수물  공중합체,  또는  나트륨염,  아연염,  칼슘염과 
같은  에틸렌-아크릴산  공중합체(이오노머  수지)의  금속염과  같은  에틸렌-불화  카르복실산 공중합체
계  수지  ;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된다.  특히  바람직한  것은  폴리에틸렌계  수지로  이루어지는 용
기본체의 내층과 쉽게 히이트 시일될 수 있는 수지로 구성되는 밀봉층을 갖는 것들이다.

내층의  수지에는,  로진(rosin),  변성로진,  폴리테르펜계수지,  스티렌계수지, 사이클로펜타디엔계수
지,  지방성  하이드로카아본,  방향성  석유수지와  같은  점성을  조절하기  위한  수지가  첨가될  수도 있
다.

가열수단을  사용하여  절단선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다층  리드의  형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층재료보다  높은  용융점  및  연화점을  갖는  외층  재료를  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내
층의  재료로서  폴리에틸렌계  수지를  채용하고  그의  외층으로서는  종이,  알루미늄박,  수지층을  갖는 
종이  또는  알루미늄박을  채용하며,  혹은  외층의  재료로서  폴리프로필렌,  폴리아미드, 폴라카아보네
이트 또는 폴리에스터와 같은 내열성 수지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우기,  내층의  재료로서  에틸렌  불포화  카르복실산  공중합체계  수지를  사용하고,  외층의  재료로서 
폴리프로필렌,  폴리카아보네이트,  폴리아미드,  또는  에틸렌-비닐  알코올  공중합체를  사용함으로써 

적당한 층간 강도를 갖는 다층 리드가 얻어질 수 있다.

에틸렌-불포화  카르복실산  공중합체가  내층으로서  사용되었을때(제5,6도),  다층  리드의  바람직한 전
체  두께는  100  내지  1,000μ이다.  또한  내층의  두께는  5  내지  60μ이며,  만약  5μ미만일때는 밀봉후
의  층간  강도가  불층분하게  된다.  60μ이상일  경우는  내층의  절단이  용이하지  않게  되어  리드 부재
의 개봉에 종종 어려움을 야기시킨다.

다층  리드  부재가  박리  가능한  층을  갖는  본  발명의  특징은  가진  것인  한,  본  발명의  용이  개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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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는  필요에  따라  다층  리드의  내측이나  용기  자체의  내측에  밀봉층과  같은  다른  층을  가질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에  있어서,  상기  히이트  시일부의  외측단으로부터  히이트  시일부의 
내측단이나  내측  부근까지  리드  부재의  내층을  환상으로  박리하기  위한  수단은  다음  방법들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즉,  상기  방법은,  (1)  에지  효과(edge  effect)에  의해  절단할  수  있는  내층을  갖는  다층  리드 부재
가 용기 본체와 히이트 시일되는 방법.

(2) 절단선이 마련된 다층 리드 부재가 용기 본체와 하이트 시일되는 방법.

(3) 다층 리드 부재가 용기 본체와 히이트 시일된 다음 얻어진 포장용기에 절단선이 마련되는 방법.

(4)  용기  본체의  개구부와  동일  치수를  갖는  구멍이  사전에  형성되어  있는  밀봉  필름이 리드기질(외
층)에 고착되어 얻어진 다층 리드 부재가 용기본체와 히이트 시일되는 방법.

(5)  리드기질과  용기  본체가  그들  사이에  끼워지는  구멍을  지닌  밀봉필름과  함께  히이트  시일되는 
방법, 또는

(6)  리드기질과  용기  본체가  그들  사이에  끼워지는  도우닛형의  밀봉재료와  하이트  시일되는 방법이
다. 

한편, 본 발명의 다층 리드는 다음 방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즉,  상기  방법은,  (1)  에지효과에  의해  절단될  수  있는  수지층이  다층  리드의  내층으로될 다층재료
에 채용되는 방법.

(2) 다층재료의 내층에 절단선이 마련되는 방법, 또는

(3) 용기의 개구부와 동일 치수를 갖는 구멍이 형성된 밀봉 필름이 리드기질에 고착되는 방법이다.

상기  다층재료는  탈층  가능한  상기  화합물을  지닌  재료를  공압출  성형(co-extruding)하거나 수지필
름, 종이, 알루미늄박을 적층시킴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다층  리드는  제3도에  보인  바와  같이,  드롭(오목)  리드일  수도  있다.  제3도에  보인 
드롭(오목)  리드에  있어서,  박리가  용이한  수지층은  다층  드롭(오목)  리드의  내층에  노치를 형성함
으로써  마련된다.  제4도는  제3도에  보인  다층  드롭(오목)  리드가  드롭(오막)  리드와  용기  본체를 가
열  밀봉시킴에  의해  형성된  용기로부터  박리되는  상태를  예시하고  있다.  리드  외층과  박리가  용이한 
수지층  사이에서  탈층이  된후,  다층  리드의  내층은  노치(6)에서  절단되어  드롭(오목)  리드가 박리된
다.  박리가  용이한  수지층은  용기  본체의  플랜지부(4)에  부착된  채로  남는다.  드롭(오막)  리드가 박
리된다.  박리가  용이한  수지층은  용기  본체의  플랜지부(4)에  부착된  채로  남는다.  드롭(오막) 리드
의  함몰  형상은  그  함몰이  공기를  빼기  위하여  용기본체의  개구부내로  끼워지는한  특별히 한정되지
는  않으며,  만곡형상이나  저면이  평면인  형상  등으로  될수도  있다.  드롭(오목)리드를  형성하는 방법
의  예를  들면,  진공성형  및  가압성형과  같은  열성형과  프레스  성형을  포함한다.  상기한  드롭(오목) 
리드는  내용물이  유동하여  히이트  시일부를  더럽히더라도  우수한  밀봉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우수한  개봉성을  지니기  때문에  히이트  시일온도,  압력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히이트  시일강도를 증
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의  본체는  리드  부재가  플랜지부에  강하게  히이트  시일되는한  재료, 
층의 구조, 제작방법 등에 제한받지 않는다.

용기  본체용으로  사용될  수지의  예를  들면  폴리올레핀계  수지,  폴리스티렌계  수지,  폴리아미드수지, 
폴리에스터계수지,  에틸렌-비닐  알코올  공중합체,  폴리아크릴로니트릴,  폴리비닐덴클로라이드,  무기 
충전물의  5  내지  70중량%로  혼합된  수지,  및  이들의  혼합물  등을  포함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들 
수지에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불포화  카르복실산으로  변성한  변성  폴리올레핀  또는  이의  유도체, 또
는 각종 첨가제가 혼합될 수도 있다.

이들  수지들은  시이트의  열성형,  사출성형,  블로우성형,  사출-블로우성형  등에  의하여  단층  용기 또
는  다층  용기로  성형된다.  용기  본체의  재질은  수기  외에도  알루미늄이나  철과  같은  금속,  종이 등
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기는  예컨대  불포화  카르복실산으로  변성된  수지  또는  그의 
유도체를  함유하는  열용융성  내층을  갖는  다층  용기로  보통  형성한다.  여기에서,  금속은  또한 증착
층(vapour-deposited layer)으로 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개봉이  용이한  포장용기의  용기  본체  또는  다층  리드  부재의  내층에  열  비융착층이 제공
될때,  열  비융착층의  재료는  상기한  바와  같이  특별히  한정되지는않으며,  보통은  고용융점을  지닌 
열가소성  수지나  열경화성  수지이다.  사용  가능한  이러한  수지의  예를  들면,  폴리아미드수지, 폴리
에스터수지,  폴리아미드-피록실린  공중합체,피록실린-실리콘  수지  공중합체,  실리콘수지,  우레탄 수
지,  아미노알키드수지,  및  왁스를  포함하며,  그  두께는  대략  1  내지  15μm가  바람직하다.  열 비융착
층은 도포, 인쇄, 특히 그라비야인쇄(gravure)나 접착으로 형성된다.

본 발명의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는 다음의 간단한 조작에 의해 쉽게 개봉될 수 있다.

예컨대  제1도에서  내층(2)과  외층(1)  사이의  다층  리드  부재의  탈층은  파지부(8)를  상방으로 들어올
림에  의해  절단선  7에서  개시되어  절단선  6으로  진행된다.  다층  리드의  박리된  내층은  절단선  6에서 
절단되어  다층  리드가  박리된다.  절단선(6)은  플랜지부(4)  상방에서  다층  리드의  내층에  제공되므로 
용기  본체에  남아  있는  다층  리드의  내층의  잔여부(10)는  플랜지부  내측으로  돌출하지  않으며, 개봉
된  용기는  기분좋게  사용될  수  있다.  더우기,  본  발명의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는  비록  히이트  시일 
강도가  증가하더라도  용이하게  박리되고,  끊임이나  레토르트  처리에  견딜수  있을  정도로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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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열성을  지니기  때문에  개봉후  사용시  상쾌한  느낌을  주는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가  제공될  수 
있다. 

제7도에  보인  시일  링을  사용함에  의해  형성되는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는  간격  t의  길이와  외주의 
박리개시 위치가 보다 용이한 개봉을 위해 일정하게 조정되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

다층 리드 부재는 리브나 커얼과 같은 용기 본체의 형상에 무관하게 박리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고도의  밀봉  강도와  우수한  밀봉성을  갖는  탁월한  특성의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
가  제공되어  비록  리브  등이  용기  본체에  제공되더라도  안정된  개봉력으로  용이하게  개봉되고, 개봉
후  사용시  상쾌한  느낌을  주며,  또한  끓임이나  레로트르  처리에  견딜수  있을  정도로  양호한 내열성
을  갖는다.  더우기,  용이한  개봉을  확보하기  위하여  히이트  시일조건에  대한  통상의  조정이 불필요
하고  히이트  시일이  강력한  밀봉  조건하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밀봉성이  불량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본 발명의 개봉이 용이한 포장용기의 실용가치는 매우 크다.

다음 실시예들은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실시예들에 의해 본  발명이 한
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내지 4

[실시예 1]

플래지를  갖는  용기  본체(60mmψ×40mmH)가  가압  열성형에  의해  고밀도  폴리에틸렌  사이트로부터 형
성되었다.  고밀도  폴레에틸렌층(내층,  60μ)과  수지  혼합물층(80중량%의  폴리프로필렌  및  20중량%의 
저밀도  폴리에틸렌)(외층,  140μ)으로  구성되고  하이팅  블레이드에  의해  형성된  노치(6)를  지닌 리
드 부재를,  2mm의  간격 t가  얻어질 수  있도록 180℃의 온도,  1초의 시간,  1.5kg/㎠의  압력의 히이트 
시일조건하에서 용기의 플랜지부에서 히이트 시일 시켰다.

다층  리드  부재가  상기에  따라  형성된  용기로부터  박리되었을때  다층  리드  부재에서  탈층이 행해지
고,  리드  부재의  내층이  절단선에서  절단되며,  따라서,  용기는  용이하게  개봉되었다.  용기를 90℃에
서 30분간 끓었을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실시예 2]

플랜지를  갖는  용기  본체(60mmψ×40mmH)가  가압  열성형에  의해  고밀도  폴리에틸렌  시이트로부터 형
성되었다.  제3도에  보인  형상을  지니고  고밀도  폴리에틸렌층(내층,  60μ)과  수지 혼합물층(80중량%
의  폴리프로필렌  및  20중량%의  저밀도  폴리에틸렌)(외층,  140μ)으로  구성되며  히이트  시일부의 내
측에서  히이팅  블레이드에  의해  형성된  노치(6)를  갖는  드롭(오목)  리드를,  2mm의  간격  t가 얻어지
도록  180℃의  온도,  1초의  시간,  1.5kg/㎠의  압력의  히이트  시일조건하에서  용기의  플랜지부에 히이
트 시일시켰다.

드롭리드가  상기에  따라  형성된  용기로부터  박리되었을때  다층  드롭(오목)  리드에서  탈층이 행해지
고,  드롭(오목)  리드의  내층이  노치에서  전달되며,  따라서  용기는  용이하게  개봉되었다.  또한, 개봉
력도 안정되었다.

[실시예 3]

플랜지를  갖는  용기  본체(60mmψ×40mmH)가  가압  열성형에  의해  폴리프로필렌  시이트(800μ)로부터 
형성되었다.  제3도에  보인  형상을  갖는  말레산  무수물층(내층,  60μ)으로  변성된  폴리프로필렌과 알
루미늄  시이트(외층,  80μ)로  구성되며  히이트  시일부의  내측에  히이팅  블레이드로  형성된 노치(6)
를  갖는 드롭(오목)  리드를,  2mm의  간격 t를 얻기 위해 210℃의 온도,  2초의 시간,  및 10kg/㎠의 압
력의 히이트 시일조건하에서 용기의 플랜지부에 히이트 시일 시켰다.

드롭(오목)  리드가  상기에  따라  형성된  용기로부터  박리될시,  다층  리드에서  탈층이  행해지며, 리드
의 내층이 노치에서 절단되어 용기는 용이하게 개봉된다. 또한, 개봉력도 안정되었다.

[실시예 4]

이  실시예에서는  에틸렌  불포화카르복실산  공중합체가  다층  리드  부재의  내층으로  사용되었으며, 히
이트 시일은 내층에 절단선을 형성함이 없이 수행되었다.

표에서  보인  구성의  드롭(오목)  리드  부재와  표에서  보인  재료의  용기  본체(가압  열  성형된 용기본
체(60mmψ×40mmH)를  170℃의  온도,  1초의  시간,  4kg/㎠의  압력의  히이트  시일  조건하에서  히이트 
시일시켰다.

얻어진 용기의 밀봉성을 표에 나타냈다.

제1번  내지  제7번의  용기들은  모든  밀봉성에서  우수했다(지각  시험).  용기를  90℃에서  30분간 끓였
을대  모든  특성에서  변함이  없었다.  제8번  내지  제11번에  있어서는  모든  특성에서  만족할  수는 없었
다.

표에서 약자는 각각 다음을 뜻한다.

HOPE : 고밀도 폴리에틸렌

PS : 폴리스티렌

PP : 폴리프로필렌

EVA  :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체계  고  용융  점착수지,  HIRODAIN  #7571(히로다인  인더스트리 
컴패니 리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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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omer : SARLIN #1652(이. 아이. 듀 퐁드 네무르스 앤드 컴패니)

PET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 : 저밀도 폴리에틸렌

[표 1]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용기본체와  상기  용기본체의  플랜지부에  히이트  시일되는  다층  리드  부재로  이루어지는  용기 배봉성
의 포장용기에 있어서,  상기 다층 리드 부재는 상기 플렌지부와 상기 다층 리드 부재의 내층 사이의 
접착강도보다  작은  층간  강도를  지니고  이에  의해  상기  다층  리드  부재가  개봉시에  히이트  시일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탈층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상기  히이트  시일부의  외측단으로부터  상기  히이트 
시일부의  내측단이나  내측부근까지  상기  다층  리드  부재의  내층을  환상으로  박리하기  위한  수단이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층  리드  부재의  내층을  박리하기  위한  하이트  시일부의  내측단이나  내측 부
근에서  다층  리드  부재의  내면층에  환상으로  마련된  절단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이  개봉성  포장 
용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1  내지  10mm의  간격이  절단선과  히이트  시일부의  내측단  사이에  마련되는  것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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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으로 하는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용기  본체의  플랜지부와  다층  리드  부재의  내층사이의  접착강도는  1.5kg/15mm보다 
작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다층  리드  부재의  층간  강도는  1kg/15mm보다  크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개봉성 포장용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다층 리드 부재는 드롭(오목) 리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이 개봉성 포장용기.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다층 리드 부재의 일부는 파지부를 형성하기 위해 플랜지부의 외측단으로 
돌출하며,  절단선이  상기  파지부에서  다층  리드  부재의  내층에  마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개
봉성 포장용기.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다층  리드  부재의  내층에  인접한  층은  금속,종이,  또는  다층  리드  부재의  내면층 
수지의  융점  또는  연화점보다  높은  융점  또는  연화점을  갖는  수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이 개봉
성 포장용기.

청구항 9 

용기  본체에  히이트  시일이  실시될  위치에  환상의  용기  박리성  수지층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리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다층 리드 부재의 내층에 인접한 층은 금속,  종이,  또는 다층 리드 부재의 내층 수
지의 융점 또는 연화점보다 높은 융점 또는 연화점을 갖는 수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리드.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다층 리드는 드롭(오목) 리드인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리드.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용이  박리성  수지층에  히이트  시일부  내측의  내층을  둘러싸는  환상  노치가 마
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리드.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다층 리드의 내층은 폴리에틸렌계 수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리드.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다층  리드의  내층은  에틸렌-불포화  카르복실산  공중합체  수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다층 리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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