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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분사되어질 액체를 담기 위한 용기와, 스프레이 및 용기로부터 액체를 스프레이로 이송하기 위해 한쪽단
부는 용기에 연결될 수 있고 다른 단부는 스프레이에 연결될 수 있는 가요성 튜빙을 포함하는 
분사시스템. 용기는 스프레이를 수용하기에 적합한 크기와 모양을 갖는 리세스와, 리세스내에 스프레이가 
수용된 상태로 용기에 스프레이를 부착시키기 위한 커넥터를 갖는다. 스프레이는 용기로부터 액체를 분사
하기 위해 용기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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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분사 시스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액체를 분사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병과 같은 용기로부터 액체를 빼내
어 분사하는 분사 시스템(dispensing system)에 관한 것이다.

살충제와 제초제 같은 액체 화학물질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곤충들과 식물들을 죽이기 위하여 가정, 잔디
밭, 정원 및 그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전형적으로, 화학약품들은 병으로 제공되며, 분사장치에 
의해 병으로부터 방출된다.

그러한 장치는 흔히 펌프타입의 스프레이와 한쪽 단부는 병내부로 위치하고 다른 단부는 스프레이에 연결
된 가요성 튜빙(flexible tubing)을 포함한다. 튜빙은 병의 목부분에 위치한 개구부를 덮는 캡을 통과한
다. 스프레이의 액추에이터(트리거)의 스퀴징(squeezing)에 의해 병으로부터 끌어내어진 액체화학물질은 
튜빙을 통해 스프레이 외부로 분사된다. 통상적으로 병은 병의 목부분에 매달려 있는 플라스틱 백내에 포
함된 스프레이 및 튜빙과 함께 사용자에게 공급된다.

이러한 배열의 단점은 병과 백이 병자체의 경우보다 박스와 선반의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정수의 병과 백은 동일수의 병의 경우보다 더 많은 이송박스와 더 넓은 선반의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종래의 병/스프레이 장치배열의 다른 단점은 백을 버리고 가요성 튜빙을 병에 연결한 후에 병
에 고정된 스프레이와 함께 병을 보관할 보관설비가 없다는 것이다. 사용한 후 다음 사용시까지 보관하는 
동안, 스프레이와 튜빙은 통상 병위에 걸쳐두거나 가까운 곳에 두게 된다. 이로 인해 종종 스프레이 및/
또는 튜빙 및/또는 병으로부터 액체가 배출 또는 누출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다. 사용하지 
않는 보관기간동안 사용자가 스프레이와 튜빙을 병에서 분리해서 놓는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액체화학물
질이 스프레이와 튜빙으로부터 새어 나올 수 있다.

종래의 병/스프레이 장치배열의 또다른 단점은 가요성 튜빙의 인입단부를 병의 바닥에 인접한 상태로 유
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튜빙은 사용전에 백내에 보관되었던 구부러진 모양을 유지할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튜빙의 인입단부는 병의 바닥으로부터 위를 향하여 구부려지기가 쉽다. 따라서, 병의 전체 
내용물이 스프레이를 통하여 완전히 분사되어질 수가 없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여러 목적들 가운데 주요목적은 개선된 액체 분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 스프레이와 튜
빙이 병과 함께 콤팩트하게 보관되게끔 배치된, 스프레이와 튜빙 및 병을 포함하는 그러한 분사 시스템의 
제공 ; 사용후 보관동안 시스템으로부터 액체의 누출 또는 배출의 위험성을 최소화한 분사 시스템의 제공 
; 정돈된 외관을 유지하도록 배치된 분사 시스템의 제공 ; 분사 시스템의 사용과 사용중간의 시기에 스프
레이를 병에 부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사 시스템의 제공 ; 거의 모든 액체가 용이하게 병으로부터 분사
되어질 수 있도록 배치된 분사 시스템의 제공 ; 간단하고 내구력있는 구조를 갖는 분사 시스템의 제공 ; 
및 경제적으로 제조될 수 있는 분사 시스템의 제공.

본 발명의 분사 시스템은 분사되어질 액체를 담을 용기(container), 스프레이, 그리고 액체를 용기로부터 
스프레이로 이송시키기 위해 한쪽 단부는 용기에 연결되고 다른 단부는 스프레이에 연결된 가요성 튜빙으
로  이루어진다.  스프레이는  스프레이로부터  액체를  분사하도록  작동되는  이동가능한  액추에이터를 
갖는다.

용기는 스프레이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와 모양으로 형성된 리세스(recess)와 상기 리세스내에 스프레이
가 수용된 상태로 스프레이를 용기에 부착시키기 위한 파스너(fastener)를 포함한다. 스프레이는 용기로
부터 액체를 분사하기 위해 용기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의하면, 분사 시스템은 스프레이와 용기내의 액체를 스프레이로 이송하는 가요성 
튜빙을 포함한다. 스프레이는 스프레이 헤드(spray head)와, 중공핸들(hollow handle) 및 스프레이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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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액체를 분사하도록 이동하면서 작동되는, 상기 핸들에 인접한 액추에이터를 갖는다. 튜빙은 용기
에 연결되기 위한 인입단부(inlet end)와 스프레이 헤드에 작동적으로 연결된 출구단부(outlet end) 및 
상기 인입단부와 출구단부 사이의 중간부분(intermediate  portion)을 포함한다. 중공핸들은 인입단부가 
용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인입단부와 중간부분을 핸들내에 보관하기 위해 인입단부와 중간부
분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와 모양을 갖는다. 인입단부와 중간부분은 인입단부를 용기에 연결시키기 위해 
핸들로부터 분리되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의하면, 분사 시스템은 분사되어질 액체를 담기 위한 용기, 캡과 캡위에 설치
된 스파우트(spout)를 갖는 마개(closure), 스프레이, 스파우트로부터 스프레이로 액체를 이송하기 위한 
튜빙을 포함한다. 캡은 용기에 고정되며, 용기내의 액체가 통과하기 위한 캡 개구부를 갖는다. 스파우트
는 유동로(flow passage)를 갖는다. 일반적인 강성 딥 튜브(rigid dip tube)가 개구부에 인접하여 캡에 
연결되며, 이 튜브는 용기내의 액체를 개구부로 이송하기 위해 용기내부로 연장되어 연결된다. 튜빙은 인
입단부와 출구단부를 갖는다. 인입단부는 스파우트내의 통로와 인입단부가 연통되도록 스파우트에 연결된
다. 인입단부는 스프레이에 연결된다. 스파우트는 용기내의 액체가 딥튜브와 튜빙 및 스프레이를 통과하
여  용기밖으로  분사되도록  스파우트  유동로와  캡  개구부가  연통되어  있는  상태인  열린  상태(open 
position)와, 스파우트 유동로가 캡 개구부와 연통되어 있지 않으며 개구부를 통한 액체의 통과를 차단하
기 위해 스파우트의 밀봉부분이 개구부를 덮고 있는 상태인 잠겨진 상태(closed position)로 상호 전환되
기 위해 캡에 대해 축회전운동할 수 있도록 캡상에 설치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의하면, 용기로부터 액체를 분사하기 위한 분사 시스템은 캡과 캡위에 설치된 
스파우트, 분사장치 및 스파우트로부터 액체를 분사장치로 이송하기 위한 튜빙을 포함한다. 용기에 고정
되고, 용기내의 액체가 통과되기 위한 캡 개구부를 갖는다. 스파우트는 유동로를 갖는다. 튜빙은 스파우
트내의 통로와 연통되도록 스파우트에 연결된 인입단부와 분사장치에 연결된 출구단부를 갖는다. 스파우
트는 용기내의 액체가 용기로부터 튜빙을 거쳐 분사장치로 통과되도록 스파우트 유동로와 캡 개구부가 연
통되어 있는 상태인 열린 상태와, 스파우트 유동로가 캡 개구부와 연통되어 있지 않으며 개구부를 통한 
액체의 통과를 차단하기 위해 스파우트의 밀봉부분이 개구부를 덮고 있는 상태인 잠겨진 상태로 상호 전
환되기 위해 캡에 대해 축회전운동할 수 있도록 캡상에 설치된다.

다른 목적들과 특징들은 이하의기술내용에서 부분적으로 명백해지고, 부분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용기와 스프레이 및 튜빙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분사 시스템의 정면도이고 ;

제2도는 스프레이가 용기에 부착되고 튜빙이 스프레이내에 보관된 상태의 제1도의 분사 시스템의 확대 정
면도이고 ;

제3도는 제1도의 용기의 좌측면도이고 ;

제4도는 제1도의 스프레이의 정면도이고 ;

제5도는 제4도의 스프레이의 측면도이고 ;

제6도는 용기에 스프레이가 부착된 상태를 나타낸, 제2도의 분사 시스템의 부분확대 단면도이고 ;

제7도는 열린 상태의 스파우트를 갖는 마개를 나타낸, 제1도의 용기 마개의 부분단면의 확대측면도이고 ;

제8도는 제7도의 8-8라인의 단면도이고 ;

제9도는 잠겨진 상태의 스파우트와, 절단된 부분을 상세하게 나타낸 제7도의 마개의 평면도이고 ;

제10도는 스파우트에 튜빙을 연결시키기 위해 스파우트내로 삽입된 커넥터를 나타낸, 제9도의 10-10라인
의 단면도이고 ;

제11도는 제9도의 11-11라인의 단면도이다.

인용부호들은 여러도면에서 모두 상응하는 부위를 나타낸다.

[바람직한 태양의 설명]

도면, 특히 제1도와 제2도를 참고하면, 본 발명의 전체 분사 시스템은 인용부호 20으로 표시된다.

분사 시스템(20)은 제초제와 같은 분사될 액체를 담을 용기(22), 용기의 마개(24), 스프레이(26) 및 한쪽 
단부는 마개에 연결되고 다른 단부는 분사기에 연결될 수 있는 가요성 튜빙(28)을 포함한다.

스프레이(26)는 스프레이헤드(30), 스프레이헤드에 연결된 중공핸들(32) 및 상기 핸들(32)에 인접한 트리
거형태의 액추에이터(34)를 포함한다. 튜빙(28)은 용기마개(24)를 거쳐 용기(22)로 연결되기 위한 인입단
부(36)(제10도 참조)와 스프레이헤드(30)에 작동적으로 연결된 출구단부(도면에 도시안됨) 및 인입단부와 
출구단부 사이의 중간부분(38)을 갖는 가요성의 코일선(coiled line)이다.

제2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프레이(26)의 중공핸들(32)은 인입단부가 용기(22)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핸들내에 튜빙(28)의 인입단부(36)와 중간부분(38)을 보관할 수 있도록, 상기 인입단부와 중간부
분을 수용하기 위한 크기와 모양을 갖는다. 인입단부(36)와 중간부분(38)은 분사 시스템(20)을 작동하기 
전에 용기마개(24)에 인입단부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핸들(32)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제1도 참조). 스프레
이의 내부 밸브 메카니즘과 작동메카니즘은 적당한 기존의 디자인중 어느 것이라도 적용될 수 있다.

용기(22)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과 같은 중합체성 수지물질로 만들어지며, 바람직하게는 블로우 성형
에 의해 성형된다. 리세스(40)는 스프레이(26)를 수용하기 위한 크기와 모양을 갖고 있으며, 용기(22)의 
전면부(42)에 형성된다.

제1도  내지  제3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리세스(40)의  윤곽은  실질적으로  스프레이(26)의  윤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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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 용기(22)는 리세스된 전면부(42)로부터 측면방향으로 바깥을 향해 돌출된 두개의 직사각형의 
돌기(44)(제3도와 제6도 참조)를 갖는다.

스프레이(26)의 중공핸들(32)은 두개의 슬롯(46)(제5도와 제6도 참조)을 가지며, 각각의 슬롯은 한쌍의 
대향되는 탭(opposing tabs)(48)을 갖는다. 돌기(44)는 용기(22)와 일체로 성형되며, 탭(48)은 스프레이
(26)와 일체로 성형된다.

제6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돌기(44)와 탭(48)은 탭의 대향되는 수직 에지(opposing vertical edges)가 
돌기의 측면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그루브(44a)내에 탄성적으로 수용되어지는 위치에서 돌기(44)가 핸들
(32)의 슬롯(46)내로 탄성 스냅 맞춤(resilient snap fit)되도록 하는 그러한 크기와 모양을 갖는다. 탭
(48)과 슬롯(46)은 오목형 커넥터를 구성하며, 돌기(44)는 오목형 커넥터에 맞춰지도록 볼록형 커넥터로 
되어 있다. 스프레이(26)가 용기(22)의 리세스(40)내로 삽입될때, 용기의 돌기(44)들은 리세스내에 스프
레이가 고정되도록 핸들탭(48)에 의한 맞물리기(engagement)를 위해 핸들(32)의 슬롯(46)내로 끼워진다. 
이들 커넥터들은 분리가능하게 결합되어, 스프레이(26)를 용기(22)의 리세스(40)내에 고정시킨다. 스프레
이(26)는 용기로부터 액체를 분사하기 위해 용기에서 분리될 수 있으며, 분사 시스템(20)의 보관중에는 
용기의 리세스(40)내에 재부착될 수 있다.

볼록형과 오목형 커넥터들이 스프레이(26)를 용기(22)에 부착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수단으로 설명되었으
나,  이들외에  다른  수단들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들면,  스프레이는  스프레이와  용기에  형성된 고리
(hook)와 루프 타입의 고정스트립(예; Velcro 스트립)에 의해 용기에 분리가능하게 부착될 수 있다. 또는 
리세스된 전면부는 스프레이가 리세스내로 스너그 마찰 맞춤(snug friction fit)되도록 하기 위한 적당한 
크기와 모양을 가질 수도 있다. 리세스(40)가 용기(22)의 전면부(42)에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설명되었으나, 리세스는 용기의 후면부 또는 측면부에 형성될 수도 있다. 스프레이(26)와 리세스(40)는 
스프레이가 리세스내에 수용된 상태에서 스프레이의 외부면이 용기(22)의 리세스되지 않은 표면과 거의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크기와 모양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스프레이가 용기에 부
착된 상태에서 스프레이(26)와 용기의 높이가 같으면, 스프레이가 부착된 상태의 용기(22)는 스프레이가 
부착되지 않은 용기와 마찬가지로 선반공간 또는 박스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발명의 
분사 시스템(20)은 컴팩트하게 포장되거나 보관될 수 있다.

제7도 내지 제11도를 참고하면, 용기마개(24)는 마개를 용기(22)의 입구(mouth)(52)에 끼우기 위한 원통
형 캡(50)과 (제8도 참조) 캡상의 스파우트(54)를 포함한다. 캡(50)은 톱(top)(56)과 톱을 둘러싸는 환상
의 스커트(annular skirt)(58) 및 용기(22)내의 액체가 통과되기 위한 톱을 관통하는 캡 개구부(60)를 갖
는다. 스파우트(54)는 원통형 베이스(62), 상기 베이스(62)로부터 외부로 뻗어나간 노즐(64), 노즐(64)과 
베이스를 관통하는 유동로(66) 및 베이스로부터 측면으로 연장된 한쌍의 트러니온(trunnions)(68)을 갖는
다. 트러니온(68)은 캡톱(56)내에 형성된 원통형 리세스(70)에 스냅맞춤(snap fit)되며, 리세스(70)의 벽
을 형성하는 베어링면(bearing surfaces)(72)에 의해 리세스내에 고정된다.

바람직하게는 스파우트(54)와  캡(50)은  탄성중합체성 수지물질로 성형되어,  트러니온이 리세스(70)내로 
삽입될 수 있도록 베어링면(72)과 트러니온(68)이 일시적으로 변형된다. 리세스(70)내에 트러니온(68)이 
삽입된 상태에서는,  스파우트(54)의  원통형 베이스(62)가  캡 개구부(60)  둘레의 돋우어진 환상의 시트
(74)(시트는 바람직하게는 캡의 톱(56)과 일체로 성형된다)와 접촉되어 밀봉되도록 베어링면(72)이 트러
니온을 누르게 된다. 스파우트(54)는 열린 상태와 잠겨진 상태로 전환되기 위해 캡(50)에 대해 축회전 운
동할 수 있다. 열린 상태에서(제7도와 제8도 참조), 스파우트 유동로(66)는 캡 개구부와 스파우트 유동로
를 통해 액체가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캡 개구부(60)와 연통된다.

잠겨진 상태에서(제10도), 스파우트 유동로(66)는 캡 개구부(60)와 연통되어 있지 않으며, 원통형베이스
(62)의 일부는 시트(74)와 밀봉접촉(sealing contact)되어 있고 개구부를 통과하는 액체의 통로를 차단하
기 위해 개구부(60)를 덮고 있다. 스파우트 유동로(66)는 각각 76과 77로 표시된 인입단부와 출구단부를 
갖는다(제10도).

캡(50)은 캡톱(56)으로부터 상향으로 연장되는 탄성플랩(flap)(78)을 갖도록 제조된다. 이 플랩은 스파우
트(54)가 잠겨진 상태에 있을때, (제10도에 나타낸 바대로) 스파우트 유동로의 입구를 차단하는 돌기(8
0)를 갖고 있다.

바람직하게는, 플랩(78)은 스파우트(54)가 잠겨진 상태에 있을때 플랩의 돌기(80)가 스파우트 유동로출구
(76)내로 끼워지는 방향으로 배치된다. 스파우트(54)가 열린 상태에서 잠겨진 상태로 전환될때(또는 그 
반대의 경우), 제7도와 제10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파우트의 원통형 베이스(62)는 플랩돌기(80)와 맞물
려서 플랩(78)을 좌측으로 밀게 된다.

스파우트(54)가 열린상태에 있을때 스파우트(54)는 플랩(78)에 대한 응력이 해제될 수 있도록 원통형베이
스(62)상에 플랩돌기(80)를 수용하기 위한 오목자국(indentation)(82)을 갖는다. 캡톱(56)은 용기로부터 
액체가  분사되는  동안에  용기(22)내의  압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가스배출구(vent  hole)(84)를 
갖는다. 스파우트 노즐(64)상에 위치한 가스배출구플러그(vent plug)(86)는 스파우트(54)가 잠겨진 상태
에 있을때 가스배출구(84)를 폐쇄하여 가스배출구로부터의 누출을 방지한다.

제9도에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스파우트(54)는 원통형 베이스(62)의 대향되는 말단에 두개의 평면
(planar surfaces)(88)을 가지며, 상기 각각의 평면(88)에는 얕은 오목자국(90)이 형성되어 있다. 캡톱
(56)은 두개의 수직벽(92)을 가지는데, 각각의 수직벽은 측면이 상기 평면(88)과 마주보며 각각의 평면
(88)에 형성된 오목자국(90)내에 수용될 돌기(94)를 갖는다. 돌기(94)는 스파우트(54)가 열린상태에 있을
때, 스파우트를 열린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오목자국(90)에 맞물리게 된다.

켑(50)의 톱(56)에는 강성 딥 튜브(98)의 상부단부를 수용하기 위한, 캡 개구부(60)로부터 하향 연장되는 
소켓(96)이 형성되어 있다. 딥 튜브는 스파우트가 열린상태에 있을때 용기내의 액체를 캡 개구부(60)를 
거쳐 스파우트 유동로(66)로 이송하기 위해 용기(22) 내부로 하향 연장되어 있다.

바람직하게는, 강성 딥 튜브(98)의 하부단부는 용기(22)의 바닥에 근접해 있어(제1도), 용기의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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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거의 모두 딥 튜브를 통해 이송될 수 있다. 커넥터(100)는 튜빙의 인입단부(36)가 스파우트 유동로
(66)의 출구단부(77)와 연통되도록 스파우트(54)의 노즐(64)에 튜빙(28)을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다. 커넥
터(100)는 튜빙(28)의 인입단부(36)에 위치하게 되는 몸체(body)(102)와 스파우트 유동로(66)의 출구단부
(77)내로 삽입되기 위해 몸체로부터 연장되는 강성의 니플(104) 및 몸체와 니플을 관통하는 커넥터 유동
로(106)를 포함한다.

커넥터 유동로(106)는 튜빙(28)의 인입단부(36)를 수용하도록 연결된다.

니플(104)과 스파우트 유동로(66)는 스파우트 유동로내에 니플이 스너그 밀봉 맞춤(snug sealing fit)되
기에 적당한 크기와 모양을 갖는다. 니플(104)은 환상의 플랜지(108)를 포함하며, 스파우트(54)는 니플이 
스파우트 유동로(66)내에 삽입될때 그루브내에 환상의 플랜지가 탄성스냅 맞춤(resilient snap fit)되기
에 적합한 크기와 모양을 갖는 환상의내부 그루브(110)를 포함한다. 환상의 그루브(110)는 스파우트(54)
로부터  니플(104)이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상의  플랜지(108)에  맞물릴  수  있는  환상의 쇼울더
(shoulder)(112)를  갖는다.  바람직하게는,  몸체(102)는  니플(104)이  스파우트 유동로(66)내로 삽입되는 
동안 커넥터(100)의 조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모양을 갖는 핑거 그립(finger grip)(114)이 형성된 구조
를  갖는다.  도면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몸체(102)는  일련의  환상의  간격  엘리먼트들(spaced  annular 
elements)을 갖고 있으나, 우수한 그립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다른 구조들도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사용될 수 있다.

몸체(102)상에 형성된 환상의 리테이너(116)는 튜빙(28)의 인입단부(36)를 커넥터 유동로(106)에 고정시
킨다. 리테이터(116)는 다수의 스프링 핑거(도면에 도시되지 않음)를 가지며, 이들 스프링 핑거는 탄성적
으로 가요성이며 튜빙(28)의 인입단부(36)가 커넥터 유동로(106)내로 삽입된 후 튜빙이 커넥터 유동로로
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튜빙(28)이 그립핑(gripping)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에 사용되기에 적합한 리테
이너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포레스트시 소재 A F A Products, Inc.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분사 시스템(20)은 바람직하게는 용기(22)의 리세스(26)내에 부착된 스프레이(26)와 상기 스프레이의 중
공핸들(32)내에 포함된 전체 길이의 튜빙(28) 및 커넥터(100)와 함께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사용시에는, 
스프레이(26)를 용기(22)로부터 분리하고, 튜빙(28)의 인입단부(36)와 중간부분(38) 및 커넥터(100)를 중
공핸들(32)로부터 분리한다. 그런다음, 커넥터(100)의 니플을 스파우트 유동로(66)의 출구단부내로 삽입
하여 튜빙(28)이 스파우트 유동로와 연통되게 한다. 스파우트(54)가 축회전되면 딥 튜브(98)가 튜빙(28)
과 캡 개구부(60) 및 스파우트 유동로(66)와 연통되도록 열린 상태로 된다. 이와 같이 스파우트가 열린상
태로 된 후, 트리거(34)를 손으로 누르면 용기(22)내의 액체가 뽑아올려져 딥 튜브(98), 스파우트 유동로
(66), 커넥터 유동로(106) 및 튜빙(28)을 거쳐 스프레이 헤드(30)를 통해 분사된다. 사용자가 분사를 마
친 후에, 스파우트(54)를 축회전시키면 잠겨진 상태로 된다 : 이때 (1) 플랩(78)의 돌기(80)가 스파우트 
유동로(66)의 입구(76)내로 삽입되어 튜빙(28)내의 액체가 스파우트(54)를 통해 다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 (2) 캡 개구부(60)는 스파우트 유동로(66)와 연통되지 않게 되고, 원통형 베이스(62)가 캡 개
구부를 덮어서 캡 개구부(60)를 통한 액체의 통과를 차단하게 된다 ; 그리고 (3) 가스배출구 플러그(86)
가 가스배출구(84)를 막아서 가스배출구를 통한 액체의 배출을 방지한다.

이와 같이, 스파우트(54)가 잠겨진 상태로 되면, 액체는 분사 시스템(20)으로부터 누출되는 것이 방지된
다.

그런다음, 스프레이(26)를 용기(22)의 리세스(40)내로 삽입하여 다시 용기에 부착시킨다. 리세스(40)내에 
스프레이(26)가 부착된 상태에서, 스프레이 헤드(30)는 용기(22)의 톱 근처에 위치하게 되어 사용후 보관
중에 시스템으로 부터의 액체의 누출 또는 배출의 위험을 최소화시키게 된다. 분사 시스템(20)을 장기간 
동안 보관하는 경우에는 커넥터(100)를 스파우트(54)와 튜빙(28)으로부터 떼어내어, 이를 중공핸들(32)내
에 재삽입하여 보관할 수 있다.

상기한 바에 의하면, 본 발명의 여러 목적들이 달성되고, 다른 유용한 효과들이 얻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상기 구성으로부터 다양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기 
설명에 포함되고, 첨부된 도면에 나타난 모든 기술내용들은 제한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시적인 의미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분사되어질 액체를 담기 위한 용기와 스프레이 및 용기로부터 액체를 스프레이로 이송하기 위해 한쪽 단
부는 용기에 연결될 수 있고 다른 단부는 스프레이에 연결되는 가요성 튜빙을 포함하며, 상기 스프레이는 
스프레이로부터 액체를 분사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작동될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상기 용기는 스
프레이를 수용하기 위한 크기와 모양으로 성형된 리세스와 스프레이가 리세스내에 수용된 상태로 스프레
이를 용기에 부착시키기 위한 수단을 가지며, 상기 스프레이는 용기로부터 액체를 분사하기 위해 용기에
서 분리될 수 있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리세스의 모양은 스프레이의 모양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리세스는 용기의 전면부에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착수단은 스프레이를 용기에 분리가능하게 부착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
기 스프레이는 분사시스템을 보관하는 동안 상기 용기의 리세스내로 재부착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분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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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착수단은 서로 맞물릴 수 있는 볼록형 커넥터와 오목형 커넥터를 포함하며, 상기 
볼록형 커넥터는 용기와 스프레이중 어느 하나에 형성되어 있고 상기 오목형 커넥터는 용기와 스프레이중 
다른 하나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커넥터는 스프레이 및 용기 각각에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
시스템.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볼록형 커넥터는 용기에 일체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오목형 커넥터는 스프레이에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프레이는 스프레이 헤드와 스프레이 헤드에 연결된 중공핸들을 더 포함하며, 상
기 액추에이터는 핸들에 인접하고, 상기 튜빙은 용기에 연결되는 인입단부와 스프레이 헤드에 작동적으로 
연결되는 출구단부 및 인입단부와 출구단부 사이의 중간부분을 포함하며, 상기 중공핸들은 상기 튜빙의 
인입단부가 용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가요성 튜빙의 인입단부와 중간부분을 핸들내에 보관하
기 위해 인입단부와 중간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와 모양을 가지며, 상기 인입단부와 중간부분은 용기
에 인입단부를 작동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핸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용기의 마개를 더 포함하며, 상기 마개는 용기에 고정되는 캡을 포함하고, 상기 캡내부
에는 용기내의 액체가 통과하게 될 캡 개구부가 있으며, 상기 캡 위에는 유동로를 갖는 스파우트가 형성
되어 있고, 상기 튜빙의 인입단부는 상기 유동로와 연통되도록 스파우트에 연결되며, 상기 스파우트는 용
기내의 액체를 용기로부터 튜빙을 거쳐서 스프레이로 통과시키기 위해 상기 스파우트 유동로가 상기 캡 
개구부와 연통되어 있는 상태인 열린 상태와 상기 스파우트 유동로가 상기 캡 개구부와 연통되어 있지 않
고 개구부를 통한 액체의 통과를 차단하기 위해 스파우트의 밀봉부분이 상기 개구부를 덮고 있는 상태인 
잠겨진 상태로 상호 전환되기 위해 캡에 대해 스파우트가 축회전운동할 수 있도록 캡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튜빙은 용기에 연결된 인입단부와 스프레이에 작동적으로 연결된 출구단부를 가지
며, 상기 분사시스템은 다음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 튜빙의 인입단부에 고정된 
몸체와 몸체로부터 연장되는 강성 니플 및 상기 몸체와 니플을 통과하며 튜빙의 인입단부와 연통되어 있
는 커넥터 유동로를 갖는 커넥터 ; 및 용기에 고정되며 용기내의 액체가 통과하기 위한 캡 개구부를 갖는 
캡과, 튜빙의 인입단부를 용기의 마개에 연결하기 위해 커넥터의 니플을 밀봉되게 수용하는 유동로를 갖
는, 캡상에 위치한 스파우트.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스파우트 유동로와 니플은 스파우트 유동로내에 니플이 스너그밀봉맞춤되도록 하
는 크기와 모양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커넥터 유동로는 튜빙의 인입단부를 밀봉되게 수용하며, 상기 커넥터는 커넥터 유동로
내에 튜빙의 인입단부를 고정하기 위한, 상기 몸체상에 형성된 리테이너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에는 스파우트 유동로내로 니플을 삽입하는 동안 커넥터의 그립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양을 갖는 핑거그립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커넥터는 니플둘레에 환상의 플랜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스파우트는 니플이 스파
우트 유동로내로 삽입될때 환상의 플랜지가 그루브내로 탄성스냅 맞춤되도록 하는 크기와 모양을 갖는 환
상의 그루브를 가지며, 상기 환상의 그루브는 스파우트로부터 니플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상
의 플랜지에 맞물릴 수 있는 환상의 쇼울더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스파우트는 용기내의 액체가 용기로부터 커넥터와 튜빙을 거쳐 스프레이로 통과되
기 위한 통로인 상기 캡 개구부와 상기 스파우트 유동로가 연통되어 있는 열린 상태와, 상기 스파우트 유
동로가 상기 캡 개구부와 연통되어 있지 않고 개구부를 통한 액체의 통과를 차단하기 위해 스파우트의 밀
봉부분이 개구부를 덮고 있는 잠겨진 상태로 상호 전환되기 위해 캡에 대해 축회전운동할 수 있도록 캡상
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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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캡 개구부에 인접하여 캡에 연결되어 있으며, 용기내의 액체를 개구부로 이송하기 
위해 용기내로 하향 연장되어 있는 강성 딥 튜브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스파우트는 스파우트 유동로의 입구를 형성하는 인입단부를 가지며, 상기 마개는 
스파우트 유동로 입구를 밀봉하기 위해 스파우트가 잠겨진 상태로 축회전할때 스파우트 인입단부에 맞물
릴 수 있는 밀봉부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밀봉부재는 캡으로부터 상향 연장되는 탄성플랩을 포함하며, 상기 플랩은 스파우
트가 잠겨진 상태로 축회전할때 스파우트 유동로를 덮기 위하여 스파우트 인입단부와 맞물리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밀봉부재는 캡으로부터 연장되는 탄성플랩과 스파우트가 잠겨진 상태일때 스파우
트 유동로 출구를 막기 위한, 플랩상에 형성된 돌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플랩은 스파우트가 잠겨진 상태일때 상기 플랩상의 돌기가 스파우트 유동로내
로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돌기는 스파우트가 잠겨진 상태일때 스파우트에 형성된 오목자국내로 수용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22 

스프레이와, 용기내의 액체를 스프레이로 이송하는 가요성 튜빙을 포함하며, 상기 스프레이는 스프레이 
헤드, 스프레이 헤드에 연결된 중공핸들 및 스프레이 헤드로부터 액체를 분사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작동
가능한 핸들에 인접한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상기 튜빙은 용기에 연결되는 인입단부와 헤드에 작동적으로 
연결되는 출구단부 및 상기 인입단부와 출구단부 사이의 중간부분을 가지며, 상기 중공핸들은 인입단부가 
용기에 연결되지 않은 때에 핸들내에 튜빙의 인입단부와 중간부분을 보관할 수 있도록 상기 인입단부와 
중간부분을 수용하기 위한 크기와 모양을 가지며, 상기 튜빙의 인입단부와 중간부분은 용기에 인입단부를 
작동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핸들로부터 분리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로부터 액체를 분사하기 위한 
분사시스템.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성 튜빙은 코일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다음의 커넥터와 마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 튜빙의 인입단
부에 고정되는 몸체와 상기 몸체로부터 연장되는 강성 니플을 가지며, 상기 니플은 튜빙의 인입단부에 연
통되는 유동로를 갖는 커넥터 ; 용기에 고정되며 용기내의 액체가 통과할 캡 개구부를 갖는 캡과, 커넥터
의 니플을 밀봉되게 수용하여 용기의 마개에 튜빙의 인입단부를 연결시키는 유동로를 갖는 캡상에 위치하
는 스파우트를 포함하는 마개.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스파우트 유동로와 니플은 스파우트 유동로내에 니플이 스너그 밀봉맞춤되도록 하
는 크기와 모양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커넥터는 니플 둘레에 형성된 환상의 플랜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스파우트는 니
플이 스파우트 유동로내로 삽입될때 그루브내에 상기 환상의 플랜지가 탄성스탭 맞춤되도록 하는 크기와 
모양을 갖는 환상의 그루브를 가지고, 상기 환상의 그루브는 스파우트로부터 니플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
는 환상의 플랜지와 맞물릴 수 있는 환상의 쇼울더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27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스파우트와 캡은 분리된 부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스파우트는 용기내의 액체가 용기로부터 커넥터와 튜빙을 거쳐 스프레이로 통과되
도록 캡 개구부와 스파우트 유동로가 연통되어 있는 열린 상태와, 상기 스파우트 유동로가 상기 캡 개구
부와 연통되어 있지 않으며 개구부를 통한 액체의 통과를 차단하기 위해 스파우트의 밀봉부분이 개구부를 
덮고 있는 잠겨진 상태로 상호 전환되기 위해 캡에 대해 축회전운동할 수 있도록 캡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캡 개구부에 인접하여 캡에 연결되어 있으며, 용기내의 액체를 개구부로 이송하기 

14-7

1019960702872



위해 용기내로 하향 연장되어 있는 강성 딥 튜브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30 

분사되어질 액체를 담기 위한 용기 ; 용기내의 액체를 통과시키기 위한 캡 개구부를 가지며 상기 용기에 
고정되는 캡과, 유동로를 가지며 상기 캡상에 설치되는 스파우트를 포함하는 마개 ; 상기 개구부에 인접
하여 캡에 연결되며 용기내의 액체를 개구부로 이송하기 위해 용기내로 하향 연장되어 있는 강성 딥 튜브 
; 스프레이 ; 및 스파우트내의 상기 유동로와 연통되도록 스파우트에 연결되어 있는 인입단부와 스프레이
에 연결된 출구단부를 가지며, 액체를 스파우트로부터 스프레이로 이송하기 위한 튜빙을 포함하며 ; 상기 
스파우트는 용기내의 액체가 용기로부터 딥 튜브와 튜빙 및 스프레이를 거쳐 통과되도록 상기 캡 개구부
와 스파우트 유동로가 연통되어 있는 열린 상태와, 상기 스파우트 유동로가 상기 캡 개구부와 연통되어 
있지 않으며 개구부를 통한 액체의 통과를 차단하기 위해 스파우트의 밀봉부분이 개구부를 덮고 있는 잠
겨진 상태로 상호 전환되기 위해 캡에 대해 축회전운동할 수 있도록 캡 상에 설치되어 있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31 

용기내의 액체가 통과되기 위한 캡 개구부를 가지며 용기에 고정되는 캡과, 유동로를 가지며 상기 캡상에 
설치되는 스파우트를 포함하는 마개 ; 와 분사장치 ; 및 스파우트내의 유동로와 연통되도록 스파우트에 
연결되는 인입단부와 상기 분사장치에 연결된 출구단부를 갖는, 액체를 스파우트로부터 분사장치로 이송
하기 위한 튜빙을 포함하며 ; 상기 스파우트는 용기내의 액체가 용기로부터 튜빙을 거쳐 분사장치로 통과
되도록 상기 캡 개구부와 스파우트 유동로가 연통되어 있는 열린 상태와 상기, 스파우트 유동로가 상기 
캡 개구부와 연통되어 있지 않으며 개구부를 통한 액체의 통과를 차단하기 위해 스파우트의 밀봉부분이 
개구부를 덮고 있는 잠겨진 상태로 상호 전환되기 위해 캡에 대해 축회전운동할 수 있도록 캡상에 설치되
어 있는, 용기로부터 액체를 분사하기 위한 분사시스템.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스파우트는 스파우트 유동로의 입구를 형성하는 인입단부를 가지며, 상기 마개는 
스파우트가 잠겨진 상태로 축회전될때 스파우트 유동로 입구를 밀봉하기 위해 스파우트 인입단부와 맞물
릴 수 있는 밀봉부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밀봉부재는 캡으로부터 상향 연장되는 탄성플랩을 포함하며, 상기 플랩은 스파우
트가 잠겨진 상태로 축회전될때 스파우트 인입단부와 맞물려서 스파우트 유동로를 덮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밀봉부재는 캡으로부터 연장되는 탄성플랩과, 스파우트가 잠겨진 상태일때 스파우
트 유동로의 입구를 막기 위한 플랩상에 형성된 돌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플랩은 스파우트가 잠겨진 상태일때 상기 플랩상의 돌기가 스파우트 유동로내
로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돌기는 스파우트가 열린 상태일때 스파우트의 오목자국내로 수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37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캡 개구부에 인접하여 캡에 연결되어 있으며, 용기내의 액체를 개구부로 이송하기 
위해 용기내로 하향 연장되어 있는 강성 딥 튜브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38 

제31항에 있어서, 튜빙의 인입단부를 용기의 마개에 연결시키기 위한 커넥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커넥터
는 튜빙의 인입단부에 고정되는 몸체와, 몸체로부터 연장되는 강성 니플 및 상기 몸체와 니플을 관통하며 
튜빙의 인입단부와 연통되는 커넥터 유동로를 가지며, 상기 스파우트의 유동로는 상기 니플을 밀봉되게 
수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스파우트 유동로와 니플은 스파우트 유동로내에 니플이 스너그 밀봉맞춤되도록 하
는 크기와 모양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40 

제38항에 있어서, 커넥터 유동로는 튜빙의 인입단부를 밀봉되게 수용할 수 있으며, 상기 커넥터는 커넥터 
유동로내에 튜빙의 인입단부를 고정하기 위해 상기 몸체상에 형성된 리테이너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분사시스템.

청구항 41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에는 스파우트 유동로내로 니플이 삽입되는 동안 커넥터의 그립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양을 갖는 핑거 그립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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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2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커넥터는 니플둘레에 형성된 환상의 플랜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스파우트는 니플
이 스파우트 유동로 내로 삽입될때 그루브내로 환상의 플랜지가 탄성 스냅맞춤되도록 하는 크기와 모양을 
갖는 환상의 그루브를 가지며, 상기 환상의 그루브는 스파우트로부터 니플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환상의 플랜지와 맞물릴 수 있는 환상의 쇼울더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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