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공보(A)

(51)Int. Cl.
6

B32B 3/28

(11) 공개번호   특1997-0703238

(43) 공개일자   1997년07월03일

(21) 출원번호 특1996-0706513

(22) 출원일자 1996년11월18일

       번역문제출일자 1996년11월18일

(86) 국제출원번호 PCT/JP 95/000959 (87) 국제공개번호 WO 95/031330

(86) 국제출원출원일자 1995년05월18일 (87) 국제공개일자 1995년11월23일

(81) 지정국 EP 유럽특허 :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국내특허 :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핀랜드  대한민국  노르웨이  미국  중
국  

(30) 우선권주장 1994-103602  1994년05월18일  일본(JP)  

1994-324591  1994년12월27일  일본(JP)  

(71) 출원인 요꾜야마 산꾜 가부시끼가이샤    요꾜야마 요시마사

일본국 효고껭 고베시 히가시나다꾸 미까게쬬 미까게 아자시노쯔보 1379-4

일본국 오오사까후 오오사까시 고노하나꾸 니시꾸쬬 5쬬메 3-28

(72) 발명자 요꾜야마 요시마사

일본국 효고껭 고베시 히가시나다꾸 미까게쬬 미까게 아자시노쯔보 1379-4

(74) 대리인 남상선

심사청구 : 없음

(54) 골판지 적층체용 소재(STOCK FOR CORRUGATED CARD BOARD LAMINATE)

요약

본 발명은 단이 형성된 계단식 파형 매체를 포함한 골판지 재료는, 단과 직각 또는 직각 이외의 각도로 
교차하고 서로 평행한 상태로, 역 V자 형상으로 구부려 접는 제1주름과, V자 형상으로 구부러 접는 제2주
름이 서로 교대로 형성된 골판지 적층체용 소재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제2주름이 천공에 의해 형성되어 
있고, 구부려 접을 때 외측이 되는 부분이 상기 천공을 따라 절단되어 있다. 혹은, 상기 제2주름은, 제2
주름을 형성하려고 하는 부분을 따라 교대로 배치되는 한편, 상기 골판지 재료 중 일부의 단을 짓누르는 
소정 길이의 힌지부와, 상기 골판지 재료를 관통하고 있는 절단선 또는 슬릿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본 발명은, 이상과 같이 구성함으로써, 제1주름과 제2주름을 동일한 프레스 장치로 골판지 재료의 편면으
로 부터 형성할 수 있는 한편, 상기 각 주름을 원활하고 확실하게 형성할 수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골판지 적층체용 소재(STOCK FOR CORRUGATED CARD BOARD LAMINATE)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골판지 적층체용 소재의 실시예를 도시한 사시도.

제2도는 제1도의 골판지 적층체용 소재의 부분 확대 단면도.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단이 형성된 계단식 파형 매체를 포함한 골판지 재료에, 단과 직각 또는 직각 이외의 각도로 교차하고 서
로 평행한 상태로, 역 V자 형상으로 구부려 접는 제1주름과, V자 형상으로 구부려 접는 제2주름이 서로 
교대로 형성되며, 상기 제2주름은 천공에 의해 형성되어 있으며, 동시에 접어 구부릴 때 외측이 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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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상기 천공을 따라 절단된 골판지 적층체용 소재.

청구항 2 

단이 형성된 계단식 파형 매체를 포함한 골판지 재료에, 단과 직각 또는 직각 이외의 각도로 교차하고 서
로 평행한 상태로, 역 V자 형상으로 구부려 접는 제1주름과, V자 형상으로 구부려 접는 제2주름이 서로 
교대로 형성되며, 상기 제2주름은 제2주름을 형성하고자 하는 부분을 따라 교대로 배치되는 한편, 상기 
골판지 재료 중 일부의 단을 짓눌러 소정 길이의 힌지부와 상기 골판지 재료를 관통하고 있는 절단선에 
의해 형성되며, 상기 절단선의 양단부 양측에는 상기 골판지 재료를 관통하고 상기 절단선에 대해 소정 
각도로 교차하는 보조 절단선이 형성되어 있는 골판지 적층체용 소재.

청구항 3 

단이 형성된 계단식 파형 매체를 포함한 골판지 재료에 단과 직각 또는 직각 이외의 각도로 교차하고 서
로 평행한 상태로, 역 V자 형상으로 구부려 접는 제1주름과,  V자 형상으로 구부려 접는 제2주름이 서로 
교대로 형성되며, 상기 제2주름은, 제2주름을 형성하려고 하는 부분을 따라 서로 교대로 배치되는 한편 
상기 골판지 재료 중 일부의 단을 짓누른 소정 길이의 힌지부와, 상기 골판지 재료를 관통하고 있는 상기 
골판지 재료의 두께 보다 폭이 좁은 슬릿에 의해 형성되며, 상기 슬릿의 양단부 양측에는 상기 골판지 재
료를 관통하고 상기 절단선에 대해 소정 각도로 교차하는 보조 절단선이 형성되어 있는 골판지 적층체용 
소재.

청구항 4 

단이 형성된 계단식 파형 매체를 포함하는 골판지 재료에, 단과 직각 또는 직각 이외의 각도로 교차하고 
서로 평행한 상태로, 역 V자 형상으로 구부려 접는 제1주름과, V자 형상으로 구부려 접는 제2주름이 서로 
교대로 형성되며, 상기 제2주름은 제2주름을 형성하려고 하는 부분을 따라 서로 교대로 배치되는 한편, 
상기 골판지 재료 중 일부의 단을 짓누르는 소정 길이의 힌지부와, 상기 골판지 재료를 관통하고 상기 골
판지 재료의 두께 보다 폭이 넓은 슬릿으로 형성되어 있는 골판지 적층체용 소재.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슬릿 양단부의 폭 방향 중심은 상기 힌지부를 향해 돌출되어 있는 골판지 적층체용 
소재.

청구항 6 

단이 형성된 계단식 파형매체를 포함한 골판지 재료에, 단과 직각 또는 직각 이외의 각도로 교차하고 서
로 평행한 상태로 역 V자 형상으로 구부려 접는 제1주름과 V자 형상으로 구부려 접는 제2주름이 서로 교
대로 형성되며, 상기 제2주름은 상기 골판지 재료를 구부릴 때 내측이 되는 측에 형성되며, 상기 골판지 
재료 두께의 거의 배인 폭을 가지는 단면이 거의 사각형인 홈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골판지 적층체용 소
재.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2주름은 홈은 상기 골판지 재료를 두께 방향으로 잘라 형성한 양측부와, 상기 양
측부 사이를 짓눌러 형성한 바닥부를 가지는 골판지 적층체용 소재.

청구항 8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골판지 재료는 계단식 파형매체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1주름은 상기 골판지 재료를 구부렸을 때 내측이 되는 면의 단 꼭대기부가 연속된 힌
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절단함으로써 형성되는 골판지 적층체용 소재.

청구항 9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골판지 재료는 편면 골판지로 이루
어지며, 상기 제1주름은 상기 골판지 재료 중 적어도 라이너 부분, 또는 라이너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측
의 단 꼭대기부가 연속된 힌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절단함으로써 형성되는 골판지 적층체용 소재.

청구항 10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골판지 재료는 양면 골판지, 복양면 
골판지 또는 복복양면 골판지로 구성되며, 상기 제1주름은 상기 골판지 재료를 접을 때 내측이 되는 면 
중 적어도 라이너 부분이 연속된 힌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절단함으로써 형성되어 있는 골판지 적
층체용 소재.

청구항 11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골판지 재료는 상기 골판지 재료의 
길이 방향을 따른 단 또는 상기 길이 방향에 대해 직각 이외의 각도로 경사진 단을 가지며, 상기 각 주름
은 상기 골판지 재료의 폭 방향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골판지 적층체용 소재.

청구항 1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골판지 재료에는 적당한 위치에 구
멍이 형성되는 골판지 적층체용 소재.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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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골판지 재료는 길이 방향의 각부에 
있어서 폭이 서로 다른 골판지 적층체용 소재.

청구항 14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주름의 상호 간격이 일정한 골판지 
적층체용 소재.

청구항 15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주름의 상호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골판지 적층체용 소재.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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