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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수성잉크를 사용해 원하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용이하게 인쇄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의 스티커제조용 인쇄

용지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수성잉크로 원하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인쇄할 수 있어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칼라프린터를 사용하여 원하는 형태의 그림이 인쇄된 스티커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의 스티커제조

용 인쇄용지가 제공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보인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스티커를 보인 사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박리지 20. 녹말접착제층

30. 베이스도막 40. 계면활성제층

50. 수성인쇄부 60. 투명코팅막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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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쇄용지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수성잉크를 사용해 원하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용이하게 인쇄

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의 스티커제조용 인쇄용지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스티커는 다양한 그림 등이 인쇄된 스티커시트의 배면에 접착제가 도포되고, 이 스티커시트의 접착면에 

박리지가 부착되어 이루어진다. 이러한 스티커 중에는 녹말 등과 같은 전분으로 된 전분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이 있는

데, 전분접착제가 사용된 스티커의 경우에 박리지를 박리시키기 위해서는 스티커를 물에 담구어 전분접착제의 접착

력을 회복시킨 다음 박리지를 박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분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는 사용전에 필수적으로 

물에 담구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스티커를 붙일 때 전분접착제가 완전히 건조되기까지는 스티커시트의 부착위

치를 용이하게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전분접착제를 사용하는 스티커는 전술한 바와 같이, 물에 담구어 박리지를 박리하여야 하므로, 스

티커의 무늬를 수성잉크로 인쇄한 경우에는 스티커의 무늬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종래에 전분접착제가 사용

된 스티커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상면에 전분접착제가 도포된 박리지에 유성잉크로 스크린 인쇄하여 다채로운 형태의

그림이나 무늬를 인쇄하고, 그 인쇄면 위에 투명한 유성 코팅제를 코팅하여, 이 투명코팅막과 유성인쇄부에 의해 스

티커시트가 형성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실크스크린으로 무늬를 인쇄하는 경우에는 무늬의 색상에 따라 다

공정으로 인쇄를 하여야 하므로 인쇄공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웠으며, 제품의 코스트도 높았다.

또한, 이와 같이 종래의 스티커는 유성잉크로 스크린인쇄방식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스크린 등에 필요한 장치 등이 필

요하데, 이러한 장치는 고비용과 넓은 설치공간이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인쇄업체가 아니면 구비하기가 곤란하다. 그

러므로 일반 소비자들이 각자의 취향에 따른 그림 등이 인쇄된 스티커를 직접 제작하기가 곤란하였다. 따라서 소비자

들은 기 디자인된 제품을 구입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종래의 스티커로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키기에 다

소 역부족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수성잉크로 원하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인쇄

할 수 있어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칼라프린터를 사용하여 원하는 형태의 그림이 인쇄된 스티커

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의 스티커제조용 인쇄용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르면, 박리지(10)의 상면에 전분접착제층(20)이 도포되고, 이 전분접착제층(20)의 상면에 유성도료에 의

한 베이스도막(30)이 코팅되며, 이 베이 스도막(30)의 상면에는 계면활성제층(40)이 도포되어 이루어져서, 상기 베이

스도막(30)의 상면에 수성잉크로 그림 등을 인쇄하였을 때, 수성잉크가 상기 계면활성제에 의해 베이스도막(30)에 흡

착되어 고화질의 화상이 인쇄된 스티커를 제조할 수 있는 스티커제조용 인쇄용지가 제공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에 의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인쇄용지

를 보인 사시도이고, 도 2는 이 인쇄용지를 이용해 제조된 스티커를 보인 사시도이다.

본 발명은 전분접착제가 도포된 박리지(10) 위에 유성도료에 의한 베이스도막(30)이 형성되고, 이 베이스도막(30)의 

상면에는 계면활성제가 도포된 것이다.

상기 박리지(10)는 일반적인 종이시트로서, 그 상면에는 녹말 등과 같은 전분으로 된 전분접착제가 도포되어 전분접

착제층(20)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 전분접착제층(20)의 상면에는 유성도료가 코팅되어 베이스도막(30)이 형성된다. 

이 베이스도막(30)은 후술하는 인쇄부(50) 및 투명코팅막(60)과 함께 스티커시트(70)를 이루는 것으로, 이 베이스도

막(30)의 색상이 스티커시트(70)의 바탕색이 된다. 따라서 상기 베이스도막(30)을 형성하는 유성도료의 색상을 다양

하게 선택하여 사용한다. 그런데 이때 상기 베이스도막(30)이 비교적 두껍게 형성되는 경우에는 스티커시트(70)에 균

열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게는 유성도료를 200∼400㎛ 정도로 코팅하여 얇은 베이스도막(30)을 형성한다. 사

용될 수 있는 유성도료로는 일반적인 유성페인트나 유성에나멜 등이 있다.

그리고 상기 베이스도막(30)의 상면에 계면활성제를 도포하고 계면활성제층(40)을 형성하여서 인쇄용지(80)를 완성

한다. 이때 사용될 수 있는 계면활성제로는 황산알킬나트륨, 알킬트리메틸암모늄핼라이드, 알킬베타인 등이 있는데, 

소수성기와 친수성기를 가지는 계면활성제에 의해 상기 인쇄용지의 베이스도막(30)에 수성잉크로 인쇄하는 것이 가

능하다.

한편, 필요에 따라서는 상기 인쇄용지(80)의 상면에 별도의 커버시트를 부착하여 유통과정 등에서 인쇄용지(80)가 오

염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와 같이 제조된 인쇄지를 이용해 그림 등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상기 인쇄용지(80) 위에 수성잉크로 소정형상의 그

림을 인쇄한다. 이때에는 상기 수성잉크가 유성잉크로 된 베이스도막(30) 위에 형성된 계면활성제층(40)에 의해 베이

스도막(30)에 효과적으로 흡착된다. 이는 상기 계면활성제의 소수성기는 유성인 베이스도막(30)에 결합되고, 계면활

성제의 친수성기에 수성잉크가 결합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후처리로서, 상기 수성인쇄부(50) 위에 투명한 유성코팅제

를 코팅하여, 투명코팅막(60)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베이스도막(30)과 이 베이스도막(30)위에 인쇄된 수성인쇄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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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및 투명코팅막(60)에 의해 스티커시트(70)가 얻어진다. 상기 유성코팅제로는 투명한 유성니스 등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하여 인쇄용지(80)에 수성의 칼라잉크로 다양한 형태의 그림이나 무늬 등을 인쇄한 후에는 이를 물에 담구

어 녹말접착제의 접착력이 회복되도록 하여 박리지(10)를 박리시킨다. 이때에는 상기 수성인쇄부(50)가 베이스도막(

30)과 투명코팅막(60)에 의해 그 상하면이 피복되어 있어서 방수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수성인쇄부(50)가 손상되

는 것이 방지된다.

이러한 본 발명은 수성의 잉크를 사용하여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인쇄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가정이나 사무실 등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칼라프린터를 이용해 원하는 그림 등이 인쇄된 스티커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수성잉크를 사용하여 그림이나 사진을 인쇄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칼라프린터를 사용하여 원하는 형태의 그림이 인쇄된 스티커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의 스티커제조용 인쇄용지가 제공된다.

이러한 본 발명에 의한 인쇄용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사진 등을 인쇄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각자의 취향에 맞는 스티커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스티커제조업체에서도 종래의 유성잉크를 

사용해 스크린인쇄하는 경우보다 더 용이하게 스티커를 제조할 수 있어서 저렴한 가격을 갖는 고품질의 스티커를 제

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박리지(10)의 상면에 전분접착제층(20)이 도포되고, 이 전분접착제층(20)의 상면에 유성도료에 의한 베이스도막(30)

이 코팅되며, 이 베이스도막(30)의 상면에는 계면활성제층(40)이 도포되어 이루어져서, 상기 베이스도막(30)의 상면

에 수성잉크로 그림 등을 인쇄하였을 때, 수성잉크가 상기 계면활성제에 의해 베이스도막(30)에 흡착되어 고화질의 

화상이 인쇄된 스티커를 제조할 수 있는 스티커제조용 인쇄용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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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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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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