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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마루 타일은 2개층의 유연성 플라스틱 시트 소재를 오프셋 형태로 구성한 적층판으로 각층에는 하나의 오프셋

가장자리 부분을 포함한다. 각 오프셋 가장자리는 서로 마주보는 접착제 도포 면으로 구성된다. 상기 마루 판자의 적층 구

조에는 하나의 폼 층과/또는 하나의 화이버글라스 시트를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마루 타일은 마루 기저의 표면 굴곡에 밀

착될 수 있다. 상기 마루 타일의 저면층은, 상기 층이 플라스틱 시트이건 폼이건 간에, 상기 마루 기저의 굴곡에 밀착된다.

하나의 원피스 릴리즈 포장 장치는 상기 오프셋 가장자리 부분의 상호 마주보는 접착제 도포면들은 커버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적어도 2개 측면의 제1정사각형 형태와 디자인 패턴과 제1하면으로 구성된 제1상면, 상기 제1상면은 마루 타일의 상면

을 구성하는 상기 디자인 패턴으로 구성된 유연성 플라스틱 시트 소재의 제1층; b) 적어도 2개 측면으로 구성된 제2정사각

형, 제2상면 및 제2하면으로 구성된 유연성 플라스틱 소재의 제2층; c) 오프셋 형태로 적층된 상기 제1과 2층, 상기 제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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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기 제1하면은 상기 제2층의 제2상면과 접촉하고; d) 상기 제1및 제2층의 단층 적층 구조는 상기 제1층의 제1오프셋

가장자리 부분과 상기 제2층의 제2 오프셋 가장자리 부분, 상기 제1층의 상기 제1가장자리 부분은 상기 제2층의 상기 옆

모서리들 중 적어도 하나의 옆 모서리를 넘어 연장되어 있고, 상기 제2층의 상기 제2 가장자리 부분은 상기 제1층의 옆 모

서리를 넘어 연장되어 있고; e) 상기 제1오프셋 가장자리 부분은 상기 제1층의 상기 제1저면의 일부분인 제1 가장자리 저

면을 포함하며, 상기 제2오프셋 가장자리 부분은 상기 제2층의 상기 제2상면의 일부분인 제2가장자리 상면을 포함하며,

상기 제1가장자리 하면과 상기 제2가장자리 상면은 노출된 접착 도포 면을 포함하며; f) 상기 제1및 제2층은 각각 소정의

두께를 포함하고 있어 상기 제1및 제2층의 적층이 상기 마루 타일이 놓일 마루 바닥의 표면 굴곡에 밀착할 수 있는 유연성

을 부여하며; g) 상기 제2층의 상기 플라스틱 시트 소재는 상리 마루 타일이 놓일 마루 바닥의 표면 굴곡에 밀착될 수 있는

소정의 유연성을 포함하여, 상기 제2층은, 상기 마루 바닥에 평평하게 위치시킬 경우, 상기 마루 바닥의 표면 굴곡에 밀착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 타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및 제2 정사각형은 합동 정사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 타일.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오프셋 가장자리 부분은 상기 제2층의 2개의 교차하는 옆 모서리를 넘어 연장되어 상기 제1오프

셋 가장자리 부분이 'L'자 형태를 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 타일.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오프셋 가장자리 부분은 상기 제1층의 2개의 교차하는 옆 모서리를 넘어 연장되어 상기 제2오프

셋 가장자리 부분이 'L'자 형태를 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 타일.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2오프셋 가장자리 부분은 상기 제1층의 2개의 교차하는 옆 모서리를 넘어 연장되어 상기 제2오프

셋 가장자리 부분이 'L'자 형태를 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 타일.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제3 정사각형 형태를 가진 유연성 폼 소재의 제3층을 포함하며, 상기 제3층은 상기 제2층의 상기 제2하

면에 접착되어 있고, 상기 제2층과 함께 연장 가능하여, 상기 제2및 제3층은 공통의 외주면을 포함하며, 상기 제3층의 폼

소재는 상기 마루 타일이 위치할 마루 기저의 표면 굴곡에 밀착하기 위한 소정의 두께와 밀착성을 포함하여, 상기 제3층은

상기 마루 타일의 기저 굴곡에 밀착되면, 상기 제3층은 상기 마루 기저에 위치할 경우, 상기 마루 기저의 표면 굴곡에 밀착

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 타일.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오프셋 가장자리 부분의 상기 접착제 도포 제1가장자리 하면과 상기 제2오프셋 가장자리 부분의

상기 접착제 도포 제2가장자리 상면을 커버하기 위한 원피스 릴리즈 커버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릴리즈 커버 부재는 상기

접착제 도포 제1가장자리 하면과 상기 제2가장자리 상면 위로 연장되는 하나의 통짜 조각 릴리즈 소재로 구성되어 있어

상기 제1및 제2 오프셋 가장자리 부분의 노출 접착 도포면을 커버하며, 상기 하나의 통짜 조각 릴리즈 소재는 상기 제1및

제2가장자리 부분의 상기 노출 접착 도포면을 커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 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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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a) 적어도 2개 옆 모서리의 제1정사각형 형태와 제1상면 및 제1하면을 포함하는 플라스틱 시트 소재의 제1층; b) 적어도

2개 옆 모서리의 제2정사각형 형태를 포함하는 플라스틱 시트 소재의 제2층, 제2상면 및 제2하면; c) 단층 형태로 적층된

상기 제1층과 제2층, 상기 제1층의 상기 제1하면은 상기 제2층의 제2상면과 접촉하고; d) 상기 제1및 제2층의 단층 적층

구조는 상기 제1층의 제1오프셋 가장자리 부분과 상기 제2층의 제2 오프셋 가장자리 부분, 상기 제1층의 상기 제1가장자

리 부분은 상기 제2층의 상기 옆 모서리들 중 적어도 하나의 옆 모서리를 넘어 연장되어 있고, 상기 제2층의 상기 제2가장

자리 부분은 상기 제1층의 옆 모서리를 넘어 연장되어 있고; e) 상기 제1오프셋 가장자리 부분은 상기 제1층의 상기 제1저

면의 일부분인 제1 가장자리 저면을 포함하며, 상기 제2오프셋 가장자리 부분은 상기 제2층의 상기 제2상면의 일부분인

제2가장자리 상면을 포함하며, 상기 제1가장자리 하면과 상기 제2가장자리 상면은 노출된 접착 도포 면을 포함하며; f) 상

기 제1오프셋 가장자리 부분의 상기 접착제 도포 제1가장자리 하면과 상기 제2오프셋 가장자리 부분의 상기 접착제 도포

제2가장자리 상면을 커버하기 위한 릴리즈 커버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릴리즈 커버 부재는 상기 노출된 접착제 도포 제1

가장자리 하면과 상기 제2가장자리 상면 위로 연장되는 하나의 통짜 조각의 릴리즈 소재로 구성되어 있어 상기 제1및 제2

오프셋 가장자리 부분의 노출 접착 도포면을 커버하며, 상기 하나의 통짜 조각의 릴리즈 소재는 상기 제1및 제2가장자리

부분의 상기 노출 접착 도포면을 커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 타일.

청구항 9.

제8에 있어서, 상기 커버 부재는 원피스 부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 타일.

청구항 10.

동일한 정사각형 형태의 2개 층으로 구성된 플라스틱 소재의 적층판, 상기 2개 층은 오프셋 형태로 적층되어 각층에 오프

셋 가장자리 부분을 형성하여, 상기 각층의 상기 오프셋 가장자리 부분은 다른 한 층의 적어도 2 옆 모서리 너머로 연장되

며, 상기 오프셋 가장자리의 각 부분은 서로 마주보는 접착제 면을 형성하는 마루 타일을 포장하는 방법, 상기 방법은 릴리

즈 커버 소재의 제1부분을 하나의 오프셋 가장자리 부분의 접착제 도포에 접촉시키고, 상기 릴리즈 커버 소재의 제2부분

을 다른 오프셋 가장자리 부분의 상기 접착제 도포면에 접촉시켜, 상기 양 오프셋 가장자리 부분의 노출된 접착제 도포면

을 커버하기 위해 유연성 릴리즈 소재의 하나의 통짜 조각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 타일 포

장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마루 기저에 붙이지 않고 상기 마루 기저에 설치가 가능한 마루 타일에 관한 것으로, 특히 마루 기저 위의 인접

유사 마루 타일에 설치가 가능한 유연성 있는 마루 타일로 마루 기저의 표면 곡선과 요철 굴곡에 밀착 가능한 마루 타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상기 마루 타일용 포장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미국 특허 제 1,978, 075 (발명자 버터워스)에는 유사 블록들을 나란히 접합하기 위한 은촉 이음(tongue and groove

engagement)으로 구성된 나무 블록 마루 까는 재료(flooring)를 개시하고 있다. 상기 블록들이 나무로 구성되어 있기 때

문에 단단하고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마루 기저의 표면 곡선과 요철 굴곡에 밀착이 용이하지 않다. 상기 나무 블록들

은 또 마스틱 (mastic. 회반죽)이나 못으로 마루 기저에 접착할 수 있다.

미국 특허 제 2,914,815(발명자 알렉산더)에는 합판으로 구성된 오프셋 베이스 부재(offset base member)를 포함하는

각 블록들이 서로 맞물림 상태의 마루 까는 재료 시스템을 개시하고 있다. 상기 합판 기저 부재들은 상기 블록들에 적층되

어 있어 유사 블록들이 나란히 접합되도록 한다. 상기 합판 기저 부재들도 또한 단단하고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블록들은 마루 기저의 표면 굴곡과 요철에 밀착이 용이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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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제 3,554,850 (발명자 클러)에는 유사 파케이(나무 쪽으로 모자이크한 마루) 부분을 나란히 접합하기 위해 돌출

부를 포함한 파케이 마루 까는 재료를 보여주고 있다. 상기 파케이 나무 까는 재료는 단단하고 유연성이 없어 마루 기저의

표면 굴곡과 요철에 밀착이 용이하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마루 기저에 붙이지 않고 상기 마루 기저에 설치가 가능한 마루 타일에 관한 것으로, 특히 마루 기저 위의 인접

유사 마루 타일에 설치가 가능한 유연성 있는 마루 타일로 마루 기저의 표면 곡선과 요철 굴곡에 밀착 가능한 마루 타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상기 마루 타일용 포장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본 출원은 2005년 12월29일 출원된 특허 번호 11/321,015에 대한 계속 일부 출원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마루 타일은 도 1과 같이 도면 부호 10을 부여한다.

상기 마루 타일 (10)은 유연성 플라스틱 시트(sheet) 소재의 상층(14)과, 유연성 플라스틱 시트 소재의 중간층(16) 및 유연

성 폼(foam)소재의 저면 층(18)의 적층 구조로 되어 있다. 상기 모든 층(14, 16, 18)들은 동일한 크기와 모양의 정 사각형

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상층(14)과 중간층(16)은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으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시

트 소재와 같은 비닐 플라스틱 소재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상층(14)의 상면(24)에는 자연목을 닮은 인조 목재 무늬 디자인

(도 6)과 같은 디자인이 부여되어 있다. 상기 저면 층(18)은 폴리우레탄 폼과 같은 부드러운 유연성 폼 소재로 구성되어 있

다.

상기 중간 플라스틱 층(16)과 저면 폼 층(18)은 공통의 외주 면을 갖도록 연장되어 적층 되어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상층

(14)은 중간층(16)과 단(offset)이 지면서 중간층(16)과 적층 되어 있는 구조이다. 상기 단층 구조에서, 상기 상층(14)의

옆 모서리 (26. 도 1)은 상기 중간층 (16)의 대응하는 옆 모서리(32)를 지나 단차 'a' 만큼 연장되어 있고, 상기 옆 모서리

(26)에 직각인 상기 상층 (14)의 다른 옆 모서리(34)는 상기 중간층 (16)의 대응하는 옆 모서리(40)를 지나 길이 'a' 만큼

연장되어 있어, 상기 상층(14)은 전체적으로 보아 'L'자 형태의 가장자리 부분(42)을 형성한다.

또한, 상기 단층 구조에서, 상기 중간층(16)의 옆 모서리(46. 도 1)는 상기 상층(14)의 대응하는 옆 모서리(48)를 지나 길

이 'a' 만큼 연장되어 있고, 상기 옆 모서리(46)에 직각인 상기 중간층 (16)의 다른 옆 모서리(50)는 상기 상층(14)의 대응

하는 옆 모서리(56)를 지나 길이 'a' 만큼 연장되어 있어, 상기 중간층 (16)은 전체적으로 보아 'L'자 형태의 가장자리 부분

(58)을 형성한다.

상기 'L'자 형태의 가장자리 부분(42)으로 형성한 상기 상층(14)과 상기 'L'자 형태의 가장자리 부분(58)으로 형성된 상기

중간층(16)은 크기와 모양이 동일하다.

상기 플라스틱 상층(14)와 상기 플라스틱 중간층(16)을 적층하기 위한 적절한 접착제는 대략 하기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

다.

a) SIS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탄성중합체) 35%

b) 석유 수지 54.5%

c) 미내럴 오일 10%

d) 산화 내성 BHT (2,6-di-tert-butyl-p-cresol) 0.05%

상기 상층과 중간층(14, 16)을 접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상기 플라스틱 상층(14)의 하면 (64. 도 3)과 상기 플라스틱 중간층

(16)의 상면(66)에 도포된다. 상기 플라스틱 상층(14)의 하면 (64. 도 3)과 상기 플라스틱 중간층(16)의 상면(66)에 도포하

는 것과 같은 접착제를 저면 폼 층(18)을 플라스틱 중간층(16)에 접착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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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L'자 형태의 가장자리 부분(42)은 상기 상층(14)의 상기 하면(64)의 일부인 하향 접착 면(72. 도 1)으로 구성되어 있

고, 상기 'L'자 형태의 가장자리 부분 (58)은 상기 중간층(16)의 상기 상면(66. 도3)의 일부인 상향 접착 면(74. 도 1)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노출된 접착 면(72, 74)상의 접착제는 상기 플라스틱 상층(14)과 상기 플라스틱 중간층(16)을 함께

접착시키는데 사용되는 접착 소재이다.

상기 마루 판자(10)의 크기는 선택의 문제이나, 상기 상층(14), 상기 중간층 (16) 및 상기 저면 층(18)의 적정한 크기는, 예

를 들어, 가로 12인치, 세로 12인치로 할 수 있다. 이보다 작거나 더 큰 크기의 사각형 타일은 선택의 문제이다. 상기 상층

(14)과 중간층(16)의 두께는, 예를 들어, 각각 약 2.0mm와 2.5mm로 할 수 있다. 상기 저면 폼 층(18)의 두께는, 예를 들

어, 약 3mm로 할 수 있다. 상기 연장 길이 'a'는, 예를 들어, 약 3/4인치로 할 수 있다. 더 긴 연장 길이는 규격이 큰 타일에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마루 타일(10)은,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매우 유연해, 상기 마루 타일(10)이 수용되는 마루 기저 (102. 도5)의 표

면 곡선의 여러 전형적인 굴곡형태에 잘 밀착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유연성 폼 소재의 저면 층(18)은 일반적으로 표면 요

철이라고 알려진 상기 마루 기저(102)의 작은 돌출부 및 다른 흠집들을 잘 수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상기 폼

소재 저면 층(18)의 특성으로 인해 상기 마루 타일(10)은 상기 흠집들을 잘 수용해 상기 마루 기저(102)에 평평하게 놓이

게 된다.

상기 마루 타일(10)을 옆과 끝으로 나란히 설치할 경우, 상기 상층(14)의 상기 'L'자 형태의 가장자리 부분 (42)의 상기 하

향 접착 면(72)은 상기 중간층 (16)의 'L'자 형태의 가장자리 부분 (58)의 상향 접착 면 (74)과 맞물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마루 타일(10)의 조립 제품을 형성하게 된다. 상기 마루 타일(10)을 2개 조립할 때, 하나의 마루 타일(10) 마루

기저(102)와 약 45도 각(미 도시)을 이루며, 인접 다른 마루 타일(10)의 대응하는 상향 접착 면 (74. 도 1)에 접하게 된다.

상기 마루 타일 조립 형태(80. 도2)는 기존의 여러 마루 타일 조립 형태의 단지 한 예에 불과하다.

상기 마루 타일(10)은 마루 기저(102)에 마스틱이나 접착제의 도포없이, 또한 저면 폼 층(18)의 하부 표면(88. 도 3)에 마

스틱이나 접착제의 도포없이, 마루 기저(102. 도 5)에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상기 마루 타일(10)을 시공할 때는, 상기

마루 타일(10)은 상기 건조한 마루 기저(102)에 설치되어, 선택된 어느 곳에든지 쉽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기 마루

타일(10)을 원하는 어느 형태로든지 시공할 수가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마루 타일(10)을 먼저 방 (미 도시)의 한쪽 구석에서부터 시작해 바깥쪽으로 시공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이때, 각 벽으로부터, 예를 들어, 약 1/4인치의 여유를 두는 것이 적합하다. 상기 여유 부분은 통상 몰딩으로 처리한다. 또

한, 상기 마루 타일(10)의 첫 번째 열은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이는 인접 마루 타일(10)을 시공할 때

첫 번째 열을 제 위치에 놓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상기 마루 타일(10)의 상층(14), 중간층(16) 및 저면 층(18)은 트리밍 (trimming. 마무리 손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칼로 쉽게 자르기 위해 전체 두께가 같도록 되어 있다. 상기 마루 타일(10)을 쉽게 트리밍 하도록 되어 있고, 마루 기저

(102)에 상기 마루 타일(10)을 마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손수 자작하는 사람들(do-it-yourselfer)

에게는 편리하다.

도 7은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마루 타일(100)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마루 타일(100)은 저면 폼 층(18)을 생략하고 상층(14)와 중간층(16)에 적층되어 있다. 상기 상층(14)과 중간층(16)

은 상기 실시 예와 같이 길이 'a' 만큼의 연장길이가 주어져 적층된다. 이와 같이 적층된 마루 타일(100)은 같은 길이 'a'의

'L'자 형태의 연장 가장자리 부분(42,58)을 형성한다.

마루 기저(102. 도11)에 상기 마루 타일(100)을 시공함에 있어, 상기 중간층(16)의 하면(104)은 마스틱이나 접착제 도포

없이도 마루 기저(102)와 직접 접촉이 가능하다. 따라서 마루 기저(102)는 마스틱이나 접착제 도포가 없게 된다. 상기 마

루 타일(100)의 판자 조립 형태(110. 도8)는 상기 실시예의 타일 조립 형태(80. 도2)와 유사한 방법으로 시공된다.

상기 마루 기저(102. 도11)와 접촉하는 상기 중간층(16)의 하면(104. 도 7과8)은 상기 마루 기저(102)의 표면 요철의 굴

곡에 따라 잘 밀착될 수 있어 도 11과 같이 마루 기저(102)에 평평하게 놓이게 된다.

도 12는 상기 마루 타일용의 포장 시스템(120)을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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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포장 시스템(120)에 대한 설명은 상기 마루 타일(10)과 상기 마루 타일(100)에 동일하게 적용, 설명된다.

상기 포장 시스템(120)은 종이 두께의 얇은 릴리즈 페이퍼(release paper)나 릴리즈 플라스틱(release plastic)의 유연한

릴리즈 소재의 대략 정사각형의 원피스(one-piece)포장 장치(122)를 포함한다. 상기 릴리즈 소재로는 실리콘 도포 종이

또는 이와 유사한 릴리즈 소재가 적당하다.

상기 포장 장치(122. 도 15)는 서로 마주보는 옆 부분(128, 130, 136,138)으로 형성된 정사각형의 외주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포장 장치(122)는 또 서로 마주보는 옆 부분(144, 146, 152, 154)으로 형성된 사각형의 내주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외주면(128, 130, 136, 138)과 상기 내주 면(144, 146, 152, 154)간의 거리는 대략 상기 'L' 자 형태의 연장 가

장자리 부분(42,58)의 연장 길이 'a'와 같다.

상기 포장 장치(122. 도 15)의 외주 면(128, 130, 136, 138)의 길이는 적어도 상기 상층(14)과 상기 중간층(16)의 어느 세

로 한 옆 모서리(26, 34, 48, 56 및 32, 40, 46,50. 도 1)의 길이에 상기 'L'자 형태의 연장 가장자리 부분(42,58)의 연장 길

이 'a'를 합한 것과 같다. 상기 포장 장치(122)의 내주면 (144, 146, 152, 154 도 15)의 길이는 대략 상기 상층(14)과 중간

층(16)의 어느 한 옆 모서리 (26, 34, 48, 56, 및 32, 40, 46, 50. 도1)의 길이에 상기 'L'자 형태의 연장 가장자리 부분의 연

장 길이 'a'를 감한 것과 같다.

다음의 참조 분류 부호는 상기 마루 타일(10)과 상기 포장 장치(122)에 각기 부여될 있다.

A= 상기 상층(14)과 중간층(16)의 어느 한 옆 모서리(26, 34, 48, 58) 및(32,40, 46, 50)의 길이

C= 상기 포장 장치(122)의 어느 외주 면(128, 130, 136, 138)의 길이

E= 상기 포장 장치(122)의 어느 내주 면(144, 146, 152, 154)의 길이

a= 상기 'L'자 형태의 연장 가장자리 부분(42,58)의 연장 길이 'a'

상기 마루 타일(10)과 상기 포장 장치(122)의 관계는 상기 참조 분류 부호를 참고하여 다음 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C=A+a

E=A-a

상기 포장 장치(122)는 도 12, 13 및 14에 도시된 방법으로 상기 마루 타일에(10)에 조립된다. 따라서, 상기 포장 장치

(122)의 교차면 (160, 162. 도 12 및 도15)은 도 13에 도시된 상기 'L'자 모양의 가장자리 부분(42)의 하향 노출 접착 면

(72. 도 1과 12)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상기 포장 장치(122)의 나머지 교차면(168, 170. 도 12와 15)은 상기 'L'자 모양의

가장자리 부분(58)의 상향 노출 접착 면(74. 도 1)의 반대편에 위치한다.

이 같은 조립상태에서, 상기 포장 장치(122)의 내주 가로면(144)은 상기 중간층(16)의 옆 모서리 (32)의 반대편에 위치하

고, 상기 포장 장치(122)의 내주 옆 부분(154)은 상기 중간층(16)의 모서리(40)의 반대편에 위치한다. 따라서, 상기 포장

장치(122)의 양면(160, 162)은 상기 'L'자 모양의 가장자리 부분(42)의 하향 노출 접착 면(72. 도 13)과 접촉되어 이를 덮

는다.

상기 포장 장치(122)의 양면(160, 162)이 상기 'L'자 모양의 모서리 부분(42)의 하향 노출 접착 면(72. 도 13)에 위치하면,

상기 포장 장치(122)의 교차면(168, 170)은 전방으로 이동되어, 도 13및 14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L'자 모양의 가장

자리 부분(58)의 상향 노출 접착 면(74)의 반대편에 위치한다. 따라서, 상기 포장 장치(122)의 내주 세로 옆 모서리 부분

(146)은,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상층(14)의 옆 모서리 부분 (48)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상기 포장 장치(122)의

내주 옆 부분(152)은 상기 상층(14)의 옆 모서리 부분(56)의 반대편에 위치한다.

상기 포장 장치(122)은, 필요에 따라, 약간 확장되어, 양면(160, 162)이 상기 하향 노출 접착 면(72)에 위치하고, 상기 교

차면(168, 170)이 상기 상향 노출 접착 면(74)의 반대편에 위치하게끔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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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으로, 비록 상기 마루 판자(10)가 상기 'L'자 모양의 연장 가장자리 부분(42)의 하향 노출 접착 면(72. 도 1)과

상기 'L'자 모양의 가장자리 부분(58)의 상향 노출 접착 면(74. 도 1)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바람직하게는 폐쇄 정사각형 외

주 면을 가진 상기 원피스(one piece) 포장 장치(122)는 상기 'L'자 모양의 양 가장자리 부분(42, 58)의 모든 노출 접착 면

들을 커버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마루 타일(10)의 모든 노출 접착 면들은, 비록 상기 마루 타일(10)의 서로 다른 외주 면에서 마주보고 있으나,

상기 마루 타일에 시공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커버되고 원피스 포장 장치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상기 포장 장치(122)를 이용하면 상기 마루 타일(10)을 다른 마루 타일(10)에 적층될 수 있게 되어, 포장이나 디스플레이

목적이 가능하게 된다.

도 16은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마루 타일(180)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마루 타일(180)은 상기 모서리 부분을 포함하여 상기 상층(14)과 상기 중간층(16)사이에 위치한 유연성 섬유질의 시

트(sheet) 소재의 받침(underlay.182)과 함께 상기 마루 타일(10)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받침(182)은 상기

마루 타일(180)에 보다 안정성을 부여한다.

상기 받침(182)의 상기 상층(14)은 연장 가능하고 공통의 외주 면을 갖고 있다. 상기 받침(182)은 약 0.2mm두께의 섬유

유리와 부직 유리 섬유 소재로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받침(182)의 상기 상층(14)은, 상기 마루 타일(180)이, 상기 마루 타일(10)의 실시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상기 'L'자

형태의 연장 가장자리 부분(42,58)의 연장 길이 'a'를 갖도록 상기 중간층(16)과 접착되어 있다. 상기 연장 모서리 부분

(42)은 상기 받침(182)상에 하향 노출 접착 면(72)이 부여되어 있고, 상기 연장 모서리 부분(58)은 상기 중간층(16)상에

상향 노출 접착 면(74)이 부여되어 있다.

상기 노출 면(72, 74)상의 접착제는 상기 마루 타일(10)에서 상기 상층(14)을 상기 중간층(16)에 접착할 때 사용했던 동일

한 접착제이다. 즉, 상기 받침(182)을 상기 상층(14)과 중간층(16)에 접착하기 위한 접착제와, 상기 중간층(16)을 상기 저

면 층(18)에 접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동일하다.

상기 마루 타일(180)은 상기 실시 예에서 상기 마루 타일(10)을 시공했던 것과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본 발명은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기술 사항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수정이 가능한

것이며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할 의도가 아님은 당 업자에게 명백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형 및 수정은 첨부된 특허청구

범위에 속함은 당연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마루 기저에 붙이지 않고 상기 마루 기저에 설치가 가능한 마루 타일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본 발명에 의하는

경우, 특히 마루 기저 위의 인접 유사 마루 타일에 설치가 가능한 유연성 있는 마루 타일로써, 마루 기저의 표면 곡선과 요

철 굴곡에 밀착 가능한 마루 타일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상기 마루 타일용 포장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예에 따른 마루 타일의 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예에 따른 마루 타일의 조립 패턴에 대한 투시도.

도 3은 도 2의 선 3-3에 따른 단면도.

도 4는 도 2의 선 4-4에 따른 단면도.

도 5는 마루 기저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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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상기 마루 타일의 유연성 특징을 나타내는 투시도.

도 7은 다른 실시예에 따른 나무 타일의 투시도.

도 8은 다른 실시예에 따른 마루 타일의 조립 패턴에 대한 투시도.

도 9는 도 8의 선 9-9에 따른 단면도.

도 10은 도 8의 선 10-10에 따른 단면도.

도 11은 상기 다른 실시예에 따른 마루 타일의 마루 기저 단면도.

도 12-1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상기 마루 타일용 포장 시스템을 마루 타일에 설치하기 전과 설치 중 및 설치 후

의 단면도.

도 15는 상기 포장 시스템의 포장 장치의 정면도, 및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마루 타일의 투시도이다.

전체 도면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 부분에 대한 부호는 동일 도면 부호를 부여한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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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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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공개특허 10-2007-0072381

- 10 -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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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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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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