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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 및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

요약

합성수지제의 내용기와 외용기를 연결시켜 내용기를 외용기내에 공간을 두고 수용하여 이중벽 용기로 하
고, 또한 상기 내용기와 외용기로 형성한 공간부를 단열 층으로 하고, 상기 공간부에 면하는 표면중 적어
도 내용기의 표면에 금속으로 이루어진 복사 방지재가 설치되고, 상기 공간부에 저열전도율 가스를 봉입
해서 이루어진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에 있어서, 상기 내용기와 외용기가 내약품성 수지로 이루어
지고, 상기 외용기의 저부벽의 중앙에 개공부가 설치되고, 이 개공부를 내약품성 수지로 이루어진 봉지판
으로 봉하는 것과, 외용기의 저부중앙부의 단열층 측에 볼록부를 형성하는 것과 함께, 이 볼록부의 뒷면
에 볼록부의 중심과 일치시켜 오목부를 형성하는 것과, 혹은 상기 단열층에 면하는 표면중 개구부 근방 
이외의 부분에 금속박막층을 형성함으로써, 단열 성능, 강도가 뛰어난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를 제
공할 수 있다.

상기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는 호텔, 여관, 병원, 학교급식 또는 일반 가정의 식기로서 특히 적합
하게 사용된다.

대표도

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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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 및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1예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제2도는 본 발명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2예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제3도는 본 발명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2예를 나타내는 것으로, 외용기의 저부 중앙부의 단
면도이다.

제4도는 본 발명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2예의 외용기의 제조 방법의 일실시예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제5도는 본 발명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2예의 외용기의 제조방법의 일실시예를 나타내는 단
면도이다.

제6도는 본 발명의 제3예의 용기 및 용기의 덮개의 일예를 나타내는 정면 단면도이다.

제7도는 제6도에 나타낸 용기의 금속박막층의 배치의 제1예를 나타내는 요부 단면도이다.

제8도는 제6도에 나타낸 용기의 금속박막층의 배치의 제2예를 나타내는 요부 단면도이다.

제9도는 제6도에 나타낸 덮개의 금속박막층의 배치의 제1예를 나타내는 요부 단면도이다.

제10도는 제6도에 나타낸 덮개의 금속박막층의 배치의 제2예를 나타내는 요부 단면도이다.

제11도는 제6도에 나타낸 용기와 덮개의 금속박막촌의 배치의 제3예를 나타내는 정면 단면도이다.

제12도는 제6도에 나타낸 용기의 금속박막층의 배치의 제3예를 나타내는 요부 단면도이다.

제13도는 제6도에 나타낸 용기의 금속박막층의 배치의 제4예를 나타내는 요부 단면도이다.

제14도는 제6도에 나타낸 덮개의 금속박막층의 배치의 제3예를 나타내는 요부 단면도이다.

제15도는 제6도에 나타낸 덮개의 금속박막층의 배치의 제4예를 나타내는 요부 단면도이다.

제16도는 본 발명에 따른 용기의 덮개의 일예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제17도는 제16도에 나타낸 용기의 덮개의 요부 확대도이다.

제18도는 제16도에 나타낸 용기의 덮개의 상면벽 볼록부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제19도는 본 발명에 따른 용기의 덮개의 상면벽 볼록부의 다른예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제20도는 본 발명에 따른 용기의 덮개의 다른예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제21도는 본 발명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 방법의 실시에 적합한 진동용착기를 나타내는 
정면 단면도이다.

제22도는 제2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장치에서의 제조 도중의 상태를 나타내는 요부 확대도이다.

제23도는 제2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장치의 요부 단면도이다.

제24도는 내용기의 일예의 일부 단면을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제25도는 외용기의 일예의 일부 단면을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제26도는 내용기의 다른 예의 일부 단면을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제27도는 외용기의 다른 일예의 일부 단면을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제28도는 본 발명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의 제조 도중의 상태를 나타내는 
요부 단면도이다.

제29도는 제28도와 같은 장치의 요부 단면도이다.

제30도는 상면벽의 일예의 일부 단면을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제31도는 상면벽의 일예의 일부 단면을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제32도는 상면벽의 다른 예의 일부 단면을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제33도는 하면벽의 다른 예의 일부 단면을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제34도는 실시예에 있어서 보온성능 시험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아이스 박스, 보온병, 보온 도시락, 밥그릇, 국그릇, 컵등의 보온 식기등으로 사용되는 합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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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와 그 덮개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로부터 제안되고 있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하나로, 합성수지제의 내용기와 외용기로 구성
된 이중벽 용기의 공간층에 공기보다 열전도율이 작은 가스를 봉입(封入)한 것이 있다. 이 합성수지제 단
열 이중벽 용기는, 이중벽의 공간층측의 면에 가스 차단성을 높일 목적으로, 도금막에 의한 금속 피막이 
형성되어 있다.

내외용기에는, 내열수성의 수지로서 일반적으로 폴리 카보네이트수지가 이용되는데, 폴리 카보네이트수지
로 형성된 내용기의 외면과 외용기의 내면에는 직접 도금막을 부착시킬 수가 없으므로, 도금가능한 수지
를 포함하는 도료를 도포하여 도금막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폴리 카보네이트수지는 유기 용제, 표백제, 세제등에 대한 내약품성이 떨어지므로 도금막을 형성
하고  싶은  면에  도료를  도포해도,  도료의  용제에  의해  성형품에  크랙(솔벤트  크랙)이  발생할  염려가 
있고, 크랙이 발생한 경우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가스 차단성이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이중벽 용기의 공간부에 저열전도율 가스를 봉입하는 후공정에 있어서도, 접착제를 이용하여 봉지
판으로 봉지 할때, 접착제에 포함되는 용제에 의해 봉지부의 부근이나 봉지 판에 크랙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더욱이, 실제 사용상에 있어서도, 내용물인 식품이나 음료수, 표백제, 각종 세제등에 의해 크랙이 
발생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 할 수 있다.

또한, 폴리 카보네이트수지는 수지 자체의 가스 차단성이 좋지 않으므로, 가스 차단성을 부여하기 위해 
고정도의 도금막을 형성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제조 단가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아이스 박스등의 단열 용기로는, 합성수지제의 내용기와 외용기로 구성된 이중벽 용기의 단열 공간
층에, 공기보다 저열전도율 가스를 봉입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
기는 단열 공간층내에 저열전도율 가스를 치환 봉입하기 위해, 외용기 혹은 내용기의 일부에 치환 봉입용 
개공부(開孔部)가 형성되어 있다.

이 개공부는 외관상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설치된다. 또한 내용기와 외용기를 접합한 후, 내외용기에 의
해 형성된 공간에 개공부보다 저전도율 가스를 치환 봉입하여 봉지판(封止板)으로 봉지하는데, 이러한 일
련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공부는 외용기의 저부(底部) 중앙부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외용기의 형성시에 있어서는, 외용기의 저부 중앙부에 개공부가 설치되도록 금형을 제작하므로, 
금형의 사출 성형용 게이트 위치를 외용기의 저부 중앙부이외의 다른곳에 설치해야 한다. 이로인해, 중심
에 대해서 좌우 대칭형인 외용기를 형성하는 금형의 성형공간으로의 합성수지의 유입이 외용기의 주벽단
부에 대해서 같지 않게 되므로, 외용기 성형품은 웰드의 불량을 일으키기 쉽고, 편심, 뒤틀림등의 외관불
량이나 강도 부족을 일으키기 쉽고, 나아가 불량률의 증가에 의한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외용기의 저부 중앙부에 사출 성형용 게이트 위치를 배치한 경우는, 성형후에 게이트 커트부의 구
멍 뚫기 가공이 필요하게 된다. 이 구멍 뚫기 가공은, 구멍의 지름이 약 1mm로 작을 뿐만 아니라 위치 결
정 정도(精度)를 필요로 하므로 성형시의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그 결과, 외용기를 싸게 제조할 수 없
는 단점이 생긴다.

또한, 외용기와 내용기로 이루어진 합성수지제 이중벽 용기에서 내외용기의 공간에 저열전도율 가스를 충
전하여 단열성능을 얻는 경우, 가스의 충전작업등을 위해 외용기의 저부 중앙에 개공부를 형성하는데, 개
공부를 보호할 필요가 생긴다. 그로 인해, 개공부를 중심으로 한 오목부를 설치하여 이 오목부에 봉지판
을 끼워 맞춰 봉지하는데, 오목부의 형성을 위해 오목부 부근의 두께가 얇게 되어 강도가 약해지는 단점
이 생긴다.

그리고, 종래로 부터 제안되고 있는 단열 식기로는, 합성수지제의 내용기와 외용기를 저합한 이중벽 용기
의 단열 공간층이 공기 단열로 된 것이나, 발포 스티롤, 우레탄등의 단열재를 장착한 것이 알려져 있다. 
이들 종래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는 보온, 보냉 성능이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고, 실사용상 만족
할만한 것은 못되었다. 또한, 단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단열 공간층의 두께를 크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중벽 용기를 거꾸로 해서 평면상에 엎어 놓았을 때의 외관상 체적에 대한 내부 
수용용적의 비율인 유효 용적률이 악화되어, 상품 가치를 크게 손상시킨다.

또한, 그 개선안으로서 금속제 진공 단열 용기가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식기는 광구형상(廣口形狀)으로 된 것이 일반적이므로, 입구로부터의 전열 손실이 크고, 특히 금
속제 식기의 경우 합성수지에 비해 전열 손실이 크고, 단열 성능이 좋다고 하는 진공단열을 이용하더라도 
실제로는 입구로부터의 전열 손실이 커서 단열성능이 나쁜 단점이 있다. 또 그와 동시에 입구부가 뜨거워
질 염려가 있다. 더욱이, 금속제 단열 용기는 무겁고 비싸다는 등 각종 단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식기에서, 보온 가능하게 하는 식기로는, 식품을 넣는 용기 본체와 그 덮개로 이루어지고, 
용기 본체는 그 단열층내에 발포 스티롤, 우레탄등의 단열제를 충전하거나 공기등에 의한 단열이 제안되
고  있다.  또  용기  본체는,  복사를  억제하기  위해  용기  본체의  단열층내에  알루미늄박을  장착한  것이 
있다.

또한 상기 식기에 부속하는 덮개는, 덮개의 상부에 손잡이부를 가지고 2중의 구조를 한 것이 있는데, 용
기 본체의 보온성을 지향한 것이 대부분으로, 덮개의 수납성 및 보온성을 고려한 제안은 없었다.

상기 식기의 덮개는 용기 본체에 비해 보온 성능이 떨어지고, 식기의 열이 덮개로부터 빠져나가기 쉬어, 
식사할 때 적절한 온도를 잃어버리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용기에 식품을 담아 덮개를 덮은 경우, 용기내
의 식품의 수분이 열로 인해 증발하여 덮개와 용기의 접촉부가 수분으로 밀착되어, 덮개로부터의 열의 발
산에 의한 감압때문에 덮개가 용기에 흡착되어, 식사시 덮개를 용기에서 벗기는데 애를 먹을 때가 있다. 
또한 종래의 덮개는 꼭 맞는 장착감이 없는데다가, 조금이라도 어긋나 있으면 성능저하의 원인이 되거나 
운반중 벗겨져서 내용물이 쏟아질 염려가 있었다.

또한 이중벽 구조의 덮개는 겹쳐 쌓은 경우, 아래 덮개의 손잡이부가 윗 덮개의 하면벽과 접하여 지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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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돌출된 손잡이 부분만큼 높이가 높아지게 되어 수납성이 저하됨과 동시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종래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방법으로서, 하나는 가스 차단성이 높은 수지를 이용하
여 저열전도율 가스로 블로우 성형에 의해 이중벽 용기를 성형하면서, 이중벽 용기내에 저열전도율 가스
를 밀봉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서는 수지만으로 가스 차단성을 유지시키고 있어서, 단열 공간내에 
복사 방지재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

다른 제조 방법으로서, 사출 성형에 의해 내외용기를 따로따로 성형한 후, 각각의 개구부를 접착제등으로 
접합하여 이중벽 용기를 형성하고, 내외용기 사이의 공기를 저열전도율 가스로 치환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 의해 형성된 내용기와 외용기에는 내용기 외면이나 외용기 내면에 도금이나 금속박으로 이루어진 
복사 방지재의 형성이 가능하고, 이들 복사 방지재를 형성한 후 내용기를 외용기에 수용하고 각각의 개구
부에서 접속하여 공간부를 형성하고, 내외용기의 어느쪽엔가 형성된 개공으로부터 공간부를 배기한 후, 
저열전도율 가스를 봉입하여 봉지판으로 봉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 가스 차단성 수지는 흡습성(吸濕性)이 크고, 흡습했을 때 가스 차단성, 강도, 치수 
안정성이 저하된다. 또 고온에서는 강도 부족의 경향이 있다. 또한 블로우 성형법으로 성형한 이중벽 용
기에는,  복사전열을  줄이기  위한,  단열층에  면하는  벽면으로의  금속박  혹은  도금의  형성이  극히 
곤란하다.

또한 사출 성형에 의해 내용기와 외용기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내외용기를 접합하여 이중벽 용기를 형성
한 후, 내외용기중 어디인가에 형성된 개공으로부터 공간부를 배기한 후, 저열전도율 가스를 급기하고 개
공을 봉지하여 단열 이중벽 용기를 제작해야 하므로, 제조공정이 많아져서 제조 단가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접착제에 의한 접합에서는, 내열수성이나 내약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강도적으로도 
약해질 염려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싸고, 단열 성능, 강도가 뛰어난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와 그 덮개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특히 하기의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제조시 사용하는 용제나 내용물 등에 의한 크랙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싸고 
내구성이 뛰어난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제조 비용이 작고, 웰드 등의 불량을 일으키지 않고, 외관적으로도 강도적으로도 
뛰어난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 및 그 외용기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3 목적은, 입구부로부터의 전열 손실 및 제조 비용이 작고, 가벼우면서도 단열 성능이 뛰어
난 용기 및 용기의 덮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4 목적은, 뛰어난 보온 성능을 가지고, 수납성 및 수납시의 안정성을 가지면서 덮개가 용기 
본체에 흡착되는 일이 없고, 또한 용기로의 장착시나 운반시에 있어서 안정성이 있는 용기의 덮개를 제공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5 목적은, 이중벽 구조를 갖는 용기나 덮개의 단열층에 면하는 벽면으로의 복사방지재의 형
성이 용이하고, 개공을 설치하지 않고 저열전도율 가스를 내용기 단부와 외용기 단부와의 사이, 혹은 덮
개의 상면벽 단부와 하면벽 단부와의 사이의 간극으로부터 충전하고, 즉시 내외용기 단부 혹은 상하면벽
의 단부를 접합함으로써, 단열 이중벽 용기나 단열 이중벽 덮개의 제조 공정을 간략화하고, 나아가 접합
부의 기밀성을 높이면서 접합 강도의 신뢰성이 높은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 방법 및 합성수
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는, 합성수지제의 내용기와 외용기를 구비하고, 상기 내용기와 상
기 외용기를 연결시켜 내용기를 외용기내에 공간을 두고 수용하여 이중벽 용기로 하고, 또한 상기 내용기
와 외용기로 형성한 공간부를 단열층으로 하고, 상기 공간부에 면하는 표면중 적어도 내용기의 표면에 금
속으로 이루어진 복사 방지재가 설치되고, 상기 공간부에 크세논, 크립톤, 아르곤중 적어도 1종의 저열전
도율 가스를 봉입해서 이루어진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이다.

상기 이중벽 용기의 공간부에 면하는 표면중 적어도 내용기의 표면에 금속으로 이루어진 복사 방지재가 
설치되고, 공간부에 크세논, 크립톤, 아르곤중 적어도 1종의 저열전도율 가스를 봉입하므로, 공간부의 저
열전도율 가스에 의한 단열과 복사 방지재에 의한 복사 전열의 감소에 의해, 종래의 공기 단열이나 우레
탄 단열에 의한 용기에 비해서 뛰어난 단열 성능을 가지면서 단열층을 얇게 형성할 수 있고, 가볍고 싼 
용기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제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1 실시예로서, 상기 내용기
와 외용기가 내약품성 수지로 이루어지고, 상기 외용기의 저부벽의 중앙에 개공부가 설치되고, 이 개공부
를 내약품성 수지로 이루어진 봉지판으로 봉하여도 좋다.

본 발명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1 실시예에 의하면, 제조상 및 실사용상 용제, 세제, 표백제 
등의 약품 혹은 내용물 등에 의해 용기의 내외표면에 크랙이 발생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내구성이 뛰어
난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내약품성 수지로서 폴리 카보네이트와 폴리 에스테르의 혼합수지가 사용되고, 이 혼합수지는 내 유
기용제성도 있으므로, 내용기의 외면이나 외용기의 내면에 도금막 형성을 위해 ABS수지계 도료를 도포하
는 경우에도, 도료에 포함된 용제에 의한 크랙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 수지는 가스 차단성이 뛰어
나므로 금속에 의한 복사 방지재가 도금막인 경우, 도금의 불착이 어느 정도 허용되어, 도금의 불량률을 
줄일 수 있다. 더욱이, 도금막 형성의 경우는 가스 차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복사 방지재가 금속박인 
경우는 간편한 설치 조작으로 복사 전열을 감소시킬 수 있다. 더욱이 금속박의 경우는, ABS수지계 도료의 
도포 및 금속박 설치를 위한 장치 등이 불필요하므로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를 싸게 할 수 있다.

또한, 내외용기를 도금막이 붙기 어려운 수지로 형성한 경우는, 내외용기의 도금막을 형성해야 하는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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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수지계 도료를 도포하고, 그 도포면에만 도금막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도금의 정도를 올릴 수 있고, 
특히 내외용기의 접합부나 개공부를 뺀 부분에 도금막을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2 실시예로서, 상기 
외용기의 저부 중앙부에, 저부벽 두께가 거의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 외측 표면에 오목부, 단열층측 표면
에 볼록부를 구비한 단부(段部)가 설치되고, 또 그 단부의 중심에 저부벽을 관통하는 개공구가 설치됨과 
동시에 상기 오목부에 배치된 봉지판으로 상기 개공부가 봉해지도록 해도 된다.

본 발명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2 실시예에 의하면, 외용기의 저부 중앙부의 단열층측에 볼
록부를 형성함과 동시에 이 볼록부의 뒷면에 볼록부의 중심과 일치시켜 오목부가 형성되므로, 외용기의 
저부 중앙의 두께를 타부의 두께와 같도록 할 수 있고, 외용기의 저부 특히, 개공 주위의 강도를 높일 수 
있고, 봉지판을 오목부에 끼워서 봉지할 수 있다.

또한, 외용기의 오목부에 봉지판을 끼워 접착하므로, 개공부를 접착제로 봉지한 후 봉지판에 의해 개공부
를 보호할 수 있다.

더욱이, 외용기의 저부 외표면의 오목부측으로 부터 단열층 공간의 볼록부측을 향해 개공부가 축경(縮
徑)됨과 동시에 그 개공부가 접착제로 봉지됨으로써,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를 봉지할 때 이중벽 
용기를 엎어놓고 봉지하는데, 개공부가 외용기의 저부 외표면의 오목부측으로 부터 단열층 공간의 볼록부
측을 향해 축경되므로, 외용기의 저부 외표면측의 개공이 넓어져서, 접착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지고 
접착제에 의한 개공부의 봉지가 용이해진다.

또한, 접착제로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계의 접착제를 사용함으로써, 기밀성이 높고 특히 순간적으로 강력한 
접착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중벽 용기의 공간부에 충전된 단열성 가스의 봉지가 가능해진다. 또한, 외
용기의 내면에도 복사방지재를 설치해 놓으면, 복사 전열의 감소가 가능해진다.

또한, 복사 방지재를 도금막, 알루미늄박, 동박, 은박중의 1종으로 함으로써, 복사 방지재를 저렴한 비용
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복사 방지재를 도금막으로 하면, 복사 전열의 감소외에 가스 차단성을 높
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제3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3실시예로서, 상기 단열층에 면
하는 표면중 개구부 근방 이외의 부분에 금속박막층을 배치해도 좋다.

본 발명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3 실시예에 의하면, 열전도에 의한 전열손실을 작게 함과 동
시에, 복사에 의한 전열손실을 작게 할 수 있다.

또한, 내용기의 개구부 근방에, 상기 금속 박막층보다도 얇은 1-10㎛ 두께의 동도금막을 형성함으로써, 
이 부위의 가스 차단성을 높이면서 복사 전열에 의한 전열 손실을 작게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금속 박막층으로서 금속박을 이용함으로써, 간편한 설치 조작으로 금속 박막층의 형성이 가능
하게 되고, 복사에 의한 전열 손실의 경감을 달성할 수 있다. 이 금속박의 형성은, 도금막의 형성에 비해
서 특별한 장치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 작업공정을 간략화할 수 있으므로, 용기의 제조 단가의 절감이 가
능해진다. 또한, 상기 금속 박막층을 동도금막으로 한 경우는, 용기의 가스 차단성을 높일 수 있고, 복사 
전열을 줄일 수 있으며, 뛰어난 단열 성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용기를 내약품성 및 내열수성 
합성수지에 의해 형성함으로써, 그 제조 시에 또는 사용시에, 용제, 표백제, 세제 혹은 내용물 등에 의해 
용기 및 덮개에 크랙 등의 손상이 생기는 일이 없고 내구성이 뛰어난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덮개는, 용기의 개구부를 밀폐하는 덮개로서, 합성수지로 이루어진 상면벽과 하면벽을 구비하
고, 이것들을 공간부를 두고 배치하여 주벽부에서 접합한 이중벽 밀폐구조로 이루어지고, 상기 상면벽은 
그 중앙부에 상방으로 돌출되는 통형 볼록부를 구비하고, 상기 하면벽은 상기 용기의 개구부와 부합하는 
부합부를  구비하고,  상기  공간부에  크세논,  크립톤,  아르곤  중  적어도  1종의  저열전도율  가스가 
봉입되어, 상기 부합부에 의해 덮개의 주벽부가 상기 용기의 개구부와 부합해서 상기 용기를 밀폐하는 덮
개이다.

따라서 밀폐구조의 이중벽 구조를 갖기 위해 덮개의 하면벽 및 상면벽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부를 단열공
간으로 할 수 있고, 덮개의 보온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공간부에 크세논, 크립톤, 아르곤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의 저열전도율 가
스를 봉입하므로, 종래의 공기 단열이나 우레탄 단열에 의한 용기에 비해서 뛰어난 단열 성능을 가지면서 
단열층을 얇게 형성할 수 있고, 가볍고 싼 용기 및 덮개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4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덮개의 제1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하면벽의 중앙부로부
터 상기 공간부를 향해 상방으로 돌출하는 형상의 통형 볼록부가 형성되고, 또한 그 통형 볼록부의 내경
은 상기 상면벽의 볼록부의 외경보다 크도록 구성해도 좋다.

본 발명의 덮개의 제1 실시예에 의하면, 덮개를 겹쳐 쌓았을 때, 하단의 덮개의 상면벽 볼록부는 상단의 
덮개의 하면벽 볼록부의 통형 공간내에 수납 가능하게 된다.

또한, 덮개 주벽부에 경(徑)방향의 홈을 용기의 내부와 외부를 연통하도록 형성하면, 용기에 담긴 식품등
의 열이 발산되더라도 덮개가 용기에 흡착되는 일이 없다.

또한, 덮개의 하면벽과 상면벽에 의해 형성되는 두께를, 덮개의 부합부의 근방의 접합부와, 덮개의 상면
벽 볼록부의 뿌리부 근방과 하면벽 볼록부의 상단 근방에서 형성되는 공간을 빼고 10-15mm로 형성하면, 
덮개의 단열 공간을 크게 할 수 있고,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온 성능을 좋게 할 수 있다.

또한, 덮개의 상면벽 볼록부가 원통형과 각통형 중 어느 하나로 하면, 상면벽 볼록부에 천정부를 가질 수 
있고, 덮개의 단열 공간을 넓게 취할 수 있으며, 덮개의 손잡이부의 형상을 선택할 수 있고, 보온 용기의 
디자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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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덮개를 형성하는 상,하면벽의 공간부에 면하는 표면 중 적어도 하면벽의 표면에 금속으로 이루어진 
복사 방지재를 형성하면, 덮개의 복사전열을 억제할 수 있다. 또 상면벽에도 금속으로 이루어진 복사 방
지재를 형성해 놓으면 복사전열을 대폭 억제할 수 있다.

더욱이, 금속으로 이루어진 복사 방지재를 도금막, 알루미늄박, 동박, 은박 중 1종을 선택하여 설치하면 
복사 방지재를 싸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3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덮개의 제2 실시예로서, 상기 단열층에 면하는 표면 중 
개구부 근방 이외의 부분에 금속 박막층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덮개의 제2 실시예에 의하면, 합성수지로 이루어지고, 단열층에 면하는 표면 중 내용기의 개구
부 근방 혹은 상면벽 주연부 근방을 제외한 표면에 금속 박막층을 형성함으로써, 열전도에 의한 전열 손
실 및 복사에 의한 전열 손실을 작게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주연부 근방에, 상기 금속 박막층보다 얇은 1-10㎛ 두께의 동도금막을 형성함으로써, 이 부위
의 가스 차단성을 높일 수 있고, 복사전열에 의한 전열 손실을 작게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금속 박막층으로서 금속박을 이용함으로써, 간편한 설치 조작으로 금속 박막층의 형성이 가능
하게 되고, 복사에 의한 전열 손실의 경감을 달성할 수 있다. 이 금속박의 형성은, 도금막의 형성에 비해 
특별한 장치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작업 공정의 간략화가 가능해지므로, 덮개의 제조 비용의 절감을 가능
하게 한다. 또한 상기 금속 박막층을 동도금막으로 한 경우, 덮개의 가스 차단성을 높일 수 있고, 복사 
전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뛰어난 단열 성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덮개를 내약품성 및 내열수성의 합성수지에 의해 형성함으로써, 그 제조 혹은 실사용상에 있어서도 
용제, 표백제, 세제 혹은 내용물 등에 의해 덮개에 크랙등의 손상이 생기는 일이 없고, 내구성이 뛰어난 
덮개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제5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 방법은,

a) 내용기와 외용기를 수지를 이용하여 형성하는 공정과,

b) 상기 외용기내에 내용기를 수용한 상태로 기밀한 공간내에 배치하고, 그 공간을 배기하는 공정과,

c) 상기 공간내에 크세논, 크립톤, 아르곤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의 저열전도율 
가스를 충전하는 공정과,

d) 내외용기의 단부를 가열 용착하여 기밀하게 접합하는 공정을 구비한 것이다.

또한,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의 제조 방법은,

a) 상면벽과 하면벽을 수지를 이용하여 형성하는 공정과,

b) 상기 상면벽과 하면벽을 각 단부를 중첩한 상태로 기밀한 공간내에 배치하고, 그 공간내를 배기하는 
공정과,

c) 상기 공간내에 크세논, 크립톤, 아르곤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의 저열전도율 
가스를 충전하는 공정과,

d) 상면벽과 하면벽의 단부를 가열 용착하여 기밀하게 접합하는 공정을 구비한 것이다.

상기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 방법은, 외용기내에 내용기를 수용한 상태에서 기밀한 공간내
에 배치하고, 이어서 그 공간내를 배기한 후, 그 공간 내에 상기 저열전도율 가스를 충전하고, 그 후 내
외용기의 단부를 가열 용착하여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를 제조하므로, 내외용기의 어디에도 배기공
을 형성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본 발명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의 제조방법은 상면벽 단부와 하면
벽 단부를 접한 상태로 기밀한 공간내에 배치하고, 이어서 그 공간내를 배기한 후, 그 공간내에 상기 저
열전도율 가스를 충전하고, 그 후 상하면벽의 단부를 가열 용착하여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를 제조
하므로, 상하면벽의 어디에도 배기공을 형성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배기공을 형성하지 않은 내용기와 외용기 혹은 상면벽과 하면벽을 이용하여, 내외용기 사이에 저
열전도율 가스를 봉입하여 이루어지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 혹은 상하면벽 사이에 저열전도율 
가스를 봉입하여 이루어지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를 적은 공정으로 제조할 수 있고,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의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배기공을 형성하
지 않으므로 그만큼 디자인의 자유도가 높은 용기나 덮개를 얻을 수 있다.

또 내외용기 혹은 상하면벽을 하지그와 상지그 사이의 기밀한 공간에 수용하고, 공간내를 배기한 후, 공
간내에 저열전도율 가스를 봉입하므로, 공기 등의 혼입이 없고, 저열전도율 가스를 확실히 충전할 수 있
다. 더욱이 나머지 가스의 회수 이용이 용이하므로, 저열전도율 가스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하지그와 상지그 사이에 내외용기나 상하면벽을 수용하고, 내외용기나 상하면벽의 단부를 마찰에 
의해 가열 용착함으로써, 내외용기나 상하면벽의 단부면끼리의 용착에 의한 접합을 행할 수 있고, 내외용
기의 단부나 상하면벽의 단부의 기밀성이 높으며, 내외용기의 밀착강도가 큰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
기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내용기와 외용기를 내약품성 수지를 이용하여 
성형하면, 얻어지는 용기는 용제나 세제, 내용물 등에 의해 크랙이 발생되는 일이 없다. 또한, 내외용기
를 접합한 후, 내용기와 외용기의 공간부에 면하는 표면 중, 적어도 내용기의 표면에 금속으로 이루어진 
복사 방지재를 형성한 후, 내외용기를 공간부를 가지게 접합하고, 그 공간부에 크세논, 크립톤, 아르곤 
중 적어도 1종의 저열전도율 가스를 봉입하므로, 단열 성능이 높은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를 제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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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약품성 수지가 폴리 카보네이트와 폴리 에스테르의 혼합수지이므로, 내외용기의 도금막 형성면에 
ABS수지계의 도료를 도포해도 도료의 용제에 의해 크랙이 생기는 일이 없고, 용기의 내구성을 높일수 있
다. 또한, 이 혼합수지는 가스 차단성도 높으므로 도금막에 의하지 않은 금속박에 의한 복사전열의 감소
가 가능해지므로, 제조 공정을 간소화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외용기의 형성방법은, 외용기와 내용기가 연결되어진 합
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외용기를, 금형 내부로 합성수지를 사출하여 성형하는 방법으로서,

a) 외용기의 내표면을 형성하기 위한 웅형(雄型)을 제작하는 공정과,

b) 외용기의 외표면을 형성하기 위한 자형(雌型)을 제작하는 공정과,

c) 상기 웅형과 자형을 조합하여 내부에 사출 성형용 공간부를 형성하여 상기 금형으로 하고, 상기 사출 
성형용 공간부에 합성수지를 사출하여 성형품을 제작하는 공정과,

d) 상기 성형품의 저부 중앙부에 개공부를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a)공정에서는, 상기 웅형의 상기 사출 성형용 공간부에 면하는 사출 성형면의 중앙부에 성형용 오목
부가 형성되고, 또한 상기 성형용 오목부의 중앙에 사출 성형용 게이트가 형성되고;

상기 b)공정에서는, 상기 웅형의 상기 사출 성형용 공간부에 면하는 사출 성형면의 중앙부에 성형용 볼록
부가 형성되고, 또한 개공용 볼록부가, 그 지름이 상기 사출 성형용 게이트의 지름보다 작고 그 길이가 
상기 사출 성형용 공간부의 두께보다 길어지도록, 상기 성형용 볼록부의 중앙에 설치되고;

상기 c)공정에서는, 상기 사출 성형용 게이트내에 상기 개공용 볼록부의 선단을 삽입하도록 하여 상기 웅
형과 자형을 조합시키고, 상기 사출 성형용 공간부에 상기 사출 성형용 게이트로부터 합성수지가 사출되
고,

상기 d)공정에서는, 상기 사출 성형용 게이트에 의해 형성된 게이트 핀을 절단함으로써, 상기 외용기의 
저부 중앙부에 개공부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외용기의 형성 방법에 의하면, 외용기의 저부의 중심에 대응하는 위치, 즉 웅형의 성형용 
오목부의 중앙부에 사출 성형용 게이트를 설치했으므로 좌우 대칭인 외용기의 저부의 중심으로부터 사출 
성형을 할 수 있고, 금형의 성형 공간으로의 합성수지의 유입을 균일하게 할 수 있으므로 웰드의 불량이
나 편심, 뒤틀림 등의 외관 불량이나 강도부족의 발생을 극단적으로 적게 할 수 있어, 불량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지름이 큰 사출 성형용 게이트내에 지름이 작은 개공용 볼록부의 선단을 삽입하고, 사출 성형용 공
간부에 상기 사출 성형용 게이트로부터 합성수지를 사출하여 성형하므로, 게이트 핀을 컷트하면 쉽게 개
공부를 얻을 수 있고, 드릴 등에 의한 별도의 구멍뚫기 가공이 불필요하다.

더구나, 자형의 개공용 볼록부가 기단부에서 선단부를 향해 축경됨으로써, 외용기의 개공부는, 외표면의 
오목부측으로부터 내표면의 볼록부측을 향해 축경되도록 성형할 수 있고, 외용기와 내용기를 접합하여 형
성한 이중벽 용기를 거꾸로 하여 개공부를 접착제로 봉지할 때, 접착제가 개공부로 들어가기 쉽고, 개공
부의 봉지작업이 간편해진다.

본 발명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 및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는, 호텔, 여관, 병원, 학교 급
식, 또는 일반 가정의 식기와 그 덮개로서 특히 적절하게 사용될 것이다.

제1도는 본 발명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1예를 나타낸 것으로, 이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는, 용기(1)와 그 상부 개구에 씌워진 덮개(21)로 이루어져있다.

상기 용기(1)는 외용기(2)와 내용기(3)로 이루어지고, 이들 내외용기 사이의 공간부(4)를 저열전도율 가
스를 봉입한 단열층(5)으로 하는 이중벽 구조의 그릇모양 또는 공기모양을 이루고 있다. 이들 내외용기
(2,3)는 내약품성 및 내열수성 합성수지로 이루어지고, 수지재료를 사출 성형 혹은 블로우 성형에 의해 
성형되어 있다. 사용되는 수지는 내약품성이므로 용기(1)를 형성한 후, 내용물을 넣거나 용기를 세제 등
으로 씻어도 용기(1)에 크랙이 생길 염려가 없고, 용기(1)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상기 내약품성이란 
유기용제, 표백제, 세제 등의 약품을 접해도 크랙 등의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외용기(2)의 저부 중앙에는, 단열층(5)측을 향해 오목한 오목부(10)가 형성되고, 이 오목부(10)의 중앙부
에는  개공부(8)가  형성되고,  또  오목부(10)내에는  봉지판(9)가  삽입  고정되어  개공부(8)가  봉지되어 
있다. 이 봉지판(9)도 상기 내외용기(2,3)와 같이 내약품성 및 내열수성 합성수지로 이루어지고, 이 봉지
판(9)은 접착제에 의해 오목부(10)내에 기밀하게 고착되어 있다. 이 봉지판(9)을 내약품성 합성수지로 형
성함으로써, 개공부(8)로부터 공간부(4)로 저열전도율 가스를 봉입한 후, 개공부(8)를 봉지판(9)으로 접
착제를 이용하여 봉지해도, 접착제에 포함되는 용제에 의해 이 봉지판(9)에 크랙이 생길 염려가 없다. 또
한, 세제 등에 의해서도 봉지판(9)에 크랙이 생기지 않는다.

봉지판(9)에 의한 봉지에 이용하는 접착제로는,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가 사용된다. 이 접착제는 
굳은후의 기밀성이 높고, 순간적으로 강력한 접착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용기(1)의 공간부(4)에 충전된 
저열전도율 가스의 봉지가 가능하다.

용기(1)의 공간부(4)에 봉입되는 저열전도율 가스로는, 크세논, 크립톤, 아르곤 중 적어도 1종의 가스가 

이용된다. 이들 가스의 열전도도는 크세논 (k = 0.52×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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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

-1
;0℃), 크립톤 (k = 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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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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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아르곤(k=1.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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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으로서, 공기(k=2.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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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보다도  작고, 

이들 가스는 단독 혹은 2종이상의 혼합가스로서 대기압 정도의 봉입압으로 봉입된다. 이들 저열전도율 가
스를 이용함으로써, 용기(1)의 단열성능을 높일 수 있다. 또 이들 저열전도율 가스는 불활성이므로 그 사
용에 있어서 환경상 아주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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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용기 단부(6)와 내용기 단부(7)는 진동 용착법 또는 스핀 용착법으로 접합되고, 이 접합에 의해 공간부
(4)가 형성된다. 진동 용착법 또는 스핀 용착법에 의하면, 내외용기(2,3)의 접합부를 쉽고 확실하게 밀폐
구조로 할 수 있고 접합 강도도 커진다.

외용기(2)와 내용기(3)의 사출 성형에 있어서, 내약품성의 수지로서 폴리 카보네이트와 폴리 에스테르의 
혼합수지가 이용된다. 이 혼합 수지는, 바람직하게는 폴리 카보네이트와 폴리 에스테르의 혼합 중량비가 
7:3정도로 섞은 것이다. 이 혼합수지는, 유기용제, 표백제, 세제등의 약품에 접해도 변화하지 않는 내약
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금막 형성을 위해, 내용기(3)의 외면이나 외용기(2)의 내면에 도금형성용 ABS
수지계 도료를 도포해도, 도료의 용제에 의한 크랙(솔벤트 크랙)이 생기지 않는다. 또 용기(1)를 형성한 
후, 내용물을 넣거나, 세제 등으로 씻어도 외용기(2)의 외면이나 내용기(3)의 내면에 크랙이 생길 염려가 
없다. 또한, 이 혼합수지는 내열수성이고 가스 차단성도 폴리 카보네이트 보다 매우 우수하다. 따라서 공
간부(4)에 충전된 상기 저열전도율 가스가 용기벽을 투과하여 용기 밖으로 빠져나가는 률은 극히 작다. 
이로 인해, 상품 수명이 짧은 경우에는 가스 차단성을 높이기 위해 내외용기(2,3)간의 공간부(4)에 면하
는 표면에 도금막을 형성할 필요가 없게 된다. 더구나, 폴리 에스테르에는 폴리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나 
폴리 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포함된다.

외용기(2)와 내용기(3)사이에 형성된 공간부(4)에 면하는 표면중 적어도 내용기(3)의 표면에, 금속박으로 
이루어진 복사 방지재(11)가 형성되어 있다. 금속박으로서는 알루미늄박, 동박, 은박등이 사용된다. 이들 
박은 접착제나 양면 테이프에 의해 결합되고, 공간부(4)를 지나는 복사 전열을 억제할 수 있다.

상기 금속박을 대신하여 도금막에 의한 복사 방지재(11)를 형성해도 좋다. 도금으로는 동도금, 은도금 등
이 사용되고, 화학도금, 전기도금에 의해 도금막을 형성할 수 있다. 이에따라, 용기(1)의 복사전열을 억
제할 수 있고, 내외용기의 가스 차단성을 높일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폴리 카보네이트와 폴리 에스
테르의 혼합수지는 가스 차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종래 도금 불량으로 되어 있던 부분적인 도금막의 불
착이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게 되어 도금의 불량률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제조 비용도 내릴 수 있다.

내외용기(2,3)의 공간부(4)에 면하는 용기벽에 직접 도금막을 형성할 수 없는 상기 혼합수지에는, 도금막
을 형성할 면에만 ABS수지계 도료를 도포하고, 도포 면에만 도금막을 형성한다. ABS수지계 도료의 도포면
의 도금막의 부착성은 양호하므로, 내용기 단부(7)나 외용기 단부(6)의 접합부나 개공부(8)를 제외한 면
에만 도료를 도포하여 치밀한 도금막을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된 용기(1)의 개구내에는 덮개(21)가 착탈 용이하게 설치된다. 덮개(21)는 하면벽(22)과 
상면벽(23)으로 이루어지고 상하면벽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에는 발포 스티롤, 우레탄 등으로 형성된 단열
제(24)가 배치되고, 하면벽(22)과 상면벽(23)의 단부를 접합하여 형성되어 있다. 상면벽(23)에는 손잡이
(25)가 되는 볼록부가 형성된다. 이 덮개(21)를 용기(1)에 씌움으로써, 용기(1)의 보온 효과를 높일수 있
다.

또한, 이 덮개(21)의 단열재(24)를 대신해서, 상술한 용기(1)에 있어서의 저열전도율 가스를 봉입한 단열
층(5)과 같은 단열구조를 채용할 수 있다.

이어서, 제1도에 나타낸 본 발명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방법을 설명한다.

용기(1)의 제조에 있어서, 우선 내용기(3)와 외용기(2)를 내약품성의 수지를 이용하여 성형한다. 내약품
성의 수지로는 폴리 카보네이트와 폴리 에스테르의 혼합 수지가 바람직하게 이용된다.

내외용기(2,3)를 내약품성 수지로 형성함으로써, 용기(1)에 내용물을 넣거나 세제로 닦아도 내외용기에 
크랙을 발생시키는 일이 거의 없고 내외용기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내외용기(2,3)의 성형에 이
용한 수지가 도금막을 형성하기 어려운 수지인 경우, 이 수지에 도금막에 의한 복사 방지재를 형성하기 
위해 ABS수지계 도료를 도포하는 경우에도 도료의 용제에 의해 도포면에 크랙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후, 내용기(3)와 외용기(2)의 공간부(4)에 면하는 표면 중, 적어도 내용기(3)의 표면에 금속으로 이루
어진 복사 방지재(11)를 형성한다. 이들 표면에 복사 방지재(11)를 형성할 때는, 알루미늄박, 동박, 은박 
등의 금속박을 접착제나 양면 테이프로 접착 고정하는 방법, 화학 도금이나 전기 도금에 의해 동, 은을 
도금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전기 도금에 의해 금속 도금을 형성하는 경우, 도금을 형성해야 하는 표면 부
분에 ABS수지계 도료를 도포하고, 그 도포 부분에 도금을 형성함으로써, 간편하고 확실하게 도금층을 형
성할 수 있다.

이어서, 내용기(3)와 외용기(2)를 조합하여 내용기 단부(7)와 외용기 단부(6)를 진동 용착 또는 스핀 용
착에 의해 접합하여 일체화 하고, 내외용기(2,3)사이에 공간부(4)를 갖는 이중벽 용기로 한다.

이어서, 이 이중벽 용기를 엎어 두고, 외용기(2)의 개공부(8)로부터 공간부(4)내의 공기를 배기하고, 그
후 개공부(8)를 통해 공간부(4)내에 크세논, 크립톤, 아르곤 중 적어도 1종으로 이루어진 저열전도율 가
스를 대기압 정도로 봉입하여, 즉시 개공부(8)와 오목부(10)에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계의 접착제를 도포하
여 오목부(10)에 봉지판(9)을 삽입하고, 봉지판(9)을 접착 고정하여 개공부(8)를 완전 봉지한다. 이에 따
라, 단열 성능이 높은 이중벽 용기(1)가 제작된다.

덮개(21)는 적절한 합성 수지 재료를 이용하여 상면벽(23)과 손잡이(25)를 갖는 하면벽(22)을 제작하고, 
그것들의 사이의 공간에 발포 스티롤이나 우레탄등의 단열재(24)를 충전하여 상면벽(23)과 하면벽(22)의 
각 단부를 접합하여 제조한다. 또한, 덮개(21)의 제조에 있어서, 전술한 용기(1)의 제조방법을 적용하고, 
내부 단열재(24)대신에 저열전도율 가스를 봉입하여도 되고, 그 경우는 단열 공간층두께를 작게 할 수 있
어 소형화된다.

제2도 및 제3도는 본 발명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2예를 나타낸 것으로, 제2도는 용기 전체, 
제3도는 외용기의 저부 중앙부를 나타내고 있다. 이 합성수지제 단열 용기는, 용기(31)와 용기(31)의 개
구부를 덮는 덮개(51)로 이루어진다.

이 용기(31)는 내열수성의 폴리 카보네이트 수지, 폴리 프로필렌 수지, ABS 수지, 폴리 에스테르 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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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출성형에 의해 성형된 외용기(32)와 내용기(33)로 이루어지고, 내외용기 사이의 공간부(34)를 단
열층(35)으로 하는 이중벽 구조의 그릇모양 또는 공기 모양의 용기이다.

용기 저부(38)의 중앙에는 단열층(35)측으로 볼록부(41)가 형성되고, 그 볼록부의 뒷면에는 외용기(32)의 
저부벽을 단열층(35)측으로 돌출시킨 결과 그 표면에 생기는 오목부(40)가 볼록부(41)의 중심과 일치되게 
형성되어 있다. 이 볼록부(41)와 오목부(40)의 형성에 따른 외용기 저부(38)의 두께는, 저부벽의 두께가 
거의 균일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외용기 저부(38) 중앙부의 두께를 다른 부분의 두께와 거의 균일하게 형
성하면, 외용기 저부(38)의 중앙부의 강도를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고, 아이스 박스나 보온 도시락통에 
비해 내외용기의 두께를 얇게 해야하는 이중벽 용기로 이루어진 용기의 경우에 특히 유효하다.

상기 오목부(40)는 봉지판(39)을 끼워서 접착하기 위한 것으로, 오목부(40)의 깊이는 내외용기와 같은 수
지로 형성되는 봉지판(39)의 두께와 같게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용기(31)를 조립 완성했
을때, 용기의 저부를 평활하게 할 수 있고 외관상으로도 뛰어나게 된다.

외용기 저부(38)의 중심, 즉 오목부(40)의 중심에는 외용기 저부(38)를 내외로 관통하는 개공부(42)가 형
성되어 있다. 이 개공부(42)는, 용기(31)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내외용기를 접합하여 이중벽 용기로 한 
후, 저열전도율 가스로 치환 봉입하기 위한 것으로 봉입후 접착제로 봉입되는 것이다. 이 개공부(42)의 
직경은, 봉지 공정에서 접착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위해 0.1-3m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외용기(32)와 내용기(33)는, 각 단부(36,37)에 있어서, 진동용착법 혹은 스핀용착법 등의 방법으로, 
이중벽 용기가 되도록 접합되어 있다. 이처럼 내외 용기는 진동용착 또는 스핀용착에 의해 접착되어 있으
므로, 내외용기의 접합부의 밀폐도가 높고, 접합 강도도 크다.

외용기와 내용기 사이에 형성된 단열층에는, 크세논, 크립톤, 아르곤 중 적어도 1종의 저열전도율 가스가 
봉입되어 있다. 이것들을 단독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2종 이상의 혼합가스로 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 저
열전도율 가스를 이용함으로써, 단열 성능이 높은 용기를 만들 수 있다.

외용기 저부(38)의 개공부(42)는, 제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외용기(32)의 저부 외표면의 오목부(40)측
으로부터 단열층 공간의 볼록부(41)측을 향해 축경되도록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볼록부(41)측의 개공경
은, 바람직하게는 0.1-3mm, 보다 바람직하게는 0.5-2.5mm, 또 오목부(40)측의 개공경은, 바람직하게는 2-
5mm, 보다 바람직하게는 3-4mm로 한다. 이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중벽 용기의 제조공정에서, 이중
벽 용기를 엎어놓고 저열전도율 가스를 봉입하고, 그대로 접착제로 개공부를 봉지하는데, 그때 개공부가 
단열층 공간을 향해 축경되어 있으면 개공부(42)가 깔때기형이 되고, 접착제방울을 위에서 떨어뜨려도 오
목부(40)측의 개공경이 넓게 형성되므로 접착제방울을 받기 쉽게 되어, 접착제에 의한 개공부의 봉지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볼록부측의 개공경이 0.1-3mm로 좁기때문에 접착제의 표면장력에 의해 접착제
가 떨어지지 않는다.

상기 개공부(42)는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계의 접착제에 의해 봉지되어 있다. 이 접착제는 기밀성이 높고 
접착부(49)에 가스 차단성을 부여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강력한 접착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중벽 용
기의 공간부(34)에 충전된 저열전도율 가스를 효과적으로 봉지할 수 있다.

외용기(32)의 오목부(40)에는 봉지판(39)이 끼워져 접착되어 있다. 즉, 봉지판(39)은 개공부(42)를 접착
제로 봉지한 후,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계의 접착제를 붙여 외용기(32)의 오목부(40)에 끼워져 접착된 것이
고, 이로 인해 접착부(49)가 외부로부터 보호된다. 또한, 오목부(40)에 봉지판(39)이 끼워져 접착되므로, 
이중벽  용기를  제조할  때,  봉지판(39)의  위치  결정도  쉬워지고,  봉지판(39)의  위치가  어긋나는  일도 
없다.

내용기(33)와 외용기(32)의 공간부(34)에 면하는 뒷면에는, 적어도 내용기(33)의 표면에 금속제의 복사 
방지재(48)가 설치되어 있고, 이것에 의해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복사 전열을 억제할 수 있다. 
더구나, 외용기의 내면에도 복사 방지재(48)를 설치해 놓으면, 복사 전열을 보다 적게 할 수 있다. 상기 
복사 방지재(48)로는, 도금막, 알루미늄박, 동박, 은박중 선택된 1종이 이용된다. 알루미늄박, 동박, 은
박의 박은, 접착제나 양면테이프에 의해 설치할 수 있고, 싸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도금막은 
화학도금상에 전기도금으로 도금될 수 있다. 도금막의 경우는 복사 전열의 감소화외에도 가스 차단성을 
높이는 이점도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된 용기(31)의 개구부는, 덮개(51)에 의해 용기의 개구부 내부에서 부합가능하게 덮이도록 
되어 있다. 덮개(51)는, 하면벽(52)과 상면벽(53)으로 이루어지고, 상하면벽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에는 
발포 스티롤, 우레탄등으로 형성된 단열재(54)가 삽입되어, 밀폐구조가 되도록 접합된 것이다. 또 상면벽
(53)에는 손잡이(55)가 되는 볼록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덮개(51)를 용기(31)에 덮어 씌움으로써 용
기(31)의 보온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어서, 제4도 및 제5도를 이용하여, 본 발명의 제2예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외용기의 형성 
방법을 설명한다.

제4도는, 외용기의 사출성형을 위해 형성된 형(型)을 나타낸 것이다.

제4도와  같이,  외용기(32)를  사출성형하기 위해,  외용기(32)의  내표면을 형성하는 웅형(45)과, 외용기
(32)의 외표면을 형성하는 자형(43)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사출 성형용 공간부(47)를 형성한다.

우선, 웅형(45)의 사출성형면에는, 외용기(32)의 볼록부(41)을 형성해야 하고, 그와 대응하는 위치에 성
형용 오목부(45a)를 형성해 놓는다. 또한, 자형(43)의 사출성형면에는, 외용기(32)의 오목부(40)를 형성
해야 하고, 그와 대응하는 위치에 성형용 볼록부(43a)를 형성해 놓는다. 그리고, 자형(43)의 성형용 볼록
부(43a)의 중앙에는, 외용기(32)의 저부벽을 관통시켜 저부벽의 중앙에 개공부(42)를 형성하는 개공용 볼
록부(44)를 형성해 놓는다. 이 개공용 볼록부(44)는, 외용기(32)의 개공부(42)근방의 저부벽의 두께보다 
길어지도록 형성되고, 또 기단부(44a)에서 선단부(44b)를 향해 축경되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웅형(45)의 성형용 오목부(45a)의 중앙위치에는 자형(43)의 개공용 볼록부(44)의 지름보다 큰 지
름을 갖는 사출성형용 게이트(46)를 설치하고, 이 사출성형용 게이트(46)내에 자형(43)의 개공용 볼록부

37-9

1019960038263



(44)의 선단을 삽입하면서, 웅형(45)과 자형(43)의 접합면(미도시)을 합쳐서 사출성형용 공간부(47)를 형
성한다.

여기서, 웅형(45)과 성형용 오목부(45a)와 성형용 볼록부(43a)와의 사이의 사출성형용 공간부(47)는, 외
용기 저부(38)의 중앙부를 형성하기 위한것인데, 외용기 저부(38)전체의 두께가 같게 되도록, 공간부의 
두께는 균일하게 한다.

이어서, 제5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사출성형용 게이트(46)로부터 사출성형용 공간부(47)로 합성수지를 
공급하여 외용기(32)를 형성한다. 이어서, 외용기(32)의 성형품에는 사출성형용 게이트(46)에 의해서 부
수된 게이트 핀(50)을 게이트 컷트함으로써, 외용기 저부(38)에 개공부(42)를 형성하여 외용기(32)를 완
성시킨다.

이와 같이, 상기 외용기의 형성 방법에서는 개공부 형성을 위한 특별한 구멍뚫기가공이 불필요하게 된다.

또한, 웅형(45)측의 중심 위치, 즉 웅형(45)의 사출성형면의 성형용 오목부(46)의 중심위치에 사출성형용 
게이트(46)를 설치하였으므로, 좌우 대칭인 외용기(32)를 형성할 때에, 사출성형용 공간부(47)로의 합성
수지의 유입에 치우침이 없어지고, 웰드의 불량이나 편심, 뒤틀림 등의 외관 불량이나, 강도 부족의 발생
이 극히 적어진다.

더욱이, 게이트 컷트위치가 외용기(32)의 내면측이므로, 외용기(32)와 내용기(33)를 조립하였을 때 게이
트 컷트부가 외부로부터 보이지 않게 되어 외관상 좋다. 또 단열층측에 볼록부(41)가 형성되어, 외용기 
저부(38)의 다른 부위보다도 바닥이 높게되어 게이트 컷트작업이 쉬워진다.

한편, 내용기(33)의 성형에 있어서, 내용기(33)의 외면의 저부 중심에 사출 성형용 게이트(46)을 설치해 
놓으면 특별히 성형상의 문제는 없다.

상기와 같이, 외용기(32)와 내용기(33)를 성형한 후, 외용기(32)의 내면과 내용기(33)의 외면에, 금속으
로 이루어진 복사 방지재(48)를 형성한다. 복사 방지재(48)는 동이나 은 등에 의해 화학도금후 전기 도금
을 행하거나, 알루미늄박, 동박, 은박 중 어느 하나의 박을 접착제 혹은 양면 테이프로 접착한다. 그후 
외용기(32)와 내용기(33)의 각 단부(36, 37)를 진동 용착 또는 스핀 용착으로 접합하여 이중벽 용기를 형
성한다.

이어서, 이 이중벽외용기를 거꾸로 세워, 내외용기 사이의 공간부(34)에 크세논, 크립톤, 아르곤 중 적어
도 1종의 가스를 충전한 후, 이중벽 용기를 거꾸로 세운채 개공부(42)를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로 
봉지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외용기(32)의 개공부(42)를 형성하는 자형(43)의 개공용 볼록부(44)는, 기단부(44a)로
부터 선단부(44b)를  향해 축경되게 형성되고,  성형용 볼록부(43a)의  상면에 설치된다.  따라서, 외용기
(32)의  개공부(42)는,  외표면의  오목부(40)측으로부터  내표면의  볼록부(41)측을  향해  축경된  구조가 
된다. 따라서, 개공부(42)에 접착제방울을 흘려도 오목부(40)측의 개공경이 크므로, 접착제가 개공부(4
2)로 들어가기 쉽고, 개공부의 봉지 작업이 간편해 진다. 이 개공부에 있어서, 볼록부(41)측의 개공경을 
0.1-3mm로 했을 때, 오목부(40)측의 개공경을 3-5m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볼록부(41)측의 개공경
을 0.1-1mm로 했을때, 오목부(40)측의 개공경을 3-4m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용기(31)는 단열 성능이 뛰어나고, 강도적으로도 외관적으로도 뛰어나게 된다.

제6도는 본 발명의 용기 및 용기의 덮개의 제3의 예를 나타낸 것으로, 도면 중 부재번호 61은 용기, 81은 
이 용기(61)에 덮어진 덮개이다.

이 용기(61)는, 외용기(62)와 내용기(63)로 이루어지고, 이들 내외용기간의 공간부(64)를 저열전도율 가
스를 봉입한 단열층(65)으로 한 이중벽 구조의 그릇모양 또는 공기모양을 이루고 있다. 이들 외용기(62)
와  내용기(63)는,  내열수성의  폴리  카보네이트  수지,  폴리  프로필렌  수지,  ABS  수지,  폴리  에스테르 
수지, 폴리 카보네이트와 폴리 에스테르와의 혼합 수지 등의 합성 수지를 원료로 해서 사출 성형, 혹은 
블로우 성형에 의해 성형되고 있다.

제6도 및 제7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제3의 예에서는, 단열층(65)에 면하는 표면 중, 내용기(63)의 개
구부 근방의 a부, b부 이외의 표면 부분에는, 금속 박막층으로서 금속박(72)이 형성되고, a부와 b부에는 
금속박(72)을 설치하지 않아서, 내외용기의 합성수지가 노출되어 있다. 이 금속박(72)은, 접착제나 양면
테이프로 내용기(63)의 외면과 외용기(62)의 내면에 접착되어 있다. 덮개(81)의 주연부(90)와의 접촉부분
이 되는 a부와, 내용기 단부(67) 근방의 b부에는 금속박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용기(61)의 개구부
(75) 근방에 있어서 금속박(72)끼리의 접촉이 없어지고, 개구부(75) 근방으로부터의 열전도에 의한 전열
손실은 대폭 작아진다. 또한 단열층(65)에 면하는 대부분의 면에는 금속박(72)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용
기(61)에 내용물을 넣은 경우, 복사에 의한 전열 손실을 작게 할 수 있다. 이 금속박(72)의 형성은, 금속 
박막층으로서 도금막 형성에 비해서 특별한 장치를 이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용기(61)의 제조 비용을 대
폭 삭감할 수 있다. 이 a부와 b부의 길이는 a부가 20mm정도, b부가 5mm정도로 된다.

또한, 내용기(63)의 외면에 금속박(72)을 설치할 때, 개구부(75) 근방의 a부에 가까운 부분의 금속박(7
2)을 내용기(63) 표면에 밀착시키지 않고, 내용기(63)과 금속박(72)을 약간 이간시켜 두더라도 된다. 이
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내용기(63)의 개구부(75) 근방의 전열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외용기 단부(66)와 내용기 단부(67)는, 진동 용착 또는 스핀 용착으로 접합되고, 이 접합에 의해 공간부
(64)가 형성된다. 외용기 단부(66)와 내용기 단부(67)를 진동 용착 또는 스핀 용착으로 접합한 경우, 이
들 접합부를 쉽고 또한 확실하고 기밀하게 접합하여 내외용기 사이의 공간부(64)를 밀폐구조로 할 수 있
고, 그 접합강도도 커진다.

용기(61)의 공간부(64)에 봉입되는 저열전도율 가스로는, 크세논, 크립톤, 아르곤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부터 선택되고, 이들 가스를 단독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2종 이상의 혼합가스로 해서 대기압 정도의 봉입
압력으로 공간부(64)내에 봉입된다. 이들 저열전도율 가스를 이용함으로써, 용기(61)의 단열 성능을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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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이들 저열전도율 가스는 불활성이므로, 환경 보전상의 문제도 없고, 사용상 적합하다.

금속박(72)으로는, 동박 혹은 알루미늄박이 이용된다. 이들 금속박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 설치가 
간편하다.

외용기(62)의 저부 중앙에는, 단열층(65)측을 향해 오목한 오목부(70)가 형성되고, 이 오목부(70)의 중앙
부에는 개공부(68)가 형성되고, 또한 오목부(70)내에는 봉지판(69)이 삽입 고정되어, 개공부(68)가 봉지
되어 있다. 이 봉지판(69)은 접착제에 의해 오목부(70)내에 기밀하게 고착되어 있다. 봉지판(69)에 의한 
봉지에 이용되는 접착제로는,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가 이용된다. 이 접착제는 굳은 후의 기밀성
이 높고 순간적으로 강력한 접착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용기(61)의 공간부(64)에 충전된 저열전도율 가
스의 봉지가 가능하게 된다.

제8도는 제6도에 나타낸 용기(61)에 있어서 금속박막층 배치의 제2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 예에서는 
제8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기(61)의 개구부 근방의 a부와 b부에 금속박(72)보다도 얇은 1-10㎛의 동도
금막(73)을 형성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 동도금막(73)의 두께는 내용기(63)의 개구부 근방으로부터의 
열전도에 의한 전열 손실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두께는 아니고, 이 동도금막(73)에 의해 개구부 근방의 a
부, b부의 가스 차단성을 얻을 수 있고, 복사 전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동도금막(73)은, 화학도금막
을 형성하고 그 위에 광택 전기 도금을 행함으로써 형성된다. 동도금막(73)은 은도금 막에 비해서 저렴하
게 형성할 수 있으며, 은도금막과 동등한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제11도 및 제12도는, 제6도에 나타낸 용기(61)에 있어서 금속박막층 배치의 제3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 예에서는 제11도 및 제12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기(61)의 단열층(65)에 면하는 표면 중 개구부 근
방의 a부 및 b부 이외의 표면에, 가스 차단성을 부여하기 위해 금속 박막층으로서 동도금막, 은도금막 등
의 금속피막(71)을 형성하고 있다. 이 금속피막(71)을 형성함으로써, 용기(61)의 가스 차단성을 높일수 
있고, 복사 전열에 의한 전열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개구부(75) 근방에는 금속피막(71)을 형
성하지 않으므로, 개구부 근방으로부터의 열전도에 의한 전열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제13도는, 제6도에 나타낸 용기(61)에 있어서 금속박막층 배치의 제4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 예에서는 
제1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기(61)의 단열층(65)에 면하는 표면 중 개구부 근방의 a부 및 b부에, 가스 
차단성을 부여하기 위해, 내용기(63)의 개구부 근방 이외의 금속피막(71)의 두께보다도 얇은 1-10㎛의 동
도금막(71a)가 형성되고, 그 이외의 단열층(65)에 면하는 표면에 10-50㎛두께의 금속피막(71)을 형성하고 
있다. a부와 b부의 표면에 형성된 동도금막(71a)의 두께의 하한치를 1㎛로 한 것은, 두께가 1㎛보다 작으
면 사용시에 내용물의 열영향에 의한 도금갈라짐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 가스 차단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상한치를 10㎛로 한 것은, 동도금막(71a)의 두께가 10㎛보다 크면 개구부 근방으로 부터의 열
전도에 의한 손실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예에서는 용기(61)의 단열층(65)에 면하는 표면의 전면(全面)에 
금속피막(71) 및 동도금막(71a)이 형성되는데, 개구부 근방의 동도금막(71a)의 두께가 얇게 형성되어 있
기 때문에, 개구부 근방으로부터의 열전도에 의한 전열 손실이 작아진다. 이것은, 용기(61)에 내용물을 
넣은 경우, 합성수지에 비해 열전도율이 높은 금속피막의 열전도에 의한 전열 손실이, 내용기(63)의 개구
부(75) 근방의 동도금막(71a)의 두께에 의존하기 때문이고, 이와 같이 단열층(65)에 면하는 표면 중 내용
기(63)의 a부나 b부의 두께를 그 밖의 부위의 두께 이하로 형성함으로써, 내용물을 넣은 경우의 용기(6
1)의 열전도에 의한 열손실을 작게 할 수 있다.

금속피막(71)으로서 동도금막을 이용한 경우, 내용기(63)의 외면 및 외용기(62)의 내면 중, 내용기(63)의 
개구부(75) 근방 이외의 부분의 두께는 10-50㎛가 된다. 내용기(63)의 개구부(75)근방 이외의 부위의 두
께의 하한치를 10-50㎛로 한 것은, 두께가 10㎛이상이면 도금이 얼룩없이 균일하게 피복되어, 용기(61)의 
단열층(65)에 면하는 대부분의 면에 완전 가스 차단성의 도금막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고, 상한치를 50
㎛로 한 것은, 도금 형성의 작업 비용상, 도금막의 산포를 고려해도 도금의 두께를 50㎛로 형성하는 것이 
한계이기 때문이다.

상기 내외용기(62,63)는, 내약품성 및 내열수성의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사출성형 혹은 블로우 성형에 의
해 성형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내약품성이란, 용제, 표백제 및 세제에 대한 안정성
을 일컫는다. 내외용기(62,63)를 내약품성 및 내열수성의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성형함으로써, 용기(61)에 
내용물을 넣거나 용기(61)를 세제로 닦아도 용기(61)에 크랙 등의 손상이 거의 생기지 않아서, 용기(61)
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용기(61)의 외용기(62)의 저부중앙에 형성된 오목부(70)에 삽입고정되어 접착제로 기밀하게 고착되는 봉
지판(69)에 대해서도, 내외용기(62,63)와 같이 내약품성 및 내열수성의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형성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봉지판(69)을 내약품성의 합성수지로 하면, 개공부(68)로부터 공간부(64)에 
저열전도율 가스를 봉입한 후, 개공부(68)를 봉지판(69)으로 접착제를 이용하여 봉지해도 접착제에 포함
된 용제에 의해 이 봉지판(69)에 크랙등의 파손이 생기는 일이 거의 없다. 또한, 표백제, 세제 등에 의해
서도 봉지판(69)에 크랙이 생기는 일이 거의 없다.

외용기(62)와 내용기(63)의 사출성형에 있어서, 내약품성 수지로는 폴리 카보네이트와 폴리 에스테르의 
혼합수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폴리 카보네이트와 폴리 에스테르의 혼합중량비가 7:3정도
가 되게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혼합수지는 내약품성이므로 도금성형용 ABS수지계 도료를 도포해
도, 도료의 용제에 의한 크랙(솔벤트 크랙)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또 용기(61)를 형성한 후, 내용물을 
넣거나, 표백제, 세제 등으로 닦아도 내용기(63)의 내면이나 외용기(62)의 외면에 크랙이 거의 생기지 않
는다. 또한, 이 혼합수지는 내열수성이고, 가스차단성도 폴리 카보네이트수지, 폴리 프로필렌수지, ABS수
지보다도 매우 우수하다.

따라서, 공간부(64)에 충전된 상기 저열전도율 가스가 용기벽을 투과하여 용기밖으로 발산되는 율은 극히 
적다. 이 때문에, 단열층(65)에 면하는 외용기(62)의 내면이나 내용기(63)의 외면에 상기 금속 피막을 형
성함으로써, 가스 차단성을 완전한 상태에 가깝게 할 수 있다. 또한 상품수명이 짧은 경우에는, 가스 차
단성을 높이기 위해 내외용기(62, 63)사이의 공간부(64)에 면하는 표면에 금속 피막(71)을 형성할 필요가 
없고, 내용기(63)의 개구부(75) 근방 이외의 내외용기(62, 63)의 단열층(65)에 면하는 표면에 상기 금속
박(72)을 장착하면 단열성능이 높은 용기(61)를 얻을 수 있다. 더구나, 혼합수지에 있어서 폴리 에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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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에는 폴리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 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포함될 수 있다.

용기(61)에  있어서 외용기(62)와  내용기(63)의  공간부의 두께는 1-10mm의  범위로 설정된다.  이 두께가 
10mm보다 크면, 용기(61)을 형성할 때 공간부(64)에 충전된 저열전도율 가스의 대류 전열에 의한 전열 손
실이 커지고, 공간부(64)의 두께 방향의 총전열량이 커져서 단열 효율이 악화되며, 공간부(64)가 두꺼워
져서 용기(61)의 유효용적율이 나빠진다. 또한, 이 두께가 1mm보다 작으면 외용기(62)와 내용기(63)의 접
촉을 피해 이중벽 구조의 용기(61)을 형성하기 어려워지고, 제조가 까다로워지며, 제조 비용의 상승을 초
래한다. 이와 같이 공간부(64)의 두께를 1-10mm의 범위로 얇게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공간부(64)내에 상
기 저열전도율 가스가 봉입되는 것에 의한 영향이 크다.

이어서, 본 발명의 제6도에 나타낸 용기의 덮개에 대해 설명한다.

제6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용기(61)에 덮는 덮개(81)는 하면벽(82)와 상면벽(83)으로 이루어지고, 
이들 상하면벽의 사이의 공간부(84)에 저열전도율 가스 를 봉입한 단열층(85)을 갖는 이중벽 구조의 모자 
모양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상면벽(83)의 볼록부(91)는 덮개(81)의 손잡이가 된다. 이들 상하면벽(82, 
83)은 내열수성의 폴리 카보네이트수지, 폴리 프로필렌수지, ABS수지, 폴리 에스테르수지, 폴리 카보네이
트와 폴리 에스테르의 혼합수지 등의 합성수지를 사출성형, 혹은 블로우 성형에 의해 성형되고 있다.

제6도 및 제9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덮개(81)의 단열층(85)에 면하는 표면 중 주연부(90) 근방의 c부 이
외의 표면 부위에는 금속박막층으로서 금속박(91)이 형성되어 있다. 이 금속박(91)은 접착제나 양면 테이
프로 상면벽(83)의 내면이나 하면벽(82)의 외면에 접착된다. 이에 따라 용기(1)와의 접촉부가 되는 c부에
는 금속박(91)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덮개(81)의 주연부(90) 근방에 있어서 금속박(91)끼리의 접촉이 없
어지고, 덮개(81)의 하면벽 주연부(90) 근방으로부터의 열전도에 의한 전열 손실은 대폭 적어진다. 또한, 
단열층(85)에 면하는 대부분의 면에는 금속박(91)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복사에 의한 전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하면벽 단부(88)와 상면벽 단부(89)는 진동 용착 또는 스핀 용착으로 접합되고, 이 접합에 의해 공간부
(84)가 형성된다.

덮개(81)의 공간부(84)에 봉입되는 저열전도율 가스로는, 용기(61)에 있어서의 저열전도율 가스와 같이, 
크세논, 크립톤, 아르곤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의 가스가 이용된다.

제10도는 제6도에 나타낸 덮개(81)에 있어서의 금속 박막층의 배치의 제2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 예에
서는 제10도에 나타낸 것같이, 덮개(81)의 주연부(90) 근방에 금속박(91)보다도 얇은 1-10㎛두께의 동도
금막(92)을 형성하고 있다. 이 동도금막(92)의 두께는 하면벽(82)의 주연부(90) 근방으로부터의 열전도에 
의한 전열 손실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두께는 아니고, 이 동도금막(92)에 의해 주연부(90) 근방의 c부의 
가스 차단성을 얻을 수 있고, 복사 전열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금속박(91)으로서는, 동박 혹은 알루미늄박이 이용된다. 이들 금속박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 설치가 
간편하다.

제11도 및 제14도는 제6도에 나타낸 덮개(81)에 있어서의 금속 박막층의 배치의 제3의 예를 나타낸 것이
다. 이 예에서는 제11도 및 제14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덮개(81)의 단열층(85)에 면하는 표면 중 주연부
(90) 근방의 c부 이외의 표면에 가스차단성을 부여하기 위해 금속박막층으로서 동도금이나 은도금 등의 
금속피막(86)을 형성하고, c부에서는 합성수지를 노출시킨다. 이 금속피막(86)을 형성함으로써, 덮개(8
1)의 가스 차단성을 높일 수 있고, 복사 전열에 의한 전열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때, 주연부(90) 
근방의 c부는 금속박막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연부(90) 근방으로부터의 열전도에 의한 전열 손
실을 감소시킬수 있다.

제15도는 제6도에 나타낸 덮개(81)에 있어서의 금속 박막층의 배치의 제4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 예에
서는 제15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덮개(81)의 단열층(85)에 면하는 표면중 주연부(90) 근방의 c부에 가스 
차단성을 부여하기 위해 단열층(85)에 면하는 표면중 주연부(90) 근방 이외의 금속박막층으로서의 금속 
피막(86)의 두께보다도 얇은 1-10㎛정도의 두께의 동도금막(86a)를 형성하고 있다. 이 동도금막(86a)의 
두께의 하한치를 1㎛로한 것은, 두께가 1㎛보다 작으면 사용시 내용물의 열영향에 의한 도금갈라짐이 발
생할 수 있고, 그 결과 가스 차단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상한치를 10㎛로 한 것은, 동도금막(86a)
의 두께가 10㎛보다 크면 주연부(90) 근방으로부터의 열전도에 의한 손실이 커지기 때문이다. 제15도에 
나타낸 구성에서는, 덮개(81)의 단열층(85)에 면하는 전면에 금속 피막(86) 및 동도금막(86a)이 형성되는
데, 주연부(90) 근방의 두께가 얇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주연부(90) 근방으로부터의 열전도에 의한 전열 
손실이 작아진다. 이것은 합성수지에 비해 열전도율이 높은 금속 피막(86)의 열전도에 의한 전열 손실이, 
덮개(81)의 주연부(90) 근방의 동도금막(86a)의 두께에 의존하기 때문이고, 상기와 같이 단열층(85)에 면
하는 표면 중 주연부(90)의 c부의 두께를 그 밖의 부위의 두께 이하로 형성함으로써, 덮개(81)의 열전도
에 의한 열손실을 작게할 수 있다.

덮개(81)의 어딘가에 공간부(84)에 미치는 개공부(미도시)가 설치되고, 이 개공부는 봉지판(미도시)에 의
해 밀착 봉지되어 있다. 이 봉지판의 접착 고정은 개공부를 통해서 저열전도율 가스를 공간부(84)내에 도
입한 후,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에 의해 봉지판을 접착 고정하고, 개공부를 봉지함으로써 행해진
다. 또한, 이 덮개(81)의 하면벽(82)과 상면벽(83)을 상기 용기(6)1과 같이 내약품성 및 내열수성의 합성
수지, 예를 들면 폴리 카보네이트와 폴리 에스테르의 혼합수지를 이용하여 형성해도 된다. 이와 같이 덮
개(81)을 내 약품성의 합성수지재료로 형성함으로써, 도금형성용의 ABS수지계의 도료를 도포해도, 도료의 
용제에 의한 크랙(솔벤트 크랙)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또 덮개(81)을 형성한 후, 내용물을 넣거나, 표백
제, 세제 등으로 닦아도 하면벽(82)의 내면이나 상면벽(83)의 외면에 크랙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또한, 
이 혼합수지는 내열수성이고, 가스 차단성도 폴리 카보네이트수지, 폴리 프로필렌수지, ABS수지보다도 몇
단계 뛰어나다. 따라서, 공간부(84)에 충전된 상기 저열전도율 가스가 용기벽을 투과하여 발산될 율은 극
히 적다. 이 때문에, 단열층(85)에 면하는 하면벽(82)의 외면이나 상면벽(83)의 내면에 상기 금속 피막
(86)을 형성함으로써, 가스 차단성을 완전한 상태에 가깝게 할 수 있다. 또한 상품수명이 짧은 경우에는, 
가스 차단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면벽(82, 83) 사이의 공간부(84)에 면하는 표면에 도금막을 형성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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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고, 하면벽(82)의 주연벽(90) 이외의 상하면벽(82, 83)의 단열층(85)에 면하는 표면에 상기 금속박
(91)을 접착하면 단열성능이 높은 덮개(81)를 얻을 수 있다.

덮개(81)에 있어서 하면벽(82)과 상면벽(83)의 공간부(84)의 두께는 1-10mm의 범위로 설정된다. 이 두께
가 10mm보다 크면, 덮개(81)을 형성할 때 공간부(84)에 충전된 저열전도율 가스의 대류 전열에 의한 전열 
손실이 커지고, 공간부(84)의 두께 방향의 총전열량이 커져서 단열 효율이 악화되며, 공간부(84)가 두꺼
워져서 덮개(81)가 대형화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이 두께가 1mm보다 작으면 하면벽(82)과 상면벽
(83)의 접촉을 피해 이중벽 구조의 덮개(81)를 형성하기 어려워지고, 제조가 까다로워지며, 제조 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공간부(84)의 두께를 1-10mm의 범위로 얇게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공간부
(84)내에 상기 저열전도율 가스가 봉입됨에 따른 영향이 크다.

이하, 본 발명의 용기의 덮개의 실시의 형태에 대해서, 제16도 내지 제20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16도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참조부호(101)는 용기로서, 용기본체(103)와 덮개(102)로 이루어진다.

용기본체(103)는 내열수성의 폴리 카보네이트수지, 폴리 프로필렌수지, ABS수지, 폴리 에스테르수지 등으
로 형성된 내용기(103a)와 외용기(103b)로 이루어지고, 내용기 단부(111)와 외용기 단부(112)를 진동용착
법 혹은 스핀용착법으로 접합 후, 내외용기에 의해 형성된 공간부(119)에, 외용기(103b)에 형성된 개공부
(미도시)로부터 크세논, 크립톤, 아르곤 중 적어도 1종의 가스를 충전하여 개공부를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계의 접착제를 도포한 봉지판으로 봉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용기본체(103)는 공기모양 또는 그릇모양이
고 용기본체(103)의 개구부(120) 근방에는 덮개(102)의 주벽부(107)와 부합하는 개구내주벽부(108)이 형
성되어 있다.

이 용기(101)의 덮개(102)는, 하면벽(102a)과 상면벽(102b)을 가지고, 상하면벽은 용기본체(103)와 같은 
내열수성의 폴리 카보네이트수지, 폴리 프로필렌수지, ABS수지, 폴리 에스테르수지 등으로 형성된다. 상
면벽(102b)에는 그 중앙부에 상방으로 돌출되는 원통형의 상면벽 볼록부(105)가 성형되고, 하면벽(102a)
에는  그  중앙부에  상방으로  돌출되는  원통형의  하면벽  볼록부(104)가  공간부(115)에  유지되도록 
형성된다.  또한,  하면벽  볼록부(104)의  내경은  상면벽  볼록부(105)의  외경보다  조금  크게  형성한다. 
또한, 하면벽 볼록부(104) 용기벽의 하면벽의 두께를 제외한 높이는 상면벽 볼록부(105)의 높이와 거의 
같이 형성한다.

그리고, 하면벽 단부(109)와 상면벽 단부(110)를 진동용착 혹은 스핀용착으로 밀폐구조로 접합하여 덮개
(102)를 얻는다. 따라서, 덮개(102)를 겹쳐 쌓았을 때, 하단의 덮개의 상면벽 볼록부(105)는 상단의 덮개
의 하면벽 볼록부의 통형 공간내에 수납가능하게 된다.

이때, 상면벽(102b)에는 상면벽 볼록부(105)의 뿌리부분에서 완만한 하강경사를 갖도록 상면벽복부(117)
를 형성한다. 또한, 하면벽(102a)에는 하면벽 볼록부(104)의 뿌리부분에서 완만한 하강경사를 갖도록 하
면벽복부(118)을 형성한다. 이 하면벽복부(118)의 하강경사는 상면벽복부(117)의 하강경사와 거의 일치시
켜 형성한다.

따라서, 덮개를 올려서 겹쳐쌓을 때, 상단의 덮개의 하면벽복부(118)는 하단의 덮개의 상면벽복부(117)에 
잘 맞추어진다.

또한, 하면벽복부(118)와 상면벽복부(117)의 하강경사를 일치시키지 않고, 하면벽복부(118)를 아래로 볼
록한 모양으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하면벽복부(118)의 부푼곳이 주(周)방향으로 같이 형
성되므로, 덮개(102)를 겹쳐 쌓았을때 덮개의 덮힘새가 좋아진다.

한편, 하면벽(102a)의 주벽부(107)의 하면벽 단부(109)가 상면벽(102b)의 상면벽 단부(110)와 접합가능하
도록 주벽부(107)는 위로 접힌 모양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하면벽(102a)과 상면벽(102b)을 각 단부(109, 
110)에서 접합할 때 공간부(115)가 형성된다 이 경우, 공간부(115)에는 공기가 들어있어, 공기단열의 덮
개(102)를 얻을 수 있다.

하면벽(102a)의  주벽부(107)는,  용기본체(103)의  개구내주벽부(108)와  상호 면접촉이 되도록 형성된다. 
이에 의해, 주벽부(107)와 개구내주벽부(108)는 면으로 접촉할 수 있고, 용기(101)의 외부와 내부와의 전
열거리를 크게 취할 수 있어 덮개(102)의 단열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용기본체(103)내의 식품의 열이 
달아나기 어렵게 된다. 또 면으로 접촉하여 부합하므로 용기 본체에 대한 덮개의 덮힘새가 좋아지고, 장
착시의 클릭감이나 운반시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상기 접촉면의 폭, 즉 제16도에 나타낸 폭(d)은 5mm이상이 된다. 이 폭(d)이 5mm보다 작으면 단열 성능을 
높이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게 된다.

제17도는 제16도 중의 A부의 확대도이다. 제17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덮개(102)의 주벽부(107)에는 직경
방향의 홈(113)이 형성된다. 이 홈(113)은 상면벽 단부(110)에서 주벽부(107)에 걸쳐서 용기(101)의 내부
와 외부를 연결하도록 형성된다. 이 홈(113)은 홈의 길이 방향과 직교하는 단면경이 3mm정도의 반원으로 
충분하므로, 이 홈(113)을 형성함으로써 용기(101)내에 넣은 식품 열이 쉽게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따
라서,  용기본체(103)에  뜨거운  식품을  넣고  덮개(102)을  덮어  방치하여 식품의 온도가 내려가도 덮개
(102)가 흡인되어 떼어 내기 어려워지는 일이 없고, 항상 덮개(102)를 기(103)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다.

또한, 홈(113)의 단면의 모양은 임의로 해도 된다.

하면벽(102a)과  상면벽(102b)에  의해  형성되는  덮개의  두께,  즉  제16도에  나타낸  두께  e  및  f는 10-
15mm로 형성된다. 이때, 주벽부(107)의 근방과, 상면벽 볼록부(105)와 하면벽 볼록부(104)의 모서리부의 
공간부는 다른 부위보다도 협소해진다. 그러나, 덮개(102)의 대부분의 부위의 두께를 10-15mm로 형성할 
수 있으므로, 덮개(102)의 단열 공간을 크게 할 수 있고, 외관을 손상하지 않고 단열성능을 좋게 할 수 
있다.

이 두께 e 및 f가 10mm보다 작으면 단열 성능을 높이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이 두께 e 및 f가 
15mm보다 크면 용기(101)의 수납 용적이 작아지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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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102)의 손잡이부(106)로서의 상면벽 볼록부(105)의 모양을 원통형 또는 각통형으로 형성한다. 제18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덮개(102)의 상면벽 볼록부(105)를 원통형으로 함으로써, 상면벽 볼록부(105)에 
천정부(102c)를 형성하여 덮개(102)의 두께를 크게 형성할 수 있다. 덮개(102)의 상면벽 볼록부(105)를 
원통형으로 형성한 경우는 하면벽 볼록부(104)의 내경을 상면벽 볼록부(105)의 외경보다 조금 크게 형성
해야 한다. 제19도에 나타낸 것 같이, 덮개(102)의 상변벽 볼록부(105)를 각통형으로 형성한 경우도 천정
부를 형성하여 덮개(102)의 두께를 크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면벽 볼록부의 모양을 상면벽 볼록부의 
모양과 비슷한 모양으로 약간 크게 형성하고, 덮개를 겹쳐놓은 경우, 하면벽 볼록부가 상면벽 볼록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덮개의 주방향의 어느 위치에서도 상면벽 볼록부가 하면벽 
볼록부의 통형 공간내에 수납되도록 하기 위해, 하면벽 볼록부(104)의 내경을 상면벽 볼록부의 외접원보
다도 커지도록 원통형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상면벽 볼록부를 원통형, 각통형으로 형성함으로써 덮개의 디자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덮개(102)의 공간부(115)에 발포 스티롤, 우레탄, 펄라이트 가루 중 선택된 단열재를 충전하여 단열층

(114)으로 할 수도 있다. 각각의 열전도도는 발포 스티롤(k=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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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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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우레탄(k=1.75×

10
-2
W·m

-1
·K

-1
;0℃), 펄라이트가루(k=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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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이고, 게다가 가볍고, 이들 충전재를 충전

함으로써 공간부(115)의 대류에 의한 전열을 억제할 수 있고 단열성능을 높일 수 있다. 발포 스티롤, 우
레탄은 미리 공간부(115)보다 약간 작은 형상으로 성형하여 충전된다. 발포 스티롤, 우레탄을 사용한 경
우 덮개(102)은 하면벽(102a) 또는 상면벽(102b)에 단열재를 설치한 후, 상면벽(102b) 또는 하면벽(102
a)을 중첩하여 상하면벽의 단부를 진동 용착법 또는 스핀 용착법에 의해 밀폐구조로 접합하여 얻어진다. 
펄라이트 가루의 충전은 상하면벽의 단부를 진동 용착법 또는 스핀 용착법에 의해 밀폐구조로 접합한 후, 
충전구(미도시)로부터 충전하고 봉지판(미도시)으로 봉지하여 덮개(102)을 얻는다. 발포 스티롤, 우레탄, 
펄라이트 가루는 저렴하므로 덮개(102)을 싸게 제조할 수 있다.

덮개(102)의 공간부(115)에 크세논, 크립톤, 아르곤 중 적어도 1종의 저열전도율 가스를 봉입할 수도 있
다. 이들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2종 이상의 혼합 가스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들 저열전도율 가
스를 이용함으로써 단열성능이 높은 덮개(102)를 만들 수 있고, 용기본체(103)의 단열성능에 근접할 수 
있다. 게다가, 불활성이므로 그 사용에 있어서 환경보전상의 문제도 없고, 사용상 바람직하다. 이들 가스
는 제20도에 나타낸 개공부(121)로부터 충전되고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를 이용하여 덮개의 내외
벽과 같은 재질의 봉지판(122)에 의해 봉지된다.

또한 공간부(115)에 크세논, 크립톤, 아르곤 등의 저열전도율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는 덮개의 두께 e 및 
f를 5-10mm로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간부(115)에 상기 저열전도율 가스를 봉입한 경우는 발포 스티롤, 우레탄, 펄라이트 가루 등의 단열재
보다도 가볍고, 얻어진 덮개(102)의 중량감이 늘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는, 덮개(102)의 상면벽(102b), 
하면벽(102a)은 폴리 카보네이트와 폴리 에스테르를 7:3 으로 혼합한 내약품성 및 내열수성의 혼합수지로 
형성하므로, 덮개의 상하면벽의 가스 차단성이 손상되어 충전가스가 새나오는 일이 없다.

또한, 덮개를 형성하는 상하변벽의 공간부(115)에 면하는 표면 중 적어도 하면벽의 표면에 금속으로 이루
어진 복사 방지재(123)을 형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덮개(102)의 복사전열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하면
벽(102a)외에 상면벽(102b)에도 금속으로 이루어진 복사 방지재(123)를 형성해 놓으면 복사전열을 대폭 
억제할 수 있다.

더욱이, 금속으로 이루어진 복사 방지재(123)에는 도금막, 알루미늄박, 동박, 은박 중 1종을 선택할 수 
있다. 도금막은 화학 도금후에 전기 도금을 실시함으로써 입힐 수 있다. 복사 방지재(123)를 도금막으로 
하면 복사전열의 감소 외에 가스 차단성을 높일 수 있다. 알루미늄박 등의 박은 덮개를 형성하는 상하면
벽의 공간부에 면하는 표면에 접착제, 양면 테이프등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복사 방지재
(123)를 싸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제21도는 본 발명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방법을 실시하는데 적합한 제조장치의 일예로서 
진동용착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진동용착기(131)는 하지지대(134)와 상지지대(132)를 갖고, 이 하지지
대(134)는 받침대(136)에 고정되어 있다. 상지지대(132)는 에어 실린더(138)의 구동에 의해 상하로 움직
이다. 이 상지지대(132)는, 상지지대(132)에 연결된 2개의 가이드 봉(140, 140)이 가이드(139)를 따라서 
상하로 움직이므로써, 수평방향으로 회전하지 않게 되어 있다. 그리고, 상지지대(132)가 하강했을 때, 상
지지대(132)의 양단의 상위치결정구(132a,132a)의 볼록부가, 하지지대(134)의 하위치결정구(134a, 134a)
의 오목부와 맞물려서 상지지대(132)는 하지지대(134)로의 위치 맞춤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지대(134)상에는 하지그(135)가,  또 상지지대(132)의 아래에는 상지그(133)가 각각 고정되어 있다. 
이들  하지그(135)와  상지그(133)는  알루미늄  등의  금속으로  이루어진  일체성형체가  이용된다. 하지그
(135)에는 오목부(135c)가 형성되고, 오목부(135c)에는 이중벽 용기의 외용기(151)의 외면을 거의 전면에 
걸쳐서 지지하는 하틀재(135b)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상지그(135)에는 볼록부(133c)가 형성되고, 이 볼
록부(133c)에는 이중벽 용기의 내용기(152)의 내면을 거의 전면에 걸쳐서 지지하는 상틀재(133b)이 설치
되어 있다. 이들 하틀재(135b)과 상틀재(133b)은 가요성의 우레탄 고무 등에 의해 형성되고, 각각 하지그
(135),  상지그(133)에  접착제등으로  고정된다.  따라서,  하틀재(135b)나  상틀재(133b)의  교환은 하지그
(135)나 상지그(133)마다 행해진다. 상지지대(132)에 고정된 상지그(133)의 볼록부(133c)의 중심은 에어 
실린더(138)의 구동에 의해 하지그(135)의 오목부(135)의 중심과 연직방향으로 동심상을 상하 이동 한다.

제22도 및 제23도는 진동용착기(131)에 하지그(135),  상지그(133)  등을 배치하고, 합성수지제의 내용기
(152)를 외용기(151)에 수용하여 진동용착기(131)에 배치한 용착전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 도면에 나타낸 바와,  외용기(151)를  하틀재(135b)을  개재하여 지지하는 하지그(135)에는, 오목부
(135c) 주위에 오목부(135c)의 중심과 일치시켜 환형의 홈(135a)이 형성된다. 또한 하지그(135)와 연직방
향으로 상대하는 상지그(133)에는 하지그(135)의 홈(135a)에 대향하는 환형의 홈(133a)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홈(135a)에는, 이 홈(135a)에 끼워져 결합되도록 양단을 평행 또는 평활하게 형성한 원통형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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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링(137)이 고착되어 있다. 이 고무링(137)으로는 가요성을 갖는 실리콘 고무링이 적합하다. 또 이 고무
링(137)은, 에어 실린더(138)의 구동 방향과 고무링(137)의 축방향을 일치시켜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계 접
착제 등으로 고착되어 있다.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는 기밀성이 있고, 접착력이 강력하며, 고무링
(137)과 하지그(135) 사이의 기밀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게다가 고무링(137)은 척 등의 기계적 고착 
수단에 의해 홈4(135a)에 고정해도 좋다.

상지그(133)가 하강하면 고무링(137)의 상면은 홈(135a)에 접하여 고무링(137)을 압축한다. 이 압축량은 
0.1-2mm정도로 설정하고 고무링(137)이 압축된 시점에서 에어 실린더(138)의 하방향으로의 이동을 규제한
다. 이 고무링(137)은 그 하면이 접착되어 있으므로, 상지그(133)가 하강하여 고무링(137)이 압축되어 휘
거나, 진동이 가해져도 홈(135a)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이 없다. 상지그(133)를 하강시켜 고무링(137)을 압
축한  시점에서,  하지그(135)와  상지그(133)  사이에  지지된  외용기(151)와  내용기(152)의  사이에 공간
(148)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고무링은 상기 예시한 바와 같은 원통형의 것을 사용하는 대신에 0링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상지그(133)의 하강이 정지한 시점에서, 하지그(135)와 상지그(133)의 사이에는 간극(149)이 형성되고, 
또한 하틀재(135b)와 상틀재(133b)의 사이에도 간극(146)이 형성된다.

상지그(133)와 하지그(135)중 적어도 일측은, 진동 발생 수단(미도시)에 의해 진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 
진동 발생 수단은 상지지대(132) 혹은 상지그(133) 및/또는 하지지대(134) 혹은 하지그(135)에 설치되고, 
제22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지그(133)를  하강시켜  외용기  단부(151a)와  내용기  단부(152a)를 돌기
(151b)를 개재하여 접속시키고, 상기 진동 발생 수단을 구동시켜서 상지그(133) 및/또는 하지그(135)를 
진동시킴으로써 내용기 단부(152a)와 외용기 단부(151a)의 사이에 마찰열을 발생시켜 그 단부들을 용착하
기 위한 것이다. 상지그(133)에 가해지는 진동은 수십-수만Hz, 바람직하게는 50-150Hz에서 진폭이 수 mm
정도의 진동이면 된다. 이와 같은 진동 발생 수단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진동 발생용 실린더나 모터를 
이용한 것이면 된다.

하지그(135)와 하지지대(134)에는 상기 공간(148)내를 충전 배기하는 충배기통로(134b)가 설치되어 있다. 
이 충배기통로(134b)는 충배기관(141)에 접속되고, 충배기관(141)의 선단(141a)에는 밸브(144)를 개재시
켜 진공 펌프(142)와, 밸브(145)를 개재시켜 저열전도율 가스충정용기(143)가 접속되어 있다. 이것들에 
의해 상기 간극(146), 충배기통로(134b) 등을 개재하여 공간(148)내를 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충배기통로(134b)는  하지그(135)와  하지지대(134)에  연통되도록  형성되고,  충배기통로(134b)의 하지그
(135)와 하지지대(134)와의 경계부는 0링 등을 개재하여 기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본 발명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방법에서 이용하는 합성수지제 내용기(152)와 외용기(15
1)의 모양이나 크기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제조해야 할 각종 형상이나 용도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에 대응시켜 적절히 설정된다. 또한, 내용기(152)와 외용기(151)를 구성하는 수지재료에 대해서도, 
제조해야 할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용도 등에 따라서 내열성, 내후성, 내한성, 내약품성, 내충
격성, 가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여 사용해도 된다. 게다가 상기 내외용기는 폴리 프로필
렌 등의 난접착성 수지로도 제조가능하다.

하기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방법의 일에는 내용기(152)와 외용기(151)를 공기형 혹은 그
릇형으로 형성한 경우를 예시한다. 이들 내용기(152)와 외용기(151)는, 예를 들면 폴리 카보네이트수지와 
폴리 에스테르수지를 혼합한 수지, 바람직하게는 폴리 카보네이트수지와 폴리 에스테르수지를 혼합중량비 
7:3 정도로 혼합한 혼합수지에 의해 사출성형되고 있다. 이 혼합수지는 가스 차단성이 뛰어나고 또 세제
나 표백제로 씻어도 성형된 수지표면에 크랙을 발생시키는 일이 적다.

외용기(151)의  사출성형시,  개구부의  외용기단부(151a)에는  한개  이상의  돌기(151b)를,  그  돌출높이가 
0.1-1mm정도가 되도록 형성한다. 돌기(151b)를 복수개 형성할 때는 각 돌기(151b)를 주방향을 따라 등간
격이 되도록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돌기(151b)는 외용기(151)가 아닌 내용기(152)에 성치해도 되고, 
내외용기(151, 152)에 전부 설치해도 되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외용기(151)에 돌기를 3개 형성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내용기(152)를 외용기(151)내에 수용한 상태에서는 외용기(151)의 개구부의 외용기 단부(151a)에 설치된 
돌기(151b)에 의해 내용기 단부(152a)가 들어 올려져 내외용기 사이에 간극(147)이 생긴다. 제21도에 도
시된 바와 같이, 상지그(133)가 들어 올려진 상태에서 하지그(135)의 하틀재(135b)에 외용기(151)를 설치
한다. 하틀재(133b)는 외용기(151)의 외면을 거의 전면에 걸쳐 지지가능하도록 형성되어 있으므로, 외용
기(151)를 설치한 후, 외용기(151)가 흔들거리는 일은 없다. 이어서, 내용기(152)를 외용기(151)내에 간
극(147)을 보유하도록 수용하고, 내외용기의 중심을 일치시켜 놓아둔다. 내용기 단부(152a)는 외용기 단
부의 3개의 돌기(151b)에 지탱되어 거의 수평으로 지지된다.

그 후, 에어 실린더(138)를 구동시켜서 상지그(133)를 하강시키고, 상틀재(133b)에 의해 내용기(152)의 
내면을 거의 전면에 걸쳐 누른다. 상지그(133)와 하지그(135)의 사이의 고무링(137)의 압축량은 바람직하
게는 0.1-2mm정도로 설정하고 고무링(137)이 압축된 시점에서 하지그(135)의 하틀재(135b)에 지지된 외용
기(151)의 외용기 단부(151a)와 상지그(133)의 상틀재(133b)에 의해 눌려진 내용기(152)의 내용기 단부
(152a)는, 외용기 단부(151a)에 형성된 돌기(151b)에 의해 외용기 단부(151a)와 내용기 단부(152a)의 사
이에, 0.1-1mm정도의 간극(147)을 보유하고, 도기(151b)를 개재하여 수평으로 대향한다. 이렇게 해서, 하
지그(135)와 상지그(133)와 고무링(137)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내에 내외용기를 수용하여 공간(148)이 형
성된다.  이  공간(148)은  외용기 단부(151a)와  내용기 단부(152a)의  간극(147),  하틀재(135b)와 상틀재
(133b)와의 간극(146), 하지그(135)와 상지그(133)와의 간극(149)등을 개재하여 충배기통로(134b)에 연통
되어 있다.

이 공간(148)내는, 우선 밸부(145)를 닫고 밸브(144)를 열어, 진공펌프(142)에 의해 10mmHg이하로 진공 
배기된다. 그 후, 밸브(144)를 닫고 밸브(145)를 열어 용기(143)로부터 충배기관(141), 충배기통로(134b) 
등을  개재하여 공간(148)내에  저열전도율 가스를 상온에서 대기압정도의 봉입압력으로 충전한다. 공간
(148)내를 10mmHg이하로 진공 배기함으로써 잔존 공기의 영향을 거의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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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열전도율 가스로는, 크세논, 크립톤, 아르곤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의 가스가 
이용된다. 이것들을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2종이상의 혼합가스로서 이용한다. 이 저열전도율 가스를, 이
용함으로써, 내외용기의 간극을 1-10mm정도로 얇게 형성가능하며, 단열성능이 높은 용기를 형성할 수 있
다. 또한 이들 가스는 불활성이므로 환경 상으로도 적합하다. 또한 이들 가스는 공기에 포함되는 산소나 
질소에 비해 분자경이 크고, 폴리 카보네이트와 폴리 에스테르의 혼합 수지로 형성된 내외용기의 벽면을 
투과하기 어렵고,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단열성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

저열전도율 가스를 봉입한 후, 하지그(135)와 상지그(133)에는 진동 용착법에 의한 진동이 가해지며, 진
동에 의한 마찰열에 의해 외용기 단부(151a)와 내용기 단부(152a)의 용착이 행해진다. 진동이 가해지면, 
우선 돌기(151b)가 진동 마찰에 의해 녹고, 다음에 외용기 단부(151a)와 내용기 단부(152a)가 진동마찰에 
의해 용착(용접)된다. 이 진동마찰에 의한 용착에 의하면, 외용기 단부(151a)의 단부면과 내용기 단부
(152a)의 단부면의 면기리의 용착이 행해져 내외용기의 단부를 기밀하게 밀봉할 수 있으므로, 기밀성이 
높고 밀착강도가 큰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 후, 밸브(145)를 닫고, 하지그(135)와 상지그(133)와 고무링(137)에 의해 형성된 공간내나 충배기통로
(134b), 충배기관(141) 등의 잔여 저열전도율 가스는 회수 수단(미도시)에 의해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내외용기 단부의 용착이 종료되고 나서, 에어 실린더(138)를 상방향으로 구동시켜 상지그(133)를 들어 올
려,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를 꺼낼 수 있다.

상기 내용기(152)의 외면과 외용기(151)의 내면 중 적어도 내용기의 외면에는 금속박막으로 이루어진 복
사 방지재가 형성되어 있다. 이 복사 방지재를 설치함으로써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복사 전열에 
의한 전열 손실을 억제할 수 있다. 내용기(152)의 외면과 외용기(151)의 내면의 모두에 복사 방지재를 설
치하는 경우는 복사전열에 의한 전열 손실을 더욱 줄일 수 있고, 단열성능이 뛰어난 합성 수지제 단열 이
중벽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복사 방지재로서의 금속박막층은, 제24도 및 제25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알루미늄박, 동박, 은박 등의 
금속박(151c, 152c)을 각각 내용기(152)의 외면이나 외용기(151)의 내면에 형성하거나, 혹은 제26도 및 
제27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내용기(152)의  외면이나 외용기(151)의  내면에 동도금 등의 금속막(151d, 
152d)을 설치함으로써 형성된다.

알루미늄박, 동박, 은박 등의 금속박(151c, 152c)은 접착제나 양면 테이프에 의해 내용기(152)의 외면이
나 외용기(151)의 내면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금속도금을 행하는 경우는, 화학 도금에 의한 니켈막층
상에 전기 도금에 의한 동도금층을 1-50㎛의 두께로 형성한다. 도금막을 형성하는 경우는, 복사전열의 감
소외에 가스 차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어서, 본 발명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이하, 단열덮개라고 칭함)의 제조방법을, 제21도, 제28
도 및 제29도를 이용해서 설명한다.

이 이중벽 용기의 덮개를 제조함에 있어서는, 제2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진동 용착기(131)를 이용할 수 
있고, 상술한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에 이용한 하지그(135)와 상지그(133)을 교환하여 행한
다. 상지지대(132)에는 단열덮개용의 상지그(173)가 설치되고, 하지지대(134)에는 하지그(175)가 설치된
다.

하지그(175)에는 오목부(175c)가 형성되고, 이 오목부(175c)에는 단열덮개의 상면벽(161)의 외면을 거의 
전면에 걸쳐 지지하는 하틀재(175b)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상지그(173)에는 볼록부(173c)가 형성되고, 
이  볼록부(173c)에는  이중벽  용기의  덮개의  하면벽(162)의  내면을  거의  전면에  걸쳐  지지하는 상틀재
(173b)가 설치된다.

제28도 및 제29도는, 하지그(175)와 상지그(173)의 사이에 하면벽(162)과 상면벽(161)을 중첩하여 각각의 
단부를 접촉시킨 상태로 끼워 지지하여, 진동용착기(131)에 배치한 용착전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제28도 및 제29도를 참조하면, 하지그(175)에는 오목부(175c)의 주위에 오목부(175c)의 중심과 일치시켜
서 환형의 홈(175a)이 형성되고, 상지그(173)에는 홈(175a)과 대향하는 홈(173a)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
고, 홈(175a)에는 고무링(137)이 고착되어 있다.

이 고무링(137)은 상지그(173)가 하강하면, 홈(173a)에 접하여 고무링(137)을 압축하는데, 그 압축량은 
상기 이중벽 용기를 형성할 때와 같이 0.1-2mm정도로 설정된다.

고무링(137)은 상지그(173)의 하강이 정지한 시점에서, 하지그(175)와 상지그(173)의 사이에 간극(179)이 
형성되고, 또 하틀재(175b)와 상틀재(173b)와의 사이에도 간극(176)이 형성된다. 또한, 하틀재(175b)에 
지지된 상면벽(161)과 상틀재(173b)에 지지된 하면벽(162)의 각각의 단부(161a,  161a)의 사이에도 돌기
(161b)에 의해 간극(177)이 형성된다.

상지그(173)와 하지그(175) 중 절어도 일측은 진동발생수단(미도시)에 의해 진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 진
동발생수단에 의해 제28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지그(173)를 하강시켜, 상면벽 단부(161a)와 하면벽 단
부(162a)를 돌기(161b)를 개재하여 접촉시키고, 그 진동발생수단을 진동시켜 상지그(173) 및/또는 하지그
(175)를 진동시킴으로써, 상면벽 단부(161a)와 하면벽 단부(162a)간에 마찰열이 생겨 그것들 단부가 용착
되도록 되어 있다.

하지그(175)에는, 하지지대(134)의 충배기통로(134b)에 연통하는 충배기통로가 설치되고, 그 일단은 고무
링(137)이 압축될 때 하지그(175)와 상지그(173)의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178)에 연통되도록 되어 있다.

본 발명의 단열덮개의 제조방법에서 이용하는 합성수지제의 상면벽(161)과 하면벽(162)의 모양이나 크기
는, 그 단열덮개를 사용하는 용기, 예를 들면 상술한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개구부에 씌우는데 
알맞게 설정된다. 또 상면벽(161)과 하면벽(162)을 구성하는 수지재료에 대해서도, 제조해야 할 단열덮개
의 용도 등에 따라서, 내열성, 내후성, 내한성, 내약품성, 내충격성,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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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면 된다.

하기의 단열덮개의 제조방법의 일예는, 상면벽(161)과 하면벽(162)을 모자모양으로 한 것을 예시한다. 이
들 상면벽(161)과 하면벽(162)은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방법에서 나타낸 수지, 즉 폴리 카
보네이트 수지와 폴리 에스테르 수지를 혼합한 수지에 의해 사출성형된다.

상면벽(161)의 사출성형시, 상면벽 단부(161a)에는 한개 이상의 돌기(161b)를, 그 돌출 높이가 0.1-1mm정
도가 되도록 형성한다 이 돌기(161b)는 상면벽 단부(161a)가 아닌 하면벽 단부(162a)에 설치해도 되고, 
상하면벽 단부(161a, 162a)의 모두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본 예에서는 상면벽 단부(161a)에 3개의 
돌기(161b)를 주연을 따라 같은 간격으로 형성한 경우를 설명한다.

제21도에 나타낸 것 같이, 상지그(173)가 들어 올려진 상태에서, 하지그(175)의 하틀재(175b)에 상면벽
(161)을, 그 외면(상면)이 하향하도록 올려둔다. 이어서, 하면벽(162)을 그 내면(하면)이 상향하도록 상
하면벽(161, 162)의 중심을 일치시켜 상면벽(161)에 올려둔다. 하면벽 단부(162a)는 상면벽 단부(161a)의 
3개의 돌기에 재탱되어 거의 수평으로 지지된다.

이어서, 에어 실린더(138)를 구동시켜 상지그(173)를 하강시키고, 상틀재(173b)에 의해 하면벽(172)의 내
면을 거의 전면에 걸쳐 누른다. 상지그(173)와 하지그(175)의 사이의 고무링(137)의 압축량은, 바람직하
게는 0.1-2mm정도로 설정하고, 고무링(137)이 압축된 시점에서, 하지그(175)의 하틀재(175b)에 지지된 상
면벽(161)의 상면벽 단부(161a)와, 상지그(173)의 상틀재(173a)에 의해 눌려진 하면벽(162)의 하면벽 단
부(162a)는, 상면벽 단부(161a)에 형성된 돌기(161b)에 의해 상면벽 단부(161a)와 하면벽 단부(162a)와의 
사이에  0.1-1mm의  간극을  유지하고,  돌기(161b)를  개재하여  수평으로  대향한다.  이렇게  하여, 하지그
(175)와 상지그(173)와 고무링(137)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내에 상하면벽(162,  162)을 수용하여 공간(17
8)이 형성된다. 이 공간(178)은 상면벽 단부(161a)와 하면벽 단부(162a)와의 간극(177), 하틀재(175b)와 
상틀재(173b)와의  간극(176),  하지그(175)와  상지그(173)와의 간극(179)  등을  개재하여 충배기통로(134
b)에 연통하고 있다.

이 공간(178)은, 우선 밸브(145)를 닫고 밸브(144)를 열어, 진공펌프(142)에 의해 10mmHg이하로 진공 배
기된다. 그 후, 밸부(144)를 닫고 밸브(145)를 열어, 용기(143)로부터 충배기관(141), 충배기통로(134b) 
등을 개재하여 공간(178)내에 저열전도율 가스를 상온에서 대기압정도의 봉입압력으로 충전한다.

저열전도율 가스로는, 크세논, 크립톤, 아르곤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의 가스가 
이용된다. 이 저열전도율 가스를 이용함으로써, 상하면벽(161, 162)간의 간극을 1-10mm정도로 얇게 형성
할 수 있으며, 단열성능이 높은 이중벽 구조의 단열덮개를 형성할 수 있다.

저열전도율 가스를 봉입한 후, 하지그(175)와 상지그(173)에는 진동 용착법에 의한 진동이 가해져, 진동
에 의한 마찰열에 의해 상면벽 단부(161a)와 하면벽 단부(162a)의 용착이 행해진다. 이 진동마찰에 의한 
용착에 의해, 상면벽 단부(161a)와 하면벽 단부(162a)의 면끼리의 용착이 행해져 상하면벽(161, 162)의 
단부를 기밀하게 밀봉할 수 있고, 밀착강도가 큰 접합부를 형성할 수 있다.

그 후, 밸브(145)를 닫고 에어 실린더(138)를 상방향으로 구동시켜 상지그(173)를 들어 올려 단열 덮개를 
꺼낼 수 있다.

상기 상면벽(161)의 내면(하면)과 하면벽(162)의 외면(상면)중 적어도 하면 벽의 외면에는 금속박막으로 
이루어진 복사 방지재가 형성되어 있다. 이 복사 방지재를 설치함으로써 단열 덮개의 복사전열에 의한 전
열 손실을 억제하고, 단열 보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복사 방지재로서의 금속박막층은, 제30도 및 제31도에 나타낸 것 같이, 알루미늄박, 동박, 은박 등의 금
속박(161c, 162c)을 각각 상면벽(161)의 내면이나 하면벽(162)의 외면에 형성하거나, 혹은 제32도 및 제
33도에 나타낸 것 같이, 상면벽(161)의 내면이나 하면벽(162)의 외면에 동도금막의 금속도막(161d, 162
d)을 실시함으로써 형성된다.

본 발명의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방법 및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의 제조방법은, 상기 
예시에 한정되지 않고 많은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방법에 있
어서는 내용기 단부와 외용기 단부를,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의 제조방법에 있어서는 상면벽 단부
와 하면벽 단부를 진동용착에 의해 용착(용접)했지만, 내용기 단부와 외용기 단부 및 상면벽 단부와 하면
벽 단부를 초음파 용착이나 스핀 용착, 열판 용착으로 용착해도 좋고, 적외선 가열, 레이저광 가열, 고주
파 가열 등으로 단시간에 국부가열하여 용착시켜, 내용기 단부와 외용기 단부 및 상면벽 단부와 하면벽 
단부를 용착해도 좋다.

또한,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방법의 예시에 있어서는, 외용기 단부에 복수개의 돌기를, 합
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의 제조방법에 있어서는, 상면벽 단부에 복수의 돌기를 설치하는 구성으로 했
지만, 돌기를 없앤 구성도 무방하다.

[실시예]

[실시예 1]

제1도에 나타낸 용기(1)을 제작하여, 그 단열 성능을 확인했다.

외용기(2)와 내용기(3)를 각각 폴리 카보네이트와 폴리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와의 중량비 7:3의 혼합수
지를 이용하여 사출성형에 의해 제작하였다. 그 후, 외용기(2)의 내면과 내용기(3)의 외면에 내외용기의 
접합부와 개공부(8)을 제외하고 ABS도료를 도포하고, 도금공정에서 화학 동도금을 행한 후, 전기 동도금
막을 행하여 도금막을 형성하였다.

이어서, 외용기(2)와 내용기(3)를 각각의 단부(6, 7)에서 진동용착으로 접합하여 이중벽 용기를 제작하였
다. 이어서 이 이중벽 용기를 엎어두고 진공 펌프에 연초한 배기관로와 크립톤 가스 공급관로가 절환가능
하게 접속된 접속관로의 선단에 팩킹을 구비한 가스치환봉입봉지장치를 이용하여, 그 접속관로의 선단의 
팩킹을 이중벽 용기의 개공부(8) 주변에 눌러 붙인 상태로, 개공부(8)로부터 공간부(4)내의 공기를 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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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하고, 그 후 공간부(4)에 클립톤 가스를 대기압정도의 봉입압력이 되도록 봉입하였다. 그리고 가스봉
입 완료 직후에, 팩킹을 떼어내서 개공부(8)에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계의 접착제를 떨어뜨려 봉지하고, 동
접착제를 한쪽면에 도포한 봉지판(9)을 개공부(8)  주위의 오목부(10)에 삽입하여 접착고정하고, 개공부
(8)를 완전히 봉지함과 동시에 개공부(8)를 보호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용기(1)는, 제조 비용이 저렴하고 장기간 뛰어난 단열 성능 및 내구성을 지
니고 있다.

[단열 성능의 확인]

얻어진 용기(1)에 95℃의 탕을 넣고 발포 폴리 스틸렌으로 이루어진 단열재를 충전한 덮개(21)을 덮고 방
치하여 1시간 뒤 탕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75℃였다.

[실시예 2]

제2도 및 제3도와 같은 구조의 용기(31)를 형성하는 외용기(32)와 내용기(33)를 내열수성의 폴리 카보네
이트를 이용하여 각각 사출성형에 의해 제작하였다.

우선, 외용기(32)의 형성시, 외용기 저부(38)의 중앙에 볼록부(41)와 오목부(40)를 형성하고, 오목부(4
0)의 지름을 10mm로 하고, 외용기 저부(38)의 두께가 거의 같도록 하였다. 또한, 외용기 저부(38)의 중앙
에 개공부(42)의 볼록부(41)측의 지름을 1mm로 하고, 오목부(40)측의 지름을 3mm로 하여 오목부(40) 측으
로부터 볼록부(41)측을 향해 축경된 개공부(42)를 형성하였다.

이 개공부(42)를 형성함에 있어서, 자형(43)의 개공용 볼록부(44)의 선단부(44b)는 웅형(45)의 사출 성형
용 게이트(46)내에 2-3mm 삽입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웅형(45)에 사출 성형용 게이트(46)를 게이트 지름 4mm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웅형(45)의 사출 
성형용 게이트(46)내에 자형(43)의 개공용 볼록부(44)의 선단을 삽입하고, 웅형(45)과 자형(43)의 접합면
을 맞춰, 사출 성형용 공간부(47)에 함성수지를 사출하여 외용기(32)를 형성하였다. 외용기(32)의 내면중
앙에는 성형후 게이트 핀이 형성되므로, 이 게이트 핀을 커트함으로써 개공부(42)를 형성하였다.

이어서, 내용기(33)는, 내용기(33)의 내표면을 형성하는 웅형과 외표면을 형성하는 자형을 이용하고, 자
형측의 내용기(33)의 저부의 중심에 대응하는 위치에 사출 성형용 게이트를 설치하여 형성하였다.

이어서, 외용기(32)의 내표면과 내용기(33)의 외표면에 복사전열 감소와 가스차단성 부여의 목적으로 동
도금을 행하였다.

그 뒤, 외용기(32)와 내용기(33)를 각각의 입구부(36, 37)에서 진동용착법에 의해 접합하여 용기(31)를 
얻었다. 이어서 이 용기(31)를 엎어두고 진공 펌프에 연통한 배기관로와 클립톤 가스 공급관로가 절환가
능하게 접속된 접속관로의 선단에 팩킹을 구비한 가스치환봉입봉지장치를 이용하여, 그 접속관로의 선단
의 팩킹을 용기의 개공부(42) 주변에 눌러 붙인 상태로, 개공부(42)로부터 공간부(34)내의 공기를 진공배
기하고, 그 후 개공부(34)에 크립톤 가스를 대기압정도의 봉입압력이 되도록 봉입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
에,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계의 접착제를 개공부(42)에 흘리고, 또한 오목부(40)에 접착제를 도포함과 동시
에 봉지판(39)을 끼워서 접착하여 봉지를 완료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용기(31)는, 제작 불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제조 비용이 저렴하고 강도적 
외관적으로도 뛰어나며, 내구성을 지니고 있어서 단열성능이 뛰어난 용기(31)를 얻을 수 있었다.

[단열 성능의 확인]

얻어진 용기(31)에 95℃의 탕을 넣고 발포 폴리 스틸렌으로 이루어진 단열재를 충전한 덮개를 덮고 방치
하여 1시간 뒤 탕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75℃였다.

[실시예 3]

제6도의 용기(61)와 덮개(81)을 제작하였다. 우선, 용기(61)의 제작에 있어서, 외용기(62)와 내용기(63)
를 각각 폴리 카보네이트와 폴리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와의 혼합수지를 이용하여 사출성형에 의해 제작
하였다. 제작한 외용기(62)의 내면과 내용기(63)의 외면에 화학 도금에 의하여 니켈도금을 행한 후, 광택 
전기 동도금을 약 15㎛ 두께로 행하였다. 그 때, 내용기(63)의 외면의 개구부(75) 근방의 a부와 b부의 광
택 전기 동도금의 두께를 약 5㎛로 하였다.

이어서, 외용기 단부(66)와 내용기 단부(67)를 진동용착법으로 접합하여 이중벽 용기를 제작하였다. 얻어
진 이중벽 용기의 공간부(64)의 두께는 약 5mm였다.

이어서 이 이중벽 용기를 엎어 두고 진공 펌프에 연통한 배기관로와 크립톤 가스 공급관로가 절환가능하
게 접속된 접속관로의 선단에 팩킹을 구비한 가스치환 봉입봉지장치를 이용하여, 그 접속관로의 선단의 
팩킹을 이중벽 용기의 개공부(68)의 주변에 눌러 붙인 상태로, 개공부(68)로부터 공간부(64)내의 공기를 
진공배기하고, 그 후 공간부(64)에 크립톤 가스를 대기압 정도의 봉입압력이 되도록 봉입하였다. 그리고 
가스봉입완료 직후에, 팩킹을 떼어내서 개공부(68)에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계의 접착제를 떨어 뜨려 봉지
하고, 동접착제를 한쪽면에 도포한 봉지판(69)을 개공부(68) 주위의 오목부(70)에 삽입하여 
접착고정하여, 개공부(68)를 완전히 봉지함과 동시에 개공부(68)를 보호하였다.

또한, 덮개(81)의 제작에 있어서, 하면벽(82)와 상면벽(83)을 각각 폴리카보네이트와 폴리 에틸렌 테레프
탈레이트와의 혼합수지를 이용하여 사출성형에 의해 제작하였다.  제작한 하면벽(82)의  내면 및 상면벽
(83)의 외면에 화학 도금에 의하여 니켈도금을 행한 후, 광택 전기 동도금을 약 15㎛ 두께로 행하였다. 
그 때, 하면벽(82)의 외면의 주연부(90) 근방의 c부의 광택 전기 동도금의 두께를 약 5㎛로 하였다. 이어
서, 하면벽 단부(88)와 상면벽 단부(89)를 진동용착법으로 접합하여 이중벽 구조의 덮개를 제작하였다. 
얻어진 덮개의 공간부(84)의 두께는 약 5mm였다.

그 후, 이 덮개를 상기 가스치환봉입봉지장치에 올려두고, 상면벽 중앙부의 개공부로부터 공간부(8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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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를 진공 배기한 후, 공간부(84)에 크립톤 가스를 실온에서 대기압정도의 봉입압력으로 봉입하고, 개
공부(68)에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계의 접착제를 떨어뜨려 봉지하고, 동접착제를 한쪽면에 도포한 봉지판을 
개공부의 주위에 접착고정하여, 개공부를 완전히 봉지함과 동시에 개공부를 보호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용기(61)와 덮개(81)는 종래의 보온용기에 비해 뛰어난 단열 성능을 나타내
었다. 덧붙여서, 제작한 용기(61)와 덮개(81)을 조합한 용기의 보온성능을, 시판중인 공기 단열용기, 우
레탄 단열용기 및 본 발명품과 같은 모양이지만 입구의 도금 두께를 25㎛로 두껍게 한 용기(입구의 도금 
25㎛)의 각각의 용기와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이 실험 조건은, 실온(20℃)의 조건에서 각 용기에 95℃의 탕을 300cc넣고, 소정의 시간마다 탕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제34도에 나타낸다.

제34도와 같이, 본 발명품의 용기는 종래의 공기 단열용기 및 우레탄 단열용기에 비해 뛰어난 보온 성능
을 나타내었다. 또한 입구의 도금두께를 25㎛로 한 용기는, 본 발명품(입구의 도금 두께 5㎛)보다도 보온 
성능이 떨어졌다.

[실시예 4]

제21도에 나타낸 진동 용착기(131)를 이용하여, 제26도 및 제27도에 나타낸 내용기(12)와 외용기(151)를 
이용하여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를 제작하였다.

내용기(152)와 외용기(151)는, 폴리 카보네이트수지와 폴리 에스테르수지를 혼합 중량비 7:3정도로 혼합
한 혼합수지로 사출 성형하고, 내용기(152)의 외면과 외용기(151)의 내면에 화학도금에 의해 니켈층을 형
성한 후, 그 위에 전기도금에 의해 두께 약 10㎛의 동도금막을 형성하였다. 외용기(151)는 개구부 외경 
140mm, 높이 70mm로 하고, 내용기는 개구부 외경 135mm(단부 최대외경은 140mm), 높이 60mm로 하였다. 외
용기(151)의 단부에는 돌출높이 0.5mm의 돌기 3개를 등간격으로 형성하였다. 또 이들 내용기(152)와 외용
기(151)는, 각각의 단부를 용착한 후의 내외용기간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설계하고 있다.

내용기(152)와 외용기(151)를 진동 용착기(131)에 셋팅하고, 상지그(173)를 하강시켜, 상지그(133)의 상
틀재(133b)에 의해 내용기(152)의 내면의 거의 전면에 걸쳐 눌려지고, 상지그(133)의 홈(133a)내에 고무
링(137)의 상단이 삽입되어 이 고무링(137)이 1mm정도 압축된 시점에서 상지그(133)의 하강을 
정치시켰다. 이 상태에서 고무링(137)의 내측의 공간이 기밀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공간(148)내를 진공펌프(142)에 의해 약 1 Torr 정도로 진공배기하고, 그 후 용기(143)로부터 공
간(148)내에 크립톤(Kr) 가스를 거의 대기압까지 충전하였다. 이어서 진동발생수단(미도시)에 의해 상지
그(133)에 약 100Hz, 진폭 약 2mm정도의 진동을 가하여, 내용기 단부(152a)와 외용기 단부(151a)간에 마
찰열을 발생시켜서 그 단부들을 용착하였다. 용착 종료후, 상지지대(132)를 상승시켜 합성수지제 단열 이
중벽 용기를 꺼내었다.

이어서,  제21도에  나타낸  진동  용착기를 이용하여,  제32도  및  제33도에  나타낸  상면벽(161)과 하면벽
(162)을 이용하여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를 제작하였다.

상면벽(161)과 하면벽(162)은, 폴리 카보네이트수지와 폴리 에스테르수지를 혼합 중량비 7:3정도로 혼합
한 혼합수지에 의해 사출 성형하고, 상면벽(161)의 내면과 하면벽(162)의 외면에 화학도금에 의해 니켈층
을 형성한 후, 전기도금에 의해 두께 약 10㎛의 동도금막을 형성하였다. 상면벽(162)은 단부 외경 130mm, 
높이 23mm로 하고, 하면벽(162)은 단부 외경 130mm, 높이 20mm로 하였다. 상면벽(161)의 단부에는 돌출높
이 0.5mm의 돌기 3개를 등간격으로 형성하였다. 또 이들 상면벽(161)과 하면벽(162)은, 각각의 단부를 용
착한 후의 상하면벽간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설계하고 있다.

진동 용착기(131)는 상지지대(132)에 상지그(173)를, 하지지대(134)에 하지그(175)를 설치하였다. 상면벽
(161)과  하면벽(162)을  진동  용착기(131)에  셋팅하고,  상지그(173)를  하강시켜,  상지그(173)의 상틀재
(173b)에  의해 하면벽(162)의  내면의 거의 전면에 걸쳐 눌려지고,  상지그(173)의  홈(173a)내에 고무링
(137)의 상단이 삽입되어 이 고무링(137)이 1mm정도 압축된 시점에서 상지그(173)의 하강을 정지시켰다. 
이어서, 공간(178)내를 진공펌프(142)에 의해 약 1 Torr 정도로 진공 배기하고, 그 후, 용기(143)로부터 
공간(178)내에 크립톤(Kr) 가스를 거의 대기압까지 충전하였다. 이어서 진동발생수단(미도시)에 의해 상
지그(133)에 약 100Hz, 진폴 약 2mm의 진동을 가하여, 상면벽 단부(161a)와 하면벽 단부(162a)간에 마찰
열을 발생시켜서 그 단부들을 용착하였다. 용착 종료후, 상지지대(132)를 상승시켜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
벽 덮개를 꺼냈다.

이와 같이 제작한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 및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덮개는, 내외용기 및 상하면벽
이 완전히 일체화되고, 접합부분이 완전 밀착하여, 외관상으로도 뛰어난 것이었다. 또한, 제작한 단열 이
중벽 용기내에 약 95℃의 탕을 300cc넣고, 제작한 단열 덮개으로 덮어서 보온성능을 시험한 결과, 1시간 
경과 후의 탕의 온도는 72℃로서 양호한 보온성능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종래의 공기 단열이나 우레탄 단열에 의한 용기에 비해서 뛰어난 단
열 성능을 가지면서 단열층을 얇게 형성할 수 있고, 가볍고 싼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 및 덮개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합성수지제의 내용기와, 합성수지제의 외용기를 구비하고, 상기 내용기와 상기 외용기가 연결되게 내용기
를 외용기내에 공간을 두고 수용하여 이중벽 용기로 하고 또한 상기 내용기와 외용기에 형성한 공간부를 
단열층으로 하고, 상기 내용기의 단열층에 면하는 표면 중 개구부 근방 이외의 부분에 금속박막층이 마련
되고 개구부 근방에는 합성수지 노출부가 형성되며, 상기 공간부에 크세논, 크립톤, 아르곤으로 이루어진 

37-19

1019960038263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의 저열전도율 가스를 봉입해서 이루어진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상기 내용기가 내약품성 수지에 의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
열 이중벽 용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내약품성 수지가 폴리 카보네이트와 폴리 에스테르의 혼합수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용기와 외용기가 내약품성 수지로 이루어지고, 상기 외용기의 저부벽의 중앙에 
개공부가 설치되고, 이 개공부를 내약품성 수지로 이루어진 봉지판으로 봉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
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내약품성 수지가 폴리 카보네이트와 폴리 에스테르의 혼합수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사 방지재가 금속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복사 방지재가 알루미늄박, 동박, 은박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1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사 방지재가 도금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복사 방지재의 도금막이, 그 도금막을 형성해야 하는 표면에만 ABS수지계 도료가 
도포되고 그 도포면에 상기 도금막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외용기의 저부 중앙부에, 저부벽의 두께가 거의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 외측 표면
에 오목부, 단열층측 표면에 볼록부를 구비한 단부가 설치되고, 또한 그 단부의 중심에 저부벽을 관통하
는 개공부가 설치됨과 동시에 상기 오목부에 배치된 봉지판에 의해 상기 개공부가 봉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 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개공부가, 상기 외용기의 저부 외표면의 오목부측으로부터 단열층 공간의 볼록부
측을 향해 축경되고, 상기 개공부가 접착제에 의해 봉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제가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계의 접착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박막층이 금속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박이 동박과 알미늄막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
제 단열 이중벽 용기.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박막층이 동도금막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동도금막의 두께는 10-5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열층의 두께는 1-10m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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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용기의 개구를 막는 덮개에 있어서, 합성수지로 이루어진 상면벽과 하면벽을 구비하고, 이것들을 공간부
를 두고 배치하여 주연부에서 접합한 이중벽 밀폐구조로 이루어지고, 상기 상면벽은 그 중앙부에 상방으
로 돌출하는 통형 볼록부를 구비하고, 상기 하면벽의 중앙부로부터 상기 공간부를 향해 상방으로 돌출하
는 형상의 통형 볼록부가, 그 내경이 상기 상면벽의 볼록부의 외경보다 크게 되도록 형성되며, 상기 공간
부에 크세논, 크립톤, 아르곤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의 저열전도율 가스가 봉입되
어 상기 공간부를 단열층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덮개 주연부에 지름방향의 홈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
벽 덮개.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덮개 주연부, 상기 상면벽의 볼록부의 시작부와 상기 하면벽의 볼록부의 시작부 
이외의 상기 공간부의 두께가 5-10m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상면벽의 볼록부가 원통형과 각통형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
제 단열 이중벽 덮개.

청구항 22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상면벽과 상기 하면벽의 공간부에 면하는 표면 중 적어도 상기 하면벽의 표면에 
금속으로 이루어진 복사 방지재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복사 방지재가 도금막, 알루미늄박, 동박, 은박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
된 적어도 1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

청구항 24 

용기의 개구를 막는 덮개에 있어서, 합성수지로 이루어진 상면벽과 하면벽을 구비하고, 이것들을 공간부
를 두고 배치하여 주연부에서 접합한 이중벽 밀폐구조로 이루어지고, 상기 상면벽은 그 중앙부에 상방으
로 돌출하는 통형 볼록부를 구비하고, 상기 하면벽의 공간부에 면하는 표면 중 주연부 근방 이외의 부분
에  금속박막층이  배치되고,  주연부  근방에는  합성수지  노출부가  형성되며,  상기  공간부에  크세논, 
크립톤, 아르곤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의 저열전도율 가스가 봉입되어 이루어지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박막층이 금속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박이 동박과 알루미늄박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

청구항 27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박막층이 동도금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동도금막의 두께를 10-50㎛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
개.

청구항 2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상면벽과 하면벽이 내약품성 수지에 의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내약품성 수지가 폴리 카보네이트와 폴리 에스테르의 혼합수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

청구항 3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단열층의 두께를 1-10mm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

청구항 32 

용기의 개구를 막는 덮개에 있어서, 합성수지로 이루어진 상면벽과 하면벽을 구비하고, 이것들을 공간부
를 두고 배치하여 주연부에서 접합한 이중벽 밀폐구조로 이루어지고, 상기 상면벽은 그 중앙부에 상방으
로 돌출하는 통형 볼록부를 구비하고, 상기 하면벽의 중앙부로부터 상기 공간부를 향해 상방으로 돌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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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상의 통형 볼록부가, 그 내경이 상기 상면벽의 볼록부의 외경보다 크게 되도록 형성되며, 상기 공간
부에 발포 스티롤, 우레탄, 펄라이트 가루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단열 재료를 충전시켜 상기 
공간부를 단열층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합성 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덮개 주연부, 상기 상면벽의 볼록부의 시작부와 상기 하면벽의 볼록부의 시작부 
이외의 상기 공간부의 두께가 10-15m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

청구항 34 

a) 내용기와 외용기를 수지를 이용하여 형성하는 공정과, b) 상기 외용기내에 내용기를 수용한 상태로 기
밀한 공간내에 배치하고 그 공간을 배기하는 공정과, c) 상기 공간내에 크세논, 크립톤, 아르곤으로 이루
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의 저열전도율 가스를 충전하는 공정과, d) 내외용기의 단부를 가열 
용착하여 기밀하게 접합하는 공정을 구비한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 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a공정은, 내용기의 단부와 상기 외용기의 단부 중 적어도 한쪽에 돌기를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b공정은, 내용기를 외용기내에 수용하여 조합하고 이 내외용기를 하지그와 상지그 
사이에 끼워 기밀하게 수용하는 공정과, 상기 하지그와 상지그 사이에 형성된 공간내를 배기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c공정은 상기 하지그와 상지그 사이에 형성된 공간내에 상기 저전도율 가스를 충전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a공정은, 상기 돌기를 복수개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
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방법.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b공정전에, 내용기와 외용기의 공간부에 면하는 표면중 적어도 내용기의 표면에 
금속으로 이루어진 복사 방지재를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방법.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복사 방지재가 금속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
방법.

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복사 방지재가 도금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
방법.

청구항 40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b공정에서 상기 하지그와 상지그 사이에 고무링을 끼워서 상기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방법.

청구항 41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d공정에서, 상기 하지그와 상지그 중 적어도 한쪽에 진동을 가하여, 내용기 단부
와 외용기 단부 사이에 마찰열을 발생시켜 그것들 단부를 용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방법.

청구항 42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a공정에서 상기 내용기와 외용기를 내약품성 수지를 이용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방법.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내약품성 수지가 폴리 카보네이트와 폴리 에스테르의 혼합수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방법.

청구항 44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복사 방지재가 되는 도금막을 형성해야 하는 표면에만 ABS수지계 도료를 도포한 
후, 그 도포면에만 도금막을 형성함으로서 상기 복사 방지재인 도금막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
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제조방법.

청구항 45 

a) 상면벽과 하면벽을 수지를 이용하여 형성하는 공정과, b) 상기 상면벽과 하면벽을 각 단부를 중첩한 
상태로 기밀한 공간내에 배치하고 그 공간내를 배기하는 공정과, c) 상기 공간내에 크세논, 크립톤, 아르
곤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의 저열전도율 가스를 충전하는 공정과, d) 상면벽과 하
면벽의  단부를  가열  용착하여  기밀하게  접합하는  공정을  구비한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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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a공정은, 상기 상면벽의 주단부와 상기 하면벽의 주단부 중 적어도 한쪽에 돌기를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b공정은, 상기 상면벽과 하면벽의 각 단부를 중첩한 상태로 하지그와 상
지그 사이에 끼워 기밀한 공간내에 배치하고, 상기 하지그와 상지그 사이에 형성된 공간내를 배기하는 공
정을 포함하고, 상기 c공정은, 상기 공간내에 상기 저열전도율 가스를 충전한 후, 상면벽과 면벽의 단부
를 가열 용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의 제조방법.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a공정은, 상기 돌기를 복수개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
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의 제조방법.

청구항 48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b공정전에, 상기 상면벽 하면과 하면벽 상면 중 적어도 하면벽 상면에 금속박막층
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의 제조방법.

청구항 49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박막층이 금속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의 제조
방법.

청구항 50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박막층이 도금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의 제조
방법.

청구항 51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하지그와 상지그 사이에 고무링을 끼워서 상기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의 제조방법.

청구항 52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하지그와 상지그 중 적어도 한쪽에 진동을 가하여, 상면벽 단부와 하면벽 단부 사
이에 마찰열을 발생시켜 그것들 단부를 용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덮개의 제
조방법.

청구항 53 

외용기와 내용기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합성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외용기를, 금형 내부로 합성수지를 
사출하여 성형하는 방법으로서, a) 외용기의 내표면을 형성하기 위한 웅형을 제작하는 공정과, b) 외용기
의 외표면을 형성하기 위한 자형을 제작하는 공정과, c) 상기 웅형과 자형을 조합하여 내부에 사출 성형
용 공간부를 형성하여 상기 금형으로 하고, 상기 사출 성형용 공간부에 합성수지를 사출하여 성형품을 제
작하는 공정과, d) 상기 성형품의 저부 중앙부에 개공부를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a공정에서는, 
상기 웅형의 상기 사출 성형용 공간부에 면하는 사출 성형면의 중앙부에 성형용 오목부가 형성되고, 또한 
상기 성형용 오목부의 중앙에 사출 성형용 게이트가 형성되고; 상기 b공정에서는, 상기 자형의 상기 사출 
성형용 공간부에 면하는 사출 성형면의 중앙부에 성형용 볼록부가 형성되고, 또한 개공용 볼록부가, 그 
지름이 상기 사출 성형용 게이트의 지름보다 작고 그 길이가 상기 사출 성형용 공간부의 두께보다 길어지
도록, 상기 성형용 볼록부의 중앙에 설치되고; 상기 c공정에서는, 상기 사출 성형용 게이트내에 상기 개
공용 볼록부의 선단이 삽입되도록 상기 웅형과 자형을 조합하여, 상기 사출 성형용 공간부에 상기 사출 
성형용 게이트로부터 합성수지가 사출되고, 상기 d공정에서는, 상기 사출 성형용 게이트에 의해 형성된 
게이트 핀을 절단함으로써, 상기 외용기의 저부 중앙부에 개공부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
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외용기 성형방법.

청구항 54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개공용 볼록부가 기단부로부터 선단부를 향해 축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
수지제 단열 이중벽 용기의 외용기 성형방법.

도면

37-23

1019960038263



    도면1

    도면2

    도면3

37-24

1019960038263



    도면4

    도면5

    도면6

37-25

1019960038263



    도면7

    도면8

37-26

1019960038263



    도면9

    도면10

    도면11

37-27

1019960038263



    도면12

    도면13

37-28

1019960038263



    도면14

    도면15

    도면16

37-29

1019960038263



    도면17

    도면18

    도면19

    도면20

37-30

1019960038263



    도면21

37-31

1019960038263



    도면22

37-32

1019960038263



    도면23

    도면24

37-33

1019960038263



    도면25

    도면26

    도면27

37-34

1019960038263



    도면28

37-35

1019960038263



    도면29

    도면30

    도면31

37-36

1019960038263



    도면32

    도면33

    도면34

37-37

1019960038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