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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품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 장식품은 에스테르 말단기 폴리아미드(ETPA) 및 미네랄 오일과 같은 저극성 액체로 이루어진 적어도 하나의, 바람
직하게는 다수의 고형 아이콘들을 가진다. 무색 ETPA 기재 폴리머와 같은 무색 매개체가 아이콘을 감싸고 있다. 상기 
매개체는 무색 병 속에 내장될 수 있고, 심지는 캔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매개체 속으로 연장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캔들, 장식품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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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개선된 병 캔들의 뚜껑이 개방되고 심지가 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의 병 캔들의 뚜껑이 닫힌 상태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병 캔들의 단면도이다.

도 4 내지 도 6은 도 3의 캔들의 여러 가지 제조 단계를 나타내는 선 Ⅲ-Ⅲ 단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병 캔들, 12 : 유리병,

14 : 유리 뚜껑, 16 : 충전재,

18 : 아이콘, 22 : 금속 클립,

24 : 심지, 30 : 플라스틱 지그,

32 : 코일 스프링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캔들(candle) 및 실내 청정기와 같은 장식품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하나 또는 다수의 고형
체 또는 아이콘들이 내장된 무색 충전재 또는 매트릭스를 가진 새롭고 실용적인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품 및 그 제조방
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형태는 과일 또는 다른 식별가능한 물체를 담는 병과 유사한 유리병에 든 캔들이
다. 과일이나 다른 모양들 또는 아이콘들은 에스테르 말단기 폴리아미드(ester-terminated polyamide) 또는 이티피
에이(이하 " ETPA" 라 함)를 기재로 하고 있는 물질로 만들어진다.
    

엘하라(Elhara)의 미국 특허 제5,338,187호에는 가연성 오일이 내장된 챔버의 상단에 있는 고형 왁스 플러그가 개시
되어 있다. 왁스로부터의 인출되는 심지가 오일속으로 연장되어 있다.

무어(Moore)의 미국 특허 제4,427,366호에는 유리 또는 세라믹으로 된 캔들 홀더 내에 모두 수납되는 왁스 칩 또는 
조각들을 포함하는 방향제로 둘러싸인 중앙코어 왁스 캔들이 개시되어 있다.

위드머(Widmer)의 미국 특허 제5,693,277호에는 왁스 캔들의 평탄한 측벽에 고형 왁스 덩어리가 포함된 것이 개시되
어 있다.

램(Lam)의 미국 특허 제4,826,428호에는 작은 왁스 조각 더미로 만들어진 캔들이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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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Karp)의 미국 특허 제5,395,233호에는 고리 모양의 갭을 형성하는 투명왁스 셀(wax shell)로 둘러싸인 코어 왁
스 캔들을 가지는 필러 캔들(pillar candle)이 개시되어 있다. 향단지(potpourri)가 보이도록 향단지 및 많은 투명 왁
스가 고리 모양의 갭을 채우고 있다. 코어 왁스 캔들은 코어 캔들이 탈 때 셀이 타지 않도록 충분히 크게 되어 있다.

드가모(DeGarmo)의 미국 특허 제5,632,615호에는 다른 색상의 외층 및 내부왁스 충전재를 둘러싼 인레이(inlay)를 
가지는 캔들이 개시되어 있다.

월 에트 알(Wohl et al.)의 미국 특허 제5,597,300호에는 고융점 왁스층들로 형성된 외부 셀을 가지는 다중층 왁스 캔
들이 개시되어 있다. 캔들의 내부 코어는 외부 셀 내에서 연소 및 교체 가능하다. 장식 디자인들은 외부 셀에 형성될 수 
있다. 캔들은 외부층을 몰딩한 후, 내부 코어 캔들 및 심지를 가진 셀을 충전함으로써 형성된다.

테일러(Taylor)의 미국 특허 제4,855,098호에는 소량의 연신률 강화제와 결합하는 특정의 용융점 범위의 두 개의 파
라핀 왁스를 가진 캔들 조성물이 개시되어 있다. 연신률 강화제는 120∼130˚F 온도 범위의 용융점을 가지는 폴리머 
또는 미크로크리스탈린 왁스(microcrystalline wax)이다.

마쿠스 에트 알(Marcus et al.)의 미국 특허 제4,568,270호에는 심지가 내장된 내부 코어를 둘러싼 외부 왁스 셀을 
가지는 방향제 캔들이 개시되어 있다. 내부코어로는 바셀린(petrolatum) 저융점 왁스 또는 5∼15% 무게비의 방향제
가 혼합된 파라핀이 사용된다. 외부 왁스 셀은 캔들을 위한 컨테이너로 작용한다.

엘사말로티(Elsamaloty)의 미국 특허 제5,578,089호에는 특수한 형태의 폴리머와 결합된 미네랄 오일을 함유하는 조
성물로 형성된 무색 캔들이 개시되어 있다. 미네랄 오일은 캔들과 마찬가지로 심지를 파지하는 가연성 투명 폴리머 바
디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들 폴리머들과 혼합된다.

슈로더(Schroder)의 미국 특허 제4,937,701호에는 작은 용량의 저온 액체 및 캔들이 내장된 제2용기를 둘러싸고 물
과 같은 제1액체가 담긴 무색 외부 용기로 구성된 캔들을 태우기 위한 안전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길포일 쥬니어(Guilfoil, Jr.)의 미국 특허 제2,279,137호에는 캔들의 연소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리브들을 가지는 무
색 컨테이너 내부에 형성된 캔들이 개시되어 있다.

    
캔들을 만들기 위한 무왁스(non-wax) 물질도 또한 알려져 있다. 뉴저지주 웨인시 소재의 유니온 캠프 코포레이션(U
nion Camp Corporation)에 양도된 파블린 에트 알(Pavlin, et al.)의 미국 특허 제5,783,657호에는 ETPA 기재로 
된 폴리머가 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왁스의 대체물로서 다른 것들보다 유용한 물질이다. ETPA 기재 폴리머는 왁스
와 유사한 방식으로 연소된다. 미국 특허 제5,783,657호의 내용은 ETPA 기재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의 개시를 위한 
참고로 여기에 제시된다. 또한, ETPA는 유니온 캠프 코포레이션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유용하게 시판되고 있으며, 그 
상표명은 " UNICLEAR" 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것들과는 다른 새롭고 실용적인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품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캔
들(candle) 및 실내 청정기와 같은 장식품 및 그 제조방법에 있어서, 특히 하나 또는 다수의 고형체 또는 아이콘들이 
내장된 무색 충전재 또는 매트릭스를 가진 새롭고 실용적인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품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ETPA를 기재로 하고 있지만 색상을 가지고 매트릭스에 분포된 과일 형상 또는 다른 아
이콘들을 이루는 무색 ETPA 폴리머로 된 투명 매트릭스 또는 충전재가 내장된 보존병(Mason jar)과 같은 외부 투명 
병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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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심지나 다른 캔들 기능은 없지만 가정용품, 장식품 및/또는 방향용품을 형성하기 위하여 내부에 하나 
또는 다수의 아이콘이 분포된 ETPA 기재 아이콘 또는 단순한 매트릭스가 내장된 무색 필러 캔들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이콘들은 채색 성분 및 다른 성분들을 가진 ETPA 물질을 사용하여 고무 또는 실리콘 몰딩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고형 아이콘들은 심지를 가진 또는 심지를 가지지 않는 병의 내부 또는 몰드의 내부에 배치되고, 그런 다음 용융 ETP
A 혼합물이 무색 매트릭스 또는 충전재를 형성하기 위하여 첨가된다. 과도하게 긴 심지는 병 및 심지가 존재하는 경우, 
병의 상단 가장자리에서 절단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 과일 아이콘(fruit icon)" 이란 용어는 몰딩된 ETPA 재료를 이용하여 모조할 수 있는 과일, 야채 
및 다른 식물들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 아이콘" 이란 용어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에는 과일 아이콘들 뿐만 아니
라 작은 입상들, 기하학적 형상들 및 그와 같은 여하한 3차원 형상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본 발명의 몇몇 새로운 특징에 따르면, 고형 몰딩 아이콘들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ETPA 재료의 특별한 구조(fomul
ation)가, 아이콘들을 변형시킴이 없이 병 또는 몰드 내에서 아이콘들을 둘러싸서 다른 구조(formulation)의 무색, 채
색 또는 무채색 ETPA 매트릭스 또는 충전재를 주입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구성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ETPA 기재 아이콘들을 가진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ETPA를 기재로 하거나 또는 기재로 하지 않는 고형 또는 액상의 충전재 또는 매트릭스를 사
용하는 ETPA 기재 아이콘들을 가진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새롭고 다양한 특징은 본 개시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첨부되는 청구범위에 특히 잘 나타나 있다. 본 발명의 
작용 이점 및 그 사용에 의하여 달성되는 특수한 목적들은 첨부 도면에 의거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상세
한 설명으로 더욱 잘 이해될 것이다.

    
도면에서와 같이, 도 1 내지 도 3에 구체화된 본 발명은, 유리병(12)을 가지는 병 캔들(10)을 포함하며, 그 유리병은, 
바람직하게는 뚜껑의 목 둘레에 고무 링 시일(20)이 설치되어 있거나 혹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제거가능한 유리 뚜껑
(14)을 가지는 보존병(mason jar)의 형상을 하고 있다. 도 1은, 뚜껑이 개방된 상태를 도시한 것으로, 심지(24)에 불
을 붙어 병 내부에 들어 있는 충전재 및 아이콘들을 형성하는 연료가 타게 된다. 즉, 연료는 병에 들어있는 깨끗한 충전
재(16)와 아이콘(18)들이다.
    

과일들 또는 과일 형상체들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이콘(18)들은 기하학적 형상체들, 입상들과 같은 형상체들을 포함한 
여하한 형상체로 만들어질 수 있다. 각 형상체는 고무 또는 실리콘 몰드 기술을 이용하여 탈 수 있는 ETPA 기재 연료
로 만들어진다. 이 방법에 있어서 병(12)의 모든 내용물은 불꽃에 의하여 계속 소모될 수 있다.

    
뚜껑(14)은 구조가 잘 알려지고 특히 보존병 분야에서 잘 알려진 멀티 파트베일 와이어 힌지(multi part bail wire h
inge)(26) 및 멀티 파트 베일 와이어 래치(28)를 가지는 베일 와이어 시스템에 의하여 지지된다. 도 2 및 도 3에 나타
난 바와 같이, 뚜껑이 닫힌 상태에서 캔들로부터 빠져나가는 향기가 차폐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가된 이점이다. 그러나, 
충전재(16)의 상단 너머로 일어나는 작은 공기 순환이 ETPA 기재 연료의 악화를 피하게 할 수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
에 완벽한 시일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고무 시일(20)은 병 캔들의 바람직한 형태에서는 제
외되었다.
    

심지(24)는 연소과정동안 심지 굴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소 특성 및 강성을 최적으로 고려하여 선택된다. 이것은 유
리 병에 대한 여하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불꽃의 미적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금속 클립(22)은 
심지의 하단에 제공되어 도 4의 단계에서 병의 바닥 표면 안쪽에 접착제로 고정된다.

 - 4 -



공개특허 특2001-0087127

 
코일 스프링(32)을 가진 U자 형상의 플라스틱 지그(30)는 도 5의 단계에서 병(12) 내부에서 위쪽으로 뻗은 심지(24)
의 상단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병(12)에 들어있는 충전재(16)는 넥타(nectar)와 유사하고, 모조 과일(18) 또는 넥타에 현수된 과일 형상체를 둘러
싸고 있다. 충전재(16)는 ETPA 기재 폴리머이다.

    
과일 아이콘들을 제조하는 공정의 첫 단계는 우선 실제 과일들을 트레이(미도시) 위에 배치하는 것이다. 다음에 고무 
또는 실리콘 컴파운드를 과일들 위로 붓는다. 진공실에 상기 조합체를 배치하고 고무가 과일의 윤곽 및 조직의 형상을 
취하도록 내부로부터 공기를 제거한다. 다음에, 조합체를 몇시간동안 진공하에서 건조시키고 경화시킨다. 다음에, 고무
를 절단하여 개방하고 몰드를 형성하기 위하여 과일을 제거한다. 그 뒤, 안료가 첨가된 ETPA 기재 재료를 몰드 내부에 
붓는다. 다음에, 몰드를 냉각하여 ETPA 재료를 경화시킨 후 몰드로부터 제거함으로써 아이콘이 형성된다.
    

과일의 예는 탄제린(tangerine), 딸기, 나무딸기, 혼합 베리(mixed berry), 오이, 메론, 사과 및 계피 스틱 형상 등 무
제한적이다. 이 리스트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물론 다른 형상도 가능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꽃, 나무가지, 잎
과 같은 것 또는 다른 형상들과 같은 식물 아이콘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세한 조성 및 방법을 개시하기 전에 다음에 개략적인 설명을 한다.

    
유니온 캠프 또는 그 계열 회사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표명 " UNICLEAR 80" 으로 알려진 ETPA 성분은 아이콘 부분 
및 충전재 또는 매트릭스 부분에 무게비로 적어도 18% 내지 65% 사용되고, ETPA 성분의 이 범위는 또한 주충전재의 
상단에 위치하는 상부주입층과 동일하다. 상부주입층은 더 강한 향기발생성분을 가지고 컨테이너가 최초로 개방될 때 
향기 집중도가 높아지도록 거의 3 내지 8mm두께(대략 액체의 15g)를 가진다. 또한 연소특성을 향상시키고 전체 원가
를 낮추기 위하여 미네랄오일이 ETPA 혼합물에 첨가된다. 본 발명의 캔들에 함유되는 미네랄 오일은 UNICLEAR 80 
재료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캔들에서 바람직한 크기의 불꽃을 얻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심지보다는 통상적인 
직경을 가진 심지를 사용하는 것에 허용되는 것이다. 다른 저극성 액체가 미네랄 오일을 대체하여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헥실렌 글리콜(Hexylene Glycol)이 형상체(formula)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주충전재 및 상부주입층에 첨가될 
수 있다. 형상체가 공기중에 노출되면 하나 또는 다수의 성분의 이동으로 인하여 표면에 하얀 먼지가 나타날 수 있게 되
는데, 헥실렌 글리콜이 그 이동을 방지한다. 아이콘들은 공기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헥실렌 글리콜은 아이콘 형상체
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헥실렌 글리콜의 존재는 형상체의 견고함을 감소시켜 아이콘의 생산을 바람직스럽지 않게 
한다. 달리 말하자면, 헥실렌 글리콜은 아이콘을 무르게 하여 몰딩제거공정 및 조립공정에서 아이콘의 변형을 야기시킨
다. 또한, 머리스틱산(Myristic acid)은 충전재에만 첨가되고 아이콘들에는 첨가되지 않는다. 머리스틱산은 흐림현상
을 제거하고 충전재를 무색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주충전재 및 상부주입층에 첨가된다. 아이콘들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이콘들에 대한 첨가는 요구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서는, 아이콘들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한 아이콘들에 머리스틱산이 다소 첨가될 수 있다.
    

캐프릭/캐프릴릭 트리글리세라이드(capric/caprylic triglyceride)는 점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충전재 형상체에 첨가
되는 지방산이다. 즉, 이 점성의 감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 형상체는 생산시에 유동성이 좋아지고; 형상체는 
아이콘들 둘레 및 유리 컨테이너내에서 더욱 유연하며(그리고 온도 변동에 더욱 탄력적이고 크랙에 대한 잠재성을 감소
시킴); 용융점을 낮춤으로써 연소 특성을 향상시킨다.

안료들은 아이콘에만 사용되고 충전재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염료들은 충전재 및 상부주입층에만 사용되고 아이콘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안료들은 주위의 충전재로 베어나오는 것(bleeding)에 대해 저항성이 더욱 큰 경향이 있으므로 아이
콘들에 사용된다. 이 저항성은 안료가 매체 내지 매개체에 분산되는 불용성인 반면에 염료는 녹는 가용성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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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제이 앤드 이 폴리쉬사(J & E Polish Co.)의 " CM 65 RED" 안료는 아이콘 재료에 첨가된다. 이 안료는 아이
콘 재료에 녹아있는 부드럽고 저융점의 슬래브인 미크로크리스탈린 왁스에 미리 용해된다.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클라리
언트(Clariant) 제품인 " SANDOPLAST" 로 잘 알려져 있는 " 보랏빛 에프비엘 파우더(Violet FBL powder)" 와 같
은 보랏빛 염료는 노란색 색조를 상쇄시켜 색조가 없는 무색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충전재에 사용된다.

상기한 것처럼, 헥실렌 글리콜은, 충전재에 유연성을 부여하도록 점성을 부여하고, 캔들이 발화되어 열적 팽창 및 수축
이 발생할 때의 변형을 피하기 위해 첨가된다. 그래서, 충전재는 아이콘들의 형상 및 크기의 변화를 허용할 수 있게 된
다. 또한, 아이콘들에 크랙이 발생하더라도 충전재에 크랙이 발생하는 것 보다는 외관상 손상이 작아진다. 다른 글리콜
이나 점성 조정제가 헥실렌 글리콜 대신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예는 필러 캔들 둘레 및 병 또는 몰드내에 아이콘들 및 충전재가 들어있고 중앙에 왁스 또는 다른 재료로 된 필러 
캔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ETPA 재료가 뜨거운 동안에 여하한 파라핀 기재 왁스 조각이 존재하면, 그 조각이 
녹는 곳에서 즉시 충전재의 흐림현상이 유발될 수 있다. 조각의 크기는 재빨리 녹게 하는 것이고, 파라핀 코어 또는 파
라핀 아이콘은 표면적의 차이로 인하여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아니한다. 충전재는 대략 70℃∼90℃의 온도범위에서 이
미 고형으로 만들어져 몰드 또는 컨테이너에 놓인 미리 성형된 아이콘들이 내장되는 몰드나 병에 첨가된다.
    

    
충전재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되돌아가서, 방향제를 첨가한 다음 교반하고, 염료를 첨가한다. 방향제와 염료를 혼합하어 
컨테이너에 투입되는 데에 허용되는 최대 시간은 5시간이다. 충전재 제조단계가 이 시간 동안 완료되지 않는다면 충전
재에 황화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경화는 대략 5∼8분 동안 아주 빠르게 일어나므로 상부주입층이 상단에 머무르도록 
바닥층 또는 주충전재가 경화된 후에 상부주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 5의 지그(30,32)는 아이콘들 및 충전재가 심지
의 변위없이 병 또는 몰드에 첨가되도록 심지를 중앙에 똑바르게 유지한다.
    

충전공정동안 병 또는 몰드는 가열된다. 이것은 유리 또는 몰드 재료의 내주면과 충전재의 외주면과의 사이의 에어 포
켓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다른 충전재들이 ETPA 아이콘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충전재는 액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충전재는 미네랄 
오일 또는 물이 될 수 있다. 충전재는 아이콘들과 화학적으로 기계적으로 공존할 수 있어야만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충전재는 아이콘들을 용해, 변형, 왜곡 또는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는 아이콘들로부터 색조가 배어나오게 하지 않
아야 한다.

조성

아이콘들, 무색 충전재 또는 주충전제 및 상부주입층의 조성은 다음의 표들에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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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들 병의 형상으로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형상에 있어서는 1파운드(453.59g)의 재료가 사용된다. 이 중에서 방향제
는 아이콘들이 되는 병 내용물 무게의 절반 및 충전재(주충전재 및 상부주입층 포함)가 되는 병 내용물 무게의 절반의 
무게로 아이콘에 절반 및 충전제에 절반 제공된다. 이 중에서 15g은 주충전재가 되는 충전재 성분의 잔여 상부주입층이
다.

아이콘 제조공정

향기 발생 아이콘들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미네랄 오일을 믹서에서 90∼100℃로 가열한다. UNICLEAR 80 ETPA를 첨가하고 이것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
린다. 혼합물이 균일하게 될 때까지 믹서에서 교반을 시작한다. 90∼95℃가 되도록 온도를 조절한다. 방향제를 첨가하
고 혼합물이 균일하게 될 때까지 교반한다. 안료를 첨가하고 벌크(bulk)가 균일하게 될 때까지 섞는다. 여하한 벌크 변
색을 피하고 방향제의 무결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온도를 85∼90℃로 유지한다.

무색 충전재 및 상부주입층 제조 공정

무색 충전재 또는 주충전재를 만들기 위한 공정은 다음과 같다:

미네랄 오일을 믹서에서 90∼100℃로 가열한다. UNICLEAR 80 ETPA를 첨가하고 이것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
린다. 혼합물이 균일해지고 제품이 투명해질 때까지 교반한다. 90∼95℃가 되도록 온도를 조절한다. 트리글리세라이드, 
머리스틱산 및 헥실렌 글리콜을 첨가한다. 여하한 벌크 변색을 피하기 위하여 온도를 85∼90℃로 유지한다. 혼합물이 
균일해지고 투명하게 될 때까지 교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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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를 첨가하고 혼합물이 균일하게 될 때까지 교반하며 염료를 첨가한다. 충전재 혼합물을 70∼90℃로 유지하여, 
병 속에 아이콘들을 넣은 후 아이콘들 위로 병속에 붓는다. 프리 스탠딩 제품(free standing product)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병 대신 몰드를 사용한다. 프리 스탠딩 또는 필러 제품들을 위하여, 아이콘 형상체와 더욱 유사한, 즉 트
리글리세라이드 성분 및 머리스틱산 성분은 없고 헥실렌 글리콜 성분을 가진 형상체로 충전재를 만든다.

상부주입층은 동일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만들어지지만, 첨가되는 방향제 성분은 증가하고, ETPA 및 미네랄 오일 성분
은 감소한다.

미네랄 오일이 아이콘들 및 충전재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사용된다 할지라도 여하한 다른 하이드로카본 또는 다른 비수
성 액체가 미국 특허 제5,783,657호에 개시된 것처럼 사용될 수 있다. 이 성분은 일반적으로 미국 특허 제5,783,657
호에서 사용된 이 성분에 대한 속명인 로드 극성 액체(load-polarity liquid)로 일컬어지고 있다.

캔들 병 제조공정

도 1의 캔들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은 다음과 같다:

바닥 패드(예컨대 라벨, 미도시)를 병의 바닥에 부착하고, 심지(24)의 하단에 고정된 금속 클립(22)을 패드에 부착한
다(도 4). 홀더 또는 지그(30)를 병의 개방부 위에 배치하고, 심지(24)의 상단을 스프링의 코일들 사이에 파지시킨 채 
스프링(32)의 위로 배치한다. 그 다음에 사전에 성형되고 경화된 아이콘(18)들을, 제 위치에 지그(30)를 배치한 채, 
심지 둘레로 병(12)속에 삽입한다(도 5).

다음에, 아이콘들 및 심지를 가진 병을 가열 터널에서 대략 65℃까지 가열한다. 다음에, 주충전재 또는 무색 충전재를 
대략 70℃∼90℃ 온도에서 도 6에 나타난 것처럼 병의 개방부 상단 근처까지 차오르도록 병속에 주입한다. 그 후, 주
충전재를 냉각하여 경화시키고, 더 강한 향기발생성분을 가진 용융 상부주입층을 주충전재 위에 붓는다.

심지 홀더를 제거하고, 심지를 절단하며, 와이어 베일(wire bail)을 적용하고, 뚜껑을 부착하며, 병을 폐쇄한다(도 2).

본 발명의 다른 기술에 있어서, 동일 기술이 사용되지만, 병이 몰드로 교체되고 심지는 제공되지 않는다. 앞서의 조성물
에 따라 만들어진 적어도 하나의 아이콘을 입방체형 또는 사각형 몰드에 배치함으로써 도 7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몰드의 형상 및 아이콘의 형상은 어느 것이라도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는 외부 무색 컨테이너, ETPA 기재 아이콘 및 액상 충전재를 이용하는 것이다.

도 7에서 충전재로 사용될 수 있는 비ETPA 기재 폴리머의 예는 배스 앤드 바디 웍스사(Bath & Body Works, Inc.)에 
양도되고 " 겔 공기 청정기 및 그 제조방법" 으로 명명된 미국 특허 제5,679,334호에 개시되어 있다. 이 특허는 화학적 
및 기계적으로 ETPA 기재 아이콘들과 공존할 수 있고 장식용 공기 청정기로 기능할 수 있는 도 7의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는 방향제가 함유된 무색 폴리머를 개시하고 있다.

    
그 가장 단순한 형상에 있어서, 본 발명은 고형 아이콘 및 상기 아이콘 둘레로 무색 매개체를 형성하는 에스테르 말단기 
폴리아미드 및 저극성 액체 조성물을 포함하는 장식 제품이다. 무색 매개체는 상술한 폴리머들과 같은 고형 물질 또는 
액체가 될 수 있고, 액체에 하나 또는 다수의 아이콘들이 들어 있는, 바람직하게는 무색인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단순한 
물일 수 있다. 상기 아이콘들은 심지어 액체에서 부유할 수 있다. 대안으로서, 무색 매개체가 하나 또는 다수의 ETPA 
기재 아이콘들을 구비하는 무색 매개체에 의하여 둘러싸인 파라핀 왁스로 만들어지면 좀 더 나은 연소 특성를 가지는 
필러 캔들과 같은 다른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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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품 및 그 제조방법의 구성과 작용에 의하면, 종래의 
것들과는 다른 새롭고 실용적인 것을 제공하며, 캔들(candle) 및 실내 청정기와 같은 장식품 및 그 제조방법에 있어서, 
특히 하나 또는 다수의 고형체 또는 아이콘들이 내장된 무색 충전재 또는 매트릭스를 가진 새롭고 실용적인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품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나아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적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특수한 실시예들을 상세하게 도시하고 기술하였지
만 본 발명은 그러한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르게 구체화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에스테르 말단기 폴리아미드(ester-terminated polyamide)와 저극성 액체로 이루어진 적어도 하나의 고형 아이콘과
;

상기 아이콘을 둘러싼 무색 매개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품.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색 매개체는 에스테르 말단기 폴리아미드 및 저극성 액체의 폴리머임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
콘을 지니는 장식품.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색 매개체에 상기 아이콘이 다수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
품.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색 매개체 둘레를 무색 컨테이너가 감싸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품.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색 매개체 속으로 연장되고 아이콘을 포함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한 심지를 가진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품.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무색 매개체 둘레로 무색 컨테이너가 감싸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품.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무색 매개체는 에스테르 말단기 폴리아미드 및 저극성 액체의 폴리머임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
콘을 지니는 장식품.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콘은 방향제 및 안료를 함유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품.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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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무색 매개체는 에스테르 말단기 폴리아미드, 저극성 액체, 자방산들 및 방향제의 폴리머임을 특
징으로 하는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품.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매개체는 캔들은 형성하기 위하여 그 속으로 연장된 심지와, 상기 무색 매개체 둘레를 감싸는 
무색 컨테이너를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품.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콘 및 매개체는 각각 18∼65wt%의 에스테르 말단기 폴리아미드를 함유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품.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저극성 액체는 미네랄 오일이고, 상기 아이콘 및 매개체에 30∼85wt% 존재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품.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콘은 방향제 및 안료를 함유하고 과일 아이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
품.

청구항 1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무색 매개체의 에스테르 말단기 폴리아미드 및 저극성 액체의 폴리머는 트리글리세라이드, 글
리콜 및 산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품.

청구항 15.

적어도 하나의 고형 아이콘과;

에스테르 말단기 폴리아미드 및 저극성 액체로 이루어져 상기 아이콘을 감싸는 무색 매개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품.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무색 매개체는 무색 매개체, 저극성 액체, 지방산 및 방향제를 연소하기 위한 심지를 가진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품.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콘은 왁스로 이루어지고 심지에 의하여 연소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콘을 지
니는 장식품.

청구항 18.

에스테르 말단기 폴리아미드 및 저극성 액체의 혼합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고형 아이콘을 형성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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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아이콘을 컨테이너에 배치하는 단계와;

에스테르 말단기 폴리아미드 및 저극성 액체의 가열 충전재 혼합물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아이콘을 케이스에 둘러싸도록 상기 가열 충전재 혼합물을 컨테이너 속으로 주입하는 단계와; 그리고,

제품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충전재 혼합물을 냉각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품 제조
방법.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저극성 액체는 미네랄 오일이고, 상기 미네랄 오일을 가열하고, 아이콘을 형성하기 위한 혼합
물을 형성함과 아울러 충전재 혼합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가열된 미네랄 오일에 에스테르 말단기 폴리아미드를 첨
가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품 제조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몰드를 형성하는 상기 컨테이너로부터 장식품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품 제조방법.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테이너로서 무색 컨테이너가 제공되고, 상기 장식품은 상기 무색 컨테이너를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품 제조방법.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장식품으로서 캔들을 형성하기 위한 컨테이너에 충전재 혼합물을 첨가하기 전에 상기 컨테이
너에 심지를 배치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품 제조방법.

청구항 23.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테이너에 아이콘 둘레로 충전재 혼합물을 주입하기 전에 충전재 혼합물을 70∼90℃ 온도로 
가열함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품 제조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충전재 혼합물에 지방산을 첨가하고, 상기 충전재 혼합물 및 아이콘에 방향제를 첨가하며, 상
기 아이콘에 안료를 첨가하며, 첫번째 언급된 충전재 혼합물을 냉각한 후에, 상기 충전재 혼합물에 함유된 방향제 보다 
더 강한 레벨의 방향제를 가진 에스테르 말단기 폴리아미드 및 저극성 액체의 상부 주입층 혼합물을 상기 충전재 혼합
물에 도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콘을 지니는 장식품 제조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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