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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큐브 코너형 재귀 반사 시트, 그것을 성형하기 위한 몰드 및 그 몰드의 제조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재귀반사성의 큐브 코너 물품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기 적합한 몰드에 사용하는 복수 개의 박편(10a, b, c, d, e,

f, g, h)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각 박편은 그 양측에 있는 제1 주면 및 제2 주면을 가지며, 이들 주면은 사이에 제

1 기준 평면을 획정한다. 각 박편은 또한 제1 및 제2 주면을 연결하는 가공면을 갖는다. 상기 가공면은 이 면에 거의 평행

하고 상기 제1 기준 평면에 수직인 제2 기준 평면과 상기 제1 및 제2 기준 평면에 수직인 제3 기준 평면을 획정한다. 본 발

명의 방법은 상기 각각의 제1 기준 평면이 서로 평행하고 고정 기준축에 대해 평행하거나 일정 각도로 배치되도록 상기 복

수 개의 박편을 조립체로 형성하는 단계(a)와, 상기 복수 개의 박편의 가공면상에 각각이 서로 교차하는 3개의 수직 측면

을 갖는 복수 개의 큐브 코너 요소를 형성하는 단계(b)와, 몰드면의 구조를 변경하도록 상기 조립체로부터 복수 개의 박편

(10c, 10f)을 제거하는 단계(c)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8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복수 개의 박편(薄片: laminae)으로 형성되는, 큐브 코너형 재귀반사 시트 성형용 몰드, 그 몰드의 제조 방법, 그

리고 희생 박편(sacrificial laminae)을 이용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면(structured surface)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기 몰드를 이용하여 성형된 재귀반사 시트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재귀반사 재료는 입사광을 원래의 광원쪽으로 재반사시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재귀반사 시트는 다양한

표시 용도로 그 용도가 확장되고 있다. 재귀반사 시트는, 예를 들면, 도로 표지 및 바리케이드와 같은 편평한 강성 물품에

종종 부착되고 있지만, 주름진 표면 또는 가요성 표면에도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재귀반사 시트는 요철이나 돌출 리벳

등 가릴 필요가 있는 트럭 트레일러의 측면에 부착되거나, 또는 도로 작업자의 안전복 또는 다른 이와 유사한 안전복 등 가

요성 본체부에 부착될 수도 있다. 하면(피부착면)이 울퉁불퉁하거나 또는 가요성인 경우, 이 재귀반사 시트는 재귀반사 성

능을 저하시키지 않고 아래의 표면에 정합(整合)될 수 있는 성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귀반사 시트는

롤 형태로 종종 포장되어 출하되므로, 그 재귀반사 시트는 코어 둘레에 감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재귀반사 시트의 공지된 2가지 유형에는 미소구형 시트 및 큐브 코너형 시트가 있다. 종종, "비드 부착(beaded)" 시트로

지칭되는 미소구형 시트는 적어도 일부분이 바인더층에 매설되고, 입사광을 재귀반사시키는 관련된 거울 반사 또는 확산

반사 재료(예를 들면, 안료 입자, 금속 플레이크(flakes) 또는 기상 증착 피막(vapor coat) 등)을 갖는 다수의 미소구(微小

球)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시적인 실례들이 미국 특허 제3,190,178호(McKenzie), 제4,025,159호(McGrath) 및

제5,066,098호(Kult)에 개시되어 있다. 미소구형 시트는 일반적으로 주름지거나 또는 가요성 표면에 일반적으로 부착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미소구형 시트는, 비드형 재귀반사체의 대칭성으로 인해, 그 시트 표면에 수직인 축을 중심으

로 회전될 때 방향에 따른 총 광 귀환량(total light return)이 비교적 균일하다. 따라서, 이러한 미소구형 시트는 시트의 표

면상에서의 배치 방향과 관련한 민감성이 비교적 낮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미소구형 시트의 재귀반사 효율은 큐브

코너형 시트보다 낮다.

큐브 코너형 재귀반사 시트는 통상적으로 실질적으로 평면인 기부면(基部面: base surface) 및 상기 기부면의 반대쪽에서

다수의 큐브 코너 요소로 구성되는 구조화면(structured surface)을 갖는 본체부를 구비한다. 각 큐브 코너 요소는 하나의

기준점, 즉 정점에서 서로 거의 수직으로 교차하는 3개의 광학면을 포함한다. 큐브 코너 요소의 기부(基部: base)는 큐브

코너 요소 내부로 빛을 투과시키는 개구(開口: aperture)로서 작용한다. 사용시, 재귀 반사 시트의 기부면으로 입사하는 빛

은 그 시트의 기부면에서 굴절되고, 그 시트에 배치된 큐브 코너 요소들의 기부를 투과하고, 서로 수직인 3개의 각 큐브 코

너 광학면으로부터 반사되어, 다시 광원을 향해 진행한다. 또한, 광학축이라고도 불리는 큐브 코너 요소의 대칭축은 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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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정점(頂点)을 통과하고 상기 큐브 코너 요소의 3개의 광학면과 동일한 각을 형성하는 축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큐브

코너 요소는 거의 광학축을 따라 이들 큐브 코너 요소의 기부로 입사하는 빛에 대해 최고의 광학 효율을 나타낸다. 큐브 코

너형 재귀반사체에 의해 재귀반사되는 광량(光量)은 입사각이 광학축으로부터 벗어남에 따라 저하한다. 예컨대, 재귀반사

시트의 기부면에 대하여 수직인 축에 관하여 약 85도 이상의 큰 입사각(high entrance angle)으로 입사하는 빛은 통상 기

부면에 근접하므로 재귀반사율이 낮고 재귀반사 시트의 기부면으로부터 약 30도 내지 40도 범위의 작은 입사각(low

entrance angle)으로 입사하는 빛은 광학축에 근접하므로 입사광에 대한 재귀반사율은 높다. 종래 기술에서는 재귀반사

시트의 기부면에 수직인 축에 대하여 85도 이상의 입사각을 "큰 입사각"으로, 그리고 재귀반사 시트에 수직인 축에 대하여

30도 내지 40도 범위의 입사각을 "작은 입사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예컨대 미국 특허 제3,712,706호

(Stamm) 및 미국 특허 제5,880,885호(Bailey) 등에 개시되어 있다.

큐브 코너형 재귀반사 시트의 최대 재귀반사 효율은 재귀반사 시트의 구조화면상의 큐브 코너 요소의 형상(geometry)과

함수 관계에 있다. 큐브 코너 재귀반사 시트 기술 분야에서는, 큐브 코너 요소의 기부로 입사하는 광을 재귀반사시키는 그

요소의 부분의 특징을 기술하기 위해 "광학적 활성 영역(optically active area)" 및 "유효 개구(effective aperture)"라고

하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큐브 코너 요소를 설계함에 있어서의 유효 개구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본원

발명의 주제를 벗어난 주제이다. 큐브 코너 형상의 유효 개구를 결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예를 들면, 에크하르트

(Eckhardt) 저, 응용 광학(Applied Optics), 제10권 제7호(1971년 7월 발행), pp.1559-1566에 개시되어 있다. 미국 특허

제835,648호(Straubel)에서도 유효 개구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임의의 입사각에 있어서의 광학적 활성 영역은 굴

절된 입사광에 대하여 수직인 평면상으로의 3개의 큐브 코너 광학면의 투영상과 동일한 평면상으로의 제3 반사의 상표면

(像表面)들의 투영상을 위상 교차(topological intersection)시킴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그러면, '활성 영역 비율(percent

active area)'이라고 하는 용어는 광학적 활성 영역의 면적을 큐브 코너면의 전체 투영 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된다. 재

귀반사 시트의 재귀반사 효율은 이 광학적 활성 영역 비율에 직접 상관 관계가 있다.

또한, 재귀반사 시트의 재귀반사 패턴의 광학적인 특성은 부분적으로는 큐브 코너 요소의 물리적인 형상과 함수 관계에 있

다. 따라서, 큐브 코너 요소의 형상이 변형되면, 그에 대응하여 재귀반사 시트의 광학 특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

한 바람직하지 않은 물리적인 변형을 억제하기 위해서, 재귀반사 시트의 큐브 코너 요소는 시트의 굴곡이나 탄성 신장 중

에 큐브 코너 요소의 물리적 변형을 억제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비교적 높은 탄성률을 갖는 재료로 제조되는 것이 보통이

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재귀반사 시트는 굴곡되어 있거나 또는 그 자체가 가요성이 있는 기체(基體)에 부착될 수 있을 정도

로, 또는 보관 및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롤에 감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가요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

전통적으로는, 원하는 큐브 코너 요소 형상의 네거티브 형태(negative image: 큐브 코너 요소의 요철 형상과 반대의 요철

형상) 또는 포지티브 형태(positive image: 큐브 코너 요소의 요철 형상과 동일한 요철 형상)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마

스터 몰드(master mold)를 우선 제작하여, 재귀반사 시트를 제조하였다. 니켈 전기 도금법, 화학적 기상 증착법 또는 물리

적 기상 증착법을 이용하여 그 마스터 몰드를 복제한 피성형체(彼成形體)로서 큐브 코너형 재귀반사 시트 성형용 몰드 또

는 틀을 제작할 수 있다. 미국 특허 제5,156,863호(Pricone 등)에는, 큐브 코너형 재귀반사 시트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성형용 몰드를 형성하는 공정의 개요가 설명되어 있다. 마스터 몰드를 제조하는 공지된 방법으로는, 핀 번들링(pin-

bundling)법, 직접 절삭법 및 적층법 등이 있다. 이들 방법은 각각 이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핀 번들링법에서는, 각각 한 단부에 소정의 기하학적인 형상을 갖는 복수 개의 핀을 서로 조립하여 큐브 코너형 재귀반사

면을 성형한다. 미국 특허 제1,591,572호(Stimson), 제3,926,402호(Heenan), 제3,541,606호(Heenan 등) 및 제

3,632,695호(Howell)에는, 예시적인 실례들이 개시되어 있다. 핀 번들링법은 하나의 몰드에서 다양한 형상의 큐브 코너

요소를 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핀 번들링법은 작은 큐브 코너 요소(예컨대, 약 1.0 mm 미만)

를 제조하는 데에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실용적이지 못하다.

직접 절삭법에서는, 단일 기판에 일련의 홈을 형성하여 큐브 코너형 재귀반사면을 제작한다. 미국 특허 제3,712,706호

(Stamm) 및 제4,588,258호(Hoopman)에는 예시적인 실례들이 개시되어 있다. 직접 절삭법은 매우 작은 큐브 코너 요소

(예컨대, 약 1.0 mm 미만)를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어 가요성 있는 재귀반사 시트를 제조하는 데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직접 절삭법을 이용해서 큰 입사각에서 높은 효율의 유효 개구를 갖는 특정 형상의 큐브 코너 요소를 제조하는 것이 현재

로서는 불가능하다. 예컨대, 미국 특허 제3,712,706호에 개시된 형상의 큐브 코너 요소의 이론적인 최대 총 광 귀환량을

재귀반사율로 나타내면 약 67 % 이다.

적층법에서는, 각각 한 단부에 소정의 기하학적 형상을 갖는 복수 개의 박편을 조립하여 큐브 코너형 재귀반사면을 형성한

다. 독일 가출원 공보(OS) 제19 17 292호, 국제 출원 공보 제WO 94/18581호(Bohn 등), 제WO 97/04939호(Mimura 등),

및 제WO 97/04940호(Mimura 등) 모두는 복수 개의 플레이트상에 형성되는 홈이 형성된 표면을 갖는 성형된 반사체

(molded reflector)를 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플레이트들을 특정 각도로 경사지게 하고, 각각의 제2 플레이트를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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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이 공정에 의해 복수 개의 큐브 코너 요소가 얻어지며, 각각의 큐브 코너 요소는 2개의 절삭면과 플

레이트의 일면에 의해 형성된다. 독일 특허 제DE 42 36 799호(Gubela)에는, 큐브 표면(cubical surface)을 갖는, 높은 효

율의 큐브 코너를 제조하기 위한 성형 기구의 제조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경사면은 밴드(band)의 한쪽 엣지의 전체 길이

에 걸쳐 제1 방향으로 연마 또는 절삭된다. 그 후, 밴드 상에서 큐브 코너형 반사체를 성형하기 위하여, 제2 방향으로 복수

개의 노치를 형성한다. 최종적으로, 밴드의 측면에 복수 개의 노치를 수직으로 형성한다. 관련 특허로는 독일 임시 특허 제

44 10 994 C2호(Gubela)가 있다.

큐브 코너형 재귀반사 시트는 통상 전면(前面)이 실질적으로 평탄하고 배면(背面)상에 복수 개의 큐브 코너 요소를 갖는

실질적으로 광투과성인 중합체 베이스 시트(base sheet)로 제작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상기 큐브 코너형 시트는 통상

시트를 원하는 물체에 부착하는 데 적합한 접착제 또는 기타의 다른 수단을 갖는 지지 시트(backing sheet)도 포함하고 있

다.

"입사각성(入射角性: entrance angularity)"이라고 하는 용어는, 가령 ASTM E808-94, "재귀반사를 표현하는 표준 실무

편(Standard Practice for Describing Retroreflection)"에 기술되어 바와 같이 재귀반사 시트의 재귀반사 효율을 입사광

의 입사각의 함수로서 설명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큐브 코너형 재귀반사 시트의 입사각 특성은 통상 재귀 반사 시트의 평

탄면과 수직인 축에서 측정한 입사광의 입사각의 함수로서, 그리고 재귀반사 시트의 방향의 함수로서 특성이 있다.

큰 입사각에서의 큐브 코너형 재귀반사 시트의 입사각성의 향상과 작은 입사각에서의 재귀반사 효율의 향상 사이에는 일

반적으로 절충이 있다. 이와 같이 입사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형된 큐브 코너형 시트는 일반적으로 그 시트에 수직인

축으로부터 약 10°∼ 약 20°미만의 작은 입사각으로 시트에 입사하는 빛에 대한 재귀반사 성능이 저하된다. 이러한 재귀

반사 성능의 저하는 몇 가지 용도에 대하여 재귀반사 시트의 유용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당해 기술 분야에서는, 작은 입

사각에서 재귀반사 효율의 현저한 저하 없이 강한 입사각성적인 성능을 나타내는 재귀반사 시트, 그리고 그러한 재귀반사

시트를 제작하는 제조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바람직한 재귀반사 시트는 비교적 작은 입사각으로 시트에 입사하는 빛에 대하여 재귀반사 효

율의 현저한 저하가 없이 향상된 입사각성을 갖는다. 또한, 복수 개의 박편으로 재귀반사 시트를 성형하는 데 사용하기 적

합한 마스터 몰드(master mold)를 제조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이러한 재귀반사 시트를 제작하는 바람직한 방법도 개시한

다. 유익하게는, 이러한 방법에 따라 제작된 마스터 몰드는 비교적 작은 입사각으로 시트에 입사하는 빛에 대하여 100 %

에 근사할 정도의 재귀반사 효율을 나타내는 큐브 코너형 재귀반사 시트의 제조를 가능하게 한다. 바람직한 제조 방법에

의하면, 재귀반사 시트가 가요성이 있도록 약 0.050 mm 내지 약 0.25 mm의 폭을 갖는 큐브 코너형 재귀반사 요소를 제조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복수 개의 박편으로 형성된 몰드를 제조하는 비용 효율인 방법도 개시되어 있다.

한 가지 실시예로서, 큐브 코너형 재귀반사 제품을 성형하는 데 사용하기에 적합한 몰드에 사용하는 복수의 박편 제조 방

법이 개시된다. 각 박편은 사이에 제1 기준 평면을 획정(劃定)하는 양쪽의 제1 주면(主面) 및 제2 주면을 갖는다. 각 박편

은 제1 주면 및 제2 주면을 연결시키는 가공면을 더 포함한다. 상기 가공면은 그 가공면에는 실질적으로 평행하고 제1 기

준 평면에는 수직인 제2 기준 평면을 획정한다. 제1 기준 평면과 제2 기준 평면에 수직하게, 제3 기준 평면이 획정된다. 상

기 복수의 박편 제조 방법은 조립된 복수의 박편들을 이들 박편 각각의 제1 기준 평면이 서로 평행하고 또 제1 기준축에 대

하여 제1 각도를 이루어 배치되도록 배향(配向)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복수의 큐브 코너 요소들이 복수의 박편의 가공면

에 형성되는데, 이때 복수 개의 큐브 코너 요소는 서로 거의 수직인 3 개의 측면을 가지며, 이들 측면이 서로 교차하여 큐브

코너 요소를 형성한다. 몰드면(mold surface)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립된 복수의 박편 중 일부를 제거한다.

몰드면상에 복수 개의 큐브 코너 요소를 형성하는 단계는 복수의 박편의 가공면을 횡단하는 2 세트의 부(副) 홈 세트

(secondary groove sets)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이들 부 홈 세트는 상호 교차하여 각 큐브 코너 요소의 제1 기

부각(base angle)(β1)을 형성한다. 각 박편의 주면들 사이에서 뻗는 주(主) 홈 세트가 형성되는데, 이 주 홈 세트의 홈은 부

홈 세트의 홈들과 교차하여 각 큐브 코너 요소의 제2 기부각(β2) 및 제3 기부각(β3)을 형성한다. 한 가지 실시예에서, 주 홈

세트를 형성하기 전에, 박편 조립체로부터 복수의 박편을 제거하여 몰드면의 구성을 변경한다.

박편의 제1 기준 평면이 제1 기준축에 대하여 0 보다 큰 각도를 이루고 있는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큐브 코너 요소는 2 종

류의 홈 세트로 형성될 수 있다. 몰드면상에 복수의 큐브 코너 요소를 형성하는 단계는 각 박편의 가공면에 적어도 2 개의

평행하게 인접한 V형 홈을 포함하는 제1 홈 세트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각 인접한 홈은 제1 홈면과 제2 홈면을 형

성하고, 이들 제1 홈면과 제2 홈면은 거의 직각으로 교차하여 각 박편 상에 제1 기준 엣지(reference edge)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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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박편의 가공면에 1 이상의 홈을 포함하는 제2 홈 세트가 형성된다. 제2 홈 세트의 각 홈은 제3 홈면을 형성하며, 이

제3 홈면이 상기 제1 홈면 및 제2 홈면과 거의 직각으로 교차하여 적어도 1 개의 제1 큐브 코너 요소를 형성한다. 제2 홈

세트를 형성하기에 전에, 상기 복수의 박편을, 이들 박편의 제1 기준 평면들이 서로 평행함과 동시에 고정 기준축(fixed

reference axis)에 대하여 제2 각도로 배치되도록 배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수의 박편은 제2 기준 평면에 수직인

축을 중심으로 180°로 회전될 수 있다. 박편의 일부를 제거하는 단계는 박편 조립체로부터 복수의 박편을 제거하는 단계

및/또는 박편의 적어도 하나의 주면을 절삭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박편 조립체 내에서 180°회전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공면은 인접한 가공면과 대체로 동일한 평면에 있게 된다. 복수의 박

편은 그들 각각의 제1 기준 평면들이 서로 평행함과 동시에 고정 기준축에 대하여 제1 각도로 배치되도록 배향될 수 있고,

복수 개의 박편은 기부 평면(base plane)을 한정하는 적합한 치구(fixture)에 보유되어 있다. 고정 기준축은 상기 기부 평

면에 대해 거의 수직이다. 한 가지 실시예에서, 제1 각도는 0°이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제1 각도는 약 0°내지 약 40°이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7°내지 약 30°이다.

다른 한 가지 실시예에서는, 복수의 큐브 코너 요소를 형성하는 단계 중에, 복수의 박편을 그들 각각의 제1 기준 평면이 서

로 평행함과 동시에 0°보다 큰 제1 각도로 배치되도록 배향시킨다. 복수의 큐브 코너 요소를 형성하는 단계 이후에는, 복

수의 박편을 그들 각각의 제1 기준 평면이 서로 평행함과 동시에 제1 각도와는 다른 제2 각도로 배치되도록 재배향시킨다.

제2 각도는 제1 각도보다 작은 것이 바람직하며, 0°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복수의 큐브 코너 요소를 형성하는 단계는 복수의 박편의 가공면에 근접한 복수의 박편 부분들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이 복수의 박편 각각의 일부를 제거하는 공정은 룰링(ruling), 플라이컷팅(fly-cutting), 연삭(grinding) 및 밀링

(milling)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재료 제거 기술을 포함한다. 소정 홈 세트 내의 인접한 홈은 박편의 가공면

에서 깊이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박편의 가공면에서 소정 홈 세트 내의 인접한 홈 사이의 거리는 변동될 수 있다. 박편의 취

급으로 인한 정렬 문제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삭 단계 동안의 인접한 박편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러한 박편으로

형성된 추후의 몰드에서, 주면(主面) 사이의 편평한 계면이 유지되는 것이 좋다.

제1 기부각(β1)은 약 0°내지 약 60°이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10°내지 약 45°이고, 약 24°내지 약 40°인 것이 가장 바람

직하다. 주 홈 세트는 n 번째 박편마다 형성될 수 있으며, 여기서 n은 1보다 큰 수이다. 큐브 코너 요소들은 통상 대향하는

쌍(opposing pairs)을 이루도록 배열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약 360°의 배향각(配向角) 범위에서 비대칭의 총 광 귀환

량을 제공하도록 큐브 코너 요소들의 광학 축들이 대체로 평행할 수 있다.

복수의 박편을 제거하는 단계는 각각의 가공면에 주 홈(primary groove)이 없는 박편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박편을 제거하

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복수의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들(cube corner element segments)을

포함하는 몰드 면(mold surface)을 형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가공면에 주 홈을 포함하는 복수의 박편을 재조립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들은 각각의 큐브 코너 요소들의 광학적 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좋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은 재귀반사체 성형용 몰드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복수의 큐브 코너 요소에 대한 네거티브 형태의

피성형체(negative copy)를 형성하기 위하여, 전술한 몰드의 가공면을 복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제작된 복수의 큐브 코너 요소의 네거티브 복제물을 포함하는 몰드도 개시된다. 또한, 상기 바람직

한 성형용 몰드를 제공하는 단계와, 이 몰드에서 재귀반사 시트를 성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재귀반사 시트 형성 방법도

개시된다.

큐브 코너형 재귀반사 물품을 성형하는 데 적합한 몰드를 제조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복수 개의 박편을 갖는 조립체를 제공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복수 개의 큐브 코너 요소는 복수 개의 박편의 가공면에 형성된다. 복수의 큐브 코너 요소들 각각의

일부는 2개 이상의 박편의 일부를 가로질러 뻗어 있는 것이 좋으며, 여기에서 각 큐브 코너 요소는 서로 거의 수직인 3 개

의 측면을 포함하며, 이들 측면이 서로 교차하여 큐브 코너 요소를 형성한다. 큐브 코너 요소의 광학적 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을 포함하는 복수 개의 박편은 이들 박편의 조립체로부터 제거된다.

큐브 코너형 재귀반사 물품을 성형하는 데 이용하기 적합한 바람직한 마스터 몰드는 조립체에서 서로 인접하게 배치되는

복수 개의 박편을 포함한다. 각 박편은 복수 개의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미세 구조의 가공면

(microstructured working surface)을 포함한다. 각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는 절두형(截頭形: truncated) 큐브 코너 요

소의 일부에 해당한다. 상기 박편들은 약 0.05 mm 내지 약 0.25 mm의 두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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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은 입사각에서 높은 재귀반사 효율을 유지하면서 큰 입사각에서도 향상된 재귀반사 효율을 유지하도록 변형된 양

호한 재귀반사 시트도 개시되는데, 이 변형된 재귀반사 시트는 기부 표면(base surface)과 이 기부 표면의 반대쪽의 구조

화면(structured surface)을 갖는 기판을 포함한다. 구조화면은 성형된 절두형 큐브 코너 요소의 광학적으로 대향(對向)하

는 복수의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를 포함한다. 이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는 설계 입사각 및 배향각에서 완전히 성형된

절두형 큐브 코너 요소의 광학적 활성 부분을 주로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원에 개시된 방법에 이용하기에 적합한 단일 박편의 사시도.

도 2는 복수의 박편의 사시도.

도 3은 2 종류의 홈 세트를 형성한 후의 가공면의 평면도.

도 4는 도 3의 평면 I-I를 따라 취한 가공면의 측단면도.

도 5는 도 3의 평면 Ⅱ-Ⅱ를 따라 취한 가공면의 측단면도.

도 6은 도 3의 평면 Ⅲ-Ⅲ를 따라 취한 가공면의 측단면도.

도 7은 도 3의 가공면에 복수의 큐브 코너 요소를 형성하는 제3 홈 세트를 형성한 후의 가공면의 평면도.

도 8은 도 7에 도시된 복수의 큐브 코너 요소의 평면도로서, 설계 입사각 및 배향각에서 큐브 코너 요소 중 광학적 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을 음영으로 나타낸 도면.

도 9는 도 8에 도시된 박판 조립체로부터 복수의 박편을 제거하여 형성된 광학적으로 대향하는 복수의 큐브 코너 요소 세

그먼트의 평면도.

도 10은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도 3의 가공면에 복수의 큐브 코너 요소를 형성하는 제3 홈 세트를 형성한 후의 가공면의

평면도.

도 11은 도 10에 도시된 박편 조립체로부터 복수의 박편을 제거하여 형성된 광학적으로 대향하는 복수의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의 평면도.

도 12는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 이용하기 위한 복수 개의 박편의 측면도.

도 13은 도 12의 가공면에 2 종류의 홈 세트를 형성한 후의 박편의 측면도.

도 14는 도 13의 가공면에 제3 홈 세트를 형성한 후의 박편의 측면도.

도 15는 도 14의 가공면의 평면도.

도 16은 도 15에 도시된 박편 조립체로부터 복수의 박편을 제거하고 및 재배향하여 형성된 광학적으로 대향하는 복수의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의 평면도.

도 17은 도 16의 복수의 박편의 정면도.

도 18은 도 16의 복수의 박편의 일부의 평면도.

도 19는 제1 방향으로 배향된 복수의 박편의 단부도.

도 20은 제1 절삭 작업 후의 복수의 박편의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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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은 제2 절삭 작업 후의 복수의 박편의 측면도.

도 22는 예시적인 큐브 코너 요소의 개략도.

실시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특정의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을

그렇게 선택된 특정 용어로 한정하려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이 선택된 각 용어는 유사한 기능을 행하는 모든 기술적인 등

가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본 출원과 동일자로 출원된 관련 출원으로는, 큐브 코너형 시트 성형용 몰드 및

그 몰드의 제조 방법(미국 특허 출원 제08/886074호)과, 큐브 코너형 재귀반사 시트 성형용 몰드 및 이 몰드로 성형된 재

귀반사 시트(미국 특허 출원 제08/886998호)와, 급한 경사면을 갖는 큐브 코너 요소로 구성된 타일형 재귀반사 시트(미국

특허 출원 제08/887389호)와, 큐브 코너형 재귀반사 시트 성형용 몰드 및 그 몰드의 제조 방법(미국 특허 출원 제08/

887074호) 및 이중 배향 재귀반사 시트(미국 특허 출원 제08/887006호)가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는 완전한 큐브 형태의 큐브 코너 요소(full cube corner element) 및 절두형 큐브 코너 요소(truncated

cube corner element)와 같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재귀반사 요소를 이용할 수 있다. 소정 어레이 내의 인접한 절두형 큐

브 코너 요소의 기부(基部) 엣지(base edges)는 통상적으로 동일 평면상에 있다. 인접한 완전한 큐브형의 경우, 소정 어레

이 내의 큐브 코너 요소의 기부 엣지가 모두 동일한 평면 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완전한 큐브형의 큐브 코너 요소는 주어

진 경사도에서 절두형 큐브 코너 요소보다 총 광 귀환량이 많지만, 입사각이 클수록 총 광 귀환량이 더 빨리 소실된다. 다

만, 완전한 형태의 큐브 코너 요소의 한 가지 이점은 보다 큰 입사각에서의 성능 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으면서도 작은 입사

각에서 총 광 귀환량이 더 많다는 것이다.

쌍을 이룬 큐브 코너 요소 어레이(cube corner matched pair array)에 대하여 예측되는 총 광 귀환량(TLR)은 활성 영역

의 비율과 광의 세기를 알면 계산할 수 있다. 재귀반사 광에 있어서, 광의 세기는 전면(前面) 손실과 3개의 큐브 코너면 각

각으로부터의 반사에 의해 저하될 수 있다. 총 광 귀환량은 활성 영역 비율과 광의 세기의 곱, 즉 총 입사광에 대한 재귀반

사광의 퍼센트 비율로 정의된다. 직접 절삭된 큐브 코너 요소 어레이에 대한 총 광 귀환량에 대한 설명은 미국 특허 제

3,712,706 호(Stamm)에 기재되어 있다.

이하, 도 1 내지 도 11을 참조하여 박편과 그 제조 방법의 바람직한 한 가지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1은 재귀반사 시트를

성형하는 데 적합한 몰드를 제조하는 데 유용한 대표적인 박편(10)을 도시한다. 박편(10)은 제1 주면(主面)(12)과 그 반대

측의 제2 주면(14)을 포함한다. 박편(10)은 또한 제1 주면(12)과 제2 주면(14) 사이의 가공면(16)과 그 반대측의 기부면

(18)을 포함한다. 박편(10)은 또한 제1 단부면(20)과 그 반대측의 제2 단부면(22)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박편

(10)은 그 대향 면들이 실질적으로 평행한 직각 다면체이다. 그러나, 박편(10)의 대향 면들이 반드시 평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설명의 편의상, 박편(10)은 그 구조에 데카르트 좌표계를 중첩시킴으로써 3차원 공간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제1 기

준 평면(24)은 주면(12, 14) 사이의 중심에 위치한다. x-z 평면이라고도 불리는 제1 기준 평면(24)은 y 축을 법선 벡터로

갖는다. x-y 평면이라고도 불리는 제2 기준 평면(26)은 박편(10)의 가공면(16)과 실질적으로 동평면(同平面)으로 연장되

며 z 축을 법선 벡터로 갖는다. y-z 평면이라 불리는 제3 기준 평면(28)은 제1 단부면(20)과 제2 단부면(22) 사이의 중심

에 위치하며 x 축을 법선 벡터로 갖는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실시예들의 다양한 기하학적 특성들에 대해 전술한

데카르트 좌표 평면들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하학적 특성은 다른 좌표계를 사용하거나 또는 박편의 구조

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바람직한 박편은 정밀 공차(公差)를 유지할 수 있는 치수 안정성이 있는 재료로 형성된다. 박편은 절삭가능한 플라스틱(예

를 들면, 폴리에틸렌 테라프탈레이트,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및 폴리카보네이트)과, 황동, 니켈, 구리 및 알루미늄을 포

함하는 금속과 같은 다양한 재료들로 제작될 수 있다. 박편의 물리적 치수는 주로 절삭 한계에 의해 제한된다. 박편은 두께

가 적어도 0.1 mm, 높이가 5.0 mm 내지 100.0 mm, 폭이 10 mm 내지 500 mm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측정치는 예시적

인 것일 뿐이며 한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

박편(10)의 가공면(16)상에는, 실질적으로 직각인 3개의 내측 이면각(二面角; dihedral angle)을 갖는 복수의 큐브 코너

요소가 형성된다. 각 큐브 코너 요소는 2개 이상의 박편에 걸쳐 뻗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편을 선택적으로 제거함으

로써, 큐브 코너 요소의 일부가 제거된다. 3개의 서로 수직인 광학면을 갖고 하나의 박편 상에 있는 큐브 코너 요소의 부분

을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cube corner element segment)라 부른다. 큐브 코너 요소의 제거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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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서로 수직인 광학면을 갖지 않으며, 따라서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가 아니다. 광학적인 성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광

학적 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큐브 코너 요소의 밀도가 집중된다. 박편의 취급으로 인한 손상과 정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삭 단계 및 이러한 절삭 단계를 거쳐 형성되는 몰드에서 인접한 박편들의 주면(12, 14) 사이의 평면상 계면(界面)

이 유지된다.

도 2 내지 도 9는 재귀반사 물품의 성형에 적합한 몰드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복수의 박편을 형성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간

략히 요약하자면, 상기 복수의 박편을 조립체 형태로 고정한 상태에서 그 복수의 박편의 가공면에 복수의 큐브 코너 요소

를 형성한다. 복수의 박편(10a~10n)(여기에서는 총괄하여 참조 번호 10으로 표시함)은 그 각각의 가공면(16)이 실질적으

로 동평면에 있고 또 각 주면이 기부면(81)(도 4 참조)에 수직인 제1 기준축(79)에 대해 제1 각도로 배치되도록 조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의 실시예에서, 제1 각도는 0°이며 가공면(16)은 고정 기준축(79)에 수직이다.

상기 복수의 박편(10)의 가공면(16)에는, 각기 평행하게 인접한 V자 형태의 복수의 홈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1 홈

세트 및 제2 홈 세트가 형성되어, 복수의 4면체 피라미드(도 3 내지 도 6 참조)를 갖는 구조화면(structured surface)을 제

공한다. 또한, 상기 복수의 박편(10)의 가공면(16)에는, V자 형태의 복수의 홈을 포함하는 제3 홈 세트가 형성된다. 제3 홈

세트가 형성되면 복수 개의 박편(10)(도 7 참조)의 가공면상에 복수의 절두형 큐브 코너 요소를 포함하는 구조화면이 생성

된다. 그 후, 상기 복수 개의 박편(10) 중 일부를 조립체로부터 제거하고 나머지 박편(10)을 재조립하여 큐브 코너 요소(도

9)의 일부에 상응하는 복수의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를 갖는 몰드 면을 마련한다. 선택적으로는, 제1 주면(12) 및/또는

제2 주면(14)은 실질적으로 도 9에 도시된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만이 남도록 절삭될 수 있다.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

는 완전히 형성된 큐브 코너 요소 중 광학적 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택적으로, 제1

홈 세트 및 제2 홈 세트를 절삭한 후, 제3 홈 세트를 절삭하기는 전에 복수의 박편을 제거할 수 있다.

이하, 도 2 내지 도 9에 예시된 실시예에 대해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도 1 내지 도 2를 참조하면, 복수의 얇은 박편(10)은

하나의 박편(10)의 제1 주면(12)이 인접한 박편(10)의 제2 주면(14)에 인접하도록 함께 조립된다. 복수의 박편(10)은 서

로 인접해 있는 복수의 박편을 고정시킬 수 있는 치구(治具: fixture)에서 조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치구의 세부 구조

가 본 발명에 긴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설명의 편의상, 이 치구는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박편

(10)이 위치할 때 각 박편(10)의 기부면(18)에 실질적으로 평행한 기부 평면을 획정한다. 복수의 박편(10)은 도 2에서와

같이 중첩되는 데카르트 좌표계에 의해 3차원 공간에서의 그 복수의 박편(10)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박편이 각각의 제

1 기준 평면(24)과 기부 평면이 수직으로 되도록 위치할 때, 복수의 박편(10)의 각 가공면(16)은 실질적으로 동평면(同平

面)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3을 참조하면, 복수의 박편(10)의 가공면(16)에는, 평행하게 인접한 대체로 V자 형의 복수의 홈(30)으로 구성되는 제1

홈 세트가 형성된다. 복수의 박편(10)의 가공면(16)에는 또한, 평행하게 인접한 대체로 V자 형의 복수의 홈(38)으로 구성

되는 제2 홈 세트가 형성된다. 제2 홈 세트의 홈(38)과 제2 홈 세트의 홈(30)은 복수의 박편(10)의 가공면(16)상의 복수의

교차 위치(54)에서 교차한다. 교차 위치(54)는 대략 각 박편(10)의 가공면(16)의 엣지를 따라 배치된다. 대안으로, 몇 개의

박편을 단일 박편으로 결합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박편(10a)과 박편(10b), 박편10d)과 박편(10e), 그리고 박편(10g)과

박편(10h)을 교차 위치(54)가 결합된 단일 박편의 중앙에 있도록 결합시킬 수 있다.

제1 홈 세트의 홈(30)과 제2 홈 세트의 홈(38)은 적절한 재료 제거 기술을 사용하여 상기 복수의 박편의 가공면(16)의 일

부를 제거함으로써 형성된다. 본 발명에서는 밀링(milling), 룰링(ruling) 및 플라이커팅(fly-cutting)과 같은 정밀 절삭 기

술을 비롯한 각종 재료 제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화학적 에칭 또는 레이저 융제법(融除法: laser

ablation)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한 가지 실시예에 따르면, 제1 홈 세트의 홈(30)은 84.946°의 날끝각(included

angle)을 가진 다이아몬드 절삭 공구를 기부 평면(81)에 실질적으로 평행한 축을 따라 복수의 박편(10)의 가공면(16)을 가

로질러 횡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이동시키는 고정밀 절삭 작업에 의해 형성된다. 이와 유사하게, 84.946°의 날끝각을 갖는

다이아몬드 절삭 공구를 기부 평면(81)에 거의 평행하고 제1 홈 세트의 홈(30)과 약 33.06°의 사잇각(β1)으로 교차하는 축

을 따라 각 박편의 가공면(16)을 가로질러 횡방향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제2 홈 세트의 홈(38)이 형성된다. 그러나, 복수 개

의 박편(10)을 가로질러 다양한 깊이로 절삭이 이루어지도록 상기 다이아몬드 절삭 공구를 기부 평면(81)에 평행하지 않

은 축을 따라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이 다이아몬드 절삭 공구를 정지시킨 상태로 복수의 박편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복수의 박편(10)과 절삭 공구 사이의 임의의 상대 이동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할 것이

다.

제1 홈(30)으로 이루어진 제1 홈 세트와 제2 홈(38)으로 이루어진 제2 홈 세트를 형성하면, 상기 복수의 박막(10)의 가공

면(16)상에 4면체 피라미드 구조(60)(도 4)의 반복 패턴을 포함하는 구조화면이 형성된다. 이들 제1 홈 세트와 제2 홈 세

트의 각 홈(30, 38)은 4면체 피라미드 구조(60)의 표면(62, 66)이 공통 엣지(64)를 따라 교차하도록 형성되어, 이들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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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4) 사이에 실질적으로 직각인 내측 이면각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표면(68, 72)은 공통 엣지(70)를 따라

교차하여, 이들 표면 사이에 실질적으로 직각인 내측 이면각을 형성하게 된다. 큐브 코너 재귀반사 기술에서는, 이들 표면

사이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서로 수직인 관계"라 부른다. "거의 서로 수직(aproximately mutually perpendicular)"이라는

용어 또는 "실질적으로 서로 수직(substantially mutually perpendicular)"이라는 용어는 아펠돈(Appeldorn) 등의 미국

특허 제4,775,219호에서 설명되고 있는 바와 같이, 재귀반사된 광의 분포를 변경시키는 데 유용한 완전한 직교로부터 약

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중요한 것은, 표면(62, 66, 68, 72)이 2개의 박편의 가공

면의 적어도 일부를 가로질러 뻗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표면(62, 68)은 공통 엣지(74)를 따라 교차하고, 또한 표면(66,

72)은 공통 엣지(76)를 따라 교차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몇 개의 박편을 단일 박편으로 결합함으로

써, 각 구조들의 공통 엣지(74, 76)는 이들이 배치되는 각 박편의 주면(12, 14) 사이의 거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다.

도 7에 예시한 제3 홈 세트는 스택(stack) 내의 복수 개의 박편의 가공면(16)에 형성된 복수 개의 홈(46)으로 구성된다. 제

3 홈 세트를 추가함으로써 복수 의 박편(10)의 가공면(16)상에 완전히 형성된 절두형 큐브 코너 요소가 복수 개 형성된다.

큐브 코너 요소들 중 일부는 몇 개의 박편을 가로질러 뻗는 것이 바람직하다. 홈(46)의 위치와 홈 각도를 변화시켜 여러 가

지 형상의 큐브 코너 요소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7에 도시되어 있는 한 가지 실시예에서는, 실질적으로 V자 형태

인 복수의 홈(46)이, 도 3에 도시되어 있는 각 공통 엣지(74, 76)가 뻗어 있는 축들과 실질적으로 평행한 축, 바람직하게는

그 축들과 동축(同軸)인 축을 따라 형성된다. V자 형태의 홈(46)은 전술한 바와 같은 적절한 재료 제거 기술을 사용하여 형

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가지 실시예에서, 홈(46)은 34.528 의 날끝각을 갖는 다이아몬드 절삭 공구를 각 공통 엣지

(74, 76)를 따라 뻗는 축과는 동축이고, 박편 엣지와 실질적으로 평행한 축을 따라 이동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제3 홈 세트를 형성함으로써 복수 개의 박편(10)의 가공면(16)상에 광학적으로 대향하는 복수 개의 큐브 코너 요소(80a,

80b)가 제공된다. 개시된 실시예에서, 큐브 코너 요소(80a, 80b)는 형태와 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서로에 대

해 180°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큐브 코너 요소(80a)는 서로 수직인 3개의 광학면, 즉 광학면(62, 66)에 의해 형성된 두

개의 광학면과, 제3 홈(46)의 한쪽 면에 해당하는 제3의 광학면(86)을 구비한다. 이들 광학면(62, 66, 86)의 기부 엣지는

사잇각(β1, β2, β3)을 갖는 기부 삼각형을 이룬다. 이들 광학면(62, 66, 86)은 큐브 코너 요소의 정점(88)에서 교차한다. 선

택적으로, 이들 광학면(62, 66, 86)이 정점에서 교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오히려, 빛이 재귀반사 시트를 투과할 수 있도

록 해주는 플라토(plateau), 즉 평평한 영역이 형성될 수 있다. 큐브 코너 요소(80b)는 서로 수직인 3개의 광학면, 즉 광학

면(68, 72)에 의해 형성되는 두 개의 광학면과, 제3 홈(46)의 상기 한쪽 면에 대향하는 면에 해당하는 제3 광학면(82)을 구

비한다. 이들 광학면(68, 72, 82)의 기부 엣지는 사잇각(β1, β2, β3)을 갖는 기부 삼각형을 이룬다. 이들 광학면(68, 72,

82)은 큐브 코너 요소의 정점(84)에서 교차한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실시예에서, 기부 삼각형의 사잇각(β1)은 33.06°이고, 기부 삼각형의 사잇각(β2)은 73.47°이며, 기부

삼각형의 사잇각(β3)은 73.47°이다. 큐브 코너형 재귀반사 시트 기술 분야에서는, 부등변(不等邊) 기부 삼각형을 갖는 것

을 '경사(canted)' 큐브 코너 요소라고 부른다. 큐브 코너형 재귀반사 시트 기술 분야에서는 기부 삼각형의 사잇각(β1)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경사진 큐브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전방 경사'(forward canting) 또는 '포지티브 경사(positive

canting)'라는 전문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역으로, 큐브 코너 기술 분야에서는기부각(β1)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경사진

큐브 코너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후방 경사(backward canting)' 또는 '네거티브 경사(negative canting)'라는 전문 용어

가 사용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특허 제5,565,151호(Nilsen) 및 제4,88,258호(Hoopman)를 참조하라.

또한, 후방 경사 큐브 코너 요소는 큐브 코너 요소 기부 삼각형의 사잇각 중 단 1개만이 60 미만이라는 특징을 추가로 가

질 수 있다. 나머지 2개의 사잇각은 적어도 60 이상이다. 이와 반대로, 전방 경사 큐브 코너 요소는 기부 삼각형의 사잇각

중 2개가 60 미만이고 한 개의 기부 삼각형 사잇각은 60 보다 크다. 본 명세서에서 논의한 특정 형상은 바람직한 실시

예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당해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면 경사각을 변화시키고 및 큐브 코너 요소의 크

기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사실상 동일한 광학적 결과를 가져오는 큐브 코너 요소의 형

상의 경미한 변경도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후방 또는 전방으로 큐브 코너 요소를 경사지게 하면 입사각성(入射角性)이 향상된다. 후방으로 큐브 코너를 경사지게 하

면, 광학면(62, 66)은 가늘고 길어지게 되며 사잇각(β1)은 작아지게 된다. 또한, 큐브 코너 요소(80)를 후방으로 경사지게

하면 적어도 공통 엣지(64, 70)와 실질적으로 평행한 평면에서 큐브 코너 요소(80)의 입사각 성능이 개선된다. 이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큐브 코너 요소(80) 중 광학적 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선택된 박편을 따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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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큰 입사각으로 재귀반사 시트에 입사하는 빛을 재귀반사시키도록 설계된 재귀반사 시트 응용 분

야에서 유용성이 있다. 선택적으로는, WO 96/42024(Smith 등)에 개시한 바와 같이, 기부 삼각형의 사잇각(β1, β2, β3)이

모두 상이할 수도 있다(부등변 삼각형).

도 8은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약 0 내지 약 45 의 입사각에서 큐브 코너 요소들의 광학적 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89)을 나타내기 위해, 도 7에 도시된 큐브 코너 요소들을 개괄하여 나타낸 도면이다. 큐브 코너 요소(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들)의 광학적 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89)은 제3 홈(46)에 인접하여 집중되어 있는 반면, 큐브 코너 요소들

의 광학적 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91)은 제3 홈(46)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광학적 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89)

은 기부 삼각형의 사잇각(β2, β3 ) 근처에 위치한 광학적 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87)을 포함할 수 있다. 도 8은 도 7

에 도시한 큐브 코너 요소들의 비교적 적은 부분이 광학적으로 활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입사각이 0 를 향하여 감소할

수록, 광학적 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89)의 면적과 그 영역의 유효 개구(開口)는 감소한다. 일부 레벨에서는, 유효

개구가 슬릿 개구(slit aperture)로 되어, 회절광은 주로 큐브 코너 요소의 광학축을 포함함과 동시에 슬릿에는 수직인 평

면에서 재귀반사 물품으로부터 빠져 나온다.

도 9는 도 8에 도시된 조립체로부터 복수의 박편(10c, 10f)을 제거함으로써 형성된 복수의 광학적으로 대향하는 큐브 코

너 요소 세그먼트의 평면도를 제시하고 있다.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는 서로 거의 수직인 3개의 표면(62, 66, 86)의 부분

들과 서로 거의 수직인 3개의 표면(68, 72, 82)의 부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대응되는 쌍들(matched pairs)로 배열된

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박편(10c, 10f)은, 예컨대 인접한 박편, 예컨대 박편(10b, 10e) 중 하나와 접해 있을 수 있다. 박

편(10c, 10f)에 대응하는 박편(10b, 10e)의 부분은 평탄화 작업과 같은 절삭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바람직한 한 가지 실시예에서, 각 가공면 상에 배치된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 중 광학적 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을

갖는 박편들을 조립체로부터 제거함으로써 도 9에 도시한 복수의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가 얻어진다. 조립체에서 제거

되는 박편(10c, 10f)을 여기에서는 희생 박편이라 부른다. 한 가지 실시예에서, 조립체에서 희생 박편을 제거하고 나머지

박편을 적합한 치구(治具)에서 재조립하여, 본래의 조립체에서 복수 개의 박편의 가공면에 완전히 형성된 큐브 코너 요소

의 광학적 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에 대응하는 복수 개의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구조화면을 제공한다.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의 광학적 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제거되기 때문에, 이러한 몰드의 복제물로서 형성된 재

귀반사체는 광범위한 입사각에 걸쳐 원래의 조립체의 표면의 복제물로서 형성된 재귀반사체보다 실질적으로 더 높은 재귀

반사 효율을 나타낼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제3 홈 세트(46)를 형성하기 전에 박편(10c, 10f)을 조립체로부터 선택적

으로 제거할 수 있다. 박편의 취급으로 인한 정렬 문제 및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접한 박편들의 주면(12, 14) 사이의

평탄한 계면(界面)은 절삭 단계 동안에, 그리고 차후에 이들 박판으로 형성된 몰드 내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희생 박편(10c, 10f)이 제거된 후, 큐브 코너 요소(80a)의 광학적 활성 부분(89)은 홈 골(groove vertex)(46)에 의해서 정

해지는 제1 변(邊)과, 박편(10e, 10g)의 교차에 의해서 정해지고 제1 변에 대향하는 가상의 제2 변과, 그 제1 변과 제2 변

을 연결하는 제3 및 제4 홈(30, 38)에 의해 정해지고 서로 대향하는 제3 및 제4 변을 갖는 사각형 기부를 갖는다. 상호 사

각형인 제1 광학면 및 제2 광학면(62, 66)은 기부의 제3 및 제4 홈(30, 38)에 각각에 의해서 정해진 변으로부터 연장되고

공통 엣지(64)를 따라 교차하여 거의 수직인 이면각(二面角)을 이룬다. 삼각형 광학면(86)은 사각형 광학면(62, 66)에 거

의 수직으로 배치된 기부의 제1 변으로부터 연장한다. 삼각형 광학면(86)은 상호 사각형인 제1 및 제2 광학면(62, 66)과

함께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를 형성한다.

큐브 코너 요소(80b)의 광학적 활성 부분(89)은 홈 골(46)에 의해 정해지는 제1 변과, 박편(10b, 10d)의 교차에 의해 정해

지고 제1 변에 대향하는 가상변인 제2 변과, 이들 제1 및 제2 변을 연결하는 제3 및 제4 홈(30, 38)에 각각에 의해 정해지

고 서로 대향하는 제3 변 및 제4 변을 갖는 사각형 기부를 갖는다. 상호 사각형인 제1 및 제2 광학면(68, 72)은 기부의 각

홈(30, 38)에 의해서 정해지는 제3 및 제4 변으로부터 연장되고, 공통 엣지(70)를 따라 교차하여 거의 수직인 이면각을 형

성한다. 삼각형 광학면(82)은 사각형 광학면(68, 72)에 거의 수직으로 배치된 기부의 제1 변으로부터 연장한다. 삼각형 광

학면(82)은 상호 사각형인 제1 및 제2 광학면(68, 72)과 함께 또 다른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를 형성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에 따라 가공면에 복수 개의 큐브 코너 요소를 형성하는 제3 홈 세트의 형성 후의 도 3

의 가공면의 평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제3 홈 세트의 홈(46)이 도 7 내지 도 9에서처럼 엣지(74, 76)를 포함하는 축으로부

터 떨어져 있는 축을 따라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도 10의 실시예에서, 제3 홈 세트의 홈(46)은 세 번째 박

편(10c; 10f; 10i; 10l)마다 주면(12, 14)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축을 따라 형성된다. 이것에 의해, 세 번째 박편(10) 마다

박편의 가공면을 따라 서로 인접하여 배치된 복수 개의 광학적으로 대향하는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구조화

면이 얻어진다. 나머지 박편(10a, 10b, 10d, 10e, 10g, 10h, 10j, 10k, 10m, 10n)은 희생 박편으로 간주되어 조립체에서

제거됨으로써, 복수 개의 광학적으로 대향하는 큐브 코너 요소를 포함하는 가공면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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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에서 도시된 실시예에서, 제3 홈 세트의 홈(46)은 수직축을 중심으로 비대칭인 약 17.264 의 사잇각의 절반의 각을

갖는 다이아몬드 절삭 공구를 가공면(16)을 가로질러 이동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이들 홈은 수직축을 중심으로 하여 대칭

인 절삭 공구로 번갈아 형성될 수 있고, 그 결과 희생 박편(10b, 10d, 10e, 10g, 10h, 10j, 10k, 10m)의 가공면 부분들이

절삭된다.

도 11은 도 10에 도시한 조립체로부터 희생 박편(10a, 10b, 10d, 10e, 10g, 10h, 10j, 10k, 10m, 10n)을 제거함으로써 형

성된 복수 개의 광학적으로 대향하는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의 평면도로서, 도 9의 것과 유사하다. 도 11에 도시한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는 큐브 코너 정점(98)에서 만나는 실질적으로 서로 수직인 3개의 광학면(90, 92, 94)과 광학면(90,

92)에 대하여 서로 수직일 필요가 없는 제4 면(96)을 포함한다.

제3 홈 세트(46)의 기부의 사잇각이 감소함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절삭 공구가 점차 좁아져 파손되기 쉽기 때문에 제3 홈

세트(46)를 절삭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희생 박편 절삭법은 희생 박편(10a, 10b, 10d 등) 에 대

한 영향과 관계없이 더 넓은 공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경사진 큐브 코너 요소를 형성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그

더 넓은 공구는 홈 세트(46)를 형성하기 위하여 그 구성이 비대칭이거나 또는 가공면(16)에 대하여 경사질 수 있다.

크게 경사진 큐브 코너 요소는 큐브 코너 요소의 경사가 증가함에 따라, 광학적 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87, 141)이

감소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한편, ASTM E808-94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슬릿 개구 내에서의 회절은 반사광을 주

로 하나의 평면으로 항하게 하고 재귀반사 광의 발산 프로파일의 균일성을 떨어뜨린다.

도 12 내지 도 18은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것으로서, 복수 개의 박편(100)의 가공면은 박편의 측면(134)이 기부 평면

(104)에 대해 수직인 제1 기준축(106)으로부터 일정 각도(θ)로 배치되도록 박편이 경사진 상태에서 절삭된다. 경사진 상

태에서 절삭하면, 완성된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에 보다 대칭인 개구가 형성되고, 따라서 회절의 불균일성이 감소된다.

복수의 가공면(102)은 평행한 것이 바람직하지만, 동평면은 아니다. 복수의 박편(100)은, 비록 두께가 변화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두꺼운 박편(100b, 100d, 100f)과 그 두께의 약 1/3인 상대적으로 얇은 박편(100a, 100c, 100e)이 교대로 층

을 이루어 조립된다. 이들 복수의 박편(100)은 서로 인접한 복수의 박편을 고정시킬 수 있는 치구에서 조립된다. 도 1에 도

시한 데카르트 좌표계에 의하면 3차원 공간에서 복수의 박편(100)의 특징을 나타낼 있다. 이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박편(100b, 100d, 100f)은 궁극적으로 조립체에서 제거될 희생 부분이다.

도 13은 가공면(102)에 2개의 홈 세트를 형성한 후의 도 12의 박편(100)의 측면도이다. 도 14는 가공면(102)에 제3 홈 세

트를 형성한 후의 도 13의 박편(100)의 입면도이다. 복수의 박편(100)을 경사지게 하면 대칭축(135)이 경사지게 되고, 결

과적으로 중간 절삭 단계 중에 크게 경사진 큐브 코너 요소(124)(도 17 참조)가 얻어진다. 나중에 경사각이 감소되면,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의 경사가 감소된다. 전술한 실시예에서와 같이, 제3 홈 세트는 희생 박편(100b, 100d, 100f)의 제거

후에 절삭될 수 있다.

도 15는 도 14의 가공면(102)의 평면도이다. 제1 홈 세트, 제2 홈 세트 및 제3 홈 세트는 복수의 박편(100)의 가공면(102)

에 형성된 복수의 평행하게 인접한 대체로 V자 형상의 홈(110, 112, 114)을 각각 포함한다. 홈(110, 112, 114)은 복수의

박편(100)의 가공면(102)상의 복수의 교차 위치(116)에서 교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홈(114)으로 이루어

지는 제3 홈 세트 및 교차 위치(116)는 얇은 박편(100a, 100c, 100e)의 가공면(102a, 102c, 102e)의 측면(134)을 따라

배치된다(도 14 참조).

선택적으로, 3 종류의 홈(110, 112, 114)이 모두 하나의 위치에서 교차할 필요가 없으므로, 재귀반사 시트를 통해 광을 투

과시키기 위하여 플라토(plateau), 즉 평탄한 영역이 형성된다. V자형 홈은 가공면(16)을 가로질러 다이아몬드 절삭 공구

를 이동시키는 등의 전술한 적합한 재료 제거 기술을 이용하여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홈(110, 112)은 약 86.147 의

날끝각을 갖는 공구를 이용하여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홈(114)용 공구는 약 30.048 의 날끝각을 갖는 것이 바람직

하다. 박편(100b, 100d, 100f)은 궁극적으로 조립체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가공면(102b, 102d, 102f)에 대한 손상은 본

발명의 몰드로 제조한 재귀반사 물품의 광학적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홈(110, 112)은 큐브 코너 요소(124)의 광학면(120, 122)들이 공통 엣지(126)를 따라 교차하여 표면들 사이에서 실질적

으로 직교하는 내부 이면각을 형성하도록 형성된다. 홈(114)은 큐브 코너 요소(124) 상에 제3 광학면(140)을 제공한다.

이들 광학면(120, 122, 140)은 큐브 코너 정점(144)에서 교차하여 완전히 형성된 절두형 큐브 코너 요소(124)의 서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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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3개의 광학면을 형성한다. 광학면(128, 130, 142)은 정점(146)에서 교차하지만, 반드시 서로 수직인 3개의 광학면을

형성할 필요는 없는데, 그 이유는 조립체의 그 부분은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광학면(120, 122, 140)의 저부 엣지들은

사잇각(δ1, δ2, δ3)(여기에서, δ1은 29.066 이고 δ2 및 δ3은 각각 75.467 임)을 갖는 기부 삼각형을 형성한다.

도 15에서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0 의 입사각 광에 대한, 설계 입사각 및 설계 배향각에서의 큐브 코너 요소(124)의 실

제의 유효 개구를 나타낸다. 활성 개구의 형상은 경사도가 감소하면 변하게 된다. 홈(114)에 의해 형성된 사잇각은 광학면

(140)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큐브 코너 요소(124)의 광학적 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을 좁힌다. 큐브 코너 요소(124)

의 부분(143)은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132)보다 광학적 활성이 낮다.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132)는 광학적 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141)을 포함할 수 있다.

도 16 내지 도 18은 도 15에 도시된 조립체로부터 복수의 박편(100b, 100d, 100f)을 제거함과 동시에 나머지 박편(100a,

100c, 100e)을 똑바로 세워 기준축(106)에 평행한 상태로 경사지게 함으로써 형성된 복수의 광학적으로 대향하는 큐브

코너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선택적으로는, 예를 들어, 박편(100a, 100b)을 단일 박편으로 할 수 있고, 부분(100b)을 평탄

화 작업과 같은 절삭으로 제거할 수 있다. 큐브 코너 요소(132)는 일반적으로 광학적 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을 나타

내기 위해 음영 처리되어 있다. 나머지 박편(100a, 100c)상에 있는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132)는 나머지 큐브 코너 요

소(124)의 광학적 활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다. 도 17에서 가장 잘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박편(100a, 100e)은 그 사이

에 평면형 계면을 유지하면서 큐브 코너 재귀반사 요소 세그먼트의 대응하는 쌍들을 형성하도록 수직으로 배향되어 180도

회전될 수 있다. 박편(100a, 100e)을 수직으로 재배향하면 광학 축(135)이 더욱 수직하게 배향되는 부가적인 장점을 가지

며, 그 결과 마이너스, 즉 후방 경사 큐브 코너 요소가 얻어진다.

나머지 박편은 적절한 치구에서 재조립되어, 원래의 조립체에 있는 복수의 박편의 가공면에 완전히 형성된 큐브 코너 요소

(124) 중 광학적 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에 대응하는 복수의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구조화면을 제공

한다.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의 광학적 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제거되기 때문에, 이 몰드로 복제 성형된 재귀반

사체는 원래의 조립체의 표면을 복제 성형한 재귀반사체보다 실질적으로 더 높은 재귀반사 효율을 나타낼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는, 큐브 코너 요소(132)의 광학축(135)이 대체로 평행 되도록 박편(100a, 100e)를 회전시키지 않는

다. 동일한 방향으로 정렬된 큐브 코너 요소(132)에 대한 총 광 귀환량은 약 360°의 배향각 범위에서 비대칭으로 된다. 좁

은 범위의 배향각에서 투시되는 도로 표지 또는 기타 제품과 같은 몇 가지 용례에서는 비대칭의 재귀반사 패턴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도 19 내지 도 21은 "큐브 코너 재귀반사 시트 몰드 및 그 제조 방법(Retroreflective Cube Corner Sheeting Mold and

Method of Making the Same)을 발명의 명칭으로 하고 있는 본 출원과 동일자로 출원된 관련 출원(미국 특허 출원 제08/

887074호)에 개시되어 바와 같이 3 종류가 아닌 3 종류의 홈 세트를 갖는 복수의 큐브 코너 요소를 형성하는 방법을 예시

한 것이다. 복수의 박편(210)은 그들 각각의 제1 기준 평면(224)이 기부 평면(280)에 수직인 고정 기준축(282)으로부터

제1 각도(θ1)로 배치되도록 배향된다. 복수의 평행하게 인접한 V자형 홈(230)을 포함하는 제1 홈 세트는 복수의 박편

(210)이 제1 각도(θ1)로 배치된 상태에서 복수의 박편(210)의 가공면(216)에 형성된다. 최소한으로는, 복수의 박편(210)

의 가공면(216)에는 적어도 2개의 인접한 홈(230)이 형성된다. 홈(230a, 230b, 230c 등)(총괄하여 "230"으로 표시함)은

제1 홈면(232a, 232b, 232c 등)(총괄하여 "232"로 표시함)과 제2 홈면(234b, 234c, 234d 등)(총괄하여 "234"로 표시함)

을 형성하며, 이 제1 홈면 및 제2 홈면은 도시된 바와 같이 홈 골(233b, 233c, 233d 등)(총괄하여 "233"으로 표시함)에서

교차한다. 인접한 홈들의 홈면(232a, 234b)은 기준 엣지(236a)를 따라 거의 직각으로 교차한다. 이와 유사하게, 인접한 홈

들의 홈면(232b, 234c)은 기준 엣지(236b)를 따라 거의 직각으로 교차한다. 이러한 형상은 90°의 날끝각을 갖는 절삭 공

구를 이용하여 홈(230)을 형성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복수의 박편(210)의 전체 가공면(216)에 걸쳐서

반복되는 것이 좋다. 각각의 홈 골(233) 사이의 간격은 약 0.01 ㎜ 내지 약 1.0 ㎜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치수는 한

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제1 홈 세트의 홈(230)은 각각의 제1 기준 엣지(236)가 각 박편의 제1 주면(212) 및 제2 주면(214)과 교차하는 깊이로 형

성된다. 선택적으로, 더 얕은 깊이의 홈(230)을 형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구의 깊이가 감소되면, 홈 골(233)은 가공

면(216)에 더 가까워지고 평탄한 투과 영역이 형성되게 된다.

각 박편(210)의 가공면(216)상에 큐브 코너 요소를 형성하는 것을 완료하기 위하여, 제1 기준 평면(224)에 실질적으로 평

행한 축을 따라 각 박편(210)에 하나 이상의 홈(246)을 절삭함으로써 제2 홈 세트를 형성한다. 도 21에 예시한 본 발명의

한 가지 실시예에 따르면, 복수의 박편(210)은 제2 홈 세트를 형성하기 전에 고정 기준축(282)에 평행한 제2 각도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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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광학적 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립체로부터 박편들을 제거할 수도 있고, 주면(212,

214)을 절삭할 수도 있다. 교대로 배치된 박편들(210b, 210d, 210f 등)을 제2 기준 평면(226) 또는 기부 평면(280)에 수

직인 축을 중심으로 180°회전시킬 수 있으며, 그 후 복수의 박편을 각각의 제1 기준 평면(224)이 기부 평면(280)에 실질

적으로 수직으로 배치된 상태에서 재조립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복수의 박편 중 일부의 것이 다른 박편보다 광학적 활

성이 높은 위치에 제2 홈(246) 세트가 형성된다. 그 후, 광학적 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박편들을 조립체로부터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2는 박편의 두께 "L"과 큐브 코너 요소(150)의 기하학적 형상 사이의 가능한 하나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

다. 공구의 반각(δ)이 홈 세트들 중 하나를 형성하고, ε은 입사각을 나타내며, ψ는 굴절 후의 광선 입사각을 나타낸다. "H"

는 큐브 코너 요소(150)의 높이를 나타낸다. 박편의 두께(L)는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의 길이에 대응한다. 굴절률(η0)은

1이고 굴절률(η1)은 1보다 크다.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의 표면(154)은 꼭지점(158)과 교차하는 입사각(156)을 갖는 광

선의 양측에 있는 2개의 영역(D1, D2)으로 분리된다. 여기에서,

D1 = (L-H tanδ)(1-tanδ tanψ) 이고,

D2 = H(tanδ + tanψ)

이다. D1 :D2 의 비는 바람직하게는 약 0.5 내지 2.0의 범위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1이다.

본 발명은 또한 실질적으로 광 투과 표면층과 광학적으로 대향하는 복수의 재귀반사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재귀반사 시트를 제조하는 방법도 개시한다.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는 홈 골에 의해 정해지는 제1 변, 이 제1 변에 대향

하는 가상의 제2 변, 상기 제1 변 및 제2 변을 연결시키는 서로 대향하는 제3 변 및 제4 변을 갖는 사각형 기부를 구비한

다. 상기 가상의 제2 변은 제3 변 및 제4 변의 홈 골을 연결하는 가상의 축이다. 상호 사각형인 제1 및 제2 광학면들은 기

부의 각각의 제3 변 및 제4 변으로부터 연장한다. 이들 사각형 광학면은 공통 엣지를 따라 교차하여 거의 직각인 이면각

(二面角)을 형성한다. 사각형 광학면에 거의 수직으로 배치되는 기부의 제1 변으로부터 삼각형 광학면이 연장한다. 상호

사각형의 제1 및 제2 광학면들과 각각의 공통 엣지를 따라 교차하는 삼각형 광학면이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를 형성한

다.

재귀반사 시트와 같은 재귀반사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복수의 박편의 구조화면은 전해 성형 기술 또는 다른 종래의 복

제 기술을 이용하여 복제될 수 있는 마스터 몰드(master mold)로서 사용된다. 복수의 박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큐브 코

너 요소들, 또는 선택적으로는 여러 가지 크기, 형상이나 배향의 큐브 코너 요소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당업계에서 "스탬

퍼(stamper)"라 불리는 복제물(replica)의 구조화면은 큐브 코너 요소의 네거티브 형태(negative image)를 포함한다. 이

복제물이 재귀반사체를 성형하기 위한 몰드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더 일반적으로는, 다수의 포지티브 복제물 또는 네

거티브 복제물을 재조립하여, 재귀반사 시트를 성형하는 데 유용할 만큼 충분히 큰 몰드를 형성한다. 박편은 바람직하게는

약 0.05 ㎜ 내지 0.25 ㎜의 두께를 갖는다.

바람직한 재귀반사 시트는, 예컨대 예성형(豫成形) 시트(preformed sheet) 전술한 큐브 코너 요소를 엠보싱(embossing)

하거나, 또는 유체 재료를 캐스팅(casting)하여 몰드를 형성함으로써 일체적인 재료(integral material)로 제조될 수도 있

다[JP 8-309851 및 US 특허 제4,601,861(Pricone) 참조]. 선택적으로는, 재귀반사 시트는 PCT 출원 공개 WO 95/

11464(1995. 4. 27 공개) 및 미국 특허 제3,648,348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예성형 박막에 대하여 큐브 코너 요소를 캐스

팅하거나 또는 예성형 박막을 예성형 큐브 코너 요소에 적층하여, 적층 제품으로 제조될 수 있다. 예로서, 마스터 몰드상에

니켈을 전해 용착하여 형성된 니켈 몰드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시트를 제조할 수 있다. 전해 성형 몰드(electroformed

mold)는 두께가 약 500 ㎛, 굴절률이 약 1.59 인 폴리카보네이트 박막 상에 몰드 패턴을 엠보싱하기 위한 스탬퍼로서 사용

될 수 있다. 그 몰드는 약 175 ℃ 내지 약 200 ℃의 온도에서 가압 성형을 수행하는 프레스에서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반사 시트를 제조하는 데 유용한 재료는 치수 안정성, 내구성, 내후성이 있고 또 원하는 구조로 용이하게 성형 가

능한 재료이다. 적합한 재료의 예로는, 롬 앤 하스사(Rohm and Haas)의 플렉시글라스(Plexiglas) 수지와 같은 일반적으

로 굴절률이 1.5인 아크릴; 굴절률이 약 1.6인 열경화성 아크릴레이트 및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바람직하게는 방사선 경화

성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틸렌계 아이오노머(ionomer)('SURLYN'이라는 상표명으로 시판 중임); 폴리에스테르; 및 셀룰

로스 아세테이트 부틸레이트가 있다. 전형적으로는 열과 압력을 가하여 성형할 수 있는 임의의 광투과성 재료도 일반적으

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재귀반사 시트를 형성하기에 적합한 다른 재료에 대해서는 미국 특허 제5,450,235호

(Smith 등)에 개시되어 있다. 이 시트는 필요에 따라 착색제, 염료, 자외선 흡수제 또는 다른 첨가제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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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환경에서는 지지층을 갖는 재귀반사 시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지층은 내부 반사(全反射)의 원리에 따라

광을 반사하는 재귀반사 시트에 특히 유용하다. 적합한 지지층은 본 발명에 따라 재귀반사 시트와 효과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착색 물질을 포함한 임의의 투명 또는 불투명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적합한 지지층 재료로는, 알루미늄 시트와, 아

연 도금강과,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 폴리불화비닐,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염화비닐, 폴리우

레탄 등의 중합체 재료와, 이들 재료 및 다른 재료로 제조된 다양한 박편이 있다.

지지층 또는 시트는 반사 요소에 적합한 그리드 패턴 또는 임의의 다른 구성으로 밀봉될 수 있다. 밀봉은 반사 요소 어레이

상의 불연속한 위치에서 초음파 용접, 접착제 또는 가열 밀봉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3,924,928호 참조). 밀봉은 오물이나 습기 등의 오염물의 침입을 방지하고 큐브 코너 요소의 반사면에 인접한

공간(air space)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그러한 복합체에 부가적인 강도 또는 인성이 필요하다면, 폴리카보네이트, 폴리부트리에이트(polybutryate) 또는 섬

유 강화 플라스틱재 지지 시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 결과 얻어지는 재귀반사 재료의 가요성(flexibility)에 따라, 그 재료를

감거나 띠모양 또는 다른 적합한 디자인으로 절단할 수 있다. 재귀반사 재료는 그 이면에 접착제 및 박리 시트(release

sheet)를 마련함으로써, 접착제를 도포하거나 다른 고정 수단을 사용하는 부가적인 공정 없이 임의의 기판에 적용하기에

유용하게 된다.

바람직한 큐브 코너 요소는 미국 특허 제4,775,219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재귀반사 물품에 의해 재귀반사된 빛을 원하는

패턴 또는 발산 프로파일로 분포시키도록 개별적으로 맞춤 가공될 수 있다. 내포되는 홈 반각 오차는 ±20 아크 분(arc

minute) 미만이거나 가끔은 ±5 아크 분 미만으로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배경 기술 부분에서 개시된 것들을 포함해서 본 명세서에서 인용된 모든 특허 및 특허 출원들은 여기에서 인용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이 명세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지금까지 본 발명의 몇 가지의 실시예를 참조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다. 그

러나, 본 발명의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는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상기 설명한 실시예에 여러가지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본 명세서에 설명한 바람직한 구조 및 방법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의

청구범위의 광의 해석에 의해서만 한정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큐브 코너형 재귀반사 물품을 성형하는 데 사용하기 적합한 몰드에 사용하기 위한 복수의 박편(10a-10n, 100a-100f,

210a-210f)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각 박편은 사이에 제1 기준 평면(24, 224)을 획정(劃定)하고 서로 대향하는 제1 및

제2 주면(主面)(12, 14, 134, 212, 214)과, 상기 제1 주면 및 제2 주면을 연결하는 가공면(16, 216)을 더 포함하며, 상기

가공면에 대하여 평행하고 상기 제1 기준 평면에는 수직인 제2 기준 평면(26)과, 상기 제1 기준 평면 및 제2 기준 평면에

수직인 제3 기준 평면(28)이 획정되는 것인 복수의 박편 제조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박편으로 구성되는 박편 조립체의 그 복수의 박편을 각 박편의 제1 기준 평면이 서로 평행하게 되도록 하고 또 고

정 기준축에 대해서 평행하거나 일정 각도로 배치되도록 배향시키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박편 중 일부 또는 전부의 가공면상에, 서로 교차하여 큐브 코너 요소를 형성하는 상호 거의 수직인 3개의 측

면을 갖는 복수의 큐브 코너 요소(80a-80b, 124, 150)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박편 조립체의 하나 이상의 박편(10c, 10f, 10i, 10l, 100b, 100d, 100f)의 적어도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면의 구성을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박편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박편의 가공면상에 복수의 큐브 코너 요소를 형성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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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박편의 가공면을 횡단하고 또 상기 각 큐브 코너 요소의 제1 기부각(β1)을 이루도록 교차하는 홈들로 이루어

지는 2 개의 부(副) 홈 세트(secondary groove sets)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큐브 코너 요소의 제2 기부각(β2)과 제3 기부각(β3)을 이루도록 상기 이차 홈 세트의 홈들과 교차하는 홈으로 구성되

는 주(主) 홈 세트(primary groove set)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박편 제조 방법.

청구항 3.

큐브 코너형 재귀반사 물품을 형성하는 데 적합한 몰드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공면(16, 216)을 갖는 복수의 박편(10a-10n, 100a-100f, 210a-210f)을 구비하는 박편 조립체를 마련하는 단계와,

2개 이상의 박편의 적어도 일부를 가로질러 뻗도록 상기 박편의 가공면에 복수의 큐브 코너 요소(80a-80b, 124, 150)를

형성하는 단계로서, 각 큐브 코너 요소는 서로 교차하여 큐브 코너 요소를 형성하는 서로 거의 수직인 3개의 측면을 각각

포함하는 것인 복수의 큐브 코너 형성 단계와,

상기 큐브 코너 요소의 광학적 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91, 143)을 갖는 복수의 박편(10c, 10f, 10i, 10l, 100b,

100d, 100f)을 상기 박편 조립체로부터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몰드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조된 몰드를 마련하는 단계와,

상기 몰드에 의한 피성형체(彼成形體)로 재귀반사 시트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재귀반사 시트 형성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따라 제조된 재귀반사 시트.

청구항 6.

작은 입사각에서 높은 재귀반사 효율을 유지하면서 큰 입사각에서도 높은 재귀반사 효율을 나타내도록 변형된 재귀반사

시트에 있어서,

기부면(基部面: base surface)과 이 기부면의 반대쪽의 구조화면(structured surface)을 갖는 기판을 구비하며,

상기 구조화면은 절두형(截頭形) 큐브 코너 요소의 광학적으로 대향하는 복수 개의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를 포함하고,

상기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는 설계 입사각과 배향각에서 절두형 큐브 코너 요소의 광학적 활성 부분을 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귀반사 시트.

청구항 7.

광투과성 표면층과 광학적으로 대향하는 복수의 재귀반사성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132)를 포함하는 재귀반사 시트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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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는,

홈 골(46)로 이루어진 제1 변과, 이 제1 변과 대향하는 제2 가상변과, 상기 제1 및 제2 변을 연결시키며 서로 대향하는 제3

및 제4 변(30, 38)을 갖는 사각형 기부(基部)와,

상기 기부의 제3 및 제4 변으로부터 각각 뻗어 있고 또 공통 엣지(70)를 따라 교차하여 거의 수직인 이면각(二面角)을 이

루는 상호 사각형의 제1 및 제2 광학면(62, 66)과,

상기 사각형 광학면에 거의 수직으로 배치된 상기 기부의 제1 변으로부터 뻗어 있고, 또 각각의 공통 엣지를 따라 상기 상

호 사각형의 제1 및 제2 광학면과 교차하여 큐브 코너 요소 세그먼트(132)를 형성하는 삼각형 광학면(86)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재귀반사 시트.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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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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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삭제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삭제

청구항 48.
삭제

청구항 49.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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