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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탄성중합체 재료로 제조되어 벽에 부착된 적어도 하나의라벨을 포함하는 용기

요약

본 발명은 탄성중합체 재료로 제조된 적어도 하나의 라벨(14a, 14b)이 그 상에 부착되는 압착가능한 탄성 벽(18)을 

포함하는 유동성 조성물 분배용 용기(10)와 그 용도에 관한 것이다. 용기는 적어도 1 Pa.s의 점도를 갖는 조성물을 포

함할 수 있으며, 또는 백 내장 병 형태일 수 있다. 쇼어 A 경도(ASTM D 2240)를 갖는 탄성중합체 재료로 제조된 적

어도 하나의 라벨이 그 상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벽을 갖는 중공 본체를 포함하는 세탁기 드럼 내로의 세제 조성

물 분배용 용기 또한 설명되어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탄성중합체 재료로 제조된 적어도 하나의 라벨이 부착된 벽을 포함하는 조성물 분배용 용기와 그 용도에 

관한 것이다. 벽은 압착가능하며 탄성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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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샴푸 및 모발 염색제와 같은 유동성 조성물은 단순한 용기, 예컨대 병 모양의 용기 내에 통상 포장된다. 이 병의 벽은 

조성물이 내장되는 내부 저장부를 형성한다. 이들 병은 유동성 조성물이 병의 목부를 통해 분배되도록 상부를 아래로

하여 사용될 수 있다.

(모발 관리 조성물과, 특히 모발 염색제 조성물의 경우에 흔한) 비교적 점성이 있는 조성물을 위하여, 병의 벽 재료는 

압착될 수 있고 압착 후에 최초 형상으로 복원될 수 있는 탄성 플라스틱 재료로부터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용

자가 병의 벽을 압착함에 따라, 용기 내측의 내압이 상승되어 제품이 중력만을 받을 때보다 용기 밖으로 더 신속하게 

분배되게 된다.

백 내장 병 형태(bag-in-bottle type)의 더욱 복잡한 압착가능 용기가 제안 되었다.(예컨대, 레이볼트(Reiboldt) 등의

미국 특허 제5,305,920호 참조) 이들 용기는 압착가능한 외부 벽, 조성물을 보유하는 저장부를 형성하는 접이식 내부

층, 압착가능한 외부 벽을 접이식 내부층으로부터 분리하는 완충 구역, 및 바람직하게는 완충 구역 내부로의 공기의 

유입과 저장부로부터의 조성물의 배출을 제어하도록 작동될 수 있는 밸브 수단을 포함한다. 벽을 압착함으로써 조성

물이 저장부로부터 분배 통로를 통과하게 된다. 이러한 용기의 주요 장점은 이들 용기가 상부를 아래로 할 필요 없이 

어떠한 방향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서 모발 염색제와 같은 모발 관리 조성물을 사용자의 모발에 직접 분배하는 데에 

특히 유용하다는 것이다.

충분한 양의 제품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용기들을 여러번 압착할 것이 흔히 요구된다. 그러나, 반복적인 압착은

특히 병의 탄성(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사용자를 피로하게 한다.

세탁기의 드럼 내에 세탁 조성물을 분배하기 위하여 세제 조성물로 충전될 수 있는 중공 본체를 포함하는 재사용가능

한 정량 분배 장치(Reusable dosing device)가 과거에 제안되었고, 흔히 정량 분배 볼(dosing ball)로서 지칭된다. 압

착가능한 탄성 벽을 갖는 정량 분배 볼이 제안되었다. 예를 들면, 유럽 특허 제0 368 680호는 탄성 벽에 의해 형성되

고 액상 세제와 같은 세제 조성물을 충전 및 분배하기 위한 개구를 갖춘 일반적인 중공 구체(hollow sphere) 형상을 

갖는 용기를 개시하고 있다. 구체는 세제 조성물로 충전되고 나서 세탁기의 드럼 내에 배치될 수 있다. 드럼이 회전함

으로써 젖은 세탁물에 의해 볼의 벽은 반복적으로 압축되고, 이어서 드럼의 추가 회전에 의해 압력이 해제된 때에 벽

은 그 원래의 형상으로 탄성 복원된다. 이러한 압축과 탄성 복원의 조합은 볼의 본체 내부로 및 본체로부터 세탁액을 

연속적으로 흡입 및 방출하는 펌핑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 경우 세탁액이 세탁 과정 중에 볼의 내용물을 혼합 또는 용

해시킨다. 비압착성 벽을 갖고 내부에서 주목할만한 압착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량 분배 볼도 제안되었다. 세탁액은

개구를 통해 볼로 유입되어 세제 조성물과 혼합되며, 다른 개구 또는 동일한 개구를 통해 방출된다.

압착가능한 용기(예컨대, 샴푸병 또는 정량 분배 볼)의 경우, 압착가능한 벽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것은 탄성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이 벽은 그 형상이 더욱 신속하게 다시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대체로 두꺼운 플라스틱 벽

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용기를 압착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 용기는 또한 벽을 형성하기 위

하여 더 많은 재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제조 비용이 더 고가일 수 있다.

정보가 인쇄된 종이 또는 얇은 플라스틱 필름 라벨은 조성물의 화학식(composition's formula), 유효 기간(best-to-

use-before date) 또는 사용 방법과 같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용기의 벽 상에 통상 사용된다.

용기의 고유한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라벨의 사용도 제안되었다. 노다(Noda) 등의 일본 특허 제3027032호는 용기

본체가 500 내지 4000 kg/cm 2 사이의 탄성 계수를 갖는 열가소성 수지로 제조된 점성 액체용 라벨 부착형 압착 용

기를 개시하고 있다. 라벨은 합성 수지(예컨대, 폴리에틸렌)로 제조되고, 50 내지 100㎛ 사이의 두께를 갖는다. 라벨

은 압착 후의 변형 특성과 복원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요시이(Yoshii) 등의 일본 특허 제10086922호는 병의 본체가 라벨보다 낮은 강성(강성의 차이는 적어도 5000 kg/c

m 2 )을 갖는 열가소성 수지로 제조된 라벨 부착형 압착 병을 개시하고 있다. 라벨로 사용하기에 바람직한 재료는 3

층 구조를 갖는 폴리프로필렌 합성지이며, 라벨의 바람직한 두께는 60 내지 120㎛ 사이이다. 라벨 부착형 병은 병의 

탄성 수축 및 복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노다(Noda) 등의 일본 특허 제3027033호는 일본 특허 제3027032호의 용기와 유사하며, 이는 용기의 탄성 계수보다

큰 탄성 계수를 갖는 라벨이 추가로 제공된다. 일본 특허 제3027032호, 제3027033호 및 제10086922호 모두는 비

교적 경질인 재료(예컨대, 폴리프로필렌)로 제조된 비교적 얇은(<0.1mm) 라벨을 개시하고 있다.

2개의 고무 패드를 포함하는 스포츠 음료수 병이 상품화되었다.

현재, 용기의 벽에 부착된 탄성중합체 라벨은 '라벨 부착형' 용기의 탄성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음이 판명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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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용자가 조성물의 분배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용기 벽의 '피로'(파손을 초래할 수 있는 반복적인 압착의 누

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탄성중합체 재료로 된 라벨이 부착된 용기는 또한 사용자에게 더욱 양호한 파지(미끄럼

방지)를 제공하는 추가적인 장점을 가지며, 촉각과 시각에 대한 심미적인 만족감을 제공한다. 다른 장점은 라벨이 용

기의 전체 강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더욱 얇은 벽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발명 에 사용되는 라벨은 적어도 3

5의 쇼어 A 경도를 갖는 '연질' 탄성중합체 재료로 제조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는 유동성 조성물을 분배하기 위한 용기에 관한 것이며, 이 용기는

- 유동성 조성물을 보유하는 저장부와,

- 유동성 조성물을 저장부 밖으로 분배하기 위한 분배 수단을 포함하고,

유동성 조성물은 적어도 약 1 Pa.s (1,000 cps)의 점도(브룩필드 RVT, 스핀들 5, 50 rpm, 25℃)를 가지며,

저장부는 적어도 약 35의 쇼어 A 경도(ASTM D 2240)를 갖는 탄성중합체 재료로 제조된 적어도 하나의 라벨이 부착

된 압착가능한 탄성 벽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는 유동성 조성물을 분배하기 위한 '백 내장 병' 유형의 용기에 관한 것이며, 이 용기는

- 압착가능한 외부 벽과,

- 조성물을 보유하는 저장부를 형성하는 접이식 내부 층과,

- 압착가능한 외부 벽을 접이식 내부 층으로부터 분리하는 완충 구역과,

- 유동성 조성물을 저장부 밖으로 분배하기 위한 분배 수단을 포함하고,

적어도 약 35의 쇼어 A 경도(ASTM D 2240)를 갖는 탄성중합체로 제조된 라벨이 압착가능한 외부 벽에 부착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3 실시예는 세탁기 드럼 내에 세제 조성물을 분배하기 위한 용기에 관한 것이며, 이 용기는 적어도 하나

의 벽을 갖는 중공 본체를 포함하고, 적어도 약 35의 쇼어 A 경도(ASTM D 2240)를 갖는 탄성중합체 재료로 제조된 

적어도 하나의 라벨이 벽에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또한 조성물, 바람직하게는 화장품 조성물을 기재, 바람직하게는 모발로 분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이 

방법은 전술된 용기의 탄성중합체 라벨을 압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장점 및 신규한 특징은 본 발명을 수행하기 위해 고려되는 다양한 실시 형태를 간단히 설명하는 이하

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게 명확해질 것이다. 알 수 있게 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본 발

명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 다른 다양하고 명백한 태양이 가능하다. 따라서, 도면 및 상세한 설명은 그 특성상 예시

를 위한 것이지 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명세서는 본 발명을 특별히 지적하고 명확하게 청구하는 청구의 범위로 끝맺고 있지만, 본 발명은 동일한 도면 부

호가 동일한 구성 요소를 지시하는 첨부 도면과 관련된 양호한 실시예의 후속 설명으로부터 더욱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 1은 2개의 라벨이 병의 벽의 직경방향 대향 표면들에 부착된 압착 병의 사시도.

도 2는 2개의 사실상 평평한 라벨이 병의 벽의 대향 표면들에 부착된 압착 병의 사시도.

도 3은 도 2의 실시예의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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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도 2의 실시예의 측면도.

도 5는 2 개의 라벨이 병의 벽의 직경방향 대향 표면들에 부착된 '백 내장 병' 유형의 용기의 분해 사시도.

도 6은 도 5의 요소들이 조립된 사시도.

도 7은 브러시/빗 형태의 도포기가 스파우트(spout)의 출구 위에 제거가능하게 고정된 도 6의 조립된 용기의 도면.

도 8은 면 도포기가 스파우트의 출구 위에 제거가능하게 고정된 도 6의 조립된 용기의 단면도.

실시예

모든 인용된 참고 문헌은 전체적으로 본 명세서에 참고로서 포함된다. 어떠한 참고 문헌의 인용도 청구된 본 발명의 

종래 기술로서의 유용성에 관한 임의의 결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벨

본 발명은 적어도 35의 쇼어 A 경도(ASTM D 2240)를 갖는 탄성중합체 재료로 제조된 적어도 하나의 라벨을 포함한

다. 쇼어 A 경도 매개변수(parameter)는 고무 등의 재료의 연성(softness)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산업 분야에서 통상

사용되며, 이들의 제품을 특징짓기 위하여 원료 공급자에 의해 통상 사용된다. 본 발명자는, 적어도 약 35, 바람직하

게는 약 40 내지 약 80,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50 내지 70 사이의 쇼어 A 경도(ASTM D 2240)를 갖는 탄성중합체 

재료로 제조된 라벨은 이들이 부착되는 용기에 우수한 탄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 탄성중합체 재료는

또한 사용자에게 만족스러운 라벨의 '부드러운 촉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 '라벨'은 정보, 예컨대 제품에 관한 정보가 라벨에 표시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발

명에 따른 라벨은 이들 상에 임의의 정보가 표시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용어 '제조된' 및 '적어도 부분적으로 제조된'은 라벨과 관련해서는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라벨로 덮인 용기의 벽의 표면적은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 라벨은 1) 점성 제품용 병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손에 의해,

또는 2) 세탁기의 드럼 내에 세제 조성물을 분배하기 위한 용기의 경우에는 젖은 세탁물에 의해 쉽게 압착되고, 용기

에 적당한 수준의 탄성을 제공하기 충분하게 넓은 것이 양호하다. 라벨은 압착가능한 벽의 전체 표면을 잠재적으로 

덮을 수 있지만, 이는 탄성중합체 재료가 비교적 고가이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라벨은 압착가

능한 벽의 표면적의 약 5 내지 약 60, 바람직하게는 약 10 내지 약 40,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5 내지 약 35 퍼센트를

덮는 것이 양호하다. 각각의 라벨의 최소 표면적은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약 1, 더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약 5, 더욱 더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약 10 제곱센티미터이어야 한다.

라벨의 형상은 중요하지 않다. 밴드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둥근 모서리를 갖는 직사각형, 원형 또는 타원형과 같은 

단순한 형상을 갖는 라벨이 제조하기 용이하고 용기의 벽에 부착하기 용이하다. 심미적 매력을 갖는 더욱 복잡한 형상

또한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문자와 같은 형상이 라벨에 새겨져서 용기에 추가의 심미적 특징을 제공할 수 있다. 일

반적인 병 형태를 갖는 용기의 경우, 길이가 긴 형상을 갖고 병의 본체의 축석과 동일한 방향을 따라 부착된 라벨이 

병에 우수한 탄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적합한 탄성중합체 재료의 광범위한 목록은 국제 공보 WO 00/08622호의 제4면 제24행 내지 제7면 제36행에 개시

되어 있다. 본 발명에 사용하기에 양호한 탄성중합체 재료는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고무, 에틸렌-프로필렌-다이

엔 고무, 부틸 고무, 천연 고무, 니트릴 고무, 폴리아이소프렌 고무, 폴리클로로프렌 고무, C 4-7 아이소모노올레핀 및

파라-C 1-8 알킬 스티렌 또는 그 할로겐화 유도체의 공중합체, 폴리부타디엔 고무,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또는 -스

티렌/복합 다이엔/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스티렌 블록 공중합체와 그 변이체, 및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된 경화성 

고무와의 열가소성 폴리올레핀의 블렌드를 비제한적으로 포함하는 열가소성 폴리올레핀 탄성중합체(TPE)이다. 이들

열가소성 폴리올레핀 탄성중합체의 특히 유용한 예는 어드밴스트 엘라스토머즈 시스템즈(Advanced Elastomers Sy

stems)(미국)로부터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상표명 산토프렌(SANTOPRENE)인 EPDM 고무와 같은 모노올레핀

고무를 포함한다.

용기의 벽에 부착되는 라벨의 개수에 대한 이론적인 제한은 없다. 하나의 라벨이 각 용기에 사용될 수 있지만, 사용자

가 (그의 엄지손가락을 일 측면 상에 놓고 나머지 손가락을 반대편 측면 상에 놓은 상태로) 용기를 양 라벨 상에서 보

통 압착할 것이기 때문에 용기의 대향 측면들에 부착된 2개의 라벨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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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을 압착가능한 탄성 벽에 부착하는 비제한적인 방법은 라벨을 압착가능한 탄성 벽에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부착하기 위한 열 융합(heat fusing), 접착제 접합(gluing) 및 다른 방법을 포함한다.

더욱 양호한 탄성은 라벨의 두께(즉, 라벨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다면 평균 두께)가 약 250 내지 약 2,000 마이크로미

터, 더 바람직하게는 약 300 내지 약 1,500 마이크로미터, 더욱 더 바람직하게는 약 500 내지 약 1,000 마이크로미터

사이일 때에 얻어진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에 따른 라벨은, 예컨대 하나 이상의 종이 층(들)을 포함하는 다층 라벨의 요소일 수 있다.

압착가능한 탄성 벽

유동성 조성물은 탄성 재료로 제조된 적어도 하나의 압착가능한 벽을 포함하는 용기 내에 흔히 포장된다. 탄성 벽을 

갖는 중공 본체를 구비한 정량 분배 볼(dosing ball)로부터 세탁기의 드럼 내부로 세제 조성물을 직접 분배하는 것 또

한 공지되어 있다. 벽의 압착은 용기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켜, 유동성 조성물이 용기로부터 적합한 분배 수단을 통해 

분배된다. '탄성'은 압착 압력이 해제된 때 재료가 그 형상을 재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용어 '가요성' 및 '압착가능

한'은 본 발명에서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탄성 재료는 통상 변형가능한 플라스 틱이며, 폴리에틸렌(저밀도 

폴리에틸렌, 중밀도 폴리에틸렌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포함함), 폴리프로필렌, 에틸렌 프로필렌, 공중합체 수지, 에

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수지, 다른 폴리올레핀 수지, 폴리아마이드 수지, 아이오노머 수지, ABS 수지, 폴리염

화비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와 기타 합성 수지, 및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플라스틱은, 예

컨대 투명하거나 착색될 수도 있다. 압착가능한 벽으로 바람직한 재료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LLDPE), 폴리프로필렌 및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된다. 전술한 열가소성 재료로 제조된 용기는 통상 압출 또는 

사출 중공 성형 공정(extrusion or injection blow molding-processes)을 사용하여 제조된다.

라벨의 두께와 라벨이 부착되는 병의 벽 두께(즉, 벽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 평균 두께)의 비율은 약 1:5 내지 

약 5:1, 바람직하게는 약 1:3 내지 약 3:1,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2 내지 약 2:1 사이의 범위이다. 이들 양호한 비율

은 탄성과 사용 용이성의 측면에서 매우 양호한 특성을 용기에 제공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분배수단

본 발명은 용기가 압착된 때 조성물을 저장부로부터 분배하기 위한 분배 수단을 포함한다. 분배 수단은 세탁 분야에

서 사용되는 정량 분배 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것처럼 저장부 내의 단순한 오리피스일 수 있다. 화장품의 분배와 같

은 다른 적용 분야의 경우, 분배 수단은 더렵혀 지는 것(messiness)을 줄이기 위해 조성물의 유동을 하나 이상의 일

반적인 방향으로 향하도록 용기로부터 돌출될 수 있다. 저장부로부터 돌출하는 이러한 분배 수단의 간단한 예는 용기

가 일반적인 병 형태를 갖고 분배 수단이 병의 목부인 것으로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조성물의 모발로의 분배에 특히 적합한 분배 수단의 예는 유동성 조성물이 하나의 출구를 통해 분배되는 선 도포기(li

ne applicator), 유동성 조성물이 복수의 출구를 통해 표면 상으로 분배되는 표면 도포기(surface applicator), 및 유

동성 조성물이 복수의 출구를 통해 분배되고 복수의 긴 분할 부재에 의해 분산되는 브러시/빗 형태의 도포기(brush/c

omb-like applicator)이다. 이러한 도포기의 예는 이하의 도 5 내지 도 8에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도포기의 상세한 

설명은 부로워스(Burrowes) 등의 미국 특허 제6,302,607호에서 알 수 있다.

분배 수단은 용기와 일체형 구조일 수 있고, 또는 적어도 일부가 용기에 분리가능하게 고정된 별개의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하의 도 1 내지 도 8은 다양한 도포기(예컨대, 스파우트, 브러시/빗 형태의 도포기, 또는 표면 

도포기)가 분리가능하게 고정될 수 있는 나사형 목부를 구비한 일반적인 병 형태의 용기를 도시한다.

적어도 약 1Pa.s의 점도를 갖는 조성물을 보유하는 용기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는 유동성 조성물을 함유하는 용기에 관한 것이며, 이 용기는

- 유동성 조성물을 보유하는 저장부와,

- 유동성 조성물을 저장부 밖으로 분배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저장부 내에 보유된 유동성 조성물은 적어도 약 1 Pa.s (1,000 cps)의 점도( 브룩필드(Brookfield) RVT, 스핀들(Spi

ndle) 5, 50 rpm, 25℃)를 가지며,

저장부는 적어도 35의 쇼어 A 경도(ASTM D 2240)를 갖는 탄성중합체로 제조된 적어도 하나의 라벨이 부착된 압착

가능한 탄성 벽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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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약 1 Pa.s(1,000 cps)의 점도를 갖는 조성물은 비교적 점성이 있고, 중력만으로는 이들 조성물을 용기로부터 

충분히 신속하게 배출시키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성물은 종래의 용기(예컨대, 병)로부터 효율적으로 분

배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 조성물은 분배 수단을 통해 조성물을 강제로 통과시키기 위하여 용기의 벽에 대해 사용

자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압착가능한 용기 내에 통상 포장된다. 그러나, 충분한 양의 조성물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반

복적인 압착이 흔히 필요하고, 이에 따라 제품의 신속한 분배가 가능하도록 용기의 벽이 원래 형상으로 신속하게 회

복되게 하는 것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중요하다.

현재, 용기의 압착가능한 탄성 벽에 대한 전술한 바와 같은 라벨의 부착은 벽의 탄성을 사실상 증가시킬 수 있어, 용

기의 압착된 벽이 그 형상을 더욱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적어도 약 1 Pa.s의 점

도를 갖는 조성물을 포함하는 압착가능한 용기의 탄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본 발명의 목적이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라 적어도 약 1 Pa.s의 점도를 갖는 유동성 조성물의 분배를 위한 용기의 예가, 제1 용기에

대해서는 도 1을 그리고 제2 용기에 대해서는 도 2 내지 도 4를 참조하여 단지 예로서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도 1에서, 일반적인 병 형태의 용기(10)는 중공 성형에 의해 형성된(예컨대,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조된) 저장부(12)와,

적어도 35의 쇼어 A 경도(ASTM D 2240)를 갖는 탄성중합체 재료로 제조된(예컨대, 산토프렌(RTM) 탄성중합체와 

같은 재료로 제조된) 2개의 라벨(14a, 14b)을 포함한다. 분배될 조성물은 저장부(12) 내에 보유된다.

저장부(12)는 폐쇄된 하단부(16), 라벨(14a, 14b)이 예컨대 주형내 라벨 부착 방법(in-mold labeling method)으로 

그 상에 부착된 압착가능한 벽(18), 및 상단부 상의 개방 목부(20)를 포함한다. 개방 목부(20)에는 단일편 플라스틱 

성형품일 수 있는 캡(22)과 상호 작용하도록 된 외부 나사부(21)가 형성될 수 있다.

2개의 라벨(14a, 14b)은 사용자가 더욱 양호하게 파지할 수 있도록 저장부(12)의 대향 측면들 상에 배치된다. 사용자

는 엄지손가락 또는 손바닥으로 하나의 라벨을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반대쪽의 라벨을 누름으로써 이 병을 압착

할 수 있다. 저장부(12)와, 특히 그 압착가능한 벽(18)은 상단부(24)가 좁아지는 사실상 원통 형상을 갖는다. 라벨은 

원통형의 압착가능한 벽(18)과 동일 평면 상에 있고 벽(18)의 곡률을 따른다.

도 2 내지 도 4는 캡(22)이 병의 목부 상에 나사결합된 상태에 있는, 도 1의 병과 유사한 병을 나타낸다. 그러나, 용기

에 대한 더욱 양호한 파지와 심미적 외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장부(12)의 축 대칭성(cylindrical symmetry)은 라벨

(14a, 14b)이 부착된 (라벨의 전체 표면의 70%가 넘는) 실질적인 평면을 제공함으로써 변경되었다. 이러한 실질적인

평면은 알맞은 주형을 사용하여 중공 성형 방법에 의해 쉽게 형성될 수 있고, 본 발명에 따른 모든 용기에 사용될 수 

있다.

백 내장 병 유형의 용기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는 적어도 35의 쇼어 A 경도(ASTM D 2240)를 갖는 열가소성 탄성중합체로 제조된 라벨이 용

기의 압착가능한 외부 벽에 부착된 유동성 조성물 분배용 백 내장 병 유형의 용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 개시된 백 내장 병 유형의 용기는

- 압착가능한 탄성 외부 벽과,

- 압착가능한 외부 벽과 별개이고, 조성물을 보유하는 저장부를 형성하는 접이식 내부 층과,

- 압착가능한 외부 벽을 접이식 내부 층으로부터 분리하는 완충 구역과,

- 조성물을 저장부 밖으로 분배하기 위한 분배 수단을 포함한다.

백 내장 병 유형의 용기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분배 수단은

- 저장부와 연통하는 제2 통로와 별개로, 완충 구역과 연통하는 제1 통로와,

- 제1 통로를 통한 완충 구역 내부로의 공기의 유입과 제2 통로를 통한 저장부로부터의 유동성 조성물의 배출을 제어

하도록 작동될 수 있는 밸브 수단을 추가로 포함한다.

오더(Oder)의 국제 공개 WO 99/26511호에는 일체형 구조의 밸브 수단을 갖는 향상된 백 내장 병 유형의 용기가 설

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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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모토(Yamamoto) 등의 미국 특허 제6,332,726호는 가요성 외부 층과, 조성물이 분배되고 완충 구역이 확장됨에 

따라 이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외부 층 상에 적층된 내부 층을 포함하는 백 내장 병 유형의 용기가 설명되어 있다.

백 내장 병 유형의 용기는, 분배 수단이 하향으로 배향된 상태에서 사용되어야만 하는 종래의 병 유형의 용기와는 달

리, 보유된 유동성 조성물이 용기의 어떠한 배향에서도 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비교적 점성

이 없는 조성물의 경우에서도, 백 내장 병 유형의 용기는 사용자가 조성물을 분배 수단을 통과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용기의 압착가능한 외부 벽을 반복적으로 압착할 것을 필요로 한다.

현재, 백 내장 병 유형의 용기의 압착가능한 외부 벽에 본 발명에 따른 적어도 하나의 라벨을 부착하는 것은 이 벽의 

탄성을 효과적으로 증가시켜, 사용자의 반복적인 압착을 쉽게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백 내장 병 유형의 용기가 도 5 내지 도 8을 참조하여 단지 예로서 간략히 설명될 

것이다. 이러한 백 내장 병 유형의 용기는 용기의 탄성과 파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압착가능한 벽 상에 본 발명에 따

른 2개의 라벨을 부가한 것 외에는, 국제 공개 WO 99/26511호에 상세히 설명된 백 내장 병 유형의 용기와 유사하다.

이제, 이 용기의 요소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이어질 것이며, (본 발명에 따른 라벨은 제외한) 이들 요소와 이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제 공개 WO 99/26511호에서 입수할 수 있다.

일반적인 병 형태를 갖는 용기(26)는

- 중공 성형에 의해 형성되고(예컨대,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조되고), 압착가능한 탄성 벽(30)과 개방 목부(32)를 포함

하는 중공 본체(28)와,

- 분배될 조성물을 보유하기 위한 가요성 백(34) 형태의 접이식 내부 층과,

-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압착가능한 탄성 외부 벽을 접이식 내부 층으로부터 분리하는 완충 구역(36)과,

- 지지 튜브(38), 삽입체(40), 밸브(42), 스파우트(44), 및 임의로 표면 도포기(46) 또는 브러시/빗 형태의 도포기(48)

를 포함하는, 유동성 조성물을 저장부로부터 분배하기 위한 분배 수단과,

- 압착가능한 탄성 벽(30)의 직경방향 대향 측면들에 부착된 본 발명에 따른 2개의 라벨(50a, 50b)(예를 들면, 산토

프렌(RTM) 재료로 제조됨)을 포함한다.

이들 라벨은 용기(26)의 벽(30)과 동일 평면 상에 있고, 원통의 곡률을 따르지만 사실상 평평할 수도 있다.

가요성 백(34)은 상부 개구(54)와 하부 V자형 에지(56)를 갖는 측면 밀봉된 소형 주머니(sachet)를 형성하도록 대부

분의 공통 주연부 둘레에서 함께 밀봉된 동일 형상의 2개의 중첩 시트(52)로 형성될 수 있다. 이 백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압착가능한 탄성 외부 벽(30)과 접이식 내부 층(시트(52))이 완충 구역(36)에 의해 서로 분리된 용기를 형

성하도록 목부(32)를 통해 본체(28) 내부로 삽입될 수 있다.

그 길이를 따라 복수의 구멍(58)을 가질 수 있는 지지 튜브(38)는 개방 목부(32)를 통해 백 내부로 삽입될 수 있고, 적

어도 부분적으로 강성인 채널을 제공한다.

삽입체(40)는 개방 목부(32)를 통해 백 내부로 부분적으로 삽입될 수 있고, 목부를 통해 병 내부로 부분적으로 삽입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삽입체(40)와 백 (34)은 일체형 구조일 수 있다.

이 용기는 산화력이 있는 모발 염색제 조성물을 분배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전형적으로 백(34)은 사용자

에게 공급될 때 과산화수소와 같은 제1 재료로 미리 부분적으로 충전될 것이다. 그 후, 적어도 (산화력이 있는 모발 염

색제 전구체(precursor)를 포함하는 조성물과 같은) 제2 조성물은 사용하기 전에 저장부 내에서 제1 재료에 첨가될 

것이다. 이러한 제2 재료가 백(34) 내에 첨가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완전한 설명은 국제 공개 WO 99/26511호에 개

시되어 있다.

분배될 조성물의 방출을 준비하기 위하여, 스파우트(44)가 삽입체(40)에 부착될 수 있다. 일체형 구조일 수 있는 밸브

부재(42)는 스파우트(44)에 부착될 수 있다. 밸브 부재(42)는 공기 입구(62)를 통한 공기의 유입을 제어하기 위해 일

방향 체크 밸브(one-way check valve)로서 작용하는 환형 플래퍼 밸브(annular flapper valve)(60)의 형태인 입구 

부분을 포함한다. 밸브 부재는 또한 도 8에 도시된 통로(66)를 통한 조성물의 배출을 제어하기 위해 일방 체크 밸브로

서 작용하는 중앙 쿼드리로브 밸브(central quadralobe valve)(64)의 형태인 출구 부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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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물은 중공 본체의 압착가능한 탄성 벽이 사용자에 의해 압착된 때 백(34)으로부터 스파우트 내의 출구(68)로 분

배된다. 이로써 완충 구역(36) 내의 공기가 압축되고, 공기는 배출될 수 없으므로 조성물의 일부가 튜브(38), 삽입체(

40)의 튜브형 부재(70) 및 조성물이 통과하도록 개방되는 쿼드리로브 밸브(quadrilobe valve)(64)를 통해 강제 배출

되도록 백(34)이 부분적으로 접힌다. 사용자가 압착 을 중지한 때, 탄성 벽(30)은 완충 구역이 확장되도록 그 형상이 

신속히 재형성된다. 쿼드리로브 밸브(64)는 폐쇄되어 쿼드리로브 밸브(64)를 지나가는 조성물의 역흡입(suckback)

을 방지하도록 폐쇄되고, 백(34)은 부분적으로 접힌 상태를 유지한다. 동시에, 공기는 공기 입구(62)를 공기가 통과하

도록 개방되는 플래퍼 밸브(60)를 지나 완충 구역 내부로 흡입된다. 사용자는 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는 임의의 

압력과 빈도로 압착을 반복할 수 있다.

도 6은 전술된 요소들이 조립된 상태를 도시하는 사시도이다.

도 7은 브러시/빗 형태의 도포기가 스파우트의 출구 위에 제거가능하게 고정된 도6의 조립된 용기를 도시한다. 이 도

포기는 조성물을 모발에 분배하는 데에 특히 유용하다.

도 8은 역시 조성물을 모발에 분배하는 데에 알맞은 표면 도포기가 스파우트의 출구 위에 제거가능하게 고정된 도 6

의 조립된 용기의 단면을 도시한다.

라벨은 제외하면 도 5 내지 도 8에 도시된 브러시/빗 형태의 도포기, 표면 도포기 및 다른 요소의 기능에 대한 추가의 

세부 사항은 국제 공개 WO 99/26511호에서 입수할 수 있다.

세제 조성물을 분배하기 위한 장치

본 발명의 제3 실시예는 세탁기 드럼 내에 세제 조성물을 분배하기 위한 용기에 관한 것이며, 이 용기는 적어도 하나

의 벽을 갖는 중공 본체를 포함하며, 적어도 약 35의 쇼어 A 경도(ASTM D 2240)를 갖는 탄성중합체 재료로 제조된 

적어도 하나의 라벨이 벽에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벽은 세탁액이 장전된 직물 용품에 의해 세탁기의 드럼 내에서 압착될 수 있고, 변형력이 제거된 때 원래 형상으로 탄

성적으로 복원될 수 있다. 전술한 다른 실시예에 관해서는, 라벨은 라벨이 부착된 용기의 벽의 탄성을 향상시킨다. 이

는 용기의 더욱 양호한 펌핑 작용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유럽 특허 제EP-A-0 368 680호에 개시된 용기는 본 발명

에 따른 라벨에 의해 향상된 펌핑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적어도 하나의 비압착성 벽을 갖는 정량 분배 볼은 이 비압착성 벽에 부착되는 적어도 35의 쇼어 A 경도(AST

M D 2240)를 갖는 탄성중합체 재료로 제조된 라벨을 구비함으로써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고무 라벨에 의해 제공된 '

부드러운 촉감'은 종래에 (압착가능하거나 그렇지 않은) 정량 분배 볼에 사용되던 다른 플라스틱 재료보다 세탁물에 

더 알맞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또한 벽이 비압착성 및/또는 비탄성인, 세탁기의 드럼 내부에 세제 조성물을 분배하기

위한 용기에 관한 것이다.

벽(들)과 라벨(들)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동일한 재료와 형상이 사용될 수 있다. 비압착성 벽은 벽의 두께를 증가시키

거나 또는 가요성이 작은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용기는 중공 구체의 일반적인 형상을 가질 

수 있다. 라벨이 부착될 수 있는 적합한 용기의 예는 유럽 특허 제0 368 680호에 개시되어 있다. 특히, 유럽 특허 제0

368 680B1호에 청구된 특징(청구의 범위 제1항 내지 제4항 참조)은 본 발명의 본 실시예에 따른 용기용으로 효과적

으로 사용될 수 있다. 라벨은 벽의 표면, 바람직하게는 외부 표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덮을 수 있 다. 라벨 또는 라벨들

은 다양한 형상을 가질 수 있으며, 예를 들면 구체 용기의 경우에 라벨은 구체의 적도선을 따라 또는 경도선을 따라 

부착될 수 있다.

중공 본체는 매끄러운 외부 표면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본체가 세제로 충전되고 세제가 분배되는 영구적

으로 개방된 하나의 충전 및 분산 장치를 구비할 수 있다.

볼에 사용되는 세제 제품은 분말 또는 액체의 형태일 수 있다. 액체의 경우, 적어도 약 0.250 Pa.s (250 cps), 바람직

하게는 약 0.250 내지 약 500 Pa.s (250 내지 500 cps)의 점도가 바람직하다. 점도는 위에서 지시한 대로 측정될 수 

있다.

용기(예컨대, 정량 분배 볼)는 사용자에 의해 개구를 통해 세제 조성물로 충전될 수 있고, 이어서 충전된 용기는 세탁

을 개시하기 전에 세탁기의 드럼 내에 넣어질 수 있다. 용기는 바람직하게는 재사용될 수 있는데, 즉 세탁 과정 중 세

탁기의 드럼 내에서 겪게 되는 상태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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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을 용기에 부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공지되어 있다. 압출 또는 사출 중공 성형에 의해 형성되는 플라스틱 용

기에 대해 통상 사용되는 방법은 주형내 라벨 부착 방법(ILM)이다. 이 방법에서는, 라벨은 개방형 분할 주형의 공동 

내에 고정되고, 그 후 용기의 외부 벽을 형성하는 열가소성 재료의 고온 패리슨(parison)(압출 중공 성형 공정의 경우)

또는 프리폼(사출 중공 성형 공정의 경우)이 주형 내에 넣어지며, 주형이 폐쇄되고 가압 유체가 패리슨 또는 프리폼을

확장 시키도록 그 내부로 불어 넣어진다. 확장하는 패리슨 또는 프리폼이 주형의 표면에 도달한 때 라벨은 용기의 벽

과 합체된다. 냉각 후, 주형은 개방되고 용기가 분리된다. 주형내 라벨 부착 방법에 대한 추가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 예를 들면 브랜츠(Brandt)의 미국 특허 제3,108,850호 또는 다르(Darr)의 미국 특허 제4,802,295호를 참조한다.

접착제 접합과 같은 다른 방법이 벽에 라벨을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지만, 주형내 라벨 부착 방법은 이하의 몇

가지 장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즉,

- 용기의 압착가능한 벽의 제조와 라벨의 부착이 하나의 단계로 결합되고,

- 접착제의 필요성이 제거되며,

- 라벨은 용기의 구조적 부품이 되어, 벽의 탄성 특성을 향상시키고,

- 라벨은 벽의 표면과 동일 평면 상에 놓여, 박리의 위험이 감소된다.

사용 방법

본 발명에 따른 용기는 식품, 의료용 제품, 세제, 산업용 화학물질 및 화장품과 같은 점성이 있는 액체 조성물을 분배

하는 데에 특히 유용하다. 이들 조성물은 압착가능한 용기 내에 통상 포장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는 용기의 외

부 벽에 부착된 라벨(들)을 손으로 누름으로써 용기를 효과적으로 압착할 것이다. 용기는 또한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일

수 있는 세제 조성물을 세탁기의 드럼 내부로 직접 분배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용기에 더욱 양호한 탄성을 제공하

는 것 뿐만 아니라, 라벨 부착된 병은 또한 사용자의 더욱 양호한 파지(미끄럼 방지)와 촉 각 및 시각에 대한 심미적인

만족감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장점을 갖는다.

소비자는 임의의 보통의 압착 용기와 유사하게 본 발명에 따른 라벨 부착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청구의 범위 제1항

의 용기와 같은 보통의 용기는, 예들 들어 사용자의 압착하지 않는 손으로 분배되는 제품(예컨대, 샴푸)의 경우에는 

분배 수단을 아래로 향한 상태로, 또는 백 내장 병 유형의 용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모발 염색제 조성물을 사용자의

모발로 직접 분배하기 위하여 분배 수단을 위로 향한 상태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이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추가의 개조는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 의한 적절한 변형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잠재

적인 변형 및 대안 중 다수가 언급되었고, 다른 것은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게 명백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발명

의 시스템에 대한 예시적인 실시예들이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 논의되었지만, 설명된 요소들은 기술 진보에 의해 끊임

없이 갱신 및 개선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주는 이하의 청구의 범위의 관점에서 고려되

어야 하고, 명세서 및 도면에서 도시되고 설명된 바와 같은 구조, 작동 및 공정 단계의 세부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유동성 조성물을 분배하기 위한 용기에 있어서,

- 유동성 조성물을 보유하는 저장부와,

- 유동성 조성물을 저장부로부터 분배하기 위한 분배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유동성 조성물은 적어도 약 1 Pa.s (1,000 cps)의 점도(브룩필드 RVT, 스핀들 5, 50 rpm, 25℃)를 가지며,

상기 저장부는 적어도 35의 쇼어 A 경도(ASTM D 2240)를 갖는 탄성중합체 재료로 제조된 적어도 하나의 라벨이 부

착된 압착가능한 탄성 벽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2.
유동성 조성물을 분배하기 위한 '백 내장 병' 유형의 용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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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착가능한 탄성 외부 벽과,

- 상기 압착가능한 탄성 외부 벽과 별개이고, 조성물을 보유하는 저장부를 형성하는 접이식 내부 층과,

- 상기 압착가능한 탄성 외부 벽을 상기 접이식 내부 층으로부터 분리하는 완충 구역과,

- 유동성 조성물을 저장부로부터 분배하기 위한 분배 수단을 포함하고,

적어도 35의 쇼어 A 경도(ASTM D 2240)를 갖는 탄성중합체 재료로 제조된 적어도 하나의 라벨이 상기 압착가능한 

탄성 외부 벽에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 상기 분배 수단은 저장부와 연통하는 제2 통로와 별개이고 완충 구역과 연통하는 제1 통로를 포함하며,

- 제1 통로를 통한 완충 구역 내로의 공기의 유입과 제2 통로를 통한 저장부로부터의 유동성 조성물의 배출을 제어하

도록 작동될 수 있는 밸브 수단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밸브 수단은 일체형 구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5.
제2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접이식 내부 층은 완충 구역이 확장함에 따라 외부 층으로부터 자유

롭게 분리(peeled)되도록 외부 층 상에 적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6.
제2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부 내에 보유된 상기 유동성 조성물은 적어도 1 Pa.s (1,000 cps

)의 점도(브룩필드 RVT, 스핀들 5, 50 rpm, 25℃)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7.
상기 전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모발 관리 조성물, 더 바 람직하게는 모발 염색제 조성물, 더욱 더 

바람직하게는 산화력이 있는 모발 염색제 조성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8.
적어도 하나의 벽을 갖는 중공 본체를 포함하는, 세탁기 드럼 내에 세제 조성물을 분배하기 위한 용기에 있어서,

적어도 35의 쇼어 A 경도(ASTM D 2240)를 갖는 탄성중합체 재료로 제조된 적어도 하나의 라벨이 상기 벽에 부착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벽은 비압착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벽은 세탁액이 장전된 직물 용품에 의해 세탁기의 드럼 내에서 압착될 수 있고, 변형력이 제거

된 때 원래 형상으로 탄성적으로 복원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11.
상기 전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벽은 사출 중공 성형 또는 압출 중공 성형으로부터 선택된 방법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12.
상기 전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벽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에틸렌 프로필렌, 공중합체 수지, 에틸

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수지, 기타 폴리올레핀 수지, 폴리아마이드 수지, 아이오노머 수지, ABS 수지, 염화 폴

리비 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와 기타 합성 수지,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재료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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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상기 전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라벨은 열가소성 폴리올레핀 탄성중합체(TPE)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제

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14.
상기 전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열가소성 폴리올레핀 탄성중합체는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고무, 

에틸렌-프로필렌-다이엔 고무, 부틸 고무, 천연 고무, 니트릴 고무, 폴리아이소프렌 고무, 폴리클로로프렌 고무, C 4-

7 아이소모노올레핀 및 파라-C 1-8 알킬 스티렌 또는 그 할로겐화 유도체의 공중합체, 폴리부타디엔 고무, 스티렌-부

타디엔 고무, 스티렌/복합 다이엔/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스티렌 블록 공중합체와 그 변이체, 및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된 경화성 고무와의 열가소성 폴리올레핀의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15.
상기 전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라벨은 주형내 라벨 부착법에 의해 용기의 압착가능한 벽의 외부 표면

에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16.
상기 전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라벨은 적어도 150 마이크로 미터, 바람직하게는 250 내지 1,500 마이

크로미터 사이의 평균 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17.
상기 전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라벨의 두께와 라벨이 부착되는 병의 벽의 두께의 비율은 1:5 내지 5:1, 바람

직하게는 3:1 내지 3:1, 더욱 바람직하게는 1:2 내지 2:1 사이의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18.
상기 전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적어도 35의 쇼어 A 경도(ASTM D 2240)를 갖는 열가소성 탄성중합체 재료

로 제조된 2개의 라벨이 상기 벽의 직경방향 대향 측면들에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19.
압착 가능한 벽을 갖는 용기의 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35의 쇼어 A 경도(ASTM D 2240)를 

갖는 탄성중합체로 제조된 라벨을 상기 압착가능한 벽에 부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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