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실용신안공보(Y1)

(51) 。Int. Cl.7

B65D 45/32
B65D 53/00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5년03월08일
20-0376733
2005년02월15일

(21) 출원번호 20-2004-0033484
(22) 출원일자 2004년11월25일

(73) 실용신안권자 나정표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1175번지 303호

(72) 고안자 나정표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1175번지 303호

기초적요건 심사관 : 최기혁

(54)접착테이프가 구비되어있는 컵라면 뚜껑

요약

본 고안은 컵라면용기의 뚜껑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컵라면뚜껑의 외부 일정구간에 컵라면을 개봉하여
뜨거운 물을 부운 후 열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접합부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상기 접합부는 접힘구간과
테이프덮개와 테이프접착면 및 접합부떼어냄손잡로 구성되어 있는바, 먼저 테이프덮개를 접합부로부터 떼어낸 후
컵라면용기의 상단 옆면에 테이프접착면을 접착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에 테이프접착면을 떼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접합부떼어냄손잡이가 있으며 이를 상부로 당겨 컵라면용기 옆면으로부터 분리하고 이후 상기 접합부떼어냄손
잡이 혹은 컵라면개봉손잡이를 통하여 컵라면뚜껑을 겁라면용기로부터 분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
착테이프가구비되어있는컵라면뚜껑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컵라면개봉손잡이, 접합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에 따른 접착테이프가 구비되어있는 컵라면뚜껑의 평면도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접합부의 테이프접착면에서 테이프덮개를 제거하는 실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컵라면뚜껑본체 2. 컵라면용기상부테두리와의 접합면

3. 컵라면개봉손잡이 4. 접합부

5. 접힘구간 6. 테이프접착면

7. 테이프덮개 8. 접합부떼어냄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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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컵라면용기의 뚜껑에 관한 것으로, 종래에는 컵라면개봉손잡이와 그 옆면에 상기손잡이와 동일형태의 접
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나, 접음구간과 접히는 길이가 짧아 용기와의 밀봉이 잘 되지 않고 주위가 들뜨는 등 뜨거
운 물을 부운 후 열기가 밖으로 쉽게 새어나가 보온에 문제가 있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컵라면뚜껑의 외부 일정구간에 컵라면을 개봉하여 뜨거운 물을 부운 후 열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접합부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상기 접합부는 접힘구간과 테이프덮개와 테이프접착면 및 접합부떼어냄
손잡로 구성되어있는바, 먼저 테이프덮개를 접합부로부터 떼어낸 후 컵라면용기의 옆면에 테이프접착면을 접착하
고 일정시간 경과 후에 접합부떼어냄손잡이를 이용하여 컵라면용기로부터 접합부를 떼어낼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후 상기 접합부떼어냄손잡이 혹은 컵라면개봉손잡이를 통해 컵라면뚜껑을 겁라면용기로부터 분리하도록 하는 것에
본 고안의 특징이 있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고안에 따른 바람직한 구성을 도면에 의해 상세히 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 내지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른 접착띠가구비되어있는컵라면뚜껑은 컵라면뚜껑의 외부 일정구간
에 컵라면을 개봉하여 뜨거운물을 부운 후 열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접합부(4)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데, 상기 접합부(4)는 접힘구간(5)과 테이프덮개(7)와 테이프접착면(6) 및 접합부떼어냄손잡(8)로 구성되어 있는
바, 먼저 테이프덮개(7)를 접합부로부터 떼어낸 후 컵라면용기의 상단옆면에 테이프접착면(6)을 접착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에 컵라면용기에서 떼어낼수 있도록 하는 접합부떼어냄손잡이(8)부분이 있어 이를 상부로 당겨 접합부(4)를
용기옆면에서 떼어내고 이후 상기 접합부떼어냄손잡이(8) 혹은 컵라면개봉손잡이(3)를 통하여 뚜껑을 컵라면용기
로부터 분리하도록 되어 있다.

고안의 효과

컵라면뚜껑에 접합부를 형성하여 손쉽게 테이프덮개를 제거한 후 용기에 접착시킴으로서 뜨거운 물을 부운 후 열기
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여 조리시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컵라면뚜껑의 외부 일정구간에 컵라면을 개봉하여 뜨거운 물을 부운 후 열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접합
부(4)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착테이프가구비되어있는컵라면뚜껑에 있어서, 상기 접합부(4)는 접힘구간(5)
과 테이프덮개(7)와 테이프접착면(6) 및 접합부떼어냄손잡이(8)로 구성되어 있는바, 컵라면용기상단에 둥글게 형
성되어있는 테두리부분을 감싸기 위한 테이프접착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접힘구간(5)이 형성되어 있고, 이와 접
하여 테이프접착면(6)을 보호하며 이로부터 쉽게 분리될 수 있는 스티커 등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비닐코팅의 테
이프덮개(7)가 형성되어 있되 테이프접착면(6)으로부터 떼어내기에 용이하도록 접착면보다 양끝단 혹은 컵라면개
봉손잡이(3)쪽이 약간 길게 되어 있는 테이프덮개(7)가 형성되어 있고, 접합부(4)를 컵라면용기에 접착하게하는 접
착력을 지닌 테이프접착면(6)이 형성되어 있으며, 테이프덮개(7)를 제거한 후 컵라면용기의 상단옆면에 테이프접착
면(6)을 접착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에 테이프접착면(6)을 떼어내는데 용이하도록 하는 접합부떼어냄손잡이(8)가
형성되어 있어 이를 상부로 당겨 접합부(4)를 용기옆면에서 떼어낼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고, 이후 상기 접합부떼어
냄손잡이(8) 혹은 컵라면개봉손잡이(3)를 통하여 뚜껑을 컵라면용기로 부터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착테이프가구비되어있는 컵라면뚜껑.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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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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