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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열 차단 몸체를 가지는 병에 관한 것으로서, 막힌 저면(12)을 가지는 튜브형 내측 몸체(11)와, 
음료를 채우고 쏟기 위한 개구가 있는 상측 네크, 및 상기 몸체(11, 31)와 네크(13, 33) 사이에 환상 영
역(15)을 형성하는 제1 구성요소(13), 및 제1 구성요소와 동축 상에 있으며, 막혀 있는 저면(19)을 가지
고 제1 구성요소의 튜브형 몸체와 함께 틈새 공간(20)을 형성하는 외측 튜브형 몸체(17)를 형성하는 제2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상기 환상 영역(15)은 제2 구성요소의 상측 에지에 결합되는 병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2a

색인어

병, 이중벽, 플레어 영역, 열 차단, 틈새 공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열 차단 몸체를 가지는 병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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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白)포도주, 특히 거품이 이는 발포성 포도주는 상온 10도 수준의 저온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들 포도주에 전형적인 몇 가지 특별한 요구조건에 기인한다: 첫
째는, 기술적인 요건으로서, 고온에서는 병마개를 뽑았을 때 가스와 음료가 상당히 빠져나간다는 사실과 
결부되어 있고; 둘째는, 관능적(organoleptic)인 요건으로서, 포도주에 내포된 가스는 그 맛과 향이 소비
에 최적이 되도록 가능한 한 많은 양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결부되어 있고(고온에서는 병을 개봉할 
때 가스가 빠져나가는 경향을 갖는다); 셋째는, 개봉시의 충격, 따라서 콜크 마개가 빠질 때 포도주가 교
반되는 것이 특히 병의 바닥에 침전물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최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배경기술

상기한 이유에 따라, 거품이 이는 발포성 백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포도주 병을 냉장고에서 냉각시키고 
나서 외부와의 열교환율을 저감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등온 버킷(bucket)으로 알려져 있는 얼음통 또는 단
열 용기에 놓는 것이 관례이다.

이러한 요구조건은 비록 그 정도가 덜하기는 하지만, 최적의 시음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실온보다 약간 
낮음) 적(赤)포도주에도 해당되며, 따라서 이 경우에도 등온 버킷의 사용이 중요할 수 있다.

임의의 경우에서 다른 음료, 특히 탄산음료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저온에서 보관된 후 일정시간 동안 
실온에 놓이는 모든 액체에 대하여 상기와 유사한 문제를 관찰할 수 있다.

다양한 형상을 가지며 전장(全長)에 걸쳐 틈새 공간을 형성하는 이중벽(double wall)의 존재에 의해 열이 
차단되는 용기가 이미 알려져 있으나, 그러한 예들은 특히 구조적으로 복잡할 뿐 아니라 장시간 소요되며 
까다로운 제조방법을 수반하여, 포도주 병입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병의 특징인 저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규모 산업적 제조 및 상업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의 제공에 있어서 부적합하다.

또한, 세라믹 즉 도자기로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병 모양을 하고 있어서 막힌 저면과 액체를 담고 쏟기 
위한 개구로 마감된 좁아지는 부분을 형성하는 상부 형상을 구비한 중공체(中空體)를 가지는 내측 용기, 
및 상기 내측 용기의 본체를 둘러싸고 좁아지기 시작하는 영역에서 부드럽게 융합하여 한 덩어리로 접합
되는 외측 용기를 포함하는 용기도 알려져 있다.

상기 두 개의 용기는 먼저 예비 소성되어 반 완성된 부분으로 제조된 후 조립되고, 유약이 입혀지고 최종 
소성된다.

이 경우에도 공정이 길고 노동집약적이며, 그 형상 및 재료(세라믹 및 자기)가 상단 개구에 최대 140kg의 
축방향 힘으로 콜크마개를 강제 삽입하는 공정이 수반되는 마개삽입을 할 수 없게 하며 또한 발포성 포도
주의 경우에 소비되기 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되는 내부 압력을 견디기에 적합치 않으므로, 어느 
경우에나 상기 용기는 포도주의 장기간 저장을 위한 용도로는 부적합하다.

그러한 용기는 소비하기 바로 전에 병입되는 음료를 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이미 그 자체로 외부 환경에 대하여 열이 차단됨으로써, 냉장되는 공간으로부터 이동되
어 나와도 장시간 그 내용물의 저온을 유지할 수 있는 병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의 범위내에서, 결과적인 첫째의 목적은 버킷, 등온 버킷, 및 포도주 소비에 있어서 실용성이 
떨어지는 다른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병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일반적으로 포도주나 음료수를 담는 데 사용되는 공지되어 있는 병의 
외형과 실질적으로 상이하지 않은 외형을 갖는 병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구조적으로 단순하고 특별한 기술적 복잡성이 없이 제조될 수 있는 병을 제공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공지의 장치를 사용하여 얻어질 수 있는 병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그 비용이 상업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병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것으로서, 제조사의 상표가 버킷 즉 등온 버킷에 의해 덮임으로써 광고 및 이미지 
증진 요구조건에 의한 주문대로 명확히 보이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본 발명의 목적이다.

상기 및 상기 외의 목적은 이하에서 명백해지는 바와 같이, 막혀 있는 저면을 가지는 내측 튜브형 몸체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확장되고 성형된 테두리(rim)가 있으며 음료를 채우고 쏟아내기 위한 개구가 있는 
상부 네크(neck), 및 실질적으로 상기 몸체와 네크 사이에 환상 영역(annular region)을 형성하는 제1 구
성요소, 및 상기 제1 구성요소와 동축 상에 있으며 상기 제1 구성요소의 튜브형 몸체와 함께 틈새 공간을 
형성하는 외측 튜브형 몸체를 형성하는 제2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상기 환상 영역은 상기 제2 구성요소의 
상부 테두리에 연결되며, 상기 제1 구성요소와 상기 제2 구성요소 사이의 결합은 접착제 또는 그것들을 
구성하는 재료의 상호 국부적 융접(fusion welding)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에 의해 달성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추가적인 특징 및 이점은 다음과 같이 첨부되는 도면에서 비제한적인 예로서만 제시되는 본 발
명의 바람직한 추가적인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병의 사시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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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는 도 1의 병의 단면도이고,

도 2b는 제2 실시예에 의한 병의 제1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2c는 제2 실시예에 의한 병의 제2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2d는 제2 실시예에 의한 병의 조립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2e는 도 2b의 제1 구성요소와 도 2c의 제2 구성요소가 서로 결합되는 영역을 상세히 도시하는 확대 단
면도이고,

도 3은 상이한 실시예에 의한 병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4, 5, 6 및 7은 추가적인 유리한 실시예를 도 3과 유사하게 도시한 도면이다.

실시예

상기 도 1 및 도 2a를 참고하면,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열 차단 몸체를 가지는 본 발명에 따른 병은 내부
를 향하여 오목한 형태로 막힌 저면(12)을 가지는 원통의 튜브형 내측 몸체(11)와 도시되지 않은 콜크마
개를 끼우기에 적합하며 음료를 채우고 쏟기 위한 개구(14)를 갖는 상측 네크(13)(이를 위해 테두리(14
a)가 편리하게 성형되고 확장되어 있음), 및 상기 몸체(11)의 상부―여기서 상부는 하부보다 작은 직경을 
가짐―를  상기  네크(13)의  하부에  연결하는  원뿔형  환상의  플레어  영역(conical  annular  flared 
portion)(15)을 형성하는 제1 구성요소(10)를 포함한다.

상기 환상의 플레어 영역(15)은 외측 튜브형 몸체(18), 특히 바람직하게는 오목하게 막힌 저면(19)과 함
께 원통형 몸체를 형성하는 제2 구성요소(17)의 상측 에지(16)―여기서 상측 에지는 상보적(相補的) 형상
을 가지며 따라서 플레어 형상을 함―에 대한 접합부(abutment)를 구성한다.

상기 제2 구성요소(18)는 제1 구성요소(10)의 몸체(11)와 함께, 바람직하게 공기로 채워지지만 예를 들면 
글리콜과 같은 단열재 또는 열 흡수성이 강한 물질(예를 들면 냉각되어 응결되면 적어도 그것이 유체상태
로 되돌아 갈 때까지 장시간 동안 내부적으로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물질)로 편리하게 채워질 수도 있는 
틈새 공간(20)을 형성한다.

상기 플레어 영역(15) 및 에지(16)의 마주보는 면은 바람직하게 적절한 실리콘(21) 또는 접착제를 사용하
여 접착함으로써, 또는 예를 들면 접촉 영역에 위치시킨 재료를 용융하는 것(예를 들면 화염 용접(flame 
welding))과 같이 재료를 용접함으로써 편리하게 접합된다.

상기 접합은 틈새 공간(20)에 응축물이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완전히 밀봉되어야 한다.

병의 두 구성요소는, 최종 조립 이전에는 사용을 위한 변형이 필요없는 물리적 상태에 있으며 유리로 만
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편리하게 그 외의 재료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상기 두 구성요소는 서로 상이한 재료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제1 구성요소(10)가 유리로 만들
어지고 제2 구성요소(17)가 플레어 영역(15)에 근접하게 제1 구성요소에 접합되는 알루미늄 또는 다른 금
속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 도 2b 내지 도 2e를 참고하면, 전부 유리로 만들어진 제2 실시예에서, 본 발명에 따른 병은 내부를 
향하여 오목한 형태로 막힌 저면(32)과 함께 원통의 튜브형 내측 몸체(31)와 도시되지 않았으나 통상 포
도주용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콜크마개를 끼우기에 적합하고 음료를 채우고 쏟기 위한 개구(34)가 있는 상
부 네크(33)(이를 위해 테두리(34a)가 편리하게 성형되고 확장되어 있음), 및 상기 네크(33)의 하부에 인
접한 상기 몸체(31)의 상부에 배열되는 원뿔형 환상의 플레어 영역(35)을 형성하는 제1 구성요소(30)를 
포함한다.

상기 환상의 플레어 영역(35)은 외측 튜브형 몸체(38), 특히 바람직하게는 오목하게 막힌 저면(39)과 함
께 원통형 몸체를 형성하는 제2 구성요소(37)의 상부 테두리(36)―상보적인 형상을 가지며 따라서 플레어 
형상을 함―에 대한 접합부를 형성한다.

상기 외측 튜브형 몸체(38)는 특히 환상의 테두리(38a) 및 계단형 리세스(38b)가 상부에 제공되고, 저면 
방향으로 약간 넓어짐으로써 상기 리세스로부터 연장된다.  외측 튜브형 몸체의 저면에서의 직경은 테두
리(38a)의  직경과  동일하다.   상기  리세스(38b)는  작동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그리핑  부재(gripping 
element)로서의 역할을 한다.

상기 환상의 플레어 영역(35)의 각은 병의 축에 직각인 면에 대하여 바람직하게는 60진법(進法) 각으로 
10도이고 어떤 경우에도 0도와 약 25도 사이이다.

이러한 각도의 선택은 재료 및 병의 용도에 결부된 여러가지 기술적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병에 있어서, 유리는 실제로 축방향 부하를 견디는 효과는 탁월하지만 반경방향 부하를 견디는 효과는 보
다 낮은 재료이다.

상기한 각도 이상의 플레어 각으로, 마개 삽입하는 동안 가해지는 축방향 힘(발포성 포도주에 대해서는 
최대 140kg)이 플레어 영역(35)에서 축방향 성분 및 반경방향 성분으로 분할된다; 여기서 상기 반경방향 
성분의 값은 심지어 유리를 파손시킬 정도이다.

최적의 각은 0도(반경방향 성분을 배제하는 각)이지만, 제조공정 요구조건(0도의 각으로는 제1 구성요소
(30)를 주형(mold)에서 빼내는 것이 현재 불가능함)이 절충하는 각을 선택하게 하는데, 그 각은 특히 축
방향 힘의 10%인 반경방향 힘성분에 대비하는 것이다.

용도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발포성 포도주 또는 그 외의 포도주를 막론하고 내용물이 채워진 모든 병
은 팔레트(pallet)에 적재되어 저장되고 팔레트는 다시 3단 또는 4단으로 적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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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에 위치한 하층의 병들은 전혀 균일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은 상부 하중을 견뎌야 한다.

따라서 병의 구조는 발포성 포도주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 뿐 아니라 다른 경우에서도 양호한 밀봉상태를 
보장해야 한다.

제2 구성요소(37)는 제1 구성요소(30)의 몸체(31)와 함께, 바람직하게는 공기로 채워지지만 예를 들면 글
리콜과 같은 단열재 또는 열 흡수성이 강한 물질(예를 들면 냉각되어 응결되면 적어도 그것이 유체상태로 
되돌아 갈 때까지 장시간 동안 내부적으로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물질)로 편리하게 채워질 수도 있는 틈
새 공간(40)을 형성한다.

상기 플레어 영역(35) 및 테두리(36)의 마주보는 면은 바람직하게 적절한 실리콘(41) 또는 접착제를 사용
하여 접착함으로써, 또는 예를 들면 접촉 영역에서 재료의 국부적인 융접(fusion welding)(예를 들면 화
염 용접)에 의해 편리하게 접합된다.

상기 접합은 틈새 공간(40)에 응축물이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완전히 밀봉되어야 한다.

병의 두 구성요소는 이 경우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종 조립 이전에 사용을 위한 변형이 필요 없
는 물리적 상태에 있으며 모두 유리로 만들어진다.

도 3을 참고하면, 다른 실시예에서, 제1 구성요소(110)와 제2 구성요소(117) 간의 결합은 제1 구성요소
(110)의 나사식(threaded) 환상 영역(115) 및 제2 구성요소(117)의 상측 상보적인 나사식 에지(116) 사이
에 형성된다.

결합은 단순한 나사결합에 의해서만 아니라 접착제를 첨가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고; 상기 접착제 중에
는 실리콘 또는 폴리우레탄이 바람직하다.

실제에 있어서, 상기 환상 영역(115)이 중합 이전의 유체상태에 있는 실리콘으로 도포될 수 있고, 제2 구
성요소(117)의 에지(116)가 환상 영역(115)에 나사 체결되고 나서 상기 조립체를 그대로 방치하여 상기 
실리콘이 중합됨으로써 부품들을 접합 및 밀봉하도록 할 수 있다.

도 4를 참고하면, 또 다른 실시예에서, 병의 두 구성요소 사이의 결합이 스트랩(strap)(220)을 사용하여 
각각 참조부호 (215) 및 (216)으로 표시된 두 개의 환상 융기부(raised portion)를 결합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여기서 제1 융기부는 제1 구성요소(210)로부터 돌출하고 제2 융기부는 제2 구성요소(217)로부터 돌
출한다.

상기 스트랩(220)은 두 개의 융기부(215, 216)를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탄성을 가진 환상체이거나 또는 
개방형이지만 예를 들면 벨크로(Velcro) 라는 상표로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은 체결수단에 의해 링으로 잠
궈질 수 있다.

도 5를 참고하면, 또 다른 실시예에서, 병의 두 구성요소 간의 결합은 두 개의 환상부, 즉 제1 구성요소
(310) 상의 내측 환상부(315) 및 제2 구성요소(317) 상의 외측 환상부(316) 사이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진 환상의 가스켓(320)을 삽입하여 미끄럼 끼워맞춤(snug-fit)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상기 두 부분은 두 개의 결합된 부분(결합부의 외경이 환상부(316)의 내경보다 큼)으로 압착되는 상기 가
스켓(320)을 축방향으로 잡아주는 언더컷(315a, 316a)을 각각 구비한다.

도 6을 참고하면, 또 다른 매우 편리한 실시예로서, 병의 두 구성요소 간의 결합이 제2 구성요소(417)의 
상보적 형상을 가지는 시트(seat)(416)와 함께 제1 구성요소(410)로부터 돌출하는 방사상 융기부(415)를 
미끄럼 끼워맞춤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상기 부품들은 서로 접착되거나 또는 도시되지 않았으나 상기 스트랩(220)과 유사한 스트랩이 제공된다.

도 7을 참고하면, 또 다른 유리한 실시예에서, 병의 두 구성요소는 두 구성요소 중의 하나, 예를 들면 제
2 구성요소(517)의 대응하는 환상 홈(groove)에 장착되어 타 구성요소를 체결하는 금속 링(516a)에 관절
로 이어져서 다른 구성요소, 예를 들면 제1 구성요소(510)의 대응하는 환상 홈에 장착되는 금속 링(515
a)으로부터 돌출하는 탭(515)을 체결하는 훅(hook)(516)을 통해  결합된다.

예를 들면 폴리머로 만들어진 환상 가스켓(520)을 상호 결합된 상기 영역 사이에 삽입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병은 외적으로 통상적인 포도주 또는 음료의 병과 거의 동일한 외양을 가지며, 그 저면은 
놓아두기 위한 평탄한 구조를 형성하지만 실제로 원통형 몸체의 모든 영역은 냉장고에서 냉각된 후 테이
블에서 시음되는 동안 외부와의 열교환을 편리하게 지연시키도록 열을 차단한다.

소량씩 마시는 내용물은 상기와 같은 열 차단에 의해 식사시간 내내 충분히 최적의 온도로 유지된다.

병을 다른 종류의 액체, 심지어는 비음용 액체(非飮用 液體)로서 보관 후 장시간에 걸쳐 저온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액체를 담아 두고자 하는 어떤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이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되었음이 실제로 확인되었다; 현재의 포도주 병 형상과 다르지 않고 공지
의 기술(특히, 양 구성요소가 종래의 블로우잉(blowing) 방법으로 독립적으로 제조될 수 있다)로 어려움 
없이 제조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열 차단 병이 실제로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른 병을 사용하면, 포도주 또는 다른 음료의 경우에, 얼음통 및 등온 버킷과 같은 다른 액세
서리를 사용하지 않아 편리하다.

제조자의 광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시음하는 동안 라벨 및 상표를 테이블 위에서 명확히 볼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 가능한 용도에 호환성이 있는 한 사용된 상기 재료들 뿐 아니라 외형치수가 요구조건에 
따라 임의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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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막혀 있는 저면(12, 32)을 가지는 내측 튜브형 몸체(11, 31)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확장되고 성형된 테
두리(14a, 34a)가 있으며 음료를 채우고 쏟아내기 위한 개구(14, 34)가 있는 상측 네크(13, 33), 및 실질
적으로 상기 몸체(11, 31)와 네크(13, 33) 사이에 있는 환상 영역(15, 35)을 형성하는 제1 구성요소(10, 
30, 110, 210, 310, 410, 510), 및

상기 제1 구성요소와 동축 상에 있으며 상기 제1 구성요소의 튜브형 몸체(11, 31)와 함께 틈새 공간(20, 
40)을 형성하는 외측 튜브형 몸체(18, 38)를 형성하는 제2 구성요소(17, 37, 117, 217, 317, 417, 517)

를 포함하고,

상기 환상 영역(15, 35)은 상기 제2 구성요소(17, 37, 117, 217, 317, 417, 517)의 상부 테두리(16, 36)
에 연결되며,

상기 제1 구성요소(10, 30, 110, 210, 310, 410, 510)와 상기 제2 구성요소(17, 37, 117, 217, 317, 417, 
517) 사이의 결합은 접착제 또는 그것들을 구성하는 재료의 상호 국부적 융접(fusion welding)에 의해 형
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막혀 있는 저면(12, 32)을 가지는 내측 튜브형 몸체(11, 31)와 음료를 채우고 쏟아내기 위한 개구(14, 
34)가 있는 상측 네크(13, 33), 및

상기 몸체(11, 31)와 네크(13, 33) 사이에 있는 환상의 플레어 영역(flared region)(15, 35)을 형성하는 
제1 구성요소(10, 30), 및

상기 제1 구성요소와 동축 상에 있으며, 막혀 있는 저면(19, 39)을 가지고 상기 제1 구성요소의 튜브형 
몸체(11, 31)와 함께 틈새 공간(20, 40)을 형성하는 외측 튜브형 몸체(18, 38)를 형성하는 상기 제2 구성
요소

를 포함하고,

상기 플레어 영역(15, 35)은 상기 제2 구성요소의 상부 테두리(16, 36)의 접합부로서 결합되며, 병의 축
에 직각인 면에 대하여 60진법 각으로 0도 내지 대체로 25도의 각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각은 60진법 각으로 대체로 10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어 영역(15, 35)이 상기 제1 구성요소(10, 30)의 몸체(11, 31)의 상부에 네크
(13, 33)와 융합하는 영역에 인접하게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구성요소(17, 37)의 상부 테두리(16, 36)가 상기 제1 구성요소(10, 30)의 상기 
환상의 플레어 영역(15, 35)에 관하여 상보적(相補的)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성요소(10, 30)의 플레어 영역(15, 35)이 네크(13, 33)의  하부를 서로 상이
한 직경을 가지는 상기 내측 몸체(11, 31)의 상부에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하나 이상의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성요소(10, 30, 110, 210, 310, 410, 510) 및 
상기 제2 구성요소(17, 37, 117, 217, 317, 417, 517)의 몸체가 대체로 원통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구성요소(17, 37)의 몸체는 환상 테두리(38a) 및 계단형 리세스(recess)(38b)
가 상부에 제공되고, 상기 리세스로부터 저면 방향으로 약간 넓혀짐으로써 연장되고, 저면에서의 직경은 
상기 테두리(38a)의 직경과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청구항 9 

막혀 있는 저면(12, 32)을 가지는 내측 튜브형 몸체(11, 31)와 확장되고 성형된 테두리(14a, 34a)가 있으
며 음료를 채우고 쏟아내기 위한 개구(14, 34)가 있는 상측 네크(13, 33), 및 대체로 상기 몸체와 네크 
사이에 있는 계단형 환상 영역(15, 35)을 형성하는 제1 구성요소(10, 30), 및

상기 제1 구성요소(20, 30)와 동축 상에 있으며, 막혀 있는 저면(19, 39)을 가지고 상기 제1 구성요소
(20, 30)의 튜브형 몸체(11, 31)와 함께 틈새 공간(20, 40)을 형성하는 제2 구성요소(17, 37)

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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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단형 환상 영역(15, 35)은 상기 제2 구성요소(17, 37)의 상부 테두리(16, 36)에 결합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병.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성요소(110) 및 상기 제2 구성요소(117) 사이의 결합은 상기 제2 구성요소
(117)의 상보적인 나사식 상측 에지(116)에 결합된 상기 제1 구성요소(110)의 나사식 환상 영역(115)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성요소(10, 30) 및 제2 구성요소(17, 37)가 접착(glueing)에 의해 서로 접합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성요소(10,  30)  및  제2  구성요소(17,  37)가  탄성체  재료(elastomeric 
material)에 의해 서로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성요소(210) 및 제2 구성요소(217)가 스트랩(strap)(220)을 사용하여 두 개
의 환상 융기부(215, 216)―여기서 두 개의 환상 융기부는 상기 제1 구성요소(210)에서 돌출하는 제1 융
기부(215) 및 제2 구성요소(217)에서 돌출하는 제2 융기부(216)임―를 결합함으로써 서로 결합되고, 상기 
스트랩(220)은 두 개의 상기 환상 융기부를 전체적으로 덮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랩(220)이 환상이고, 탄성체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랩(220)이, 개방되어 있으나 예를 들면 벨크로(Velcro)라는 상표로 알려져 있
는 것과 같이, 체결 수단을 통해 링 형상으로 닫힐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청구항 16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성요소(310) 및 제2 구성요소(317) 사이의 결합은 두 개의 환상부(315, 31
6)―여기서 두 개의 환상부는 상기 제1 구성요소(310) 상의 내측 환상부(315) 및 상기 제2 구성요소(317) 
상의 외측 환상부(316)임―의 사이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환상 가스켓(320)을 삽입하여 가압 미끄럼 
끼워맞춤(snug-fit)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두 부분(315, 316)은 각각 상기 가스켓(320)을 축방향으로 그립(grip)하는 언더컷
(undercut)(315a, 316a)을 가지며, 상호 결합된 부분 사이의 직경은 상기 가스켓(320)이 또한 압축되도록 
하는 크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청구항 18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성요소(410)와 상기 제2 구성요소(417)  사이의 상호 커플링이 1 구성요소
(410)로부터 돌출하는 방사상 융기부(415)와 타 구성요소(417)의 상보적 형상을 한 시트(seat)(416) 사이
의 스냅작용(snap-action)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415, 416)이 접착에 의해 서로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415, 416)이 자신의 둘레를 둘러싸는 밴드를 통해 서로 결합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병.

청구항 2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성요소(510)와 상기 제2 구성요소(517) 사이의 결합이 두 구성요소 중 타 구
성요소를 체결하는 하나의 구성요소에 관절로 이어지는 훅(hook)(516)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훅(516)이 상기 구성요소 중 하나(517)의 대응하는 환상 홈에 장착되는 
금속 링에 관절 연결되고, 상기 훅(516)은 상기 구성요소 중 다른 하나(510)의 대응하는 환상 홈에 장착
되는 금속 링(515a)으로부터 돌출하여 대응하는 탭(515)을 체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예를 들면 탄성체인 환상의 가스켓(520)이 상기 결합되는 영역 사이에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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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1항 내지 제23항 중 하나 이상의 항에 있어서, 상기 내측 원통형 몸체(11, 31) 및 외측 원통형 몸체
(18, 38)의 저면 중 적어도 내측의 것(12, 32)이 오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청구항 25 

제1항 내지 제24항 중 하나 이상의 항에 있어서, 상기 외측 튜브형 몸체(38)의 적어도 저면(39)이 평탄한 
정치면(定置面)(flat resting surface)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청구항 26 

제1항 내지 제25항 중 하나 이상의 항에 있어서, 상기 틈새 공간(20, 40)이 상기 내측 몸체(11, 31) 및 
외측 몸체(18, 38)의 튜브형 부분 및 저면에 영향을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청구항 27 

제1항 내지 제26항 중 하나 이상의 항에 있어서, 상기 틈새 공간(20, 40)이 단열 재료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청구항 28 

제1항 내지 제26항 중 하나 이상의 항에 있어서, 상기 틈새 공간(20, 40)이 예를 들면 글리콜(glycol)과 
같이 열 흡수 용량이 큰 재료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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