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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티슈의 순차적 분배 및 그것을 위한 디스펜서

요약

본 발명의 티슈 패키지(10)는 분배 패키지(12)와 티슈(14)를 포함하고 있다.  분배 패키지(12)는 티슈
(14)가 개구(16)를 통하여 인출될 때 티슈(14)를 수축하게 하는 분배 개구(16)를 가진다.  티슈(14)들이 
분배 패키지(12)내에 상호 겹침이 없는 패턴으로 배치되어 있다.  각 티슈(14)는 인접 티슈(14)에 분리가
능하게 부착되어, 분배 개구(16)를 통한 인출시 티슈(14)가 인접 티슈(14)를 분배 개구(16)를 통하여 당
기도록 한다.  리치-인식 분배와 팝-업식 분배가 모두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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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분배 패키지 및 티슈의 조합체를 포함하는 티슈 패키지에 관한 것으로, 특히 티슈가 별개의 시
이트로 설치되고 이전의 시이트가 제거될 때 디스펜서의 상부의 정면위로 "팝-업(pop-up)"되는 순차 분배 
티슈 패키지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티슈는 당해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져 있다.  고급 화장지와 같은 티슈는 코를 풀거나 세정 작업 등에 흔
히 사용된다.  또한 티슈는 와이핑(wiping)이나 클린업(cleanup) 작업 등을 위한 종이 타월로서 사용될 
수 있다.  티슈 및 그것용 패키지를 소비자가 널리 사용하게 하려면 그것이 저렴하고 일회용이어야 한다.  
티슈는 건조 상태로 물약(lotion)과 함께 또는 습기를 함유한 상태로 공급될 수도 있다.  상기 티슈는 대
체로 직사각형상이며 별개의 시이트로 제공된다.  티슈는 대체로 평행육면체형상의 박스나 디스펜서내에 
담겨 있다.  디스펜서는 사용자가 개별 시이트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개구를 상부에 일반적으로 구비
하고 있다.

초기의 티슈 디스펜서는 "리치-인(reach-in)식"이었다.  사용자는 그의 손가락을 분배 개구를 통해 집어 
넣고 티슈를 잡아서 분배 개구를 통해 밖으로 당겨 꺼내야만 하였다.  리치-인식 디스펜서의 예 및 그것
의 개선된 예들은 구이어(Guyer)에게 1962년 2월 13일자로 특허된 미국 특허 제 3,021,002 호, 트루닉
(Trunick)에게 1971년 4월 27일자로 특허된 미국 특허 제 3,576,243 호(본 출원인에게 양도됨) 및 마호니
(Mahoney)에게 1984년 7월 10일자로 특허된 미국 특허 제 4,458,810 호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  이후에,  편리함을  향상시키려는  소망에  따라  순차적  또는  "팝-업식"디스펜서가  개발되었다.   
"팝-업식" 디스펜서에서, 티슈는 보통 분배 개구를 통하여 디스펜서 패키지위의 높이까지 빠져 나온다.  
사용자는 손가락을 분배 개구를 통해서 집어 넣을 필요 없이 단순히 티슈의 노출된 부분을 잡기만 하면 
된다.  팝-업식 분배시, 각 티슈는 분배 개구를 먼저 통과하는 선단부와, 분배 개구를 나중에 통과하는 
후단부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분배대상의 제 1 티슈의 후단부는 그 다음의 분배대상 티슈의 선단부와 중
첩한다.  이 중첩은 분배 개구를 통한 티슈의 인출 방향과 대체로 평행하게 일어난다.  이 중첩은 각 티
슈마다 동일하고 각 티슈의 폭 전체에 걸쳐서 일정한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첫번째 
티슈가 사용자에 의해 인출될 때, 그 다음 티슈의 선단부는 다음의 분배를 위해서 개구를 통해서 당겨진
다.

일반적으로, 분배 개구를 통한 티슈의 순차적 인출은 인접 티슈의 상호 절첩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 
티슈는, 후속 시이트에 대한 인출 시이트 후단부의 마찰에 의하여 후속 시이트의 선단부가 분배 개구를 
통하여 당겨지도록 다양한 형상으로 서로의 위로 접힐 수 있다.  각종 상호 절첩 구조의 예는 도노반
(Donovan)에게 1961 년 11 월 7 일자로 특허된 미국 특허 제 3,007,605 호와, 하우드(Harwood)에게 1965 
년 3 월 9 일자로 특허된 미국 특허 제 3,172,563 호와, 니센(Nissen) 등에게  1972 년 7 월 25 일자로 
특허된 미국 특허 제 3,679,094 호 및 제 3,679,095 호와, 얼리(Early) 등에게 1975 년 3 월 6 일자로 특
허된 미국 특허 제 3,881,632 호(본 출원인에게 양도됨)와, 슐츠(Schutz)에게 1989년 8 월 22 일자로 특
허된 미국 특허 4,859,518 호 및 찬(Chan) 등에게 1992 년 6 월 9 일자로 특허된 미국 특허 제 5,118,554 
호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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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호 절첩 장치는 복잡한데다가 비용도 많이 든다.  장치의 구입은 막대한 자본 지출을 필요로 
하며, 이 비용은 궁극적으로 상호절첩 티슈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상호 절첩이 적절히 수행되었다 하
더라도, 분배대상의 티슈가 분배 개구를 통해 다시 떨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 문제는 소비자가 
보통 경제적인 크기의 패키지로 선호하는 비교적 높이가 높은 분배 패키지에서 더 심각하다.  분배 패키
지의 유용한 높이는 상호 절첩 티슈의 중첩 길이로 자주 제한된다.  이 제한은, 패키지 내측에서 펼쳐진 
인접 티슈의 선단부 및 후단부가 중첩부보다 높이가 높기 때문에 발생하며, 이 때 두번째 티슈가 패키지
속으로 떨어진다.

상호 절첩 티슈를 분배하고자 노력할 때, 티슈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은 추가 비용이 들
게 한다.  예를들어, 종래 기술에서는 부적절한 분배를 막기 위해서 분배 개구를 아웃라이닝(outlining)
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다.  종래 기술의 또 다른 시도로서, 분배 개구를 아웃라이닝하는 필름상에 접착제
를 도포하는 것이 있다.  또한, 종래 기술의 또 다른 시도로서, 필름의 환경적인 이유에서 종이로 대체하
는 것이 있다.  물론 상기 필름, 접착제 및 종이는 모두 상호 절첩 티슈의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추가의 
비용을 유발한다.  종래 기술의 상기 시도의 예는 도노반에게 1961 년 11 월 7 일자로 특허된 미국 특허 
제 3,007,605 호와, 베이츠(Bates) 등에게 1966 년 3 월 8 일자로 특허된 미국 특허 제 3,239,097 호와, 
하인 3세(Hein, Ⅲ) 등에게 1980 년 4월 29 일자로 특허된 미국 특허 제 4,200,200 호와 위안트(Wyant)에
게 1987 년 7 월 21 일자로 특허된 미국 특허 제 4,681,240 호와 볼트(Boldt)에게 1994 년 5 월 31 일자
로 특허된 미국 특허 제 5,316,177 호에 있다.

또한 팝-업식 분배 패키지를 개량하려는 시도로서, 박스의 제거가능한 상부에 티슈를 부착하여 박스의 개
봉시 첫번째 티슈가 분배 개구를 통하여 당겨지도록 하는 것이 있다.  종래 기술의 또 다른 시도는 티슈
가  상자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방지되도록  부분적으로  분배된  시이트를  잡아  주는  랩핑  플랩(lapping 
flap)을 구비한다.  상업적으로 성공한 개량은 팝-업식 분배나 리치-인식 분배중 어느 하나를 허용하는 
이중 모드 분배 패키지이다.  종래 기술에서의 상기 시도의 예들은 웬젤 (Wenzel)에게 1959 년 6 월 16 
일자로 특허된 미국 특허 제 2,890,791 호와, 마스이(Masui)에게 1986 년 3 월 11 일자로 특허된 미국 특
허  제  4,574,952  호와,  디어웨스터(Dearwester)에게  1986  년  11  월  18  일자로  특허된  미국  특허  제 
4,623,074 호(본 출원인에게 양도됨)에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래 기술의 시도로서, 인접 티슈의 연속 스트립을 대향 모서리에 연결하는 것이 있다.  
이 구조는 상호 겹침의 필요성을 제거하나, 고-비용을 유발하는 비싸고 평범하지 않은 제조 공정을 필요
로 하며, 게다가 폐물을 많이 남긴다.  상기 시도는 드 프랑코(De Franco)에게 1958 년 2 월 11 일자로 
특허된 미국 특허 제 2,823,089 호에 개시되어 있다.

티슈와 유사하지 않은 다른 기술 분야에 있어서, 상호 겹침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접근법이 시도
되었다.  예를들어, 이 기술에서의 일 시도는 상호 겹침이 없는 시이트를 갖는 분배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이나, 이것은 분배 패키지 내측에 원호형 마찰 표면을 필요로 한다.  이 구조는 보충가능한 분배 패키
지에 적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회용 티슈의 소비자는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 
기술에서의 또 다른 시도는 시이트를 분배 개구를 향하여 가압하는 금속 스프링과 같은 가압 수단을 추가
로 설치하는 것이다.  이 금속 스프링은 고급 화장지와 함께 사용될 때에는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일회
용 분배 패키지에서는 적당한 비용이 아니다.

종래 기술의 또 다른 시도에서는 분배대상 시이트의 상부에 중량추 부재를 접촉시키는 것이다.  중량추 
부재의 비용이 적절하다고 인정받아도, 자동차 등에 티슈를 배치하려는 소비자는 불편을 느낄 것이다.  
이  기술의 상기 시도의 예들이 메르튼스(Mertens)에게 1987  년  3  월  31  일자로 특허된 미국 특허 제 
4,653,666 호와, 메르튼스에게 1988 년 9 월 6 일자로 특허된 제 4,768,810 호와, 윈도르스키(Windorsk
i)에게 1991 년 2 월 19 일자로 특허된 미국 특허 제 4,993,590 호와, 메르튼스 등에게 1991 년 9 월 24 
일자로 특허된 미국 특허 제 5,050,909 호와, 에벤슨(Evenson)에게 1991 년 11 월 26 일자로 특허된 미국 
특허 제 5,067,628 호에서 발견된다.

당해 업계에서는 팝-업식 분배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저렴하고 가벼운 휴대용 티슈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당해 업계에서 티슈의 상호 절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티슈 패키지를 제공할 필요
가 있는 것도 명백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티슈를 노출하는 임의의 인열 스트립의 분리에 따라 소비자에 의해 사용되는 본 발명에 따른 분
배 패키지와 티슈의 사시도.

도 1b는 팝-업식 분배 모드에 있는 도 1a의 티슈 패키지의 사시도.

도 2a는 랩 시일의 측면도.

도 2b는 핀 시일의 측면도.

도 3a는 C자형 절곡 티슈의 개략적인 측면도.

도 3b는 단일 방향으로 배향된 Z자형 절곡 티슈의 개략적인 측면도.

도 3c는 교호형의 V자형 절곡 티슈의 개략적인 측면도.

제 3d는 단일 방향으로 배향된 V자형 절곡 티슈의 개략적인 측면도.

제 3e는 교호형의 Z자형 절곡 티슈의 개략적인 측면도.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티슈 패키지에 관한 것이다.  이 티슈 패키지는 분배 패키지와 티슈를 조합 상태로 포함하고 
있다.  분배 패키지는 분배 개구를 그 내부에 갖는다.  분배 개구는 제 1 크기를 갖는다.  복수의 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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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슈가 상기 분배 패키지안에 상호 겹침 없는 패턴으로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각 티슈는 상기 분배 개구
의 제 1 크기보다 큰 소정의 제 2 크기를 갖는다.  각각의 티슈는 분배개구를 통한 인출시 수축된다.  각
각의 티슈는 인접 티슈에 분리가능하게 부착된다.  상기 분배 개구를 통한 인출시 첫번째 티슈가 후속의 
인접한 두번째 티슈를 상기 분배 개구를 통하여 잡아 당긴다.  상기 첫번째 티슈의 적어도 일부가 상기 
분배 개구를 통하여 인출된 후 상기 첫번째 티슈와 상기 두번째 티슈가 쉽게 분리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 1a와 도 1b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티슈 패키지(10)는 분배 패키지(12)와 티슈(14)를 조합상태로 
포함하고 있다.  이 분배 패키지(12)는 벽을 가지며, 대체로 평행육면체이며, 그 내에 분배 개구(16)를 
가진다.  복수개의 분리형 티슈(14)가 분배 패키지(12)내에 배치되어 있다.  티슈(14)는 상호 겹쳐 있지 
않으며 인접 티슈(14)에 분리가능하게 부착되어 있다.

분배 패키지(12)를 보다 상세히 검토하면, 그 패키지가 분리된 벽을 가질 수도 있다.  벽은 상면(20)과, 
저면과, 전후방 측면(26)  및 좌우측 측면(30)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분배 개구
(16)가 상면 벽(20)과 분배 패키지(12)의 다른 벽(26, 30)중 하나에 형성되어 있어, 티슈(14)가 상술한 
리치-인식 분배나 팝-업 식 분배 중 어느 한 방식으로 분배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분배 개구(16)가 
도시한 바와 같이 분배 패키지(12)의 상면 벽(20)의 평면 내에서 테이퍼져 있다.  테이퍼는 티슈의 인출
시 적절한 저항을 제공한다.  적합한 분배 패키지(12)는 디어웨스터에게 1986년 11 월 18 일자로 특허된 
미국 특허 4,623,074 호(본 출원인에게 양도됨)의 개시 내용에 따라 제조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티슈 패키지(10)는 일회용일 수도 있고 보충가능할 수도 있다.  "일회용"이란 용어는 분
배 패키지(12)에 수납된 복수의 티슈(14)를 모두 사용하고 난 후 그 분배 패키지를 폐기하도록 의도된 것
을 의미한다.  분배 패키지(12)는 티슈(14)를 재수납하도록 의도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티슈
(14)는 사용후 폐기되며 세탁되지 않고, 또한 그와 다른 방법으로 복원되지도 않는다.  "보충가능하다"란 
용어는  분배  패키지(12)가  그  내용물이  모두  사용된  후  티슈(14)로  다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티슈 패키지(10)는 또한 경량이다.  "경량"이란 용어는 분배 패키지(12)가 편리하게 휴대 가능하며 그것
에 특별히 부가된 중량품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배 개구(16)는 티슈(14)에 비해 제 1 크기를 가진다.  이 제 1 크기는 사용자가 분배 개구(16)를 통해 
티슈(14)를 잡아 당길 때 티슈(14)를 수축시키도록 설계된다.  티슈(4)는 사용자에 의한 인출시 분배 개
구(16)가 형성된 벽(20, 26)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이 티슈가 접촉할 때 "수축"한다고 생각된다.

도 1a의 분배 개구(16)의 선택시, 이 분배 개구는 측벽상에 약 32㎜의 폭(Ws)을 가지며, 테이퍼의 최대폭 
지점에서 약 83㎜의 폭(Wt)으로 확장되고, 상면(20)에서 150㎜의 전체 길이(L)를 가지며 테이퍼부와 만나
지 않는 영역에서 전체 길이(L)에 수직한 약 35㎜의 치수(Dp)를 가진다.  분배 개구(16)의 전술한 크기는 
227㎜의 길이, 110㎜의 폭 및 106㎜의 높이를 각각 치수로 가지는 분배 패키지(12)용으로 적합하다.  티
슈(14)는 분배 패키지(12) 내부의 길이, 폭 및 풋프린트(footprint) 치수에 접근하는 치수를 각기 가질 
수 있다.  

티슈(14)를 더 자세히 검사하면, 티슈(14)는 복수개의 분리된 시이트를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하
는 바와 같이, 티슈(14)는 하기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분리가능하게 부착되기 전에 다른 티슈(14)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면 "분리형"인 것으로 간주된다.

티슈(14)는 각기 제 2 크기를 가진다.  이 제 2 크기는 분배 패키지(12)의 분배 개구(16)의 제 1 크기보
다 적어도 하나의 치수가 더 크다.  물론 분배 개구(16)와 티슈(14)는 각기 여러가지의 치수로 된 다양한 
형상을 가질 수도 있다.  이들 치수는 티슈(14) 또는 분배 개구(16)의 다른 치수와 동일할 수도 있고 동
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두개의 긴 측부와 두개의 짧은 측부를 갖는 직사각형 티슈(14)의 보통 경우에서와 
같음].  도 1a와 도 1b의 예에 있어서, 티슈(14)가 사용자에 의한 정상분배 과정중에 분배 개구(16)를 통
한 인출로 수축될 때 분배 개구(16)보다 크기가 더 큰 것으로 간주된다.  수축이 일어나도록 티슈(14)의 
단지 하나의 치수가 분배 개구(16)의 대응 치수보다 커야만 하며 티슈(14)가 분배 개구(16)보다 크기가 
크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티슈(14)는 측부당 약 175 내지 250 ㎜ 범위의 크기의 대체로 직사각형의 형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 큰 크기를 갖거나 더 작은 크기를 갖는 것의 양자가 다 본 발명에 적용될 수 있다.  티슈(1
4)의 긴 측부는 분배 패키지(12)의 더 긴 치수와 대체로 평행하다.

적합한 티슈(14)는 트록한(Trokhan)에게 1980 년 3 월 4 일자로 특허된 미국 특허 제 4,191,609 호(본 출
원인에게  양도됨)  또는  묵켄후드(Muckenfuhs)에게  1994  년  7  월  26  일자로  특허된  미국  특허  제 
5,332,118호에 따라 제조될 수도 있다.  이 특허는 티슈(14)를 본 발명과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만드
는 방법을 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명세서에 참조로 인용된다.

티슈(14)는 분배 패키지(12)내에 상호 겹침이 없는 패턴으로 배치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하는 바와 같
이, 티슈(14)가 상향으로 배향된 분배 개구(16)를 통해서 분배되기에 앞서 배치된 패턴에서 티슈(14)중에 
후속 티슈(14)의 아래에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 이 패턴을 "상호 겹침이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 따른 티슈(14)의 상호 겹침이 없는 배치에 있어서, 팝-업식 분배는 인접 티슈(14)간의 마찰 결합
에 의존하지 않는다.  인접 티슈(14)가 서로 분리가능하게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제 1 티슈(14)가 분배 
개구(16)를 통해서 인출된 후 제 1 티슈(14)와 제 2 티슈(14)가 쉽게 분리된다.  티슈(14)가 어느 한 티
슈(14)의 손상이나 의도하지 않았던 변형 또는 인열없이 서로로부터 쉽게 분리될 수 있을 때 이 티슈(1
4)를 "쉽게 분리가능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팝-업식이나 리치-인식 분배 중 어느 하
나에 의해, 분배 패키지(12)로부터 연속적으로 분배되는 티슈(14)를 "인접" 하다고 한다.

도 1b는 분배 과정중의 티슈(14)를 도시한다.  사용자에 의해 먼저 인출된 티슈(14)를 추종하여 소비자가 
티슈(14)를 잡아서 당기거나 또는 티슈(14)가 분배 개구(16)로부터 팝-업하는 것으로 인해서 티슈(1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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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패키지(12) 내측으로부터 분배 패키지(12) 외측으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통과할 때, 이 티슈(4)는 분
배 개구(16)를 "통해서" 분배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티슈(14)는 그것이 분배 개구(16) 내측으로부
터 분배 개구(16) 외측으로 완전히 통과한 후, 티슈(14)의 어떤 에지나 부분을 분배 패키지(12)내에 남기
지 않을 때를 "인출"되었다고 한다.

도 3a 내지 도 3e를 참조하면, 각 티슈(14)는 티슈(14)가 분배되고 있을 때 또는 티슈(14)가 분배 개구
(16)를 통해서 인출된 후 쉽게 분리되게 하는 임의의 분리가능한 부착 수단에 의해 양 인접 티슈(14)에 
분리가능하게 부착되어 있다.  분리가능한 부착 수단은 피부에 좋은 접착제로 티슈(14)를 그의 인접 티슈
(14)에 부착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적절한 접착제는 미국 위스콘주 와우와토사 소재의 핀들리 어
드헤시브즈 인코포레이티드사(Findley Adhesives Inc.)에 의해서 제품번호 제 H9087-05 호로 공급된다.  
"분리가능한 부착 수단"은 인접 티슈(14)를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하나, 마찰, 점착, 또는 제조 중 확인 
단계없이는 인접 티슈(14)를 분리가능하게 부착시키지 않는 다른 힘을 포함하지 않는다.

접착제는 분배 개구(16)에 대해서 중앙에 배치될 수도 있고, 티슈(14)의 주축에 평행한 티슈의 에지에 나
란한 X위치에서 티슈(14)에 살짝 도포될 수도 있다.  바람직하게는, 이들이 분배 개구(16)를 통한 인출시 
티슈(14)의 선단부(44)와 후단부이다.  접착제는 티슈(14)가 분배 개구(16)를 통해서 인출된 후 분리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티슈(14)의 전체 폭에 걸쳐서 연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형예로서, 접착제가 티슈(14)의 모서리, 바람직하게는 선단부(44)와 후단부의 두 모서리에 나란하게 배
치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배치는 전술한 중앙 접착 배치에 비해서 접착제의 배치에서의 융통성이 보다 크
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어느 배치든 간에, 랩 시일 또는 핀 시일(lap or fin sela)(15, 15')이 접착 영
역과 자유 영역의 양자를 가진다.  랩 시일(15)에 접착 영역과 자유 영역의 양자를 제공하는 것은 후속 
티슈(14)로부터 분리하기 전에 티슈(14)의 선단부(44)가 어떻게 노출되는 지에 관하여 그리고 분리력을 
제어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다.

각 티슈(14)는 랩 시일(15) 또는 핀 시일(15')에서 인접한 티슈(14)에 분리 가능하게 부착될 수도 있다.  
도 2a에 의해 도시한 바와 같이 분배중 랩 시일(15)에 전형적으로 가해지는 분리력은 전단이다.  도 2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분배중 핀 시일(15')에 가해지는 분리력은 박리이다.  인접 티슈(14)를 연결하는 시일
은 분배 개구(16)를 통해 후속 티슈(14)가 당겨질 수 있도록 할 정도로는 강하지만 티슈(14)가 쉽게 분리
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바람직하게는, 각 티슈(14)가 도 2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핀 시일(15')에서 인접 티슈(14)에 결합된다.  
핀 시일(15')은 핀 시일(15')에 의해 부착된 티슈(14) 사이의 분리력이 유사한 랩 시일(15)에서보다 대체
로  작아서  티슈(14)를  분리하는  것이  보다  쉽다는  점에서  도  2a의  랩  시일(15)보다  우수한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장점은 티슈(14)가 어느 정도 습기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인접 티슈(1
4)에 대하여 비교적 큰 점착력을 가질 때 특히 현저하다.

본 발명에 따른 랩 시일(15)을 실시하기 위해서, 복수개의 분리된 티슈(14)가 도 3a에 도시한 바와 같이 
C자형 절곡 패턴으로 패키지 내측에 배치될 수도 있다.  C자형 절곡 패턴은 본 발명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소비자가 분배 개구(16)를 통하여 첫번째 티슈(14)를 잡아당기는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티슈 적층체의 
상부에 에지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변형예로서, 본 발명에 따른 랩 시일(15)을 실시하기 위해서, 복수의 분리형 티슈(14)가 도 3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단일 방향으로 배향된 Z자형 절곡패턴으로 패키지 내측에 배치될 수도 있다.  단일 방향으로 
배향된 Z자형 절곡패턴은 본 발명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분배 패키지(12)의 중앙에 티슈(14)의 선단부를 
배치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 배치는 사용자가 첫번째 티슈(14)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변형예로서, 본 발명에 따른 랩 시일(15)을 실시하기 위해서, 복수의 분리형 티슈(14)가 도 3c에 도
시한 바와 같이 교호형의 V자형 절곡패턴으로 패키지 내측에 배치될 수도 있다.  교호형의 V자형 절곡패
턴은 본 발명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균일한 높이의 티슈(14) 적층체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 다른 변형예로서, 본 발명에 따른 핀 시일(15')을 실시하기 위해서, 복수의 분리형 티슈(14)가 도 3d
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단일 방향으로 배향된 V자형 절곡 패턴으로 패키지 내측에 배치될 수도 있다.  단일 
방향으로 배향된 V자형 절곡패턴은 본 발명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분배 패키지(12)내의 공간을 효율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 절곡패턴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이 절곡패턴은 티슈(14)의 절곡 에지가 
분배 개구(16)의 측벽(26) 부분 근처를 향하도록 티슈(14)의 절곡 에지를 분배 개구(16)의 주 치수와 정
렬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배치는 리치-인식 분배 중 사용자가 티슈(14)중 단지 절반만을 잡을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본 발명에 따른 핀 시일(15')을 실시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도 3e의 교호형의 Z자형 절곡패턴이다.  
교호형의 Z자형 절곡 패턴은 본 발명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핀 시일(15')을 사용하면서도 티슈(14)의 선
단부를 중앙에 배치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재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인접 티슈(14)를 결합시키는데에 접착성의 분리가능한 부착 수단이 소망되지 
않는다면, 다른 분리가능한 부착 수단이 이용될 수도 있다.  특히,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인접 티슈(14)의 초음파 용접 또는 가열 밀봉과 같은 융해 접합식의 분리가능한 
부착 수단이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니들 
펀칭, 증기 밀봉, 엠보싱, 또는 크림핑과 같은 기계고정식의 분리가능한 부착 수단이 본 발명에 이용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볼(Ball) 등에게 1989 년 8 월 8 일자로 특허된 미국 특허 제 4,854,984 호(본 
출원인에게 양도됨)에 개시된 바와 같은 자생접합식의 분리가능한 부착 수단이 이용될 수도 있다.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많은 변형예가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티슈(14)는 용액으로 적셔질 수도 있다.  적당한 습식성 용액은 묵켄후스에게 특허된 전술한 미국 특허 
제 5,332,118 호(본 명세서에서 참고로 인용됨)에 개시되어 있다.  습식성은 예를들어 더러워진 기저귀, 
생리대 또는 다른 형태의 속옷 제거시 피부를 닦거나 또는 단단한 표면(조리대 등)으로부터 오물을 제거
하는데에 티슈(4)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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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성 티슈(14)는 인접 티슈(14) 사이의 중첩부에서 점착성에 의하여 서로 분리가능하게 부착될 수도 있
다.  점착성은 확인 제조단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접착제, 용해 접합 및 상술한 기계적으로 분리가능한 
부착 수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도 1a와 도 1b의 분배 패키지(12)는, 다양한 형상으로 구성되고 분배 패키지(12)의 단 하나의 벽에 형성
되거나 또는 분배 패키지(12)의 두개 이상의 벽에 형성된 분배 개구(16)를 가질 수도 있다.  강성 벽의 
분배 패키지(12)는 분배 개구(16)가 형성된 주요 벽(20)에 대하여 수직하게 측정된 주요 깊이(MD)를 가질 

수도 있다.  분배 패키지(12)가 수평 표면 또는 기준 표면(테이블 또는 조리대 등)에 설치될 때, 전형적
으로는 분배 개구(16)가 분배 패키지(12)의 상부 표면상에 있기 때문에, 분배 패키지(12)의 주요 깊이(M

D)는 종종 수직이다.  놀랍게도, 분리 가능하게 부착된 인접 티슈(14)를 이용하는 티슈 패키지(10)가 인접 

티슈(14) 사이의 중첩부보다 깊은 주요 깊이(MD)를 가진 분배 패키지(12)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  더 

놀랍게는, 이것이 티슈(14)를 상호 겹침 패턴으로 배치하지 않고도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배 패키지(12)의 벽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강성 및 자립식일 필요는 없고, 그 대신에 흐늘흐늘하거나 탄
성 변형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는 분배 패키지(12)에 무정형을 제공할 수도 있다.  흐늘흐늘한 
벽이 분배 패키지의 가요성 벽으로 선택된다면 폴리에틸렌 필름과 같은 재료가 적합하다.  또한, 분리가
능하게 부착된 티슈(14)가 분배 패키지(12) 내부에 상호 겹침 패턴으로 배치되거나 또는 롤상에 감겨 있
을 수도 있도록, 티슈(14)가 상호 겹침 패턴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분리가능하게 부착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변형예로서, 티슈(14)가 예정된 수의 티슈(14)를 갖는 클립으로 상호 겹침될 수도 
있다.  그때 다수의 클립을 단일 분배 패키지(12)로 조합하기 위하여 인접 클립의 첫번째 티슈(14)와 마
지막 티슈(14)가 상술한 바와 같이 분리가능하게 부착될 수도 있다.  이들 변형예는 모두 첨부된 특허 청
구범위의 범주 및 취지내에 속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분배 패키지와 티슈의 조합체를 포함하는 티슈 패키지에 있어서,

제 1 크기를 갖는 분배 개구를 그 내부에 갖는 경량의 분배 패키지와, 

상기 분배 패키지안에 순차적으로 배치된 복수의 분리형 티슈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티슈는 상호 겹침 없는 패턴으로 배치되며, 상기 티슈는 각기 소정의 제 2 크기를 갖고, 상
기 제 2 크기는 상기 분배 개구의 제 1 크기보다 적어도 하나의 치수가 더 커서 각기 상기 분배 개구를 
통한 인출시 상기 티슈가 수축하도록 하며, 각각의 티슈는 인접 티슈에 분리가능하게 부착되어 상기 분배 
개구를 통한 인출시 첫번째 티슈가 후속의 인접한 두번째 티슈를 상기 분배 개구를 통하여 잡아 당기도록 
하며, 상기 첫번째 티슈의 적어도 일부가 상기 분배 개구를 통하여 인출된 후 상기 첫번째 티슈와 상기 
두번째 티슈가 쉽게 분리가능한 티슈 패키지.  

청구항 2 

분배 패키지와 티슈의 조합체를 포함하는 티슈 패키지에 있어서,

제 1 크기를 갖는 분배 개구를 그 내부에 갖는 경량의 일회용 분배 패키지와, 

상기 분배 패키지안에 순차적으로 배치된 복수의 분리형 티슈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티슈는 임의의 패턴으로 배치되며, 상기 티슈는 각기 소정의 제 2 크기를 갖고, 상기 제 2 
크기는 상기 분배 개구의 제 1 크기보다 적어도 하나의 치수가 더 커서 각기 상기 분배 개구를 통한 인출
시 상기 티슈가 수축하도록 하며, 각각의 티슈는 중첩되고 인접 티슈에 분리가능하게 부착되어 상기 분배 
개구를 통한 인출시 첫번째 티슈가 후속의 인접한 두번째 티슈를 상기 분배 개구를 통하여 잡아 당기도록 
하며, 상기 첫번째 티슈의 적어도 일부가 상기 분배 개구를 통하여 인출된 후 상기 첫번째 티슈와 상기 
두번째 티슈가 쉽게 분리가능한 티슈 패키지.  

청구항 3 

분배 패키지와 티슈의 조합체를 포함하는 티슈 패키지에 있어서,

제 1 크기를 갖는 분배 개구를 그 내부에 갖는 경량의 강성 벽 분배 패키지로서, 상기 분배 개구는 상기 
분배 패키지의 적어도 하나의 벽에 형성되고, 상기 분배 패키지는 상기 분배 개구가 형성되어 있는 적어
도 하나의 벽에 수직하게 측정된 주요 깊이를 갖게 된 상기 분배 패키지와, 

상기 분배 패키지안에 순차적으로 배치된 복수의 분리형 티슈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티슈는 임의의 패턴으로 배치되며, 상기 티슈는 각기 소정의 제 2 크기를 갖고, 상기 제 2 
크기는 상기 분배 개구의 제 1 크기보다 적어도 하나의 치수가 더 커서 각기 상기 분배 개구를 통한 인출
시 상기 티슈가 수축하도록 하며, 각각의 티슈는 그의 분배시 상기 분배 개구를 통한 인출방향과 대체로 
평행한 방향으로 인접 티슈에 중첩되어 상기 분배 개구를 통한 인출시 첫번째 티슈가 후속의 인접한 두번
째 티슈를 상기 분배 개구를 통하여 잡아 당기도록 하며, 상기 첫번째 티슈의 적어도 일부가 상기 분배 
개구를 통하여 인출된 후 상기 첫번째 티슈와 상기 두번째 티슈가 쉽게 분리가능하며, 상기 중첩이 상기 
분배 패키지의 주요 깊이보다 적게 이루어지는 티슈 패키지.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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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분리가능한 부착 수단은 접착성의 분리가능한 부착 수단인 티슈 패키지.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티슈가 접착제에 의하여 상기 중첩부에서 분리가능하게 부착되는 티슈 패키지.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티슈와 상기 제 2 티슈가 핀 시일로 분리가능하게 부착되는 티슈 패키지.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티슈와 상기 제 2 티슈가 랩 시일로 분리가능하게 부착되는 티슈 패키지.

청구항 8 

제 3 항에 있어서,

인접 티슈들이 핀 시일로 분리가능하게 부착되는 티슈 패키지.

청구항 9 

제 3 항에 있어서,

인접 티슈들이 랩 시일로 분리가능하게 부착되는 티슈 패키지.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분배 패키지가 분리된 강성 벽을 가지는 티슈 패키지.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분배 패키지가 흐늘흐늘한 벽을 가지는 티슈 패키지.

청구항 12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핀 시일이 접합 영역과 자유 영역의 양자를 포함하는 티슈 패키지. 

청구항 13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분배 패키지는 거의 평행육면체 형상이며, 상기 분배 개구가 상기 벽중 하나 이상에 형성된 티슈 패
키지. 

청구항 1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분리 가능한 부착 수단은 접착성의 분리가능한 부착 수단인 티슈 패키지.

청구항 1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티슈와 상기 제 2 티슈가 핀 시일로 분리가능하게 부착되는 티슈 패키지.

청구항 1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티슈와 상기 제 2 티슈가 랩 시일로 분리가능하게 부착되는 티슈 패키지.

청구항 1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분배 패키지가 분리된 강성 벽을 가지는 티슈 패키지.

청구항 18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분배 패키지가 흐늘흐늘한 벽을 가지는 티슈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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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핀 시일이 접합 영역과 자유 영역의 양자를 포함하는 티슈 패키지.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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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2a

    도면2b

    도면3a

    도면3b

    도면3c

    도면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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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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