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B65D 33/00

     B65D 33/16

     B65D 33/25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5-0115890

2005년12월08일

(21) 출원번호 10-2005-7016431

(22) 출원일자 2005년09월02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5년09월02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2004/006769 (87) 국제공개번호 WO 2004/078609

국제출원일자 2004년03월05일 국제공개일자 2004년09월16일

(30) 우선권주장 10/794,349

10/795,149

60/452,138

60/452,168

2004년03월04일

2004년03월04일

2003년03월05일

2003년03월05일

미국(US)

미국(US)

미국(US)

미국(US)

(71) 출원인 틸리아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세컨드 스트리트 303 5층 노오쓰타워

(72) 발명자 우 홍유

미국, 캘리포니아 95131, 산 호세, 후미아 드라이브 1727

알브라이튼 찰스 웨이드

미국, 캘리포니아 94547, 허큘리스, 프로메나드 스트리트 1124

브레이크스, 데이비드

홍콩, 카우룬, 사이 쿵, 초 워 항 로드 18, 플로랄 빌라스 에이23

(74) 대리인 특허법인씨엔에스

심사청구 : 있음

(54) 액체-트래핑 백 및 그 제조방법

요약

제 1 및 제 2 오버래핑 패널을 포함하는 진공 포장용 백이 개시된다. 다수의 배플을 갖는 다수의 채널이 흡입을 이용하여

백내부로부터 공기 또는 다른 기체를 비우기위한 하나이상의 패널상에 형성된다. 일 구현으로, 냉각 롤과 라미네이팅 롤사

이에 관련된 백 제조는 상기 롤사이의 닙에 기체-불투과성 물질을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지가 냉각 롤의 다수의 공동

을 채우도록 닙에 수지를 압출시켜 기체-불투과성 물질에 부착하는 내부층을 형성한다. 그 결과물인 시이트는 폴딩되어

제 1 밍 제 2 패널을 형성하며 이들은 밀봉되어 봉투를 형성한다.

대표도

도 1B

색인어

공개특허 10-2005-0115890

- 1 -



진공, 포장, 백, 돌출부, 패널

명세서

기술분야

우선권 주장

본 출원은 미가출원 제60/452,168호(명칭: LIQUID-TRAPPING BAG FOR USE IN VACUUM PACKAGING, Henry

Wu, et al., 출원일: 2003. 3. 5.(대리인 관리번호 TILA-01177US0)); 미가출원 제60/452,138호(명칭: METHOD FOR

MANUFACTURING LIQUID-TRAPPING BAG FOR USE IN VACUUM PACKAGING, Henry Wu, et al., 출원일:

2003. 3. 5.(대리인 관리번호 TILA-01177US1)); 미특허출원 제10/ , 호(명칭: LIQUID-TRAPPING BAG FOR USE IN

VACUUM PACKAGING, Hongyu Wu, et al., 출원일: 2004. 3. 4.(대리인 관리번호 TILA-01177US2); 및 미특허출원

제10/ , 호(명칭: METHOD FOR MANUFACTURING LIQUID-TRAPPING BAG FOR USE IN VACUUM PACKAGING,

Hongyu Wu, et al., 출원일: 2004. 3. 4.(대리인 관리번호 TILA-01177US3)으로부터 우선권을 주장한다.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교차 참조

본 출원은 하기 동시-계류중인 출원의 전부를 참고문헌으로 포함한다:

미 가출원 제60/452,172(명칭: SEALABLE BAG HAVING AN INTEGRATED TRAY FOR USE IN VACUUM

PACKAGING, Henry Wu, et al., 출원일: 2003. 3. 5.(대리인 관리번호 TILA-01178US0));

미 가출원 제60/452,171(명칭: METHOD FOR MANUFACTURING A SEALABLE BAG HAVING AN INTEGRATED

TRAY FOR USE IN VACCUM PAKAGING, Henry Wu, et al., 출원일: 2003. 3. 5.(대리인 관리번호 TILA-

01178US1));

미 가출원 제60/451,954(명칭: SEALABLE BAG HAVING AN INDICIA FOR USE IN VACUUM PACKAGING, Henry

Wu, et al., 출원일: 2003. 3. 5.(대리인 관리번호 TILA-01179US0));

미 가출원 제60/451,948(명칭: METHOD FOR MANUFACTURING A SEALABLE BAG HAVING AN INDICIA FOR

USE IN VACUUM PACKAGING, Henry Wu, et al., 출원일: 2003. 3. 5.(대리인 관리번호 TILA-01179US1));

미 가출원 제60/452,142(명칭: SEALABLE BAG HAVING AN INTEGRATED ZIPPER FOR USE IN VACUUM

PACKAGING, Henry Wu, et al., 출원일: 2003. 3. 5.(대리인 관리번호 TILA-01180US0));

미 가출원 제60/452,021(명칭: METHOD FOR MANUFACTURING A SEALABLE BAG HAVING AN INTEGRATED

ZIPPER FOR USE IN VACUUM PACKAGING, Henry Wu, et al., 출원일: 2003. 3. 5.(대리인 관리번호 TILA-

01180US1));

미 가출원 제60/451,955(명칭: SEALABLE BAG HAVING AN INTEGRATED VALVE STRUCTURE FOR USE IN

VACUUM PACKAGING, Henry Wu, et al., 출원일: 2003. 3. 5.(대리인 관리번호 TILA-01181US0));

미 가출원 제60/451,956(명칭: METHOD FOR MANUFACTURING A SEALABLE BAG HAVING AN INTEGRATED

VALVE STRUCTURE FOR USE IN VACUUM PACKAGING, Henry Wu, et al., 출원일: 2003. 3. 5.(대리인 관리번호

TILA-01181US1));

미 가출원 제60/452,157(명칭: SEALABLE BAG HAVING AN INTEGRATED TIMER/SENSOR FOR USE IN

VACUUM PACKAGING, Henry Wu, et al., 출원일: 2003. 3. 5.(대리인 관리번호 TILA-01182US0));

미 가출원 제60/452,139(명칭: METHOD FOR MANUFACTURING A SEALABLE BAG HAVING AN INTEGRATED

TIMER/SENSOR FOR USE IN VACUUM PACKAGING, Henry Wu, et al., 출원일: 2003. 3. 5.(대리인 관리번호

TILA-01182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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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특허출원 제10/169,485(명칭: METHOD FOR PREPARING AIR CHANNEL EQUIPPED FILM FOR USE IN

VACUUM PACKAGE, 출원일: 2002. 6. 26.;

미특허출원 제10/ , (명칭: SEALABLE BAG HAVING AN INTEGRATED TRAY FOR USE IN VACUUM PACKAGING,

Hongyu Wu, et al., 출원일: 2004. 3. 4.(대리인 관리번호 TILA-01178US2);

미특허출원 제10/ , (명칭: METHOD FOR MANUFACTURING A SEALABLE BAG HAVING AN INTEGRATED TRAY

FOR USE IN VACUUM PACKAGING, Hongyu Wu, et al., 출원일: 2004. 3. 4.(대리인 관리번호 TILA-01178US3);

미특허출원 제10/ , (명칭: SEALABLE BAG HAVING AN INDICIA FOR USE IN VACUUM PACKAGING, Hongyu Wu,

et al., 출원일: 2004. 3. 4.(대리인 관리번호 TILA-01179US2);

미특허출원 제10/ , (명칭: METHOD FOR MANUFACTURING A SEALABLE BAG HAVING AN INDICIA FOR USE

IN VACUUM PACKAGING, Hongyu Wu, et al., 출원일: 2004. 3. 4.(대리인 관리번호 TILA-01179US3);

미특허출원 제10/ , (명칭: SEALABLE BAG HAVING AN INTEGRATED ZIPPER FOR USE IN VACUUM

PACKAGING, Hongyu Wu, et al., 출원일: 2004. 3. 4.(대리인 관리번호 TILA-01180US2);

미특허출원 제10/ , (명칭: METHOD FOR MANUFACTURING A SEALABLE BAG HAVING AN INTEGRATED

ZIPPER FOR USE IN VACUUM PACKAGING, Hongyu Wu, et al., 출원일: 2004. 3. 4.(대리인 관리번호 TILA-

01180US3);

미특허출원 제10/ , (명칭: SEALABLE BAG HAVING AN INTEGRATED VALVE STRUCTURE FOR USE IN

VACUUM PACKAGING, Hongyu Wu, et al., 출원일: 2004. 3. 4.(대리인 관리번호 TILA-01181US2);

미특허출원 제10/ , (명칭: METHOD FOR MANUFACTURING A SEALABLE BAG HAVING AN INTEGRATED

VALVE STRUCTURE FOR USE IN VACUUM PACKAGING, Hongyu Wu, et al., 출원일: 2004. 3. 4.(대리인 관리번호

TILA-01181US3);

미특허출원 제10/ , (명칭: SEALABLE BAG HAVING AN INTEGRATED TIMER/SENSOR FOR USE IN VACUUM

PACKAGING, Hongyu Wu, et al., 출원일: 2004. 3. 4.(대리인 관리번호 TILA-01182US2);

미특허출원 제10/ , (명칭: METHOD FOR MANUFACTURING A SEALABLE BAG HAVING AN INTEGRATED

TIMER/SENSOR FOR USE IN VACUUM PACKAGING, Hongyu Wu, et al., 출원일: 2004. 3. 4.(대리인 관리번호

TILA-01182US3).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진공 포장에 사용되는 백 및 진공 포장에 사용되는 백을 제조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생선 및 고기, 가공 식품, 가공 곡물, 및 남은 음식과 같은 부패성 식품, 및 비-부패성 물품을 보존하기위한 방법 및 장치가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매우 다양하다. 식품은 음식 용기를 개봉하고 그 음식을 대기에 노출시키게 되면 박테리아, 균류 및 곰

팡이와 같은 유기체가 성장하기때문에 부패하기쉽다. 대부분의 방법 및 장치는 유기체가 채워진 공기로부터 음식을 보호

함으로써 음식을 보존한다. 일반적인 방법 및 장치는 음식을 기체-불투과성 플라스틱 백내에 넣고, 진공 펌프 또는 다른

흡입 공급원으로부터 흡입을 사용하여 백에서 공기를 비우고 백을 단단히 밀봉하는 것을 포함한다.

진공 포장용 백은 제 1 패널 및 제 2 패널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 패널은 열-밀봉성, 플라스틱-기초 필름(예, 폴리에틸렌)

의 단일층으로 구성된다. 상기 패널은 봉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열-밀봉 기술에 의해 패널의 실질적인 둘레부분을 따라 함

께 밀봉된다. 상할 수 있는 음식과 같은 부패성 제품 또는 기타 물품은 밀봉되지않은 부분을 통해 봉투내로 포장되고 이를

통해 후속적으로 진공된다. 부패성 제품이 백내로 포장되고 공기가 백내부로부터 비워진 후, 밀봉되지않은 부분은 가열되

고 압축되어 패널이 서로 접착되어 백이 밀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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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제 2,778,173에는 엠보싱 기술의 도움으로 적어도 하나의 패널내에 채널을 형성함으로써 백으로부터의 진공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공기는 진공도중 채널을 따라 백으로부터 빠져나간다. 엠보싱은 적어도 하나의 패널상

에 돌출부의 패턴을 형성한다. 상기 돌출부는 분리된 피라미드, 반구 등일 수 있으며 가열 암 다이(female dies) 및 숫 다이

(male dies)를 사용하여 패널을 압축하여 형성될 수 있다. 제 1 패널은 한 패널의 돌출부가 반대편 패널을 마주보도록 제 2

패널상에 겹쳐진다. 패널의 접촉 주변 모서리는 서로 밀봉되어 주변의 밀봉되지않은 부분에 주입구를 갖는 봉투를 형성한

다. 부패성 혹은 기타 제품은 상기 주입구를 통해 봉투내로 포장되고 주입구는 밀봉된다. 이후, 개봉구는 채널과 통하는 패

널물질의 일부에 뚫어지며, 공기는 채널 및 개봉구를 통해 봉투의 내부로부터 제거되며, 그리고 개봉구는 밀봉된다. 이러

한 타입의 백은 부패성 혹은 기타 제품이 봉투내로 포장된 후 두개의 부가적인 밀봉 단계를 요구한다. 다른 문제는 톱니모

양이 패널의 반대편상에 형성되도록 엠보싱이 플라스틱상에 자국을 생성하는 것이다.

부가적인 밀봉 단계를 피하기위해, 진공 백은 라미네이팅된 필름으로 구성된 제 1 패널 및 제 2 패널을 갖도록 형성된다.

각 패널은 열-밀봉성 내부층, 기체-불투과성 외부층, 및 임의로, 하나이상의 중간층을 포함한다. 이러한 백은 미국 특허 제

Re.34,929에 기술되어 있다. 적어도 하나의 패널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필름은 엠보싱 몰드를 사용하여 엠보싱되어 돌출부

및 돌출부들사이의 공간으로 정의되는 채널을 형성하며 이에 따라 공기가 진공 백으로부터 쉽게 진공된다.

미국 특허 제 5,554,423에는 진공 포장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백이 기술되어 있다. 상기 백은 제 1 및 제 2 패널로 구성되

며, 각 패널은 기체-불투과성 외부층 및 열-밀봉성 내부층으로 구성된다. 다수의 열-밀봉성 스트랜드 엘리먼트는 제 1 패

널 또는 제 2 패널의 내부층에 규칙적인 간격으로 열 결합된다. 스트랜드 엘리먼트사이의 공간은 진공용 채널로 작용한다.

스트랜드 엘리먼트는 압출 헤드로부터 압출되고 압력 롤의 사용으로 열-밀봉성 층에 열 결합된다. 스트랜드 엘리먼트를

생성하기위해 별도의 장치가 요구되며, 그리고 다수의 스트랜드 엘리먼트를 열-밀봉성 내부층에 규칙적인 간격으로 열 결

합하는 방법은 복잡하다. 또한, 여러가지 패턴 형태는 이러한 공정으로 이용하여 형성하기 어렵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구현의 보다 상세한 설명은 첨부된 도면과 함께 설명된다.

본 발명의 상세한 구현이 본 명세서에 개시된다. 그러나 개시된 구현은 단지 본 발명을 예시하는 것이며 여러가지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개시된 상세한 설명은 이에 한정하려는 것은 아니며 청구범

위에 기초하며 그리고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자에 대한 본 발명의 제조 및/또는 사용 방법의 가르침에 기초한다.

도 1A-1C는 본 발명에 따른 진공백을 제조하는 방법의 일 구현을 나타낸다. 상기 진공백은 제 1 패널 및 제 2 패널을 포함

하며, 여기서 각 패널은 기체-불투과성 베이스층 108 및 액체 흐름 차단 돌출부 및/또는 채널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패널

을 갖는 열-밀봉성 내부층 106을 포함한다. 라미네이팅 롤 102 및 냉각 롤 104는 용융-압출된 수지가 롤사이로 도입되도

록 배열되고 냉각되어 열-밀봉성 내부층 106을 형성하고 형성된 내부층 106은 기체-불투과성 베이스층 108에 라미네이

팅된다. 도 1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라미네이팅 롤 102와 냉각 롤 104 사이의 갭은 진공포장용 패널의 요구조건(예, 두께)

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냉각 롤 104의 온도는 용융-압출된 수지가 원하는 패턴을 형성하도록 충분히 냉각될 수 있는 범

위내로 유지된다. 예를들어, 약 -15 ~ -10℃의 온도범위가 원하는 패턴을 적절히 형성하는데 충분할 수 있다. 냉각 롤

104의 온도범위는 수지의 조성, 기체-불투과성 베이스 층 108, 환경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정이 요구될 수 있

다. 또한, 냉각 롤 104는 라미네이팅 롤 102보다 큰 직경을 갖도록 사이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용융-압출된 수지가 보

다 냉각된 표면적과 접촉되도록 할 수 있다. 예를들어, 냉각 롤 104의 직경은 라미네이팅 롤 102의 직경에 약 1과 1/2 내

지 약 3배이상일 수 있다.

상기 열-밀봉성 내부층 106은 전형적으로 열가소성 수지를 포함한다. 예를들어, 상기 수지는 식품 보존에 적절하고 인체

에 무해한 폴리에틸렌(PE)으로 구성될 수 있다. 진공 백은 두 패널의 열-밀봉성 내부층 106이 접촉되고 열이 패널의 주변

부에 적용되어 봉투를 형성하도록 두 패널을 겹침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열가소성 수지는 충분한 열이 적용되는 경우 두

패널이 서로 강하게 결합되도록 선택될 수 있다.

기체-불투과성 베이스 층 108은 공급 수단(나타내지 않음)에 의해 냉각 롤 104와 라미네이팅 롤 102사이의 갭에 공급된

다. 상기 기체-불투과성 베이스 층은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 에틸렌 비닐 알코올(EVOH), 나일론, 또는 가열될 수 있

고 이러한 제조공정에 사용될 수 있는 유사한 특성을 갖는 다른 물질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상기 기체-불투과성 베

이스 층 108은 일층, 또는 둘 이상의 층으로 구성될 수 있다. 다층-구조 베이스층이 사용되는 경우, 이들의 총 두께는 총

기체-불투과성 베이스 층 108에 대해 허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절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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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출기 110은 냉각 롤 104와 기체-불투과성 베이스 층 108 사이의 닙에 융융-압출된 수지를 공급함으로써 용융-압출된

수지가 기체-불투과성 베이스 층 108에 층을 이루는 식으로 배치된다. 상기 수지는 압출기 110의 노즐 112를 통해 공급

된다. 용융-압출된 수지의 온도는 사용된 수지의 타입에 따라 달라지며, 전형적으로 약 200-250℃범위일 수 있다. 라미네

이팅 유니트 100으로 압출되는 수지의 양은 열-밀봉성 내부층 106의 원하는 두께에 따라 달라진다.

본 발명의 일 구현으로 냉각 롤 104의 외주면상에 제조된 패턴은 배플 구조를 갖는 다수의 불연속성 채널을 정의하는 공동

(및/또는 돌출부)을 포함할 수 있다. 노즐 112로부터 압출된 수지는 냉각 롤 104와 기체-불투과성 베이스 층 108 사이에

압착되고 냉각 롤 104의 공동내로 흘러들어 간다. 상기 수지는 원하는 패턴으로 신속히 냉각되고 고형화되는 한편 기체-

불투과성 베이스 층 108에 부착되어 상기 패널의 열-밀봉성 내부층 106을 형성한다. 열-밀봉성 내부층이 다이에 의해 끌

어당겨지거나 암 및 수 구성요소사이에 엠보싱되는 포스트-엠보싱 처리를 적용하는 다른 방법과 달리, 상기 열-밀봉성 내

부층 106이 형성될 수 있으며 상기 수지가 흐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열하여 이에 따라 수지가 성형된다.

패널의 열-밀봉성 내부층 106에 형성된 각 돌출부의 두께는 냉각 롤 104의 공동의 깊이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채널의

폭은 공동사이의 간격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공기 및/또는 다른 기체의 진공용 채널의 형상, 폭, 및 두께는 냉각

롤 104의 공동에 대한 사양을 변화시킴으로써 조절될 수 있다. 도 2A 및 2B는 본 발명의 일 구현에 따른 두 패널의 (라인

2B-2B에 따른) 단면도를 나타낸다(패널의 두께는 채널 벽 및 배플의 폭에 비해 상대적 과장됨). 열-밀봉성 내부층 106은

채널 224에 바람직하게 0.5-6.0밀 두께범위일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 돌출부 226에 1.0-12.0밀 두께범위일 수 있는 한

편, 기체-불투과성 베이스 층 108은 바람직하게 약 0.5-8.0밀 두께범위일 수 있다. 내부층 및 베이스층의 치수는 상술한

바와 같으나 내부층 및 베이스층의 치수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도 3A는 진공 백용 냉각 롤 104에 의해 패널상에 형성된 패턴 320의 평면도이며, 열-밀봉성 내부층 106은 돌출부가 채널

벽 226 및 배플 228을 갖는 다수의 채널 224를 형성하는 식으로 성형된다. 배플 228은 공기 및/또는 다른 기체 340(도식

적으로 나타냄)가 흡입에 의해 배플 228 주변으로 끌어당겨질 수 있으며 진공 백으로부터 진공되는 한편 보다 무거운 액체

입자 342는 채널 벽 226과 배플 228사이에 트래핑될 수 있는 각으로 헤링본 패턴으로 배열될 수 있다. 트래핑되는 것으로

의도된 액체에 적합한 냉각 롤 104 생성시, 배플 228과 채널벽 226의 교차에 의해 형성되는 각, 및 인접 배플 228사이의

갭이 정의될 수 있다. 챔버벽 226에 비해 그리고 다른 배플 228에 비해 다른 배열의 배플 228은 (액체-트래핑 용기를 정

의하도록 형성되는) 멀티-폴딩될 수 있으며, 공기 및/또는 다른 기체 340의 진공을 향상시키는데 최적화되고 액체가 진공

백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예를들어, 도 3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배플 228은 배플 228사이

의 채널 개봉을 통해 통과하는 접근각이 깊어지고, 배플 228에 의해 형성된 용기가 상대적으로 깊어지고, 이에 따라 액체

342를 용기내로 편향시킴으로써 액체 흐름을 지연시키고 현저한 양의 액체 342를 트래핑할 수 있도록 배열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자는 공기 및/또는 다른 기체 340의 진공에 비해 액체 342의 비움을 지연시키는

다른 여러가지 배플 배열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도 3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른 구현으로, 냉각 롤 104의 외주면상에 제조

된 패턴 320, 및 이후의 패널은 채널벽 성형이 필요없는 "V"-형상 배플로 정의되는 다수의 채널 224를 형성하는 돌출부를

성형할 수 있다. 다른 구현으로, 채널벽 226은 배플 228을 갖는 진공 개방부 부근의 채널 길이부로 패널의 길이를 실질적

으로 연장할 수 있다.

도 3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른 구현으로 냉각 롤 104의 외주면상에 제조된 패턴 320, 및 이후의 패널은 채널 벽 226 및

배플 228을 갖는 다수의 채널 224를 형성하는 돌출부를 성형할 수 있으며, 여기서 각 배플 228은 채널 224의 폭의 실질적

인 부분을 지나 연장되며, 이에 따라 배플 228과 채널 벽 226 사이의 경로가 공기 및/또는 끌어 당겨지는 다른 기체에 대하

여 정의된다. 상기 배플 228은 액체 입자 342를 수집하기위한 주머니를 형성하기위해 택일적으로 도 3D에 나타낸 바와 같

이 포물선형이거나 둥근형태일 수 있다.

도 3은 냉각 롤 104의 외주면상에 제조된 패턴 320 및 이후의 패널의 다른 구현을 나타내며, 이는 패널의 길이를 따라 또

는 액체 입자 342를 포획하기위한 패널의 일부를 따라 피쉬-스케일과 같이 배열된 포물선-형상 또는 "U"-형상 배플 228

을 포함할 수 있다. U-형상 배플 228은 또한 액체 입자 342의 양을 억제하면서 공기 및/또는 다른 기체 340의 흐름을 향

상시키기에 충분히 작은 U-형상 배플 228의 트로프내에 슬릿 330을 또한 포함할 수 있다. 다른 구현으로, 배플 228은 다

소 포물선형태일 수 있다.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을 가진자는 공기 또는 다른 기체의 비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액체

의 비움을 지연하는 여러가지의 다른 배플 형태를 알 수 있다.

상기 백내에 형성된 배플 또는 용기내에 액체의 트래핑은 이러한 구조가 미국 특허 제 4,941,310에 개시된 바와 같은 진공

밀봉 도구의 진공 펌프 또는 흡입 장치내로 액체가 끌어당겨지는 것으로부터 지연 및 억제하는 점에서 유리한 것으로 이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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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일 구현에 따른 진공 포장용 백을 나타낸다. 진공 백 450은 서로 겹쳐진 제 1 패널 452 및 제 2 패널 454

를 포함한다. 채널 224는 상기 구현에 따른 패널 452,454중 적어도 하나에 형성된다. 제 1 및 제 2 패널 452,454의 열-밀

봉성 내부층 106 및 기체-불투과성 베이스 층 108은 전형적으로 각각 동일한 물질로 이루어지나, 택일적으로 각각 열-밀

봉성 및 기체-불투과성을 나타내는 다른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수지-형성된 층 106은 내부층으로

사용되며 기체-불투과성 베이스 층 108은 외부층으로서 사용된다. 제 1 및 제 2 패널 452,454의 보다 낮은, 좌 및 우 모서

리는 가열에 의해 서로 결합되어, 진공 포장되어지는 부패성 혹은 다른 물품을 수용하기위한 봉투가 형성된다. 부패성 혹

은 다른 물품이 진공 백 450에 넣어지면, 공기 및/또는 다른 기체는 예를들어, 미국 특허 제 4,941,310에 기술된 바와 같은

진공 밀봉 기계에 의해 백 450으로부터 진공될 수 있다. 공기 및/또는 다른 기체가 소비자가 만족할 정도로 진공되며, 주입

구는 열 적용하고, 이에 따라 열-밀봉성 내부층 106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열에 의해 접촉되는 이들을 서로 결합하여 밀

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현의 앞선 설명은 설명 목적으로 제공된다. 본 발명을 앞서 기술한 정확한 형태에 한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변형 및 변화가 당해 분햐의 숙련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상기 구현은 본 발명의 원리 및 그 실제

적용을 가장 잘 설명하기위해 선택되고 설명된 것이므로 당해 분야의 숙련자에게는 본 발명이 예측되는 특정 용도에 적합

한 여러가지 구현 및 여러가지 변형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본 발명의 견지는 하기 청구항 및 이들의 등가에 의해 정의

되는 것으로 의도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의 일 구현에 따른 진공 백을 제조하는 방법의 사시도이며;

도 1B는 본 발명의 구현에 사용된 엠보싱 방법을 묘사하는 도 1A에 나타낸 방법의 측면도이며;

도 1C는 도 1B의 부분 확대도이며;

도 2A는 본 발명의 일 구현에 따른 제 2 패널의 일부분과 겹치는 제 1 패널의 부분 절개 평면도이며;

도 2B는 도 2A의 라인 2B-2B를 통한 단면도이며;

도 3A-3E는 도 1에 나타낸 공정에 의해 제조된 본 발명의 구현에 따른 패널상의 평면 예시도이며; 그리고

도 4는 본 발명의 일 구현에 따른 진공 백의 사시도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돌출부를 포함하는 제 1 패널;

제 2 패널; 및

서로 봉해져 백을 형성하는 상기 제 1 패널 및 상기 제 2 패널;

을 포함하는, 물품 수용용 백.

청구항 2.

제 1 외부층; 및

상기 제 1 외부층과 연결되며, 다수의 돌출부를 포함하는 제 1 내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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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제 1 패널; 및

제 1 패널과 제 2 패널이 주입구를 갖는 봉투를 형성하도록 상기 제 1 패널과 연결되며

제 2 외부층; 및

상기 제 2 외부층과 연결된 제 2 내부층;

을 갖는 제 2 패널;

을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제 1 내부층이 상기 제 2 내부층과 접촉하는 경우 상기 다수의 돌출부는 상기 주입구를 통한 액

체 흐름을 차단하는 물품 수용용 백.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외부층 및 제 2 외부층은 기체-불투과성 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기체-불투과성 물질은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 에틸렌 비닐 알코올, 및 나일론중 하나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백.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내부층 및 제 2 내부층은 열가소성 수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열가소성 수지는 폴리에틸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

청구항 7.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돌출부는 다수의 채널을 정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채널은 다수의 배플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배플은 헤링본 패턴으로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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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배플은 액체 입자를 트래핑하기위한 다수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

청구항 11.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돌출부는 다수의 배플을 정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배플은 액체 입자를 트래핑하기위한 다수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

청구항 13.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배플은 U-형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배플은 U-형상의 트로프내에 슬릿을 포함하며, 상기 슬릿은 기체가 상기 슬릿을 통해 통과

할 수 있도록 사이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

청구항 15.

제 1 기체-불투과성 층; 및

상기 제 1 기체-불투과성 층에 라미네이팅되고, 텍스춰드 노출 표면을 갖는 제 1 내부층;

을 포함하며, 상기 텍스춰드 노출 표면은 기체가 열-밀봉성 개봉구를 통해 비워지는 경우 액체 흐름을 차단하는 제 1 패널;

및

제 2 기체-불투과성 층; 및

상기 제 2 기체-불투과성 층에 라미네이팅된 제 2 내부층;

을 포함하는 제 2 패널;

을 포함하며, 상기 제 1 패널은 상기 제 1 내부층이 상기 제 2 내부층에 반대하는 식으로 봉투를 형성하기위해 상기 제 2

패널과 연결되며, 상기 봉투는 기체를 비우기위한 열-밀봉성 개봉구를 포함하는 제 2 패널;

을 포함하는 물품 수용용 백.

청구항 16.

제 1 기체-불투과성 층;

상기 제 1 기체-불투과성 층과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제 1 중간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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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1 중간층에 라미네이팅되고, 텍스춰드 노출 표면을 갖는 제 1 내부층;

을 포함하며, 상기 텍스춰드 노출 표면은 기체가 열-밀봉성 개봉구를 통해 비워지는 경우 액체 흐름을 차단하는 제 1 패널;

및

제 2 기체-불투과성 층; 및

상기 제 2 기체-불투과성 층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제 2 중간층;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2 중간층에 라미네이팅된 제 2 내부층;

을 포함하는 제 2 패널;

을 포함하며, 상기 제 1 패널은 상기 제 1 내부층이 상기 제 2 내부층에 반대하는 식으로 봉투를 형성하기위해 상기 제 2

패널과 연결되며, 상기 봉투는 기체를 비우기위한 열-밀봉성 개봉구를 포함하는 물품 수용용 열-밀봉성 백.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기체-불투과성 층 및 제 2 기체-불투과성 층은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 에틸렌 비닐 알코

올, 및 나일론중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

청구항 18.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내부층 및 제 2 내부층은 열가소성 수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열가소성 수지는 폴리에틸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

청구항 20.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춰드 노출 표면은 다수의 채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춰드 노출 표면은 다수의 배플을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배플은 헤링본(herringbone) 패턴으로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

청구항 23.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배플은 액체 입자를 트래핑하기위한 다수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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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춰드 노출 표면은 다수의 배플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배플은 액체 입자를 트래핑하기위한 다수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

청구항 26.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배플은 U-형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배플은 U-형상의 트로프내에 슬릿을 포함하며, 상기 슬릿은 공기가 상기 슬릿을 통해 통과

할 수 있도록 사이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

청구항 28.

액체를 트래핑하기에 적절한 다수의 저장소(receptacles) 및 상기 저장소를 통과하며 기체가 통과하기에 적절한 다수의

채널을 정의하는 제 1 패널;

제 2 패널; 및

서로 봉해져 백을 형성하는 상기 제 1 패널 및 상기 제 2 패널;

을 포함하는 물품 수용용 백.

청구항 29.

백의 길이를 따라 진행하는 제 1 벽으로 형성되는, 액체를 트래핑하기에 적절한 다수의 저장소 및 상기 백의 길이를 가로

지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수의 제 2 벽을 정의하는 제 1 패널;

제 2 패널; 및

서로 봉해져 백을 형성하는 상기 제 1 패널 및 상기 제 2 패널;

을 포함하는 물품 수용용 백.

청구항 30.

하나이상의 구조를 형성하는 다수의 공동을 가지며, 상기 하나이상의 구조는 액체를 트래핑하기에 적절한 다수의 저장소

를 포함하는 냉각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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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네이팅 롤;

백킹(backing) 물질; 및

하나이상의 상기 공동내로 흘러들어가 상기 하나이상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상기 백킹 물질에 부착되는 흐름성 물질;

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패널상에 형성된 3-차원 구조를 포함하는 백 제조용 시스템.

청구항 31.

백킹 필름상에 물질을 흘려 그 흐르는 물질이 성형되어 다수의 돌출부를 포함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흐르는 물질을 냉각시켜 그 흐르는 물질이 고형화되어 상기 구조를 갖는 내부층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그리고 상기 내부층은 상기 백킹 필름에 부착되는, 밀봉성 백에 사용되는 패널 형성 방법.

청구항 32.

구조를 형성하기위한 다수의 공동을 갖는 냉각 롤 및 라미네이팅 롤에 의해 형성된 닙에 기체-불투과성 필름을 공급하는

단계;

수지가 상기 닙을 채우고 상기 닙에 노출된 다수의 공동을 채우도록 수지를 압출시키는 단계;

상기 냉각 롤과 라미네이팅 롤 사이에서 상기 수지를 프레싱하는 단계;

상기 수지가 상기 구조를 형성하고 상기 기체-불투과성 필름에 부착되어 패널이 형성되도록 상기 수지를 냉각시키는 단계

(여기서 상기 구조는 다수의 돌출부를 포함함);

상기 패널의 제 1 부분이 상기 패널의 제 2 부분과 겹치도록 상기 패널을 폴딩하는 단계; 및

봉투가 형성되도록 상기 제 1 및 제 2 부분의 제 1, 제 2, 및 제 3 측면에 열을 가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백은 라미네이팅 롤과 구조를 형성하기위한 다수의 공동을 갖는 냉각 롤 사이에 부분적으로 형성되는 물품

수용용 백 제조 방법.

청구항 33.

구조를 형성하기위한 다수의 공동을 갖는 제 1 냉각 롤과 제 1 라미네이팅 롤 사이의 제 1 닙에 제 1 기체-불투과성 필름

을 공급하는 단계;

상기 제 1 닙에 용융 수지를 압출시키는 단계;

상기 용융 수지가 상기 제 1 닙에 노출된 다수의 공동을 채우도록 상기 제 1 냉각 롤과 상기 제 1 기체-불투과성 필름 사이

에서 상기 용융 수지를 프레싱하는 단계;

상기 수지가 상기 구조를 형성하고 상기 기체-불투과성 필름에 부착되어 제 1 패널이 형성되도록 상기 수지를 냉각시키는

단계(여기서 상기 구조는 다수의 돌출부를 포함함);

제 2 냉각 롤과 제 2 라미네이팅 롤 사이의 제 2 닙에 제 2 기체-불투과성 필름을 공급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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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닙에 용융 수지를 압출시키는 단계;

상기 제 2 냉각 롤과 상기 제 2 기체-불투과성 필름 사이에 상기 용융 수지를 프레싱하는 단계;

제 2 내부층이 형성되도록 상기 용융 수지를 냉각시키는 단계(여기서 상기 제 2 내부층은 상기 제 2 기체-불투과성 필름에

부착되어 제 2 패널을 형성함);

상기 제 1 패널과 상기 제 2 패널을 겹치는 단계; 및

상기 제 1 패널 및 제 2 패널이 봉투를 형성하도록 상기 제 1 및 제 2 패널의 제 1, 제 2, 및 제 3 측면에 열을 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물품 수용용 백 제조 방법.

청구항 34.

제 1 비율로 제 1 냉각 롤을 회전시키는 단계(상기 제 1 냉각 롤은 다수의 공동 및 적어도 부분적으로 다수의 배플에 의해

정의되는 다수의 채널을 갖는 구조를 형성하는 다수의 돌출부중 하나 또는 두가지 모두를 포함함);

제 2 비율로 제 1 라미네이팅 롤을 회전시키는 단계;

상기 제 1 냉각 롤과 상기 제 1 라미네이팅 롤 사이의 제 1 닙에 적어도 하나의 층을 갖는 제 1 기체-불투과성 필름을 도입

하는 단계;

상기 제 1 닙에 용융 수지를 압출시키는 단계;

상기 용융 수지가 상기 제 1 닙에 노출된 다수의 공동을 채우도록 상기 용융 수지를 상기 제 1 냉각 롤과 상기 제 1 기체-

불투과성 필름 사이에 프레싱하는 단계;

제 1 내부층이 형성되도록 상기 용융 수지를 냉각시키는 단계(여기서 상기 제 1 내부층은 상기 구조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내부층은 상기 제 1 기체-불투과성 필름에 부착되어 제 1 패널을 형성함);

제 3 비율로 제 2 냉각 롤을 회전시키는 단계;

제 4 비율로 제 2 라미네이팅 롤을 회전시키는 단계;

상기 제 2 냉각 롤과 상기 제 2 라미네이팅 롤 사이의 제 2 닙에 적어도 하나의 층을 갖는 제 2 기체-불투과성 필름을 도입

하는 단계;

상기 제 2 닙에 용융 수지를 압출시키는 단계;

상기 제 2 냉각 롤과 상기 제 2 기체-불투과성 필름 사이에서 상기 용융 수지를 프레싱하는 단계;

제 2 내부층이 형성되도록 상기 용융 수지를 냉각시키는 단계(여기서 상기 제 2 내부층은 상기 제 2 기체-불투과성 필름에

부착되어 제 2 패널을 형성함);

상기 제 1 패널과 상기 제 2 패널을 겹치는 단계; 및

상기 제 1 패널 및 상기 제 2 패널이 봉투를 형성하도록 상기 제 1 및 제 2 패널의 주변의 일부에 열을 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물품 수용용 백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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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5.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비율은 상기 제 1 비율의 정수배수이며 그리고 상기 제 4 비율은 상기 제 3 비율의 정수배수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기체-불투과성 필름 및 상기 제 2 기체-불투과성 필름은 적어도 하나의 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 36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층은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 에틸렌 비닐 알코올 및 나일론중 하나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용융 수지는 폴리에틸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내부층의 두께는 상기 제 1 닙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며 그리고 상기 제 2 내부층의 두께는 상

기 제 2 닙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돌출부는 다수의 배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돌출부는 다수의 용기(vessel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돌출부는 다수의 캐치(catche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3.

다수의 저장소를 정의할 수 있는 다수의 리세스(recesses)를 갖는 제 1 롤러를 회전시키는 단계;

상기 제 1 롤러에 제 1 필름을 공급할 수 있으며 상기 제 1 롤러에 인접한 제 2 롤러를 회전시키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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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롤러와 상기 필름 사이에 용융 물질을 적용하는 단계(상기 용융 물질은 상기 제 1 롤러의 리세스를 채우고, 그리

고 상기 용융 물질 및 필름은 상기 제 1 롤러와 다수의 저장소를 갖는 제 1 패널을 형성하는 제 2 롤러 사이로 이동함);

제 2 패널을 형성하는 단계; 및

백을 형성하기위해 상기 제 1 패널을 상기 제 2 패널에 결합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물품 수용용 백 제조방법.

청구항 44.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필름에 대해 기체 불투과성 물질을 사용하고; 그리고 상기 용융 물질에 대해 열 밀봉성 물질을 사

용하는 것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5.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저장소 형성은 다수의 배플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6.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저장소 형성은 다수의 용기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7.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저장소 형성은 다수의 캐치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8.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패널은 상기 제 1 롤러 및 상기 제 2 롤러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9.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패널은 상기 제 1 롤러 및 상기 제 2 롤러로 형성되며, 그리고 상기 결합단계는 상기 제 2 패

널위에 상기 제 1 패널을 폴딩하는 것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0.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롤러는 다수의 저장소를 정의하는 다수의 리세스를 포함하는 제 1 부 및 다수의 리세스가 없

는 제 2 부를 갖는 외주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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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롤러는 상기 필름의 길이를 따라 진행하는 채널을 형성하기위해 상기 용융 물질로 채워질 수

있는 또 다른 다수의 리세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2.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필름의 길이에 평행하게 진행하는 벽과 부분적으로 그리고 상기 필름의 길이를 가로질러 진행하는

벽과 부분적으로 상기 저장소를 형성하는 것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3.

제 43항에 있어서, 다수의 리세스로부터 상기 저장소를 형성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다수의 리세스의 일부는 상기 필름

의 길이에 평행하게 진행하며 그리고 상기 다수의 리세스의 일부는 상기 필름의 길이를 가로질러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4.

제 43항에 있어서, 다수의 리세스로부터 상기 저장소를 형성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다수의 리세스의 일부는 상기 제 1

롤러의 외주면의 회전방향으로 진행하며 그리고 상기 리세스의 일부는 상기 외주면의 회전방향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5.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저장소를 형성하는 것은 U 형상 저장소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6.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저장소를 형성하는 것은 V 형상 저장소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7.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저장소를 형성하는 것은 L 형상 저장소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8.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저장소를 형성하는 것은 다수의 액체 트래핑 형상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9.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저장소에 통로가 형성되어 기체가 상기 통로를 통해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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