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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장식물이 구성된 라벨 전사지의 제조방법 및 그 라벨전사지.

요약

  본 발명은 모자, 가방 및 의류와 같은 직물(7)에 상표나 도형등을 부착할 수 있고, 얼굴이나 어깨등의 피부(9)에 수려한

문양의 라벨(10)을 붙일 수 있는 라벨 전사지(11)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라벨(10)의 표면에 반짝이나 구슬등과 같은 장식

물(4)이 구성되어서 더욱 고급스러운 라벨(10)을 인쇄할 수 있는 장식물(4)이 구성된 라벨 전사지(11)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점착용 아크릴 수지와 열반응 경화제 및 용제를 혼합하여 구성한 점착제(2)를 전사지(1)에 도포하고, 점착제

(2)의 상부에 반짝이나 작은 구슬등의 장식물(4)을 부착하며, 장식물(4)위에 접착제(6)를 도포한 뒤 150∼190℃의 온도로

가열하는 열처리 과정을 통해 점착용 아크릴 수지와 열반응 경화제가 혼합된 점착제(2)가 열반응하여 경화되어 점착제(2)

의 점착력이 저하됨으로써, 직물(7)에 라벨(10)을 열전사하고 전사지(1)를 떼어낼 때 장식물(4)로부터 점착제(2)가 쉽게

떨어지게 되므로 장식물(4)의 손상 없이 깨끗한 품질의 라벨(10)을 인쇄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라벨, 전사지, 장식물, 반짝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조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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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는 본 발명의 점착제 도포공정을 나타낸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분산염료 인쇄공정을 나타낸 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장식물 부착공정을 나타낸 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바인더 도포공정을 나타낸 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접착제 도포공정을 나타낸 단면도.

  도 7은 본 발명의 열처리 공정을 나타낸 단면도.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라벨 전사지의 부분단면 사시도.

  도 9는 본 발명을 직물에 열전사하여 라벨을 부착하는 상태를 나타낸 단면도.

  도 10은 직물에 라벨을 열전사 하고 전사지를 떼어내는 상태를 나타낸 단면도.

  도 11은 본 발명의 사용 상태도.

  도 12는 본 발명의 다른 사용 상태도.

  <본 발명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전사지

  2 : 점착제

  3 : 분산염료

  4 : 장식물

  5 : 바인더

  6 : 접착제

  7 : 직물

  8 : 열프레스

  9 : 피부

  10 : 라벨

  11 : 라벨 전사지

  100 : 점착제 혼합공정

  110 : 점착제 도포공정

  120 : 분산염료 인쇄공정

  130 : 장식물 부착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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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바인더 도포공정

  150 : 접착제 도포공정

  160 : 열처리 공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모자, 가방 및 의류를 구성하는 직물에 상표나 도형등의 라벨을 부착할 수 있고, 사람의 얼굴이나 어깨등의 피

부에 다양하고 수려한 문양의 라벨을 붙일 수 있는 라벨 전사지에 관한 것으로 특히, 라벨의 표면에 반짝이나 구슬과 같은

장식물이 부착되어 더욱 고급스러운 라벨을 직물에 부착할 수 있고, 라벨을 직물이나 사람의 피부에 부착하고 전사지를 떼

어낼 때 장식물의 손상없이 깨끗하게 전사지를 떼어낼 수 있는 라벨 전사지에 관한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출원인은 2004년 3월 3일자, 특허출원번호 제2004-14422호로 표면에 털이 구성된 라벨을 직물에 인쇄할 수

있는 라벨 전사지를 개발하여 특허출원하였으나, 이를 더욱 개량하여 털 대신에 반짝이나 작은 구슬과 같은 장식물이 표면

에 구성된 라벨을 직물에 인쇄할 수 있고 특히, 반짝이나 구슬과 같은 장식물에 여러 가지 색상을 염색함으로써 더욱 미려

한 라벨을 인쇄할 수 있으며, 직물에 인쇄하고 전사지를 떼어 낼 때 전사지가 장식물로부터 쉽게 분리되어 장식물이 손상

되지 않고 깨끗하게 직물에 부착될 수 있는 라벨 전사지와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점착용 아크릴 수지와 열반응 경화제를 혼합하여 점착제(2)를 만드는 점착제 혼합공정(100)과, 점착제 혼합공정(100)을

통해 제조된 점착제(2)를 전사지(1)에 도포하는 점착제 도포공정(110)과, 점착제 도포공정(110)을 통해 도포된 점착제(2)

에 장식물(4)을 부착시키는 장식물 부착공정(130)과, 장식물 부착공정(130)을 통해 부착된 장식물(4)의 상부에 접착제(6)

를 도포하는 접착제 도포공정(150)과, 150∼190℃의 온도로 가열함으로써 전사지(1)에 도포된 점착제(2)를 열반응 경화

시키는 열처리 공정(160)으로 구성된다.

  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에서와 같이 본 발명은 점착제 혼합공정(100), 점착제 도포공정(110), 분산염료 인쇄공정(120), 장식물 부착공정

(130), 바인더 도포공정(140), 접착제 도포공정(150) 및 열처리 공정(160)으로 구성된다.

  점착용 아크릴 수지 17∼39중량%, 열반응 경화제 1∼3중량% 및 용제 60∼80중량%를 혼합하여 점착제(2)를 만드는 점

착제 혼합공정(100)을 실시한다.

  열반응 경화제로는 이소시아네이트(isocynate)수지 또는 멜라민(melamine)수지가 사용되고, 용제로는 톨루엔

(Toluene)이나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이 사용된다.

  열반응 경화제와 점착용 아크릴 수지가 혼합된 점착제(2)는 평소에는 끈끈한 점착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약 150∼190℃

의 온도를 가하게 되면 열반응 경화제가 열반응하여 경화되면서 아크릴 수지의 점착력이 현저히 저하되게 된다.

  점착제 혼합공정(100)을 통해 만들어진 점착제(2)를 도 2에서와 같이 종이나 합성수지 필름등의 전사지(1)에 도포하는

점착제 도포공정(110)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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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착제 도포공정(110)을 통해 도포된 점착제(2)의 상부에 도 3에서와 같이 점착제와 혼합된 여러 가지 색상의 분산염료

(3)를 인쇄하는 분산염료 인쇄공정(120)을 실시한다.

  분산염료 인쇄공정(120)을 통해 인쇄된 분산염료(3)와 점착제(2)의 상부에 도 4에서와 같이 반짝이나 작은 구슬과 같은

장식물(4)을 부착하는 장식물 부착공정(130)을 실시한다.

  장식물 부착공정(130)을 통해 부착된 장식물(4)의 상부에 도 5에서와 같이 바인더(5)를 도포하는 바인더 도포공정(140)

을 실시한다.

  바인더(5)로는 아크릴수지, 실리콘수지 및 우레탄수지등이 사용된다.

  바인더 도포공정(140)을 통해 도포된 바인더(5)의 상부에 도 6에서와 같이 접착제(6)를 도포하는 접착제 도포공정(150)

을 실시한다.

  접착제(6)로는 내열성이 낮은 열가소성 수지인 폴리우레탄수지, 폴리아미드수지 및 폴리에스터수지등이 사용된다.

  점착제 혼합공정(100)으로부터 접착제 도포공정(150)까지의 여러 공정을 거친 라벨 전사지(11)에 약 150∼190℃의 온

도를 가하여 열처리 하는 열처리 공정(160)을 실시한다.

  열처리 공정(160)을 통해 150∼190℃의 온도를 라벨 전사지(11)에 가하게 되면 도 7에서와 같이 분산염료 인쇄공정

(120)을 통해 인쇄된 분산염료(3)가 승화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장식물(4)에 염색되고, 점착제(2)에 혼합된 열반응 경화

제가 열반응하여 경화되면서 점착제(2)의 점착력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이상에서와 같은 공정을 통해 제조된 라벨 전사지(11)는 도 8에서와 같이 전사지(1), 점착제(2), 분산염료(3), 장식물(4),

바인더(5) 및 접착제(6)의 층상 구조를 가지게 된다.

  상기와 같은 구조의 라벨 전사지(11)를 도 9에서와 같이 직물(7)에 대고 열프레스(8)로 가압하면 접착제(6)가 열의 의해

녹으면서 직물(7)에 부착하게 되고, 도 10에서와 같이 전사지(1)를 떼어내면 장식물(4)이 점착제로(2)부터 떨어지면서 직

물(7)에 부착 되는 것이다.

  이때, 열처리 공정(160)을 통해 열반응 경화제가 열반응하여 점착력이 현저히 떨어진 점착제(2)는 장식물(4)로 부터 쉽

게 떨어지게 되면서 도 10에서와 같이 장식물(4)의 손상없이 깨끗하게 직물(7)에 부착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라벨(10)을 모자, 가방 및 의류와 같은 직물(7)에 열 전사하면 도 11에서와 같이 표면에 반짝이나 작

은 구슬과 같은 장식물(4)이 구성된 라벨(10)을 직물(7)에 인쇄할 수 있다.

  또한, 도 6의 접착제 도포공정에서 접착제(6) 대신에 점착제(2)를 사용하면 도 11에서와 같이 사람의 얼굴이나 어깨등의

피부(9)에도 장식물(4)이 구성된 라벨(10)을 붙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장식물(4)이 구성된 라벨 전사지(11)는 점착제 혼합공정(100), 점착제 도포공정

(110), 분산염료 인쇄공정(130), 장식물 부착공정(130), 바인더 도포공정(140), 접착제 도포공정(150) 및 열처리 공정

(160)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천 소재의 일반 직물(7)에 장식물(4)이 구성된 라벨(10)을 부착할 때에는 장식물(4) 상부에

바인더(5)를 도포하는 바인더 도포공정(140)을 생략하고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피부(9)에 장식물(4)이 구성된 라벨(10)을 부착할 때에는 반드시 장식물(4)의 상부에 바인더(5)를 도포하

는 바인더 도포공정(140)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조공정 중 장식물(4)에 여러 가지 색상을 염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분산염료 인쇄공정(3)을 생략하고

반짝이와 같은 장식물(4) 고유의 색상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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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반짝이나 작은 구슬과 같은 장식물(4)이 표면에 구성된 라벨(10)을 가방이나 모자

와 같은 직물(7)이나 사람의 얼굴이나 어깨와 같은 피부(9)에 부착할 수 있는 라벨 전사지로서, 라벨(10)을 직물(7)이나 피

부(9)에 부착하고 전사지(1)를 떼어낼 때 열경화되어 점착력이 현저히 저하된 점착제(2)로부터 장식물(4)이 쉽게 떨어지

므로 장식물(4)의 손상 없이 깨끗한 라벨(10)을 부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분산염료(3)가 장식물(4)을 마치 사진과 같이 정교하게 염색함으로써 더욱 수려한 장식물(4)이 구성된 라벨(10)을

부착할 수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점착용 아크릴 수지, 열반응 경화제 및 용제를 혼합하여 점착제(2)를 만드는 점착제 혼합공정(100)과;

  점착제 혼합공정(100)을 통해 제조된 점착제(2)를 전사지(1)에 도포하는 점착제 도포공정(110)과;

  점착제 도포공정(110)을 통해 도포된 점착제(2)에 장식물(4)을 부착시키는 장식물 부착공정(130)과;

  장식물 부착공정(130)을 통해 부착된 장식물(4)의 상부에 접착제(6)를 도포하는 접착제 도포공정(150)과;

  150∼190℃의 온도로 가열함으로써 점착제(2)를 열반응 경화시키는 열처리 공정(160)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물이 구성된 라벨 전사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점착용 아크릴 수지, 열반응 경화제 및 용제를 혼합하여 점착제(2)를 만드는 점착제 혼합공정(100)과;

  점착제 혼합공정(100)을 통해 제조된 점착제(2)를 전사지(1)에 도포하는 점착제 도포공정(110)과;

  점착제 도포공정(110)을 통해 도포된 점착제(2)에 점착제(2)와 혼합된 분산염료(3)를 인쇄하는 분산염료 인쇄공정(120)

과;

  분산염료 인쇄공정(120)을 통해 인쇄된 분산염료(3)의 상부에 장식물(4)을 부착시키는 장식물 부착공정(130)과;

  장식물 부착공정(130)을 통해 부착된 장식물(4) 상부에 접착제(6)를 도포하는 접착제 도포공정(150)과;

  150∼190℃의 온도로 가열함으로써 전사지(1)에 도포된 점착제(2)를 열반응 경화시키는 열처리 공정(160)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물이 구성된 라벨 전사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장식물 부착공정(130)을 통해 부착된 장식물(4)의 상부에 바인더(5)를 도포하는 바인더 도포공정(140)을 실시하고, 바

인더 도포공정(140)을 통해 도포된 바인더(5)의 상부에 접착제(6)를 도포하는 접착제 도포공정(150)을 실시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장식물이 구성된 라벨 전사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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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물이 구성된 라벨 전사지.

청구항 5.

  제 3항의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물이 구성된 라벨 전사지.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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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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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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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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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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