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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손수건 또는 화장용 티슈와 같은 흡수성 티슈 시트를 위한 소프트 포켓 패키지에 관한 것이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패키지는 하나 이상의 티슈 시트를 포함한다. 이러한 패키지로부터 하나의 시트를 뽑기 위하여, 접근을 허용

하는 패키지 재료 내의 절단부와 같은 패키지 내의 개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개구는 적어도 

2개의 직교 좌표에서 비대칭이며, 바람직하게는 돛 모양과 유사하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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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손수건 또는 화장용 티슈와 같은 흡수성 티슈 시트(absorbent tissue sheet)용 소프트 포켓 패키지(soft p

ocket package)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손수건은 광범위하게, 특히 유럽에서 사용되며, 통상적으로 콧물(nasal excr

ements)을 흡수하거나 화장품을 닦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천 시트(cloth sheet)를 대체해 왔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패키지는 하나 이상의 티슈 시트를 포함한다. 이러한 패키지로부터 하나의 시트를 뽑기 위해서는, 패키지 자체에 개

구를 제공하고 통상적으로는 패키지 재료에 절단부(cutout)를 제공하여, 접근을 허용하면서도 패키지와 잔여 티슈 시

트를 위생적인 방식으로 보관하기 위한 재밀폐성(re-closure capability)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발명에 따르

면, 개구는 적어도 2개의 직교 좌표(cartesian coordinates) 내에서 비대칭인데, 바람직하게는 돛 모양과 유사하다.

배경기술

흡수성 티슈 시트용 패키지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많은 간행물에 이러한 패키지가 도시 또는 언급되어 있다. 예를 

들면, 유럽 특허 제401 621호는 패키지의 2개의 측면으로 연장하는 개구를 갖는 평행육면체 패키지를 도시한다. 개

구에 는 플랩 폐쇄부(flap closure)가 제공되는데, 이는 2개의 단부 지점을 갖는 선을 따라 패키지 재료를 절단하여 

패키지 재료 내의 이들 2개의 단부 지점 사이에 플랩 힌지를 생성함으로써 형성되며, 이럼으로써 패키지에 재밀폐성

도 제공한다. 재밀폐는, 이 경우에서는 접착 테이프 탭(adhesive tape tab)인 폐쇄 수단에 의해 제공됨으로써 추가로 

향상된다. 동일한 기술 분야의 다른 패키지가 예를 들면, 선형 외곽선을 갖는 패키지를 도시하는 독일 특허 제294949

6호, 역시 직사각형 개구를 갖는 패키지를 도시하는 독일 특허 제3911779호, 비선형 외곽선을 갖는 개구를 구비한 

패키지를 도시하는 독일 특허 제3915192호, 또는 패키지 내에 개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기하학적 형상을 조

합하는 독일 특허 제3920065호에 도시되어 있다. 패키지의 일 측면과만 관계된 다른 패키지 설계는 예를 들면 독일 

실용신안 제G 9010670.9호 또는 독일 실용신안 제9321429호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개시 내용에서, 패키지 내에 제공된 개구는 대칭형으로 도시 및 의도되고 있다. 이는 이러한 패키지의 사

용자가 개구의 중앙에서 개별 용품을 파지하여 어떠한 비대칭적인 접힘도 없이 이를 당겨 냄으로써 개별 용품을 당겨

낼 수 있게 하는 이점을 갖는다. 흡수성 티슈 시트의 패키지를 위한 개구를 설계할 때, 편리한 접근성의 요구와 하나의

티슈 시트를 당겨 낸 후의 잔여 시트의 위생적인 보관 사이의 최적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 긴 개구와 패키지

측면으로의 깊은 위치에의 도달은 접근성에 유리하다. 위생은 더욱 작은 개구에 의해 향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특히 일회용 티슈 손수건에 대한 임의의 개선은 이러한 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중요한 단계인데, 그 이유는 

이들 용품이 많은 주의 를 가지고 취급되고 있지 않으며, 예를 들면 주머니 또는 여성의 핸드백 내에 나머지 용품과 

함께 패키지를 보관할 때의 위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용품을 당겨 낼 때의 편리성 측면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목적은 접근성의 개선을 제공함과 동시에 패키지 내의 잔여 티슈 시트의 위생적인 보관을 개

선하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러므로, 본 발명은 패키지 개구가 그 표면적이 최소화되면서도 종래 기술 또는 기존의 이러한 티슈 시트용 패키지

에 의해 제공된 개구에서의 통상 가능한 정도보다 용품의 당김 및 제공(retrieval and presentation)을 양호하게 하도

록 선택된 흡수성 티슈 시트용 패키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티슈 시트용 평행육면체 패키지의 가장 긴 

면의 표면에 비대칭 개구를 제공하며, 이 개구는 또한 패키지의 해당 면의 에지를 포함한다. 이는 2개의 직교 좌표 내

에서 비대칭인 개구를 구비하는 패키지를 생성한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개구는 평행육면체 패키지의

2개의 표면을 가로질러 연장하며, 모두 3개의 직교 좌표 방향에서 비대칭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개구

를 형성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절단되는 재료를 사용하며, 패키지 재료 내에서 2개의 단부 지점을 갖는 절단부를 통

해 개구를 생성하여 2개의 단부 지점 사이에서 패키지 재료가 이를 따라 절첩될 수 있게 하는 힌지선을 생성함으로써

이러한 재료로부터 폐쇄 플랩(closure flap)을 제공한다. 이에 의해, 패키지 내의 개구와 동일 공간에 걸치는 플랩이 

제공된다. 더욱 더 양호한 형태에서, 이러한 플랩에는 예를 들면 접착 테이프 탭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폐쇄 수단이 

제공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양호한 실시예의 사시도.

도 2는 개방된 상태에서의 도 1의 패키지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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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도 1에 도시된 패키지에 대한 대안적인 실시예의 평면도.

실시예

본 발명은 당 업계에서 공지된 일회용 종이 손수건의 시트와 같은 부드러운 흡수성 티슈 시트의 패키지에 관한 것이

다. 이러한 패키지는 전형적으로 플라스틱 필름 재료 또는 종이 시트로 제조되며, 예를 들면 바지의 주머니 내에, 또는

지갑 또는 핸드백 내에서 운반하기 편리한 크기로 제공된다.

이러한 제품을 위한 재료의 선택의 상세 사항은 상기 인용된 많은 간행물들 중 임의의 간행물과, 특히 유럽 특허 공개

제743 264호에서 볼 수 있는 개시 사항으로부터 취해질 수 있다.

패키지는 이러한 패키지의 제조 중에 티슈 시트 둘레에서 절첩되는,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poly-ethylene) 필름 재료

등의 플라스틱 블랭크(blank)로부터 제조된다. 필름 재료 블랭크는 패키지 둘레로 절첩되기 위한 적절한 크기로 절단

되며, 절첩 방법 역시 전술된 개시 참고문헌에서 알 수 있다. 개구는 필름 재료를 절단하여 형성되며, 개구와 동일한 

공간에 걸치는 재료에 의해 플랩을 제공하고자 의도할 때, 개구는 패키지의 최초 개방시 패키지 내의 지정된 분리선이

파단되는 방식으로 절단된다. 이는 예를 들면 천공, 미세 천공에서처럼 절단부의 2개의 측면들 을 연결하는 작은 요소

들에 의한 것과 같은 파단 가능 절단부, 또는 레이저 또는 다이 커팅(dye cutting)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재료 두께의

일부분으로만 연장하는 절단부, 또는 절취 분리선(separation line of weakness)을 생성하는 임의의 통상적인 방법

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 개구의 형성에 관한 한, 본 발명은 기술 상태에 따라 형성된 개구에 대한 특별한 차이점을 사

용할 필요는 없다.

본 발명은 당업자에 의해 지금까지 개시 또는 고려되지 않은 개구의 형상의 선택에 속한다. 패키지 내에 형성된 개구

는 적어도 2개의 직교좌표, 바람직하게는 3개 모두의 직교좌표 내에서 비대칭이다. 그 결과 평행육면체 패키지의 일 

측면 상에 비대칭인 개구가 형성된다. 이제 더욱 상세하게 설명되는 첨부 도면을 참고하여 바람직한 실시예들이 가장

잘 설명된다. 특히 바람직한 것은 삼각형 개구이고, 더 바람직하게는 삼각형이 곡선 주연부를 갖도록 삼각형의 하나 

이상의 변이 곡선인 삼각형 개구, 가장 바람직하게는 뾰족한 모서리가 없는 삼각형 개구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

이, 그 결과 '돛' 형상의 개구가 형성된다.

도 1은 패키지(10)가 xyz 직교 좌표계와 함께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이다. 패키지의 최대 연장부(X

)는 x 좌표 방향이고, 패키지의 최소 연장부(Z)는 z 좌표 방향이며, y 좌표의 연장부(Y)는 X 연장부보다 작고 Z 연장

부보다 크다. 도면 부호 1에서 시작하는 절단선(20)이 도시되어 있으며, 절단선은 그 끝부분이 도면 부호 2에 도달한

다. 절단부가 이를 따라 형성되게 하는 선은 x 및 y 좌표에 대해 비대칭이며, 도 1의 경우에서는 z 좌표에 대해서도 마

찬가지이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르면, z 방향으로의 비대칭은 필수 조건이 아니며, 절단선(20)의 끝지점(2)은 또한 

패키지의 표면(12)과 패키지의 표면(16) 사이에 형성된 에지(14) 상의 한 지점에서 종료되어, 개구의 주연부의 일부

로서 개구 내의 에지(14)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에지(14) 또는 에지(15)와 같은 에지는 패키지(10)의 2개의 표면 사이에 형성되는 반면에, 모서리

는 패키지의 3개의 면(12, 16, 18)이 만나는 곳에 형성된다. 절단선(20)이 에지(14)로부터 면(12) 내부까지 연장하고

다시 에지(14)를 가로질러 면(16) 내부로 추가로 연장하는 도 1에 도시된 바람직한 실시예의 경우, 절단부(20)의 시

작 지점(1)과 끝지점(2) 사이에 형성된 선을 따라 절첩될 수 있는 플랩(22)이 형성된다. 그러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방 상태의 개구는 패키지 내의 티슈 시트(30)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허용한다.

물론, 패키지의 에지(15)를 포함하는 비대칭 개구가 제공되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패키지 내의 잔여 용품의 위생적이

고 계속적인 보관을 최적화하면서 패키지 내의 티슈 시트(30)에 대한 향상된 접근을 제공하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

지만, 이는 x좌표로 연장하는 에지들 중 하나를 포함하고 x좌표로 연장하는 개구를 포함하는 도면에 도시된 본 실시

예보다 덜 바람직한데, 이는 이러한 에지들이 본 발명에 따른 평행육면체 패키지의 최장 에지이기 때문이다.

미적으로 만족스러운 곡률을 제공할 가능성 외에도 본 발명에 따라 선택된 비대칭 형상의 놀라운 효과는 에지(14)를 

따른 비교적 긴 개구의 연장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용품(30)에 대한 우수한 접근을 제공함과 동시에 흡수성 티슈

시트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접근성을 제공하는 대칭 개구에 비해 개구의 크기를 감소시 킨다는 것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바람직한 개구는 개구가 직선 또는 곡선에 의해 형성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삼각형 또는 반

삼각형의 형상을 갖는다. 도시된 곡선에서, 삼각형 형상은 삼각형의 하나의 모서리가 y 좌표에서의 패키지의 연장부

의 중간 지점 또는 절반까지 y좌표 치수로 거의 연장하도록 패키지의 면(12) 내부에 이르른다. 물론, 이는 개구가 에

지(15)를 포함한다면 x 좌표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구는 요구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패키지의 Y 연장부의 5

0% 내지 20%, 바람직하게는 45% 내지 30%의 어느 범위로 패키지의 측면(12) 내부에 이르러야 한다. 패키지의 측면

(16) 내에 이르는 개구의 범위는 절단부(20)의 끝지점(2)의 위치에 의존한다. 이는 또한 바람직하게는 패키지의 Z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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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20% 내지 50%의 연장부를 가져야 한다. 패키지의 에지(14)를 따른 개구의 범위는 패키지의 X 연장부의 95%

내지 40%이어야 한다.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개구의 범위는 패키지의 X 연장부의 60% 내지 90%이며, 가장 바람직

하게는 도시된 바와 같이 패키지의 X 연장부의 약 60% 내지 70%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구에 폐쇄 플랩(22)이 제공되는 경우에, 특히 절단부의 끝지점(2)이 이러한 

패키지의 사용자가 그렇게 할 의도가 없어도 패키지 재료를 찢는 것에 의해 연장될 수 있음을 알았다. 이는 패키지에 

대한 미적 및 위생적 문제점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도 1 및 도 2의 끝지점(2)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절단부(2

0)의 끝지점(1 및 2)에 찢김 방지 원형부(rip stop circle)를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동일한 것이 절단선(22)

의 끝지점(1) 에도 제공될 수 있지만, 이 끝지점은 바람직하게는 패키지의 에지(14)에서 종결되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플랩(22)이 패키지 재료 내의 절단부(20)에 의해 생성된다면, 이러한 플랩에는 바람직하게는 재밀폐 특징이 제

공될 수 있다. 테이프 탭형 재밀폐 수단의 2개의 양호한 실시예가 도 1 및 도 3에 도시되어 있다. 테이프(24)에는 일 

측면 상에 접착제 수단이 제공되지만, 접착제 수단은 테이프(24)의 전체 표면에 걸쳐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프 탭

(24)의 개방 테이프 부분에서 접착제가 없는 영역을 가짐으로써, 테이프 탭을 쉽게 파지하게 한다. 도 3에 도시된 바

람직한 실시예에서, 테이프는 플랩(22)의 절단부(20)의 더욱 긴 길이 부분을 따라 연장함으로써 추가적인 위생의 이

득을 제공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는 테이프 탭(24)의 전체 표면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의 비용 없이 달성될

수 있는데, 이는 도 1 또는 도 3에 도시된 실시예들 중 어느 실시예에서도 동일한 면적이 접착제에 의해 부착되게 할 

것이다. 또한, 플랩(22)의 절단부를 가로지르는 더 긴 연장부를 갖는 테이프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개방 상태에

서 접착제 표면의 말단부들이 더욱 멀리 이격되어, 노출된 접착제의 일 단부상의 오염이 폐쇄 테이프(24) 상의 접착제

의 타 단부를 향해 번지는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덜 오염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플랩이 요구되는 경우 바람직하게는 전술된 바와 같이 제공될 수 있지만, 플랩을 제공하기 위해 패키지에

다른 재료편을 부착함으로써도 플랩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부착된 플랩은 개구보다 더 크게 선

택 될 수 있고 따라서 개구의 향상된 폐쇄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는 또한 플랩의 절단된 에지를 추가의 재료

를 가지고 연장시킴으로써 바람직한 실시예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절단 플랩에서도 성취될 수 있다. 어떠한 설계에서도,

폐쇄 수단은 개구를 지나 연장하는 플랩의 재료 상에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들이 예시되고 기술되었지만, 당업자에게는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다양

한 다른 변경 및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자명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주 내에 있는 그러한 모든 변경 및 수

정을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평행육면체 형상의 흡수성 티슈 시트(30)용 소프트 패키지(10)로서, 상기 직각의 평행육면체가 직교 좌표계에서 x 좌

표의 최장 연장부(X), z 좌표의 최단 연장부(Z), 및 X 연장부보다 작고 Z 연장부보다 긴 y 좌표의 연장부(Y)를 가지며,

상기 패키지(10)가 x 및 y 좌표로 연장하는 개구를 갖고, 상기 패키지(10)가 x 좌표를 따른 에지(14)와 y 좌표를 따른

에지(15)를 가지는 패키지(10)에 있어서,

상기 개구가 x 좌표와 y 좌표에 대해 비대칭이고, 상기 개구가 상기 패키지(10)의 적어도 하나의 에지(14, 15)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개구는 상기 z 좌표로도 연장하고, 상기 개구는 z 좌표에 대해서도 비대칭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패키지.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개구는 패키지(10) 재료 내의 지정된 분리선(20)에 의해, 바람직하게는 파단 가능

한 절단부(20)에 의해 제공되며, 상기 분리선(20)은 시작지점(1)과 끝지점(2)을 갖고, 상기 지점(1,2)들은 서로 이격

되어 있고 상기 지점들(1,2) 사이에 힌지선을 형성하여, 비대칭 개구와 동일 공간에 걸치는 패키지 재료가 플랩(22)으

로서 사용되도록 하여, 상기 티슈 시트(30)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상기 플랩(22)이 상기 힌지선을 따라 상기 패키

지(10)로부터 멀리 절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플랩(22)에는 폐쇄 수단(24), 바람직하게는 접착 테이프 탭(24)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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