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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가 가능한 조작방지 보호뚜껑과 조작방지고리를 가지며 용기에 나사결합되는 하우징을 포함하는 디스펜서

(dispenser)가 기술된다. 주포장인 상기 용기는 상기 보충성분을 보유한다. 상기 하우징은 완전히 후퇴된 위치에서 플런저

형의 격실 내에 제1성분을 보유하며, 상기 보충성분으로부터 밀봉된다. 상기 격실은 사용 전에는 폐쇄되어 있는 방출단부

를 갖는다. 완전히 내부로 밀어넣는 경우, 상기 격실의 방출단부는 개방되고 상기 제1성분을 상기 주포장 내로 방출하게

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액체를 보유하기 위한 제1격실을 제공하고 그리고 개구를 갖는 용기주몸체;

상기 용기주몸체의 개구에 탑재되고, 뚜껑이 개방단부와 폐쇄단부 및 이들 사이에 형성되어 하나의 성분을 보유하기 위한

제2격실을 갖는 플런저를 포함하고, 덮개에 의해 상기 폐쇄단부가 형성되고, 상기 플런저가 잠금부재를 가지며, 여기에서

상기 플런저, 덮개 및 잠금부재가 모두 하나의 조각으로 형성되는 용기뚜껑;

제1구조를 갖는 내벽에 의해 형성된 구멍을 가지며, 상기 플런저가 상기 구멍 내에 탑재되며 또한 저장조건으로부터 활성

화조건 까지 가변될 수 있으며, 그에 의해 저장조건에서 상기 잠금부재가 상기 제1구조에 결합되는 뚜껑몸체; 및

상기 플런저에 인접하는 상기 구멍 내에 탑재되고, 상기 플런저가 방출팁을폐쇄위치로부터 개방위치에로 가변되도록 활성

화시켜 상기 제2격실 내의 상기 성분이 상기 제1격실 내로 방출되는 것을 허용하는 방출팁;

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플런저의 개방단부가 상기 방출팁의 원통형 칼라에 대해 인접하고, 그리고 상기 저장조건으로부터 상기 활성화조건

으로의 상기 플런저의 활성화에 의하여 상기 개방단부가 상기 칼라에 대해 인접하게 되고 그리고 상기 방출팁을 폐쇄위치

로부터 개방위치에로 밀어내어 상기 방출팁의 밀봉을 파괴하고 그리고 상기 제2격실로부터 상기 주몸체의 상기 제1격실

에로 상기 성분이 방출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용기뚜껑은 절취띠가 상기 뚜껑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상기 덮개를 상기 저장조건 내에 유지시키기 위한 압축장벽과

일단 상기 절취띠가 제거되었다는 가시적이 표시를 제공하는 조작방지성분 둘 다를 제공하는 절취띠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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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절취띠가 상기 플런저와 하나의 조각으로 형성되고 그리고 상기 뚜껑의 모서리에 인접하여 상기 절취띠의 제거를 허

용하는 관통된 영역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용기주몸체가 하나의 벽으로 된 물질 및 약 40g 이하의 중량을 가지며, 50℃ 이하의 온도에서 충진되는 20온스짜리

용기로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성분이 적어도 2가지의 서로 다른 중량들을 갖는 과립들이며, 상기 플런저가 저장조건에 있는 경우에 상기 과립들이

상기 제2격실 내에 내포됨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덮개가 상기 제2격실을 영구적으로 내포하는 단단한 부재이며, 상기 플런저와 일체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8.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덮개가 분출구를 포함하며 상기 분출구를 통하여 상기 제1격실로부터 액체가 방출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함을 특징으

로 하는 용기.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잠금부재가 상기 플런저로부터 돌출되는 원형플랜지와 내벽 내에 형성되고 그리고 상기 저장조건에서 상기 원형플랜

지를 수용하기 위한 원형홈인 제1구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플런저를 상기 활성화조건 내에 잠그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내벽이 상기 제1구조의 아래에서 상기 내벽 내에 형성되

고 그리고 상기 플런자가 상기 활성화조건으로 이동되는 경우에 상기 원형플랜지를 수용하기 위한 원형홈을 갖는 제2구조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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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잠금부재가 외부플런저벽 상에 형성된 제1경사벽을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제1구조가 상기 뚜껑몸체의 제2경사벽을

포함하며, 상기 활성화조건으로의 상기 플런저의 이동에 의하여 상기 제1경사벽이 상기 제2경사벽과 결합하여 상기 플런

저를 상기 활성화 위치 내에 잠그도록 하기 위한 루어록을 제공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뚜껑몸체의 상기 제1경사벽이 상기 플런저의 상기제2경사벽의 경사와 동일한 경사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방출팁이 그로부터 돌출되며 상기 뚜껑몸체의 구멍 내에서 상기 개방위치와 폐쇄위치 사이에서 왕복하는 원형플랜지

를 갖는 원통형의 칼라를 포함하며, 상기 원형플랜지가 상기 개방단부에 형성된 원형덮개와 결합하여 상기 방출팁을 상기

개방취이 내에 잠그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방출팁이 상기 제2격실로부터 상기 제1격실에로의 상기 성분의 방출을 위하여 그 안에 형성된 다수의 구멍들을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방출팁이 대체로 원추형으로 형성된 상부폄을 갖는 가로바닥부재를 포함하여 상기 성분이 상기 뚜껑의 상기 개방단

부를 통하여 쉽게 방출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두껑몸체가 상기 뚜껑을 상기 용기주몸체 상에 탑재하기 위한 나사가 형성된 수용기를 형성하는 외부칼라를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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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뚜껑몸체가 그 안에 형성된 통기구들을 갖는 나사들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조건이 상기 제2격실에 대해 기밀밀봉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플런저의 축상의 회전을 방지토록 하기 위하여 상기 플런저가 잠금돌기를 포함하며, 상기 뚜껑몸체가 상기 잠금돌기

와 결합하는 쐐기못통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2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덮개가 부드러운 형상의 목표 표면을 형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방출팁이 공기 및 수분이 상기 제2격실 내로 통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미로 밀봉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2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방출팁이 상기 저장조건에서 유전체 밀봉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체 밀봉이 조정가능하게 고정되어 상기 용기의 제조 동안에 상기 방출팁으로 향하는 에너지의 양이 조절되도록

하여 상기 밀봉의 인장강도를 조절토록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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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용기 및 뚜껑이 상기 플런저의 저장조건으로부터의 조절 없이 그리고 상기 방출팁이 상기 폐쇄위치로부터 이동하여

상기 뚜껑이 상기 용기주몸체와 별도로 선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상기 뚜껑이 제거되는 동안 그리고 상기 뚜껑의 상기

제2격실 내의 성분의 양에 영향을 줌이 없이 상기 제1격실 내의 상기 액체의 용적을 조절할 수 있도록 상기 용기주몸체로

부터 제거될 수 있는 모듈 시스템을 제공함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2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방출팁이 상기 플런저에 부착되어 하나의 구성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

기.

청구항 2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용기뚜껑이 상기 뚜껑 내에 끼워맞추는 건조제실린더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27.

개방단부 및 덮개에 의해 형성된 폐쇄단부를 갖는 뚜껑몸체;

상기 개방단부에 탑재되고 그리고 개방위치와 폐쇄위치 사이에서 왕복할 수 있는 방출팁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폐

쇄된 위치 내에서 적어도 제1의 작동에서 상기 방출팁이 상기 개방단부에서 밀봉을 형성하고, 그리고 상기 방출팁의 활성

화에 의하여 상기 밀봉이 파괴되고 그리고 상기 방출팁이 상기 개방위치에 있음을 나타내는 제1의 가청소리표시를 제공함

을 특징으로 하는 뚜껑.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덮개를 사용자의 손으로 하방으로 누르는 것에 의하여 상기 덮개가 저장조건과 활성화조건 사이에서 가변될 수 있으

며, 상기 덮개가 단단하고 부드러운 것이어서 공명의 표면을 제공하고 그에 의하여 상기 사용자의 손으로의 상기 덮개의

활성화에 의하여 상기 덮개가 상기 활성화조건으로 이동되었음을 나타내는 제2의 가청소리표시를 제공함을 특징으로 하

는 뚜껑.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덮개가 투명한 돔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뚜껑.

청구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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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덮개가 상기 용기의 상기 내용물들을 식별하는 표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뚜껑.

청구항 31.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의 가청소리들이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하여 이중의 활성화 개방소리를 제공토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뚜

껑.

청구항 32.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밀봉이 상기 방출팁의 모서리와 상기 뚜껑몸체의 상기 개방단부 사이에 형성된 유전체 밀봉에 의해 제공됨을 특징으

로 하는 뚜껑.

청구항 33.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밀봉이 상기 방출팁을 상기 뚜껑몸체의 상기 개방단부에 대해 기계적으로 잠그는 것에 의해 제공되는 것임을 특징으

로 하는 뚜껑.

청구항 34.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방출팁이 대체로 원추형으로 형성되고 그리고 제1평면밀봉표면을 형성하는 원형모서리와 상기 개방단부에서 원형테

두리를 형성하는 뚜껑몸체를 포함하며, 상기 테두리가 상기 폐쇄위치에서 그 위에 상기 제1평면밀봉표면을 인접하게 수용

하기 위한 제2평면밀봉표면을 형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뚜껑.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체 밀봉이 상기 제1 및 제2평면밀봉표면들 사이에 제공되어 약 250 내지 1000g의 당기는 힘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뚜껑.

청구항 36.

제 34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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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방출팁이 상기 원형모서리에 대해 평행한 방향으로 돌출되는 원형플랜지를 갖는 상부고리를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뚜껑몸체가 상기 방출팁을 상기 폐쇄위치 내에 잠그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원형플랜지를 수용하기 위한 원형홈을 포함하

며, 상기 제2평면밀봉표면에 대해 상기 제1평면밀봉표면을 밀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뚜껑.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폐쇄위치로부터 상기 개방위치에로의 상기 방출팁의 이동에 의하여 상기 원형플랜지가 상기 원형홈으로부터 변위되

고 그리고 상기 원형플랜지를 형성하는 물질의 압축 및 해제로 인한 제1가청소리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뚜껑.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방출팁이 대체로 원추형으로 형성되고 그리고 제1평면밀봉표면을 형성하는 원형모서리와 상기 개방단부에 원형테두

리를 형성하는 상기 뚜껑몸체를 포함하며, 상기 테두리가 상기 폐쇄위치에서 그 위에 상기 제1평면밀봉표면을 인접하게

수용하기 위한 제2평면밀봉표면을 형성하며, 또한 제1가청소리가 상기 유전체 밀봉의 파괴 및 상기 원형플랜지의 상기 원

형홈으로부터의 분리 둘 다에 의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뚜껑.

청구항 39.

액체를 수용하는 제1격실과 하나의 성분을 수용하는 제2격실을 갖는 용기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제1격실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액체로 채우는 단계;

상기 제2격실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성분으로 채우며, 여기에서 상기 성분이 제1중량 또는 형상을 갖는 제1성분과 제

2중량 또는 형상을 갖는 보충성분으로 이루어지는 단계;

상기 제1격실이 상기 제2격실과 연결되도록 상기 용기를 활성화시키는 단계; 및

상기 제2격실로부터 상기 성분을 상기 제1격실에로 방출시키고 그리고 상기 성분이 상기 액체 내로 분산되도록 하여 상기

보충성분이 분산되는 상기 제2위치로부터 이격된 상기 액체 내의 제1위치에 상기 제1성분을 분산시키고, 여기에서 상기

성분이 상기 액체에 의해 활성화되고 그리고 상기 제1 및 제2위치에서 상기 제1격실 내에서 발포가 일어나도록 하는 단계;

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내에서 발포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제1중량이 약 0.5 내지 2g 사이이고, 상기 제2중량이 약 2 내지 5g 사이임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내에서 발포를 제공

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 3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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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형상이 구형이고 상기 제2형상이 입방체 임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내에서 발포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성분이 크레아틴, 구기자, 칼슘, 구아린, 아르기닌, 비타민 B,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타민 D, 이부프로펜, 전해질,

나이아신, 엽산, 비오틴, 주석산수소콜린, 이노시톨, 망간, 칼슘, 성요한의 풀, 요힘비, 폴리니코틴산크롬, 카르니틴, 타우

린, 아스트라굴루스, 오미자, 카바카바, 레몬그라스, 에키나세아, 프롤리온, 벌꿀화분, 키틴올리고머, 수용성 경구용 키토

산올리고머, 아미노산 및 아연들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정제임을 특징으로 하는 용

기 내에서 발포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43.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상기 보충성분과 다른 성분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내에서 발포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44.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제2격실이 상기 용기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뚜껑에 의해 제공되어 발포가 상기 뚜껑이 상기 용기로부터 튀어나가는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기 제1격실 내에서의 압력이 증가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내에서 발포를 제공하

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용기(container) 등과 같은 분배할 수 있는 밀봉체(closure), 특히 사용될 때까지 분리되는 액체 및 분말 또는 정

제 등과 같은 적어도 2개의 성분들을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적어도 2개의 격실(chamber)을 갖는 밀봉체에 관한 것

이다.

배경기술

선행기술에서 많은 서로 다른 형태들의 뚜껑(cap), 덮개(lid) 및 밀봉체들이 기록되고 그리고 기재되어 있다. 이들은 연질

의 병의 압착인출작용(squeeze action)의 잇점을 갖는 역행방지판(check valve)을 사용하는 용기를 밀봉하여 역행방지판

및 다른 기구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압(pressure differential)을 형성하기 위한 조작방지(tamper proof) 밀봉체들, 뚜

껑들을 포함한다. 또한 소비 전에 혼합될 두 가지 성분들을 분리시키는 2개의 격실들을 갖는 용기에 관련된 성분들을 선행

기술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러나 복잡화된 부품들, 충진의 어려움 및 높은 생산비로 인하여 상업적으로 획득가능한 것은

거의 없다.

많은 이러한 기구들은 대개 정제들, 과립(granule)들 또는 분말들을 액체 내로 하나의 성분을 보충성분(supplemental

component) 내로 방출시키는 박막 밀봉(foil seal), 돔 모양의 플라스틱 포장(blister pack) 또는 막(membrane)들을 관통

하거나 절단하는 관통팁(piercing tip) 또는 절단기(cutter)로 이루어진다. 대개 어떻게 상기 관통팁이 활성화되는 가로 이

루어지는 부차적인 차이점들이 이들 기구들을 구별한다. 두 격실들 사이의 밀봉을 제거하기 위해 관통팁이나 절단기가 사

용되거나 간에 박막 또는 다른 잔류물(residue)의 조각들이 혼합된 성분들 내로 떨어지는 위험은 항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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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선행기술의 많은 불리한 점들을 극복하는 한편으로 사용이 용이하고 그리고 최소의 수의 부품들을 사용하며 또

한 생산 및 조립이 간단한 용기를 제공하는, 용기와 뚜껑을 제공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선택된 성분을 주포장(main package) 또는 격실에로 첨가하는 기구 및 방법이다. 이는 사용 전의 선택된 시간

동안에 기밀(air tight)의 밀봉방법에서 주성분으로부터 분리된 제1성분을 보유하는 2개의 격실의 용기를 형성한다. 상기

제1성분이 수분에 민감한 것인 경우, 상기 제1성분을 포함하는 하우징 내에 건조과립(desiccant granule)들을 포함하는

수단이 제공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기구는 주성분, 바람직하게는 액체를 포함하는 용기(병) 본체의 나사가 형성된 목 상에 탑재

되는 뚜껑 또는 분배포장(delivery package)을 포함한다.

상기 뚜껑은 용기본체와 상기 보충성분을 포함하는 가동부재(movable member)에 부착되는 고정부재(fixed member)를

갖는다. 완전히 끌어당겨진(retracted) 위치에서, 상기 가동부재는 상기 고정부재에 대해 밀봉되고 그리고 풀고 그리고 플

런저가 고정부재 자리(seat)에 대해 거꾸로 될 때까지 플런저(plunger)의 상부테두리(top flange)를 아래로 밀어내기에 충

분한 힘이 적용될 때까지 제자리에 고정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 상기 가동부재(분배 단부(delivery end))의 바닥

에서의 개구(opening)들은 개방되고 그리고 상기 제1성분이 상기 주포장 내로 방출된다(dispense). 계속해서 상기 하우징

이 상기 주포장으로부터 제거되고 그리고 상기 두 혼합된 성분들이 사용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기구는 상기 주포장으로부터 상기 뚜껑 또는 하우징을 제거함이 없이 상기 혼합된 성분들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짜맞춤(built in)의 액체방출부착물(attachment ; 빨대(sipper))이 제공된 유사한 뚜껑 또는 하우징

으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은 생산되고 그리고 충진된 후에 제1성분을 주포장에 부착시키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음료가 소비될

때 또는 그 직전에 비타민, 미네랄(mineral), 영양제 또는 약물들이 발포성의 분말들 또는 과립들의 형태로 액체음료병에

첨가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액체를 보유하고 개구를 갖는 제1격실을 제공하는 용기주몸체(container main body)

와 상기 용기주몸체의 상기 개구에 장착되는 용기뚜껑을 포함하며, 상기 뚜껑은 개방단부(open end)와 폐쇄단부(closed

end) 및 하나의 성분을 보유하기 위해 이들 사이에 형성된 제2격실을 갖는 플런저를 포함하며, 상기 폐쇄단부는 덮개에 의

해 형성되며, 상기 플런저는 잠금부재(locking member)를 가지며, 여기에서 상기 플런저, 덮개 및 잠금부재들은 모두 하

나의 조각으로 형성되며, 뚜껑몸체(cap body)는 제1구조(first structure)를 갖는 내벽(inner wall)에 의해 형성된 구멍

(bore)을 가지며, 상기 플런저가 상기 구멍 내에 탑재되고 그리고 저장조건(storage condition)으로부터 활성화조건

(activated condition) 사이에서 가변될 수 있어 그에 따라 상기 저장조건에서는 상기 잠금부재가 상기 제1구조 및 상기 플

런저에 인접한 구멍 내에 탑재된 방출팁(dispensing tip)과 결합하고 그리고 상기 플런저가 상기 방출팁을 활성화시켜 폐

쇄위치에서 개방위치 사이에서 가변되도록 하여 상기 제2격실 내의 상기 성분이 상기 제1격실 내로 방출되는 것을 허용하

도록 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플런저의 상기 개방단부는 상기 방출팁의 원통형 칼라(cylindrical collar)에 대해 인접하게

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저장조건으로부터 상기 활성화조건으로의 상기 플런저의 활성화에 따라 상기 개방단부가 상기 칼

라에 대해 인접하게 되고 그리고 상기 방출팁을 상기 폐쇄된 위치에서 개방된 위치로 밀어내어 상기 방출팁의 밀봉을 파손

시키고 그리고 상기 성분이 상기 제2격실로부터 상기 주몸체의 상기 제1격실로 방출되도록 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용기뚜껑은 절취띠가 상기 뚜껑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상기 뚜껑을 상기 저장조건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압축

장벽(compression barrier)으로 그리고 일단 절취띠가 제거되면 가시적인 표시를 제공하는 조작증거요소(tamper

evident component)를 제공하는 절취띠(tear strap)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절취띠는 상기 플런저에 대하여 하나의 조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상기 뚜껑의 모서리에

인접하는 천공된 영역을 포함하여 상기 절취띠의 제거를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용기뚜껑

은 상기 뚜껑 내에 끼워맞춤(snap fit)의 건조제실린더(desiccant cylinder)를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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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성분은 적어도 2가지의 서로 다른 중량들을 갖는 과립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과립들은 상기 플런저가 저장조건에

있을 때 상기 제2격실 내에 포함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덮개는 상기 제2격실을 영구적으로 내포하는 단단한

부재가 될 수 있으며, 상기 플런저와 일체로 형성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잠금부재는 상기 플런저 및 상기 제1

구조로부터 돌출되며, 그 내벽에 원형홈이 형성되어 상기 저장조건에서 상기 원형플랜지를 수용하는 원형플랜지(annular

flange)를 포함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내벽은 제2구조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제2구조는 그 내벽에서 상기

제1구조의 아래에 형성되며, 상기 플런저가 상기 활성화조건에서 상기 플런저를 잠그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활성화조건으

로 이동하는 경우에 상기 원형플랜지를 수용하기 위한 원형홈을 갖는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잠금부재는 플런저의 외측벽 상에 형성된 제1경사벽(first tapered wall) 및 제2경사벽을

포함하는 상기 제1구조를 포함하며, 상기 플런저의 상기 활성화조건에로의 이동에 의하여 상기 제1경사벽이 상기 제2경

사벽에 결합하여 상기 플런저를 상기 활성화위치 내에 잠가두기 위한 루어록(luer lock) 효과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하

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뚜껑몸체의 상기 제1경사벽은 상기 플런저의 상기 제2경사벽의 경사(slope)와 동일한 경사를

갖는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방출팁은 그로부터 돌출되고 그리고 상기 뚜껑몸체의 구멍 내에서 상기 개방위치와

폐쇄위치 사이에서 왕복할 수 있는 원형플랜지를 갖는 원통형 칼라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원형플랜지는 상기 개방단부

에 형성된 원형덮개와 결합하여 상기 개방위치 내에서 상기 방출팁을 잠그도록 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방출팁은 상기 성분을 상기 제2격실로부터 상기 제1격실에로 방출시키기 위하여 그 내부에

형성된 구멍들을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방출팁은 상기 성분이 상기 뚜껑의 상기 개방단부를 통하

여 쉽게 방출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대체로 원뿔형으로 성형된 상면을 갖는 가로바닥부재(transverse base

member)를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뚜껑몸체는 상기 용기주몸체 상으로 상기 뚜껑을 탑재하기 위

한 나사가 형성된 수용기(threaded receptacle)를 형성하는 외부칼라를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뚜

껑몸체는 그 안에 공기구멍(vent)들을 갖는 나사들을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저장조건이 상기 제2격실

에 대해 기밀의 밀봉을 제공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플런저는 잠금돌기(locking lug)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뚜껑몸체는 쐐기못통로(key

way)를 포함하여 상기 플런저의 축상의 회전을 방지하도록 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덮개는 부드러운 형

상의 목표표면(target surface)을 형성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방출팁은 상기 제2격실 내로 통과하는 공

기 및 수분을 제한하는 미로밀봉(labylinth seal)을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방출팁은 상기 저장조건

에서 유전체밀봉(dielectric seal)을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유전체밀봉은 조정가능하게 고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상기 용기의 제조 동안에 상기 방출팁으로 향하는 에너지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상기 밀봉의 인

장강도(pull strength)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용기 및 뚜껑은 모듈 시스템(modular

system)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상기 저장조건으로부터 상기 플런저를 조절함이 없이 그리고 상기 방출팁이 상기 폐

쇄위치로부터 이동되는 것을 방해함이 없이 상기 용기주몸체로부터 제거되도록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상기 뚜껑이 제거

되는 동안에 그리고 상기 뚜껑의 상기 제2격실 내의 성분의 양에 영향을 줌이 없이 상기 제1격실 내의 상기 액체의 용적이

조절되도록 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덮개에 의해 형성된 개방단부 및 폐쇄단부를 갖는 뚜껑몸체 및 상기 개방단부에 탑재되고 그리고

개방위치와 폐쇄위치 사이에서 왕복할 수 있는 방출팁을 포함하는 뚜껑이 제공되며, 적어도 제1작동에 있어서, 상기 폐쇄

위치에서 상기 방출팁이 상기 개방단부에서 밀봉을 형성하며, 상기 방출팁의 활성화에 의하여 상기 밀봉이 파괴되고 그리

고 상기 방출팁이 개방위치에 있는 것을 표시하는 제1가청소리(first audible sound)를 제공하도록 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덮개는 작업자의 손으로 상기 덮개에 대해 하방으로 누르는 것에 의하여 저장조건과 활성화조건 사이에서 가

변될 수 있으며, 상기 덮개가 공명표면(resonant surface)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단단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것이어서 그

에 따라 상기 작업자의 손으로의 상기 덮개의 활성화에 의해 상기 활성화조건으로 이동됨을 나타내는 제2가청소리가 제공

되도록 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덮개는 투명한 돔(dome)을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덮

개는 상기 용기의 내용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indicia)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가청소리들은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하여 이중의 활성화 개방 소리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밀봉은 상기 방출팁과 상기 뚜껑몸체의 개방단부의 모서리들 사이에서 형성된

유전체밀봉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밀봉은 상기 뚜껑몸체의 개방단부에 대한 상기 방출

팁의 기계적 잠금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방출팁은 대체로 원뿔형으로 성형되고 그리고 제

1평면밀봉표면을 형성하는 원형모서리 및 상기 개방단부에 위치하는 원형테두리(annular rim)를 형성하는 뚜껑몸체를 포

함하며, 상기 원형테두리는 상기 폐쇄위치에서 그 위에 상기 제1평면밀봉표면을 수용하도록 인접하는 제2평면밀봉표면을

형성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평면밀봉표면들 사이에 유전체밀봉이 제공되어 250 내지 1,000g의

인장강도를 견딜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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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방출팁은 상기 원형모서리에 평행한 방향으로 돌출되는 원형플랜지를 갖는 상부고리

(upper ring)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뚜껑몸체는 상기 폐쇄위치에서 상기 방출팁을 잠그고 그리고 상기 제2평면밀봉표

면에 대해 상기 제1평면밀봉표면을 밀봉하도록 상기 원형플랜지를 수용하는 원형홈을 포함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폐쇄위치로부터 상기 개방위치에로의 상기 방출팁의 이동에 의하여 상기 원형플랜지는 상기 원형홈으로부터 옮겨지

게 되고 그리고 상기 원형플랜지를 형성하는 물질의 압축 및 비압축으로 이한 제1가청소리를 제공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방출팁은 대체로 원추형으로 성형되고 그리고 제1평면밀봉표면을 형성하는 원형모서리와 상기 개방단부에

서 원형테두리를 형성하는 상기 뚜껑몸체를 포함하며, 상기 원형테두리가 상기 폐쇄위치에서 그 위에 상기 제1평면밀봉표

면을 수용하도록 인접하는 제2평면밀봉표면을 형성하며, 상기 제1가청소리가 상기 유전체밀봉의 파괴 및 상기 원형홈으

로부터의 상기 원형플렌지의 분리 둘 다에 의해 제공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액체를 수용하기 위한 제1격실 및 성분을 수용하기 위한 제2격실을 갖는 용기를 제공하는 단계; 상

기 제1격실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액체로 채우는 단계; 상기 제2격실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액체로 채우는 단계; 상기 제1격

실과 상기 제2격실이 서로 연통되도록 상기 용기를 활성화시키는 단계; 및 상기 제2격실로부터 상기 제1격실에로 상기 성

분을 방출시키고 상기 성분이 상기 액체 내로 방출되도록 하고 그에 의하여 상기 제1성분이 상기 보충성분이 방출되는 제

2위치로부터 분리된 상기 제1위치에로 상기 액체 내로 방출되도록 하는 단계;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상기

성분이 제1중량 또는 형상을 갖는 제1성분과 제2중량 또는 형상을 갖는 보충성분으로 형성되며, 여기에서 상기 성분이 상

기 액체에 의해 활성화되어 상기 제1 및 제2위치에서 상기 제1격실 내에서 발포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

기 내에서 발포(effervescence)를 제공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1중량은 0.5 내지 2g이될 수 있으며, 상기 제2중량은 2 내지 5g이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

어서, 상기 제1형상은 구형이 될 수 있고, 상기 제2형상은 육면체이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성분은 크레아틴, 구

기자(wolfberry), 칼슘, 구아린(guarine), 아르기닌, 비타민 B,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타민 D, 이부프로펜, 전해질, 나이

아신, 엽산, 비오틴, 주석산수소콜린(choline bitartrate), 이노시톨, 망간, 칼슘, 성요한의 풀(Saint John's wart), 요힘비

(yohimbe), 폴리니코틴산크롬(chromium polynicotinate), 카르니틴, 타우린, 아스트라굴루스(astragulus), 오미자

(schizandra), 카바카바(kava kava), 레몬그라스(lemon grass), 에키나세아(Echinacea), 프롤리온(prolione), 벌꿀화분

(bee pollen), 아미노산 및 아연들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정제가 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은 상기 보충성분과 다른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2격실은

발포로 인한 상기 제1격실 내에서의 압력의 증가가 상기 뚜껑이 상기 용기로부터 튀어오리르지 않도록 상기 용기에 견고

하게 부착되는 뚜껑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실시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제1의 실시예를 도 1 내지 도 4B에 나타내었다. 도 1에서, 물 또는 여러 다른 액체들 등과 같은 주성분을 포함하

는 플라스틱용기(12)와 함께 사용되는 뚜껑(10)의 방출밀봉체(dispensing closure)가 나타나 있다. 상기 용기(12) 또는

주포장은 나사가 형성된 목(14)을 가지며, 여기에 상기 방출밀봉체가 용기뚜껑 또는 몸체(18) 내에 포함된, 도 4의 내부나

사(internal threads)들을 이용하여 탑재된다. 상기 방출밀봉체(10)의 상기 용기(12)에의 조립 및 분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기 용기뚜껑(18) 또는 뚜껑에는 가장자리톱니가 형성되어 있다(도 4).

상기 방출밀봉체(10)가 완전히 나사로 조여진 경우, 칼라(14) 뒤에서 상기 용기목(container neck)(14) 내로 잠그는 조작

방지고리(tamper proof ring)(20)가 상기 용기뚜껑(18)에 제공된다. 상기 제1성분(24)이 상기 용기(12)에 첨가된 후 상기

방출밀봉체(10)를 제거하는 경우, 상기 조작방지고리(20)는 상기 칼라(22) 뒤에 잠긴 채로 잔류하고, 나사를 푸는 동작은

상기 용기뚜껑(18)에 상기 조작방지고리(20)를 부착시키는 얇은 돌기들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힘을 제공한다. 만일 상기

방출밀봉체(10)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나 상기 조작방지고리(20)가 풀린 경우, 이는 사용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기 전

에 상기 용기가 개방되었다는 시각적 표시를 제공하게 된다. 사용될 수 있는 보충성분 또는 제1성분(24)의 예들은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 또는 약물들이다. 상기 제1성분(24)은

기력 ; 크레아틴, 구기자, 칼슘, 구아린, 아르기닌, 비타민 C, 비타민 B

운동후 ; 이부프로펜, 전해질

비타민 보충 ; 비타민 B1, 나이아신, 엽산, 비오틴, 주석산수소콜린, 이노시톨, 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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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충전 ; 비타민 B,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타민 D

뼈건강 ; 칼슘

스트레스 ; 성요한의 풀, 구기자

정력 ; 요힘비, 폴리니코틴산크롬, 카르니틴, 타우린, 아스트라클루스, 비타민 C

안정 ; 오미자, 카바카바, 레몬그라스

건강/감기예방 ; 에키니세아, 프롤리온, 구기자, 꿀벌화분, 아미노산, 아연

등과 같이 특정의 요구 및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조성된 발포성의 과립 또는 분말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상기 용기뚜껑(18)의 상단은 조작방지보호캡(28)의 부착을 위한 수단을 갖는다. 도 4의 대응하는 메시톱니(meshing

teeth)(30)는 상당한 힘이 적용될 때까지 고리/홈 조합(32)이 상기 용기뚜껑(18)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확실

하게 하는 동안에 상기 보호뚜껑(28)이 회전되는 것을 방지한다. 상기 조작방지고리(20)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얇은 돌기

(26)들은 상기 보호뚜껑(28) 설계에서 사용된다. 당해 기술분야에서 숙련된 자에게는 잘 알려진 설계에 기초하기 때문에,

상기 보호뚜껑의 상기 용기뚜껑에의 부착은 상세하게 도시하지 않았다.

가동부재, 플런저 또는 제1성분홀더(34)는 상기 조립체의 상기 제2의 부분을 포함한다. 상기 용기뚜껑(18) 내로 삽입되는

경우, 이는 상기 용기뚜껑(18) 내에 제공된 잠금홈(38)과 짝지워지는 잠금고리(36)의 수단에 의해 후퇴된 위치에서 제자리

에 잠기게 된다. 상기 잠금고리(36)의 바닥은 경사진 한편 그 상부는 편평하다. 동일한 배치가 상기 잠금홈(38)에 대해 사

용되며; 따라서 상기 제1성분홀더(34)를 밀어내는 데 더 적은 힘이 요구되도록 하며, 상기 용기뚜껑(18)을 당겨내는 데 더

큰 힘이 요구되도록 한다. 이러한 구조는 사용자에게 상기 제1성분홀더가 단지 한 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과, 또

한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 있어서 이는 상기 제1성분이 방출된 후에는 후퇴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상기 용기뚜껑 잠금홈(38) 아래의 용기뚜껑 잠금고리(40)의 수단에 의해 부가의 안전상의 특징이 제공된다.

조립 성분들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알려진 임의의 수단에 의해 형성되거나 또는 제조된다. 예를 들면, 병들은 취입성형

(blow mold)될 수 있다. 상기 용기뚜껑, 상기 제1성분홀더 및 상기 보호뚜껑은 사출성형(injection mold)될 수 있다. 모든

부품들은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 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물질들에는 저밀도폴리에틸렌, 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경질폴리염화비닐(), 폴리에스터 및 공-폴리에스터(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및 글리콜 변성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G)),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폴리스티렌들이 포함될 수 있다.

상기 기구의 상기 뚜껑(10)은 상기 병과는 별도로 조립되고 그리고 상기 병이 상기 제1성분으로 채워진 후 상기 병에 또는

제조과정 동안에 상기 병 상에 부착될 수 있다. 첫번째 경우에 있어서, 상기 잠금고리(36)가 상기 잠금홈(38) 내로 끼워맞

춰질 때까지 상기 제1성분홀더(34)가 상기 용기뚜껑(18) 내로 삽입된다. 다음에 상기 제1성분이 사전-측량(pre-

measured)되고 그리고 상기 제1성분홀더(34) 내로 투입된다. 별도로, 상기 제1성분이 수분에 민감한 것인 경우, 상기 홀

더뚜껑(52)이 건조과립(54)들로 채워지고, 그리고 와이어(wire) 또는 플라스틱메시(plastic mesh)(56)가 홀더뚜껑에 부

착된다.

계속해서 상기 조립된 홀더뚜껑(52)이 상기 제1성분홀더(34)에 부착된다. 용매 또는 접착제 접착, 초음파 용접, 가열소성

(heat staking), 가압맞춤삽입(press fit insertion), 나사 또는 체결구(fastener)들 등과 같은 임의의 획득가능한 수단들에

의하여 영구적인 부착이 달성될 수 있다. 가장 경제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방법이 선택될 수 있다.

계속해서 상기 보호뚜껑(28)이 상기 용기뚜껑(18) 상에 끼워맞춰지고; 그에 따라 조립이 완료된다. 계속해서 상기 조작방

지고리(20)가 상기 칼라(22) 뒤에 잠겨질 때까지 상기 조립된 방출밀봉체(10)가 상기 용기(12) 상에 나사결합된다.

충진하는 과정 동안에 상기 방출밀봉체(10)가 상기 용기 상에 조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정되는 경우, 약간 다른 절차가

후속되어야 한다. 상기 용기가 상기 보충성분으로 채워진 후에, 상기 조작방지고리(20)가 상기 칼라(22) 뒤에 잠길때까지

상기 용기뚜껑(18)이 먼저 상기 용기(12) 상에 나사결합된다. 계속해서 상기 보호뚜껑(28)이 상기 용기뚜껑(18) 상에 끼워

맞춰질 때까지 앞서의 조립절차에서 개괄된 단계들이 후속되게 되고 그에 따라 조립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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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액체방출부착물(빨대)은 그것이 보다 많은 부품들을 갖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조립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 기본적인

단계들은 앞서 기술한 바와 동일하다. 그 조립은 상기 용기뚜껑(18)과 함께 개시되며, 이는 상기 용기(12)에 부착되어 있을

수 있거나 또는 분리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계속해서 상기 잠금고리(86)가 상기 잠금홈(98) 내로 잠가질 때까지 상기 제1

성분홀더(68)가 상기 용기뚜껑(18) 내로 삽입된다. 이 경우에서 상기 제1성분홀더(68)는 조립체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상기 빨대관(sipper tube)(70)은 그 내벽에 부착된다. 계속해서 상기 사전측량된 제1성분이 상기 제1성분홀더(68) 내로

투입된다. 상기 제1성분홀더(68) 다음에 빨대뚜껑(sipper cap)(62)이 부착된다. 상기 빨대뚜껑(63)은 이미 부착되어 있는

빨대당김슬리브(sipper pull sleeve)(74)를 가질 수 있다. 또는 이는 별도의 조립단계로서 삽입될 수 있다. 상기 빨대뚜껑

(62) 상에 상기 보호뚜껑(64)을 끼워맞추는 것으로 조립이 완료된다.

상기 제1성분홀더(34)의 단부에서(도 1 및 도 1A), 상기 상부플랜지(42)가 용기뚜껑자리(container cap seat)(44) 내로

거꾸로 되는 경우, 상기 잠금고리(36)가 상기 제1성분홀더(34)를 제자리에 효과적으로 고정시키는 편평한 바닥을 갖는 용

기뚜껑잠금고리(40) 아래로 이동한다.

상기 제1성분홀더(34)에는 또한 상기 용기뚜껑내벽에 기밀 맞춤을 형성하는 2개의 밀봉고리(46)들이 제공된다. 상기 제1

성분홀더(34)가 상기 용기뚜껑(18) 내로 삽입되는 경우, 벽의 두께 및 물질의 유연성의 조합이 상기 밀봉고리(46)들이 상

기 용기뚜껑(18) 내의 상기 고리/홈 조합(32) 및 용기뚜껑잠금고리(40) 위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한다.

상기 밀봉고리(46)들 사이에, 상기 제1성분홀더(34)의 벽 내로 개구들이 제공된다. 이들 개구(48)들은 도 3에서 상기 제1

성분홀더(34)의 방출단부를 구성한다. 도 2에서 상기 기구가 활성화되는 경우, 상기 방출단부는 상기 용기뚜껑(18) 벽 아

래로 이동하고 그리고 상기 제1성분이 상기 용기(12) 내로 방출된다. 활성화 이전에, 조작방지보호뚜껑을 잡아채내는 것

에 의하여 상기 조작방지보호뚜껑(28)이 제거되어야 한다.

상기 제1성분홀더(34)의 상기 방출단부는 또한 상기 제1성분(24)을 상기 용기(12) 내로 방출하는 것을 돕는 경사진 바닥

을 갖는다. 상기 경사진 바닥은 원뿔형을 가지며 또한 이는 중력이 상기 제1성분을 방출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각이 형성되

어 있다. 상기 개구(48)들은 상기 제1성분의 방출 영역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상기 제1성분홀더의 상기 주몸체

바닥에 경사진 바닥을 부착시키는 다리(leg)(99)들의 단면적이 최소로 유지된다. 더 적은 다리들을 갖는 더 적은 개구들이

바람직한 경우, 또한 개구들의 개수는 변할 수 있다.

상기 홀더가 상기 용기뚜껑(18) 내로 삽입된 후에 상기 제1성분(24)이 상기 제1성분홀더(34) 내로 탑재되고 그리고 상기

고리/홈 조합(32)의 수단에 의하여 후퇴된 위치에서 잠기게 된다.

조립을 완료하기 위하여, 홀더뚜껑(52)이 상기 제1성분홀더(34)의 상단에 홀더뚜껑(52)이 부착된다. 상기 홀더뚜껑(52)은

상기 제1성분이 수분에 민감한 것인 경우, 이를 통하여 공기흐름을 허용하는 와이어 또는 플라스틱메시(56)에 의해 제자

리에 고정되는 건조과립(54)들을 포함할 수 있다.

도 5에서, 상기 기구가 활성화되기 전에 폐쇄된 위치 내에 본 발명의 상기 제2성분이 나타나 있다. 상기 제1성분에서와 마

찬가지로, 상기 빨대뚜껑(62) 또는 용기뚜껑 내에 제공된 내부나사(60)들의 수단에 의하여 상기 방출밀봉체(58)가 플라스

틱병인 상기 용기(12)에 부착된다.

상기 제2의 실시예의 상기 빨대뚜껑(62)은 조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상기 제1의 실시예의 상기 용기뚜껑(18)과 동일한

특징들 즉 도 4의 상기 빨대뚜껑(62)에 대한 얇은 돌기들에 부착된 조작방지고리(20), 보호뚜껑(64)을 부착시키는 수단들

(메시톱니(30), 고리/홈 조합 부착에 대응), 톱니(serration)(80)들을 제공한다. 상기 빨대뚜껑(62)의 상기 내벽은 동일한

잠금홈(98)을 가지나 상기 제2용기뚜껑잠금고리(40)는 이 구성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본 발명의 상기 기구의 제2의 실시예가 도 5 내지 도 7들에 나타나 있다. 본 발명의 상기 제2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방

출밀봉체(58)는 상기 주포장으로부터 상기 밀봉체를 제거함이 없이 혼합된 성분들을 활용하는 수단들 즉, 액체방출노즐

또는 빨대(66)를 갖는다. 이 특징을 생성하기 위하여,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가동부재 또는 제1성분홀더(68)는 빨대당

김슬리브(74)와 톱니모양의 당김고리(76)가 제공된 빨대관(70), 빨대뚜껑(72)를 포함하도록 변형된다.

상기 제1성분홀더(68)의 외측은 상기 제1의 실시예와 유사하며, 잠금고리(86) 및 2개의 밀봉고리(88)들을 포함한다. 상기

제1성분홀더/빨대뚜껑 조합은 또한 상기 제1성분이 수분에 민감한 것인 경우에 와이어 또는 플라스틱메시에 의해 제자리

에 고정되는 건조과립들(도시하지 않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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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활성화된 상태의 상기 기구를 나타낸다. 이 점에서 사용자는 상기 보호뚜껑(64)을 잡아채내는 것에 의하여 그리고

상기 상부플랜지(78)가 상기 용기뚜껑자리(82)에 대해 바닥이 닿을 때까지 상기 제1성분홀더(68)를 완전히 미는 것에 의

하여 제거한다. 상기 밀봉고리(88)들 사이에서 상기 제1성분홀더(68)의 방출단부를 구성하는 개구(84)들이 상기 빨대뚜껑

(62)의 내측벽 아래에 위치된다. 계속해서 상기 제1성분이 상기 용기(12) 내로 방출된다. 상기 제1성분홀더(68)의 상기 방

출단부는 또한 경사(96)져 있어 상기 방출과정을 촉진시킨다.

도 7은 상기 혼합된 성분들이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한 준비가 되는 경우에서 개방위치에 있는 상기 기구를 나타낸다. 상기

제1성분홀더의 상기 잠금고리(86)가 상기 빨대뚜껑(62) 내의 상기 대응하는 홈(98)과 결합되는 경우, 톱니모양의 당김고

리(92)들 사용하여, 상기 제1성분홀더(68)를 초기위치 내로 되돌린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홀더(68)가 양쪽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기 잠금고리(86)와 상기 잠금홈(98)들은 둥글게 되어 있다. 상기 빨대뚜껑(62)로

부터의 상기 제1성분홀더(68)의 불의의 제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용기뚜껑 내로 삽입된 후에 상기 제1성분홀더에 안

전플랜지(94)가 더해진다.

이 위치에서 상기 방출단부(84)에 대한 상기 개구들은 다시 밀봉되고 그리고 상기 병이 기울어지거나 또는 위가 아래로 뒤

집어지는 경우에도 액체는 상기 제1성분홀더(68)의 상기 외벽과 내벽 사이에 갇혀지지 않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위쪽 방

향에서 상기 빨대당김슬리브(74)를 올리고 그리고 상기 혼합된 성분들이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한 준비가 된다. 도면들에 도

시하지는 않았으나,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은 관통팁(piercing tip)/벨로우즈(bellows) 조합, 비틈뚜껑(twist cap), 빨대

가 있거나 없는 당김뚜껑을 포함한다.

관통팁/벨로우즈 조합에 대하여는, 본 발명의 이 특정의 실시예는 벨로우즈형의 액츄에이터(actuator)를 사용하여 상기 제

1성분 방출을 수행한다. 상기 벨로우즈가 상기 용기뚜껑에 부착되어 있는 한편으로 상기 방출팁은 상기 벨로우즈의 상단

에 부착된다. 상기 제1성분과립들 또는 분말이 상기 벨로우즈 내에 저장되고, 이는 연장된 위치 내에 있게 된다. 상기 벨로

우즈의 바닥은 충분한 힘이 상기 관통팁에 가해지는 경우에 쉽게 관통될 수 있는 박막밀봉(foil seal), 막(membrane) 또는

임의의 다른 물질에 의해 상기 보충성분으로부터 밀봉된다. 상기 보호뚜껑의 제거 및 상기 벨로우즈의 상단의 하방으로의

밀기가 상기 관통팁이 상기 밀봉을 관통하도록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상기 제1성분이 상기 주포장 내로 방출된

다. 이 실시예는 벨로우즈형의 액츄에이터를 사용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비틈뚜껑 발명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 실시예는 그 주변 상에의 방출구멍들의

원형의 배치를 갖는 용기뚜껑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뚜껑의 중앙에는 다수의 원통형 핀들이 존재한다. 짝을 이루는 비틈뚜

껑이 보류판 또는 다른 고정방법들의 수단에 의하여 상기 용기뚜껑에 부착된다. 상기 비틈뚜껑은 그 중앙에 상기 용기뚜껑

내의 상기 원통형의 핀들과 나란한 일련의 콩팥 모양의 구멍들을 갖는다. 이 구멍들은 상기 비틈뚜껑의 단지 제한된 양의

회전만을 허용한다. 또한 상기 용기뚜껑 내의 상기 방출구멍들의 개수에 대응하는 다수의 포켓(pocket)들이 상기 비틈뚜

껑 내로 형성된다. 각 포켓은 상기 제1성분에 대해 기밀환경을 제공하는 원형밀봉을 갖는다. 상기 용기뚜껑에 상기 비틈뚜

껑을 부착시키기에 앞서 제1성분 과립들 또는 정제들이 이들 포켓들 내로 삽입된다. 상기 두 성분들이 조립되는 경우, 상

기 포켓들이 상기 용기뚜껑의 방출구멍들 사이에 놓여지도록 상기 포켓들이 움푹 들어가게 되고, 그의 편평한 표면에 대해

밀봉된다. 상기 용기뚜껑 바닥의 상기 원통형의 핀들이 상기 비틈뚜껑의 상기 콩팥 모양의 구멍들에 대해 나올 때까지 상

기 비틈뚜껑을 회전시키는 것은 상기 비틈뚜껑 내의 상기 포켓들이 상기 용기뚜껑 내의 상기 방출구멍들과 나란하게 되도

록 하고 그에 따라 상기 제1성분의 상기 보충성분 내로의 방출을 허용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당김뚜껑(빨대와 함께 또는 빨대 없이)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 실시예는 상기

제1성분의 상기 보충성분으로의 방출 동작이 역전되고 그리고 당김작용이 미는 것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앞서 언급한 2개의 바람직한 실시예들과 유사하다. 상기 보호뚜껑의 제거 및 깔대기 형상의 제1성분홀더의 좁은 부분 위

로의 플러그의 당김은 상기 제1성분이 상기 주포장 내로 방출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변형 버전(version)의 상기 제2의 실

시예는 상기 주포장으로부터의 상기 밀봉체의 제거 없이 상기 혼합된 성분들의 활용을 허용하는 액체방출노즐 또는 빨대

를 제공한다.

도 8 내지 도 13으로 되돌아가서, 본 발명의 제3의 실시예가 나타나 있다. 용기주몸체(100)는 제1격실(101)을 형성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용기주몸체(100)는 공지의 등장음료(isotonic beverage) 또는 에너지 드링크 병들의 형태

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공지의 이러한 병들의 제조 방법들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용기주

몸체(100)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물질로 형성될 수 있으며, 50℃ 또는 그 이하에서 일어나는 공정에 의해 충

진될 수 있다. 상기 용기주몸체(100)는 목(106)에 의해 형성되는 개구(104)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목(106)은 나사가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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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뚜껑(110)이 상기 목(106)에 탑재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용기뚜껑(110)은 상기 목(106) 상에 나사결

합된다. 상기 뚜껑(110)은 하나의 성분을 저장하는 제2격실(112)(도 11을 참조)을 형성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2격실은 기밀밀봉을 제공하여 상기 성분을 보호하도록 하며, 상기 뚜껑(110) 또는 상기 용기(100)이 상기 성분의

분해 또는 손상 없이 선반 상에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액체 등과 같은 하나의 성

분이 상기 주몸체(100)의 상기 제1격실(101) 내에 저장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1격실(101) 내의 상기 성분

은 물이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2격실(112)로부터의 상기 보충성분의 혼합에 따라 상기 물은 단지 향기 또는

성분 만을 획득하고 그리고 상기 성분(221, 222, 223)이 혼합되는 경우 신생의 혼합물을 제공한다. 그러나, 상기 제2격실

(112)의 상기 성분의 혼합에 앞서, 상기 물은 분해되거나 손상될 수 있는 성분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제1격실(101)

은 상기 제1격실(101) 내의 상기 주성분을 유지하거나 또는 손상 또는 분해를 피하기 위하여 밀봉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상기 주몸체(100)의 제1격실(101)이 물로 채워진 경우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용기주몸체(100)는 상기 성분을

보존하고 그리고 손상을 방지하도록 작용하는 고온 충진 방법에서 생산될 필요는 없다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상기 밀봉된 제2격실 내의 성분의 저장으로 인하여, 상기 용기주몸체(100)는 다층의, 무거운 벽으로 된 주몸체의 사

용 또는 신축패널(expansion panel)들의 사용 없이 (고온 상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생산라인 상에서 충진되어야 하는 향기

를 포함하는 액체를 저장하기 위한 다른 형태의 용기들에 비하여) 저렴하게 생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온 충진 공정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본 발명은 각 20온스(ounce)의 병 당 약 25g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물질을 절약할 수 있다. 표

준의 고온 충진용의 20온스짜리 병은 약 40 내지 50g의 중량을 갖는다. 본 발명의 용기(100)(20온스짜리 병에서)는 또한

약 25 내지 30g의 중량이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용기(100)는 또한 열저항성 플라스틱 삽입물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보다

크고 그리고 보다 부드러운 표식표면(labeling surface)들을 허용하며, 성분 내용물들을 쉽게 볼 수 있는 투명한 용기를 제

공한다. 본 발명의 용기는 또한 소르베이트(sorbate), BHT(2,6-디-3차-부틸-4-히드록시톨루엔), 이산화황, 벤조에이트

등과 같은 첨가제들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한편으로 여전히 등장의, 스포츠음료 또는 탄산음료 등과 같은 신규의 최종제

품(상기 뚜껑(110)의 활성화 이후에)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주몸체(100)는 재생가능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과

같은 다양한 낮은 가격의 중합체들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진공보류(vacuum retention), 라벨의 수축(label crinkle) 및 병

의 움푹들어가는 가공(denting) 등과 같은 병들의 고온 충진의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들을 피할 수 있다. 상기 주몸체

(100)는 결정화율(crystallization ratio) 또는 유리전이온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열경화 또는 다른 수단들의 필요를 감소시

킨다. 상기 뚜껑(110) 상에 상기 방출메카니즘 또는 플런저(120)를 위치시키는 것은 상기 제1격실(101) 내의 잔류 생성물

의 가능성을 없애거나 또는 감소시킨다.

상기 뚜껑(110)은 내벽(119)을 갖는 구멍(117)을 형성하는 뚜껑몸체(115)를 포함한다. 플런저(120)가 상기 구멍(117) 내

에 탑재된다. 상기 플런저(120)는 개방단부(122) 및 폐쇄단부(124)를 포함한다. 상기 제2격실(112)은 상기 플런저(120)

의 상기 개방단부(122) 및 폐쇄단부(124)의 사이에 형성된다. 상기 뚜껑(110)이 상기 주몸체(100)에 탑재되는 경우, 상기

제2격실(112)의 상기 개방단부(122)는 상기 주몸체(100)의 상기 개구(104)와 연결된다. 상기 플런저(120)가 상기 구멍

(117) 내에서 왕복가능하게 탑재되고 그리고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은 저장조건으로부터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은 활성

화조건으로 가변될 수 있다.

상기 뚜껑(110)의 상기 폐쇄단부(124)는 덮개(130)에 의해 형성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덮개는 돔의 형상이

다. 상기 플런저(120)는 원형플랜지(132)와 같은 잠금부재를 포함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플런저(120), 덮개

(130) 및 잠금부재(132)들은 모두 일체로 주조된 중합체 물질의 하나의 조각으로 형성되어 플런저 조립체를 형성한다. 상

기 덮개(130) 및 잠금부재(132)를 갖는 상기 한 조각의 플런저(120)는 상기 제2격실(112)로부터 상기 제1격실(101)로의

성분의 방출을 위하여 활성화될 수 있는 뚜껑(110)을 제공하는 단단하고 그리고 튼튼한 구조를 제공한다. 하나의 실시예

에 있어서, 상기 덮개(130)는 투명하고 그리고 상기 주몸체(100)는 투명하여 구입의 시점에서 모든 성분들이 그들의 혼합

되지 않은 단계에서 가시적이 되도록 한다.

상기 뚜껑몸체(115)의 내벽(119)은 제1원형홈(141) 등과 같은 제1구조 및 상기 원형플랜지(132)를 수용하기 위한 제2원

형홈(142) 등과 같은 제2구조를 포함한다.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저장조건에서 상기 플런저(120)를 잠그도록 하기 위

하여 상기 원형플랜지(132)는 상기 제1원형홈(141)과 결합한다.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플런저는 화살표(D)의

방향으로 하방으로 가변되고, 그리고 상기 활성화조건에서 상기 플런저(120)를 잠그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원형플랜지

(132)는 상기 제2원형홈(142)과 결합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원형홈(132)은 경사지고 그리고 사면을 이루는

하부표면(143)을 포함하여 상기 원형홈이 쉽게 하방으로 상기 구멍(117)의 내벽(119)를 따라 활주하고 그리고 상기 제2

원형홈(142)와 결합하도록 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원형플랜지(132)의 미늘이 달린 형태(143)는 상기

플런저(120)가 뚜껑몸체(115)의 상기 구멍(117) 내로 더 가변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는 하나, 다른 방향으로는 가변되지

못하도록 한다. 이 구조는 상기 뚜껑(100)의 조작방지 특징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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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미늘이 달린 형태의 원형플랜지(132)는 상기 한조각의 플런저(120) 및 덮개(130)의 일체의

일부이다. 상기 제1 및 제2원형홈(141, 142)들은 또한 상기 원형플랜지(132)에 대응하는 형태를 가지며, 그에 따라 상기

플랜지(132)가 상기 제1홈(141) 내에 체류하는 것으로부터 쉽게 탈착되도록 하고, 그리고 상기 제2홈(142) 내로 하방으

로 이동하도록 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홈(141, 142)들 각각은 상기 플런저의 상방 방향(화살표(D)의 반대방

향)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날카로운 상부모서리(144)를 갖는다.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작업자의 손(145)가 상기 덮개(130)에 대해 화살표(D)의 방향으로 누르고 이는 상기 플런저

(120)를 상기 저장조건으로부터 상기 활성화조건으로 하방으로 힘을 가하여 상기 원형플랜지(132)가 상기 제1원형홈

(141)을 상기 제2원형홈(142) 내로 하방으로 가변시키는 원인이 되며, 이는 상기 플런저(120)를 상기 활성화조건 내에 잠

그게 된다.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단 상기 활성화조건으로 되면, 상기 원형플랜지(132)가 상기 원형홈(142) 내에 결

합되게 되고 그에 따라 이는 상방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방출팁(150)이 상기 플런저(120)에 인접한 상기 구멍(117) 내에 탑재된다. 상기 방출팁(150)은 원형고리(153)를 포함하

는 원통형의 칼라(152)를 포함한다.상기 원형고리(153)는 상기 뚜껑몸체(115)의 상기 개방단부에 형성된 내부직경테두리

(inner diameter rim)(155)의 원형덮개 내에 결합된다. 상기 방출팁(150)은 상기 방출팁(150) 주변으로 방사상으로 배향

된 버팀목(strut)들에 의해 형성된 구멍(151)들을 형성한다(도 14).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3개의 버팀목들이 제공되고

그리고 3개의 구멍들이 그들 사이에 형성된다. 도 9 및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방출팁(150)은 상기 플런저(120)

와는 구분된 성분이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방출팁(150) 및 플런저(120)들은 부착될 수 있으며, 하나의 단위로서

작동될 수 있다.

상기 방출팁(150)은 상기 플런저(120)의 이동에 의해 활성화되고 그리고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은 폐쇄된 위치로부터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은 개방위치로 왕복한다. 상기 방출팁(150)은 원추형의 상부표면(158)을 형성하는 황단베이스(157)

와 상기 뚜껑몸체(115)의 원형테두리(annular rim)(163) 상에 형성된 제평면밀봉표면(162)과 결합하는 제1평면밀봉표면

(161)(도 14)을 형성하는 원형모서리(160)를 포함한다. 상기 폐쇄된 위치에서,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원형모서

리(160)는 상기 원형테두리(163)에 인접하게 되고, 그리고 상기 제1평면밀봉표면(161)은 상기 제2평면밀봉표면(162)에

인접하게 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1평면밀봉표면(161)이 상기 뚜껑몸체(115)의 상기 내부직경테두리(155)

내에서 가압-맞춤(press-fit)되는 상기 방출팁의 외부직경테두리(165) 사이에서의 압축맞춤(compression fit)의 기계적

잠금을 경유하여 상기 제2평면밀봉표면(162)에 인접하는 경우, 상기 제2격실(112)은 상기 방출팁(150)에 의해 밀봉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내부직경테두리(155)는 상기 외부직경테두리(165) 보다 약간 작은 직경을 가지며, 그에 따

라 상기 구멍(117) 내에서의 상기 방출팁(150)의 삽입에 대하여 상기 뚜껑몸체(115)가 약간 위쪽으로 확장되고 그리고 상

기 방출팁(150) 주변에 압축맞춤을 제공하여 이를 제자리에 잠그고 밀봉을 형성하도록 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

기 밀봉은 기밀이고 수분에 대해 저항성(moisture resistant)이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1평면밀봉표면(161)과 제2평면밀봉표면(162) 사이에 이들 표면들의 변형을 통하여 밀봉이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원형모서리(160)와 원형테두리(163)에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에 의하여 유전체밀봉이 형

성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밀봉작업은 약 250 내지 1,000g의 최소의 당기는 힘을 달성하는 유전체밀봉을 제

공하며, 그에 따라 상기 방출팁의 밀봉이 단지 상기 밀봉에 의해 형성된 당기는 힘 보다 더 큰 힘을 발생시키는 것에 의해

파괴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밀봉의 강도는 상기 제1 및 제2평면밀봉표면(161, 162)들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을 변화시

키는 것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상기 제1격실(101)로부터 또는 상기 용기(100) 또는 뚜껑(100)으로부터 상기 제2격실

(112)로 공기 및 수분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유전체밀봉(170)은 상기 격실(112)의 수분

밀봉(moisture seal) 및 기밀(air tight)을 제공하기 위한 미로밀봉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 뚜껑몸체(115)는 또한 당김날개(pull tab) 또는 절취띠(175)를 포함한다. 상기 절취띠(175)는 손잡이(176) 및 압축

장벽(compression barrier)(177)을 포함한다. 관통된 영역(178)이 상기 절취띠(175)를 상기 뚜껑(115) 및 플런저(120)

에 부착시키는 상기 플런저(120)로부터 돌출된 상기 덮개(130)의 인접한 낮은 외측모서리에 제공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절취띠(175)는 상기 플런저(120)에 일체로 주조된다. 도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살표(A)의 방향으로 상기

손잡이(176)를 당기는 것에 의하여, 상기 압축장벽(177)이 상기 관통영역(178)을 따라 제거되고 상기 덮개(130)와 외부

칼라(179) 사이에 간격(G)을 형성한다. 상기 절취띠(175)의 제거에 앞서, 상기 압축장벽(177)은,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상기 덮개(130)이 화살표(D)의 방향으로 하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을 형성하며, 상기 뚜껑(110)의 활성

화에 대해 압축장벽을 제공한다. 상기 절취띠(175)가 제거된 후, 상기 간격(G)은 상기 덮개가 하방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플런저(120)가 그의 활성화 위치에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상기 절취띠(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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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어진 경우, 상기 뚜껑(110)이 조작되었다는 시각적 표시를 허용하는 조작증거성분을 상기 절취띠(175)가 제공하는

것 또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기 조작증거성분(175)의 제거는 상기 밀봉(170)이 깨지고 그리고 상기 제2격실

(112) 내의 상기 성분이 더 이상 신선하지 않거나 또는 손상될 수 있다는 표시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 뚜껑(110)은 또한 건조제 용기(180)를 포함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용기(180)는 원통형이고 그리고 상

기 덮개(130) 내에 형성된 원형목(182)에 의해 수용되는 원형핑거(annular finger)(181)를 포함하며, 그에 따라 상기 건조

제원통(180)이 상기 덮개(130) 내로 제자리에 들어맞게 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건조제로 채워진 원통(180)은 수분투과

가 일어나도 상기 격실(112) 내로의 수분투과의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제공된다.

드롭링(drop ring)(185)이 상기 뚜껑몸체 상에 상기 외부칼라(179) 아래에 탑재된다. 상기 뚜껑(110)을 상기 용기몸체

(100)의 상기 목(106)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하여 상기 칼라를 비트는 것에 의하여, 상기 드롭링(185)은 깨져서 상기 고리

(185)가 상기 칼라(179)로부터 분리되도록 하는 부서지기 쉬운 기둥(post)(187)(도 11)을 가져 상기 용기가 개방되었는가

의 시각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따라서, 앞서 기술한 상기 절취띠(175)에 더해, 상기 드롭링(185)은 상기 뚜껑(110)을 위한

또 다른 조작증거를 제공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뚜껑몸체(115)는 상단, 중간 및 하단의 벽구역(201, 202, 203)들 및 상기 외부칼라(179)를

포함하는 내벽(110)을 포함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이들 성분들은 중합체 물질로 모두 일체로 주조되어 하나의 뚜

껑몸체 조립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제1 및 제2의 원형홈(141, 142)들, 나사(225), 통기구(vent)(227) 및 드롭

링(185)들 또한 상기 뚜껑몸체 조립체의 일부로서 주조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뚜껑몸체(115)의 상기 내벽(119)에 의해 형성된 상기 구멍(117)은 상단구역(201), 중간구

역(202) 및 하단구역(203)들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상단구역(201) 및 하단구역(203)은 상기 구멍

(117)의 선상의 축에 평행하게 형성된 벽(119)들을 갖는다.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선(α)은 상기 뚜껑몸체(115)의 상

기 선상의 축에 평행한 상기 하단구역의 외벽(203)을 나타낸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중간구역(202)는 경사져 있

으며, 선(β)은 상기 벽(119)의 상기 중간영역(202)의 경사를 나타낸다.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하단구역(203)에

서의 선상의 벽과 상기 중간구역(202) 사이의 각도는 약 5°이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플런저(120)는 역시 상기

벽(203)에 대해 약 5°(선(Ω)으로 나타낸)로 경사진 하단부(205)를 포함한다. 따라서, 상기 뚜껑몸체(115)는 상기 플런저

(120)의 상기 하단부내벽(205)을 따라 경사진 외부플런저벽(202)을 포함하고 그리고 이들이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

로 인접하는 경우에 루어록을 형성한다. 이 루어록은 상기 플런저(120)가 상기 활성화 조건 내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원인

이 되며, 그에 따라 상기 플런저(120)가 상방(도 13에서 나타낸 화살표(D)의 반대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상기 원형홈(142) 내에 잠겨진 상기 원형플랜지(132)와 상기 내부경사벽(205)에 결합되는 상기 외부플런저벽

(22) 둘 모두가 동시적으로 상기 플런저(120)를 상기 활성화 조건 내에 잠그도록 작용하고, 그에 따라 상기 플런저가 활성

화되지 못하거나 또는 상기 저장조건 내로 뒤로 가변되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실

시예에 있어서, 이들 두 가지 특징들은 상기 플런저를 상기 활성화 조건 내에 유지시키도록 작용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

어서, 상기 뚜껑(110)은 단지 상기 경사진 벽들의 루어록 효과가 상기 활성화 조건 내에 상기플런저를 유지시키도록 설계

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뚜껑(110)은 단지 상기 원형홈(142) 내에 잠겨진 원형플랜지(132)가 상기 활

성화 조건 내에 상기 플런저를 유지시키도록 설계될 수 있다. 비록 상기 플런저를 상기 활성화 조건 내에 잠그는 것이 도움

이 될 수는 있으나, 상기 경사진 플런저의 일차적인 목적은 '폐색(corking)' 또는 지렛대 특성을 생성하여 상기 발포성의 정

제들 또는 다른 탄산음료나 가압된 음료들에 의하여 생성된 압력이 상기 뚜껑 조립체를 통하여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다. 상기 5°의 경사진 플런저(120) 및 구멍벽(202)은 상기 플런저(120), 덮개(130) 및 잠금수단들의 일체의 부분이다.

이러한 특징을 상기 플런저(120) 내로 구축하는 것은 저렴한 제조 및 부가의 밀봉요소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효과를 제공

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2격실(112)은 크레아틴, 구기자, 칼슘, 구아린, 아르기닌, 비타민 B,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타민 D, 이부프로펜, 전해질, 나이아신, 엽산, 비오틴, 주석산수소콜린, 이노시톨, 망간, 칼슘, 성요한의 풀, 요힘비, 폴

리니코틴산크롬, 카르니틴, 타우린, 아스트라굴루스, 오미자, 카바카바, 레몬그라스, 에키나세아, 프롤리온, 벌꿀화분, 아

미노산, 키틴올리고머(chitin oligomer), 수용성 경구 키토산 올리고머(water soluble oral chitosan oligomer) 및 아연들

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과립 또는 정제 등과 같은 성분으로 채워질 수 있다.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성분은 서로 다른 크기들 및 중량들을 갖는 과립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1성분(221), 보

충성분(222) 및 제3성분(223)들이 묘사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221)은 약 0.10 내지 0.50g의 중량

이고, 상기 보충성분(222)은 약 0.15 내지 0.75g의 중량이고, 그리고 상기 제3성분(223)은 약 0.20 내지 1.0g의 중량이

다.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저장조건에서, 상기 성분은 상기 격실(112) 내에 중량/크기로 분배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

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및 제3성분(221, 222, 223)들은 상기 격실(112)을 통하여 무작위로 분배될 수 있다. 다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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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에 있어서 상기 격실(112)이 하나의 크기 및 형태를 갖는 단일의 성분, 두 가지의 크기 및 형태들을 갖는 두 성분들, 또는

서로 다른 크기 및 형태들을 갖는 임의의 수 또는 조합의 성분들을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2격실

(112) 내의 상기 성분은 분말, 액체, 가스, 슬러리 또는 다른 입자들이 될 수 있다.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저장조건으로부터 상기 활성화 조건에로의 상기 플런저의 이동에 의하여, 상기 방출팁이

상기 개방위치에로 이동하고 그리고 상기 성분이 상기 제1격실(101) 내로 방출된다. 상기 성분(221, 222, 223)들의 서로

다른 크기들 및 중량들로 인하여, 이들은 서로 다른 하강 속도 및 서로 다른 위치들에서 상기 액체 내로 방출될 수 있다.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제1성분(221)은 상기 용기주몸체(100)의 상기 상단부분에 분배되고, 상기 보충성분(222)은

상기 주몸체(100)의 중간으로 향하여 분배되고, 그리고 상기 제3 및 가장 무거운 성분(223)은 상기 용기(100)의 상기 주

몸체의 바닥으로 향하여 분배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상기 서로 다른 크기들 및 중량들의 성분(221, 222, 223)들은 상기 격

실(101)의 서로 다른 영역들을 통하여 분배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성분은 발포작용을 제공하고 그리고 상기

발포는 서로 다른 크기들 및 중량들의 성분(221, 222, 223)들의 분배에 기초하여 상기 전체 격실(101)을 통하여 일어난

다. 상기 분배시스템과 함께 발포성 정제(221)들의 사용은 "피식(fizz)" 소리와 같은 강한 신선도 신호들, 활성의 기포들,

독특하고 분명한 반응 및 상기 격실(101)의 내용물들에 대한 상태의 가시적인 변화(고체에서 액체로)들을 제공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성분들은 서로 다른 형태들을 가질 수 있다.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성분은 구형의 과립들

이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입방체-형상의 입상들이 제공되어 상기 과립들의 발포가 서로 다르게 되도록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른 형상의 과립들이 서로 다른 속도 및 위치에서 상기 액체를 통하여 하강하도록 하고 상기 격실(101)의

서로 다른 부분들에 분산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성분의 크기, 중량 및 형상에서의 이들 모든 변형들은 상기 격실(101)을

통하여 보다 잘 분산된 발포 시각 효과를 제공하고, 상기 병의 사용자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 뚜껑(110)은 또한 상기 칼라(174)의 내벽(183) 내에 홈으로 형성된 쐐기못통로(232) 내에서 돌출되어 그에 수용되

는 상기 플런저(120)의 잠금손잡이(locking lug)(230)(도 12)를 포함하며, 이는 상기 뚜껑몸체(115) 내에서 상기 플런저

의 회전을 방지하도록 한다. 상기 한 조각의 플런저(120)는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절취띠(175)가 제거되었을 때 상

기 플런저(120)가 그 중앙축을 따라 회전하거나 선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2개의 외부잠금손잡이(230)들을 내포한다. 이들

손잡이(230)들 없이는, 상기 플런저(120)는 상기 절취띠(175)의 제거 동안에 상기 뚜껑몸체(115)에 대해 회전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플런저(120) 상에는 2개의 손잡이(230)들 및 상기 뚜껑몸체(115) 상에 대응하는 쐐기못통

로(232)들이 존재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뚜껑(115)에 대해 상기 플런저(120)가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다

많거나 적은 손잡이/쐐기못통로들이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기 용기의 조립의 바람직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뚜껑(110)은 상기 주몸체(100)과는 별도로 조립된다. 상기

하나의 조각의 플런저(120) 및 덮개(130)는 상기 뚜껑몸체(115)의 위에 탑재된다. 계속해서 상기 건조제실린더(180)가

상기 격실(112) 내에 억지끼워 맞춰진다. 계속해서 상기 뚜껑몸체(115)는 역전되어 상기 구멍(117)이 상방으로 향하도록

한다. 상기 격실(112)을 성분(221, 222, 223)들로 채우는 자동화된 공정이 컨베이어 벨트 공정 또는 자동화된 충진 노즐

을 경유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다. 상기 격실(112)을 성분으로 채운 후에, 계속해서 상기 방출팁(150)이 상

기 구멍(117) 내로 삽입된다. 상기 방출팁(150)은 기계적으로 또는 유전체 밀봉을 통하여 앞서 논의한 수단들에 따라 상기

뚜껑몸체(115) 상에 밀봉될 수 있다. 상기 플런저조립체(120) 및 뚜껑몸체(115)들은 성분(221, 222, 223)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원형홈(141) 내로 수용된 원형플랜지(132)를 통하여 그리고 상기 방출팁(150)의 상기 외부직경테두리(165)의 상

기 뚜껑몸체(115)의 내부직경테두리(155)와의 결합을 통하여 하나로 되어 기밀의 격실(112)을 제공한다. 상기 플런저조

립체(120) 및 뚜껑몸체(115)는 각 부분(115, 120)을 파괴하지 않고는 상기 절취띠(175)의 제거에 앞서 분리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상기 절취띠(175)의 제거 이후, 상기 플런저조립체(120)는 상기 뚜껑몸체 내에서 왕복될 수 있으나; 그러나

상기 2개의 부품들은 각 부분(115, 120)을 파괴하지 않고는 여전히 분리될 수 없다. 계속해서 상기 뚜껑(110)이 상기 주몸

체(100) 상으로 조립되거나 또는 고객들이 물과 은 액체의 별도로 구입한 병들 상에 올려놓기를 원하는 서로 다른 향 또는

서로 다른 형태의 뚜껑들을 갖기를 원하는 경우, 분리된 채로 판매될 수 있다. 상기 뚜껑(110)의 외측 형상이 둥글기 때문

에, 현존하는 마개설비(capping equipment)를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고 배향 또는 표시 등이 필요치 않다. 혼합에 앞서 상

기 뚜껑(110)과 상기 병주몸체(100)를 분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소비자들이 혼합에 앞서 상기 병 내의 액체의 양을 감소시

키는 것에 의해 혼합물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혼합에 앞서 상기 뚜껑(110)과 상기 병주몸체(100)를

분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또한 소비자들이 상기 성분(221, 222, 223)의 내용물들과는 별개로 상기 제1격실(101)의 내용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방출팁 구축은 1) 원형의 끼워맞춤고리밀봉 없이 다이(die)-유전밀봉(electric seal)으로,

2) 다이-유전밀봉 없이 원형의 끼워맞춤고리밀봉으로, 또는 3) 다이-유전밀봉과 원형의 끼워맞춤고리밀봉의 조합으로 수

행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는 적용예 및 상기 격실 또는 병의 내용물들의 민감도에 의존한다. 쉽게 조절될 수 있는 2차

밀봉을 제공하는 것에 더해, 별도의 유전체적으로 접합된 "수평편평부(horizontal flats)"가 또한 "폭(POP)"하는 소리 신호

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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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원형잠금고리의 분리와 함께 상기 하부원형끼워맞춤고리의 분리는 플런저(120)의 활성화 동안에 가청의 "폭" 소리를

형성한다. 그들의 상호간섭 끼워맞츰을 넘어서는 상기 2개의 원형의 끼워맞춤고리들/잠금고리들(132/141, 165/155)의

조합은 "폭" 소리를 발생시킨다. 게다가 상기 하부밀봉(170)의 신속한 분리는 상기 격실 및 병 내에서의 압력을 균등화시

키고 상기한 "폭" 소리에 더 기여하도록 한다. 상기 "폭"하는 소리는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의 상기 밀폐 시스템을

차별화하고 그리고 구별짓는, 들을 수 있으며, 또한 연상시킬 수 있는 소리이다. 뚜렷한 플런저의 "내리침(smack)" 작동,

소리 및 작용은 또한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을 차별화시키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새롭고 신규한 상호작용을

생성시킨다.

상기 뚜껑(110)이 상기 뚜껑몸체(100) 상에 놓여지는 경우, 상기 외부칼라(179)는 상기 주몸체에의 부착을 위한 상기 주

몸체(100)의 상기 목(106)의 나사들에 결합하는 나사(225)들을 포함하며, 이는 통기구(227)를 포함한다. 상기 뚜껑몸체

(110)가 상기 주몸체(100)에 조립된 후에, 완료된 조립체는 가게로 선적되고 그리고 최종 사용자에 의해 구입된다. 상기

병에 대한 상기 밀봉체의 밀봉은 기밀이다. 상기 방출격실(112)의 상기 내용물은 상기 플런저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밀 조

건을 유지한다. 상기 격실(112) 및 병(100)의 혼합된 내용물 또한 상기 뚜껑(110)이 풀려지고 그리고 상기 병으로부터 제

거될 때까지는 기밀조건으로 유지된다.

상기 뚜껑 말단 용기 조립체의 조작의 바람직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상기 용기몸체(100)을 들어올리고 그리고

상기 손잡이(176)를 파지하고 그리고 이를 상기 뚜껑몸체(115)로부터 당겨내어 상기 절취띠(175)를 제거하고, 그에 따라

상기 압축장벽(177)이 상기 관통된 모서리(178)를 따라 제거되고 그리고 도 12에 나타낸 바와 같은 간격(G)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손바닥으로 상기 덮개(130)을 화살표(D)의 방향으로 아래로 향하여 때리고 그리고 약 1500 내지 3000g의 미는

힘을 발생시키고 상기 플런저(120)가 상기 저장조건(도 11)로부터 상기 활성화조건(도 13)으로 이동되도록 한다. 상기 플

런저의 하부모서리(122)가 상기 방출팁(150)의 상부칼라(152)를 밀어서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폐쇄된 위치에서 개방

된 위치에로 이동되도록 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덮개(130)의 사용자의 손(145)의 손바닥으로의 타격은 "철썩

(smack)" 소리를 일으킨다. 상기 덮개(130)는 편평한 돔의 형상으로 형성되어 상기 "철썩"하는 소리를 강조하도록 한다.

상기 뚜껑몸체(115) 내에서의 상기 플런저(120)의 원통형의 구조는 상기 덮개(130)가 압축되도록 하고 그리고 보다 적은

물질의 외양 및 낭비 및 보다 환경친화적인 포장에 기여하는 물리적으로 보다 작은 전체 포장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을 허

용한다.

마찬가지로, 상기 방출팁이 활성화될 때, 하나의 실시예의 상기 방출팁(150)이 소리를 내도록 설계된다. 예를 들면, 상기

밀봉이 파괴되고 그리고 공기가 상기 격실(112) 내로 밀려들 때 상기 밀봉(170)의 파괴가 "폭" 소리를 내도록 할 수 있다.

더욱이, 상기 저장조건으로부터 상기 활성화조건으로의 상기 플런저(120)의 이동에 의하여 상기 플랜지(132)의 상기 경사

진 면(143)의 압축이 또한 "폭" 소리를 내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가청의 소리들 각각은 사용자에게 상기 밀봉(170)

이 파괴되고 그리고 상기 격실(112)의 상기 성분이 방출된다는 경고를 제공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이들 소리

들 3가지 모두는 상기 격실(112) 내의 상기 성분이 방출된다는 것을 표시하는 흥미로운 가청의 특징을 제공한다. 다른 실

시예에 있어서, 이들 가청의 특징들이 전혀 제공되지 않거나 또는 하나 또는 2개의 가청의 특징들이 제공될 수 있다.

일단 상기 개방위치에 있게 되면, 상기 방출팁(150)은 상기 원추형의 표면(158)을 상기 구멍(151)을 통하여 그리고 상기

뚜껑몸체(115)를 벗어나 상기 격실(101) 내로 굴러 내려가는 것에 의해 상기 격실(112)로부터 상기 성분(221, 222, 223)

들이 쉽게 방출되는 것을 허용하고, 상기 격실(101)에서 상기 성분(221, 222, 223)이 액체와 같은 다른 성분과 혼합될 수

있게 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에게 부가의 흥미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전한 발포가 상기 격실(101) 내에서의 상

기 액체 전체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병(100)은 상기 플런저(120)가 그의 활성화된 상태 또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 무관하게

상기 밀봉체시스템(106, 225)을 사용하여 재밀봉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주몸체(100)의 입구표면(106)

의 상기 목은 밀봉체 조립체 뚜껑(110)에 의해 피복되며, 상기 뚜껑(110)이 나사가 풀려지고 그리고 제거될 때까지 "깨끗

한" 채로 남게 된다. 모든 알루미늄 음료 용기들 및 많은 스포츠음료 뚜껑들이 노출된 입구표면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는

유용한 특징이다. 상기 밀봉체 메카니즘이 활성화된 조건이 된 후에, 상기 압축된 플런저(120) 및 뚜껑조립체(110)는 전통

적인 재밀봉이 가능한 밀봉체의 모든 기능들을 제공한다.

앞서의 기술 및 첨부된 도면들에서 규정된 것들은 단지 설명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며, 제한으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다. 특

정한 실시예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기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숙련된 자들에게는 출원인의 기여의 관점

보다 넓은 관점들에서 벗어남이 없이 변경들 및 변형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당연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선행기술들

에 기초한 적절한 관점에서 볼 때, 보호받고자 하는 실제의 관점은 이하의 청구범위들에서 정의되도록 의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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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이용 가능성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용기 등과 같은 분배할 수 있는 밀봉체, 특히 사용될 때까지 분리되는 액체 및 분말 또는 정제 등

과 같은 적어도 2개의 성분들을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적어도 2개의 격실을 갖는 밀봉체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대상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기 대상의 실시예들이 첨부된 도면들에 도시되어 있으며, 이

하의 상세한 설명들과 함께 고려하여 그 구조 및 작동 및 많은 잇점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은 기구가 활성화되기 전의 여기에서는 병인 주용기에 부착된 뚜껑발명의 제1의 실시예의 단면도이다.

도 1A는 도 1의 상기 뚜껑의 구성 특징들을 도시한 확대도이다.

도 2는 상기 기구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제1성분이 주포장 내로 방출된 후의, 도 1의 상기 뚜껑의 확대단면도이다.

도 3A는 3B-3B선을 따라 잘라낸 도 3A의 단면도이다.

도 4A는 보호 뚜껑을 위한 잠금고리(lock ring) 및 공급을 나타내는, 도 1의 상기 뚜껑의 고정된 부재의 사시도이다.

도 4B는 4B-4B선을 따라 잘라낸 도 4A의 단면도이다.

도 5는 상기 기구가 활성화되기 전의, 상기 주포장에 부착된 뚜껑 발명의 제2의 실시예의 단면도이다.

도 5A는 도 5의 상기 뚜껑을 상세하게 확대도이다.

도 6은 도 6은 상기 기구가 활성화 된 후의, 도 5의 뚜껑의 확대단면도이다.

도 7은 상기 기구의 가동부재가 원래의 위치에로 되돌려진, 도 5의 상기 뚜껑의 단면도이다.

도 8은 용기발명의 제3의 실시예의 사시도이다.

도 9는 전개상태로 나타낸 뚜껑을 갖는 도 8의 상기 용기의 사시도이다.

도 10은 도 8의 상기 뚜껑의 측면도이다.

도 11은 도 10의 11-11선을 따라 전개한 단면도이다.

도 12는 도 8의 상기 뚜껑으로부터의 절취띠의 제거를 나타내는 측면도이다.

도 13은 활성화 조건에서의 상기 뚜껑을 나타내는 도 8의 상기 용기의 부분측면도이다.

도 14는 도 9의 방출팁의 확대사시도이다.

도 15는 덮개/플런저가 제거된 도 10의 상기 뚜껑몸체와 외부칼라의 확대사시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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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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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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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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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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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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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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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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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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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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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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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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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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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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