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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손발톱장식용 입체성스티커

요약

  본 고안은 손발톱장식용 입체성스티커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에 따르면, 박리지(10)상면에 점착제를 스크린인쇄법으로 도포하여 스티커의 전체도형을 구성하는 점착제층(12)
을 형성하고 그 상면에 금박, 은박, 스크린인쇄 및 홀로그래피 공법에 의한 각종색상의 다양한 무늬 등으로 구성된 인쇄층
(14)을 형성하고 그 상면에 액상 투명연질우레탄수지를 스크린인쇄법으로 스티커의 전체도형과 동일하게 도포 건조하여
투명연질우레탄수지층(16)이 형성되고, 상기 투명연질우레탄수지층(16)의 상면에 필요한 색도의 액상 반투명연질우레탄
수지를 스크린인쇄방법으로 도포와 건조를 수차례 반복하여 투명연질우레탄수지층(16)의 상면에 다양한 색상의 반투명연
질우레탄수지층(18)을 형성함으로서 스티커의 표면이 투명 및 반투명 상태의 입체적인 요철면이 형성되어 하부의 인쇄층
(14)에 형성되는 금박, 은박, 스크린인쇄 및 홀로그래피 공법에 의한 각종 색상의 다양한 무늬가 투시되어 보이도록 구성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발톱장식용 입체성스티커가 제공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에 따른 손발톱장식용 입체성스티커의 일부절개사시도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손발톱장식용 입체성스티커의 제작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박리지

  12..............점착제층

  14..............인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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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투명연질우레탄수지층

  18..............반투명연질우레탄수지층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손발톱장식용 입체성스티커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손톱 및 발톱을 장식하기 위한 종래 대부분의 스티커
는 표면이 입체가 아닌 평면으로 구성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종래의 손발톱장식용 평면스티커는 표면의 외관이 단순한 것에 불과하여 입체적으로 한층 더 미려하게
손톱 및 발톱을 장식할 수 있는 결점이 있었던 것이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고안은 입체적으로 한층 더 미려하게 손톱 및 발톱을 장식할 수 있는 손발톱장식용 입체성스티커를 제공하려 하
는 것이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이와 같은 본 고안을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고안에 따른 손발톱장식용 입체성스티커의 일부절개사시도이고,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손발톱장식용 입체성
스티커의 제작공정을 도시한 단면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박리지(10)상면에 점착제를 스크린인쇄법으로 도포하여
스티커의 전체도형을 구성하는 점착제층(12)을 형성하고 그 상면에 금박, 은박, 스크린인쇄 및 홀로그래피 공법에 의한 각
종색상의 다양한 무늬 등으로 구성된 인쇄층(14)을 형성 한 후, 그 상면에 액상 투명연질우레탄수지를 스크린 인쇄법으로
스티커의 전체도형과 동일하게 도포 한 후 건조시킴으로서 투명연질우레탄수지층(16)이 형성된다. 상기와 같이 건조된 투
명연질우레탄수지층(16)의 상면에 다양한 색상의 액상 반투명연질우레탄수지를 스크린인쇄방법으로 필요한 색도에 따라
도포와 건조를 수차례 반복함으로서 투명연질우레탄수지층(16)의 상면에 다양한 색상의 반투명연질우레탄수지층(18)이
형성되며 이와 같은 구성으로 스티커의 표면이 투명 및 반투명 상태의 입체적인 요철면이 형성되어 하부의 인쇄층(14)에
형성되는 각종색상의 다양한 무늬와 홀로그램이 투시되어 보이도록 구성된 것이다.

  그리고 상기에서 스티커의 표면을 구성하는 투명연질우레탄수지층(16)과 반투명연질우레탄수지층(18)이 한층 더 입체
적인 요철면을 구성하기 위하여 스크린인쇄판의 스크린두께를 스크린 인쇄방법에서 허용되는 최대한의 두께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으로 상기의 투명연질우레탄수지층(16)과 반투명연질우레탄수지층(18)의 투명성 및 반투명성이 유지되는 한도에서
다양한 색상의 안료와 축광, 야광, 형광, 진주색 등의 분말과 빤짝이 입자 등을 액상의 우레탄수지에 혼합하여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되는 손발톱장식용 입체성스티커는 주된 목적이 손톱 및 발톱을 장식하기 위한 것이나 휴대폰 및 악세사
리 등의 장식용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고안의 효과

  위와 같은 본 고안은, 입체적으로 한층 더 미려하게 손톱 및 발톱을 장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박리지(10)상면에 점착제를 스크린인쇄법으로 도포하여 스티커의 전체도형을 구성하는 점착제층(12)을 형성하고 그 상
면에 각종색상의 다양한 무늬를 스크린인쇄 및 홀로그래피 공법으로 인쇄층(14)을 형성하고 그 상면에 액상 투명연질우레
탄수지를 스크린인쇄법으로 스티커의 전체도형과 동일하게 도포 건조하여 투명연질우레탄수지층(16)이 형성되고, 상기
투명연질우레탄수지층(16)의 상면에 필요한 색도의 액상 반투명연질우레탄수지를 스크린인쇄방법으로 도포와 건조를 수
차례 반복하여 투명연질우레탄수지층(16)의 상면에 다양한 색상의 반투명연질우레탄수지층(18)을 형성함으로서 스티커
의 표면이 투명 및 반투명 상태의 입체적인 요철면이 형성되어 하부의 인쇄층(14)에 형성되는 금박, 은박, 스크린인쇄 및
홀로그래피 공법에 의한 각종색상의 다양한 무늬가 투시되어 보이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발톱장식용 입체성스
티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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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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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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