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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옥내,외 광고 및 실내의 벽면 또는 탁상용 반 간접 조명등에 사용되는 재료인 유리, 아크릴 플라스틱, 크리스탈

등의 투명 부재들을 곡면(曲麵) 요형면(凹形麵)(concave) , 철형면(凸形麵)(convex)으로 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조 하

여 각 투명부재 내 외부에 레이저 시스템(Larser system)이나 샌드 브레스트(Send Blast)로 입체형으로 명각(銘刻) 및 조

각하여 이를 투과하는 컬러광선의 굴절, 반사를 이용 투명재질의 표시면에 색채가 선명하게 형성되고, 입체적이며, 환상적

인 옥내 외 광고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조명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투명부재는 복수로

밀착 중첩된 투명 아크릴 로서 곡면(曲麵, concave, convex)부 내외부에 문자, 그림, 기호, 도형 또는 이들의 중첩된 결합

이 내부 명각(銘刻)및 외부 조각 되어져 있으며, 투명 아크릴 곡면의 타원형 단연면은 조명광선의 입사면으로써 다양한 모

양의 각도로 형성되어, 여러 색상의 칼라가 부착되었으며, 광원은 조광수단(照光　段)에 연결된 조명 및 광고보드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조명등, 광고 보드, 어항, 투명 아크릴 플라스틱, 투명부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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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광고보드 정면구성도.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광고보드를 일부 절개한 정면 구성도.

  도2a는 본 발명에 따른 광고보드를 일부 절개한 사시도.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곡면 상태의 광고보드 X-X'선 단면 구성도 및 단연면을 갖는 투명부재 일부 발취도.

  도3a는 본 발명에 따른 오목상태의 광고보드 단면구성도 및 단연면을 갖는 투명부재 일부 발취도.

  도4는 본 발명에 따른 곡면 투명 아크릴 플라스틱 또는 유리, 크리스탈에 광선이 투과되는 상태의 예시도 및 일부 확대 단

면도.

  도5는 본 발명에 따른 곡면상태의 투명 아크릴플라스틱, 유리, 크리스탈보드중 하나로된 투명부재의 단면 구성도 및 결

합상태 예시도.

  도5a는 본 발명에 따른 오목상태의 투명아크릴플라스틱, 유리, 크리스탈보드 중 하나로된 투명부재의 단면 구성도 및 결

합상태 예시도.

  도6은 본 발명에 따른 곡면광고보드와 오목 광고보드를 결합한 상태의 단면구성도.

  도6a는 본 발명에 따른 곡면광고보드와 오목 광고보드를 결합한 상태의일부 절개상태의 사시도.

  도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광고보드에 스피커 및 음이온 공기청정기 등을 장착한 상태의 예시도.

  도8은 본 발명에 따른 광고보드의 단계별 애니메션 동작상태의 예시도.

  도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로서 반곡면 광고보드를 조명등에 설치하여 간접광고를 실시하는 예시도.

  도10은 상기 도9의 단면 구성도.

  도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로서 반구형상의 광고 보드를 조명등에 설치하여 간접광고를 실시하는 예시도.

  도12는 상기 도11의 단면구성도.

  도1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로서 반구형상의 광고보드를 천장의 조명등에 설치하여 간접광고 및 어항으로 설치된 상

태의 예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광고보드 프레임 2,3,4,30,31: 곡면 투명부재

  5:표출표면 6:조명램프

  7:컬러 반사판 8:광고보드 이면판

  9:평면 스피커 10:외부 조각표면

  11:PLC 12:반사경

  13,33:컬러시트 14:패킹

  15:내부명각(internal inscrition) 16:V자형 내부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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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평면 험집조각(scrache) 18,27:램프 칸막이

  19:보호판(protaction cover) 20:음이온 장치

  21:곡면 조명등 후레임 22:램프

  23:곡면조명등 표출표면 24:벽걸이

  25:브라켓트 26:반사경

  27:램프 칸막이 28:인버터(inverter)

  29:PLC 32:외부 조각 표면

  33:컬러시트 34:불투명시트

  35,36:조명등측면 끝부분 37:천정

  38:감시카메라 39:무선센서 알람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투명 아크릴, 유리, 크리스탈 등을 곡면으로 성형한 투명부재 내,외면에 내부명각 및 외부 표면조각을 형성한

후 이를 중첩배치하여 내부에서 광선을 조사하면 굴절 및 반사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조명광선 (Illumination Light)으로 광

고 및 가정용 조명, 인테리어용 반간접 표시 조명, 탁상용 기념패, 초상화 조명, 조명 겸용 어항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광고와 조명 인테리어 표시매체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조명 간판은 테두리 조명(edge lighting)방식으로 투명 또는 반 투명한 플라스틱 판의 네개의 단연면(端緣麵)이

평면상(平麵狀)으로 이루어지고, 이 평면 상의 단연면에 설치된 광원(光源)으로부터 광선이 입사 되는 것으로서, 광고면의

조도나 명암등은 오로지 그 조명원의 배치 및 광도(光度)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원하는 대로의 조도, 명암 그들의 변조, 입

체감 등을 구현할 수가 없었으며 그 형태는 사각형 평면상에 표현되어 왔었다.

  또한 투명한 아크릴의 단연면에서 광선이 입사되어 외부 표면에 조각된 문자, 도형, 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된 표식

이 표면에 표출되는 광고보드 로써 역시 그 표출표면은 평면이며 외부 표면에만 조각 되어있으며 그 형태는 사각형 평면으

로 되어있다.

  따라서, 실내 또는 탁상 위에 놓고 사용하는 전기 스텐드(Electric Stand) 의 조명용 등갓은 천연섬유 또는 화학섬유로 된

투광성(投光性)이 있는 포제 또는 시트(Sheet)재 등으로 램프로부터의 직사광을 차단하여 간접조명 효과를 얻도록 원추형

(圓錐形 ) 또는 원통형(圓筒形)으로 된 것들이 종래부터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등갓은 스탠드의 단순한 조명기능을 위하여 주로 사용되어 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림, 문자, 색체, 모양 또

는 이들의 결합으로 등갓의 표면에 그려지거나 인쇄된 것이 사용되는 정조에 불과 하였다.

  상기한 바와 같이 종래의 아크릴 판으로 제작된 광고보드는 평면으로 된, 투명한 표면에만 의존하여 글, 그림, 기호, 도형

등 조각하여, 표현함으로써 표현의 단순성과 원형 또는 곡면을 극복하는 조각 기술이 따르지 못해, 다양한 모양의 매체 개

발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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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원형 및 곡면에 자유자제로 표현 할 수 있고 실내 간접 조명등과 인테리어 효과, 광고표시 매체 역할을 동시 또는

분리 할 수 있는 복합적 기능과 2차원 및 3차원의 체적(體積) 있는 입체표현 기능을 가진 표시매체의 개발이 요망되어 왔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명한 것으로서, 조명을 2차원 또는 3차원의 입체형상 및 그 변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시간경과에 따르는 조명효과의 퇴조가 없도록 한 것이다.

  본 발명은 유리를 비롯, 아크릴, 크리스탈 등으로 가공된 다양한 형태의 곡면(曲麵)을 적층한 곡면 투명소재의 내부

(Internal) 또는 외부표면, 그리고 조명등의 경우 타원형의 곡면 내부(Internal) 및 외부표면에 표시 하고자 하는 글, 그림,

기호, 도형등이 초정밀 레이저빔 시스템(laser beam system) 과 센드 블래스트(Sand Blast)에 의해 2차원(2d) 내지 3차

원(3d)으로, 곡면 투명부재의 내부에 명각(銘刻)(inscription) 및 외부면에 조각 되어 조광수단에 의해 보다 선명하고 조도

가 높게 입체형상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조명광선 (Illumination Light)을 이용하여 광고 및 가정용 조명, 인테리어용 반간접 표시 조명, 탁상용 기념패,

초상화 조명, 조명 겸용 어항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광고, 실내외 조명등, 인테리어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도면에 의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 같다.

2 이상의 투명 평판을 배치하여 단연면에 빛을 조사하여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표시화면을 연출할 수 있도록 된 광고 표시

매체에 있어서,

  광고보드 및 조명등은, 투명 소재인 유리, 투명 아크릴, 크리스탈 등이 투명부재로 사용되며, 2장에서 3장 이상으로 중첩

되고 곡면(曲面)으로 이루어진 투명부재(2)(3)(4)와;

  상기 곡면으로 이루어진 투명 부재(2)(3)(4) 단연면 각각 사이에 설치된 램프(LAMP)칸막이(18)와;

  상기 각각의 곡면 투명 부재(2)(3)(4)의 측면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 되어있는 램프(LAMP)(6)와;

  상기 각각의 램프(6)에 연결되어 있는 PLC(11)가 내설되고 곡면 투명 부재 (2)(3)(4)의 테두리와 광고보드 이면판(8)을

지지하는 광고보드 프레임(1)과;

  상기 곡면(曲麵) 요철(凹凸)형의 투명부재(2)(3)(4) 사이의 타원형 모서리 부분에 끼워 공간부를 형성하고 투명부재가 중

첩되도록 배치한 패킹(14) 및 램프(LAMP)칸막이(18)와;

  상기 각각의 곡면 투명부재(2)(3)(4)는 램프(6)에 의해 빛이 닿는 입사면의 타원형 단연면(2c,3c,4c)과;

  상기 각각의 곡면 투명부재(2)(3)(4) 볼록형(凸形), 오목형(凹形)의 타원형 단연면(2c,3c,4c) 부분의 2개 내지 3개의 세

부 분활면(2c-1, 2c-2, 2c-3) 및 평면 단연면(2c,3c,4c)에 형성된 톱니형태의 요철부와;

  상기 평면단연면(3c, 4c) 및 세부 분활면 (2c-1, 2c-2, 2c-3)에 부착된 컬러시트(color sheet)(13)와, 광고보드 이면판

(8)과, 이와 접하고 있는 가장 뒤쪽의 후면 곡면 투명체(4)의 사이에는 컬러 반사판(7)이 부착되어, 입체표현 기능을 갖는

광고 및 반간접 조명장치의 구성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광고보드 및 조명등은, 투명 소재인 유리, 아크릴 플라스틱, 크리스탈 등의 소재로된 투명부

재(2)(3)(4)가 사용된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의 투명부재 중 곡면으로 이루어진 투명 아크릴 플라스틱을 소재로 선택하였다.

등록특허 10-0523213

- 4 -



  상기 곡면(曲面) 투명 아크릴 플라스틱을 2∼3장의 투명부재(2)(3)(4)를 중첩하되 각각의 사이에는 램프 칸막이(18)가

설치된다.

  상기 각각의 곡면 투명 부재(2)(3)(4)의 측면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 되어있는 램프(6)와, 상기 각각의 램프(LAMP)(6)에

연결되어 있는 PLC(11)가 광고보드 이면판(8)및 광고보드 프레임(FRAME)(1)에 의해 견고하게 지지되는 광고보드 및 곡

면 반 간접조명등을 형성하게 된다.

  상기 각각의 곡면(曲麵)의 요철(凹,凸)의 투명부재(2)(3)(4)는 타원형 모서리 부분에 패킹(14)과 램프 칸막이(18)를 끼워

서 공간을 형성한 상태에서 차례로 중첩시킨다.

  상기 각각의 곡면투명 아크릴 플라스틱(2)(3)(4)의 타원형 단연면(2c,3c,4c)부분은 램프(6)에 의해 빛이 닿는 입사면 으

로써 그 표면은 소재를 톱으로 컷팅(Cuting) 할 때 생긴 거친 톱 자국이 미세한 요철 (凹凸)상태를 유지시켜, 램프(6)에 의

해 빛이 입사면에 닿는 순간 다양한 각각도로 곡면투명부재 내부로 들어가,빛의 임계각 형성이 많이 되도록 한다.

  상기 곡면 내부에서 빛의 전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제공한 후 각각의 타원형 단연면(2c, 3c, 4c)에는 표출표면(5)

에 표현될 문자, 그림 또는 이들의 조합에 대응하여 칼라 물감, 또는 컬러 시트(color sheet)(13)를 재단하여 부착한다.

  상기 광고보드 이면 판(8)과 이와 접하고 있는 맨 뒤쪽의 후면 투명 아크릴 플라스틱 요철형(凹形,凸形)의 사이에는 곡면

컬러(color) 반사 가공물(7)이 부착된다.

  상기 각각의 곡면 투명아크릴 플라스틱(2, 3, 4)의 내부(internal) 및 외부에 문자, 그림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상기 표출

표면(5)에 표현될 로고(Logo)등을 초 정밀 레이저 시스템(Laser system)으로 2차원 도는 3차원으로 내부 명각(銘刻)(

internal inscription)(2a, 3a, 4a, 4b, 15, 16) 과 곡면외부(17) 조각을 하는 것이다.

  상기 전면에 곡면 투명 아크릴 플라스틱로된 투명부재(2)의 내부(internal)에는 표현하고자 하는 로고(Logo)의 외각선을

V(16)자 형으로 내부 명각 하고, 중간 곡면 투명 부재(3)의 후면외부 에는 상기 외각선 내의 곡면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을

흠집 낸 듯한 조각(scratch engrave)을 하고 곡면 투명부재(4)의 요철형(凹形, 凸形) 후면에는 상기 곡면투명부재(3)의 요

철형(凹形, 凸形) 외부조각에 대응 하도록 내부에 명각한다.

  상기 이들 내부 명각 및 외부조각을 완전히 일치되도록 혼합 중첩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곡면 투명 아크릴 플라스틱 요철형(凹形, 凸形) (convex, concave)(2), (3), (4)의 각 투명부재의 단연면은 일

정 규격으로 재단 시 절단 톱을 사용하여 원형 단연면(2c, 3c, 4c)이 절단 시 생긴 미세한 톱 자국이 형성 되도록 가공하고,

가공된 각 곡면 투명체 타원형 단연면(2c,3c,4c)에는 색체(color), 명도(Luminosity), 색상(Hue)을 갖는 가는 선(Line)으

로 부터 선의 조합으로 된 색채대(color band)가 부착되어 많은 보합색을 생산 하게된다.

  상기 곡면 투명부재(2, 3, 4)의 단연면과 단연면 사이에 패킹(14)과 컬러(color)반사판(7)이 설치되어 곡면 투명부재 (2,

3, 4)의 수포형성을 방지한다.

  상기 곡면 투명 부재 내부에 2차원 내지 3차원으로 된 내부명각(2a, 3a, 3b, 4a, 4b, 15, 16)에 추가로 적층 공간을 제공

하여 체적(體積)이 있는 완전한 입체화(3 Dimansion)의 표현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광고보드(Board) 프레임(Frame)(1) 본체의 단연면에 대향하여 설치된 Lamp(6)에 Lamp칸막이(18)가 장착되

어 이것에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or)를 사용하면 색상의 변화(A색상에서 B색상으로)와 애니메이션

(Animation) 표현이 가능하게된다.

  상기 각 곡면 투명부재(2, 3, 4)에 내부 명각(2a, 3a, 3b, 4a, 4b, 15, 16) 한 것과 같은, 폭이 넓은 조각을 샌드 브레스트

(Sand Blast) 방법으로 곡면투명 아크릴 플라스틱 (3)의 안쪽 외부조각 표면(10)에 조각(17)하여, 중첩 시켜 파스텔

(Pastel)효과를 동반한 체적(體積)이 있는 형상의 3차원 표현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곡면 투명아크릴 플라스틱 (2, 3, 4) 표출 표면(Display Surface)(5)의 보호을 위해 투명성 칼라 플라스틱

및 투명성 밀러유리(mirror), 밀러(mirror) 필름(19)을 보호판으로 부착하는 것과 , 도 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각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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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판내부(Internal)에서 같은 규격과 간격으로 층층히 명각(銘刻)등이 초정밀 Laser system에의 해 미세하고 섬세하게

내부명각(3a) 및 외부조각(17)을 함으로써 조사된 칼라 빛이(Color Light) 내부 명각 및 외부 조각된 부위에 따라 색상의

변화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각종곡면 투명부재의 원형 형태인 형상에 있어서의 그 단연면은 그 사용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광고 보드로

부터 일반 가정용 조명, 인테리어용 반 간접 표시 조명, 탁상용 기념패, 초상화 조명등, 본 기술로 다양한 모양의 상품이 생

산되는 특징이 있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은 이하에서는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1은 본 발명의 광고보드 정면도, 도2 및 2a는 본 발명 곡면(凹形, 凸形) 광고보드(Display Board)의 일부를 각각 절개

한 부분 사시도로써, 본 발명의 광고보드는 3개의 중첩된 곡면 투명부재(유리, 크리스탈, 아크릴 플라스틱)와 이 각각의 곡

면 투명부재의 타원형 단연면(2c, 3c, 4c)을 입사면으로 하여 광선을 입사 시키도록 램프가 설치되고 광고 보드 프레임

(Board Frame)과 보드 이면판(8)에 의하여 밀착되고 지지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본 발명에서는 투명소재인 아크릴 플라스틱, 유리, 크리스탈(Crystal)의 곡면형 요철(凹形, 凸形)(convex, concave) 투

명부재에 초정밀 레이저 시스템(laser system)과 샌드 블래스트(sand blasting)방식 으로 곡면 투명부재(2, 3, 4)의 외부

조각표면(10)에 외부 스크레치 조각(Scratch on engrave)과 내부 명각(Internal Inscription)(2a, 3a, 3b, 4a, 4b, 15, 16)

을 하여 이를 복합 중첩시킨다.

  본 발명의 기본 원리인 곡면 투명판 타원형 단연면(2a, 3a, 4c)에 조광 수단(手段)에 의해 칼라 빛을 조사시킴으로서, 요

철형(凹形과凸形)의 개별표현(도3, 3a) 및 곡면 요철형(凹形과凸形)의 결합(도6, 6a)표현 함으로써 표시 매체로서는 획기

적인 체적(體積)(Volumetric Images Formation)있는 입체적(3D) 형상을 상곡면(凹形, 凸形)상에서 표현을 보장 할 수 있

게 된다.

  또한 각 곡면 투명 부재(2, 3, 4)사이에 램프 칸막이(18)를 설치 하여 PLC(11)로 타원형 단연면의 램프(6)를 컨트롤

(Controll)하면 각 곡면 투명부재(2, 3, 4) 별로, 투명체 내 외부의 명각 및 조각된 글, 그림의 색상이 완전히 다른 색상으로

교체 표현 되면서 그림의 율동감(animation)효과도 동시에 표현 할 수 있으며, 각 곡면 투명체 내부에서 색빛이 혼합되게

하므로 일반 어떤 매채보다 다양한 색상을 표현 할 수 있다.

  상기 곡면 투명부재(2. 3. 4) 의 내부 또는 외부 면에는 각각 광고보드(display board)의 전면인 곡면표출표면 (5)에 표

시될 문자 및 그림에 상응되는 내부 명각(Internal Inscription) 및 외부 스크레치 조각(scrach on engrave)을 형성하게 되

고 맨 뒤의 곡면투명 아크릴 플라스틱(4)와 광고보드 이면판(8)의 사이에는 칼라 반사판(7)이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곡면 투명부재(4)의 뒷면에 부착된 칼라 반사판(7)은 광고보드 배면으로 출사된 광선을 정면 방향으로 반사해주

는 역할과 입체감을 한층 더 높이는 보조 기능을 수행하고 이는 광고 보드 이면판(8)에 의하여 견고히 지지 되어있다.

  또한 상기 램프(LAMP)(6)에 면하는 각 곡면 투명부재(2. 3. 4)의 타원형 단연면은 (2c, 3c, 4c)필히 미세한 요철(凹, 凸)

형태를 갖도록 하기위해 곡면 투명부재 가공시 톱으로 절단한 요철면(凹凸麵)을 사용하거나 또는 레이저 시스템(Laser

system)으로 특수 가공한다.

  이와 같이 곡면 투명 아크릴 플라스틱의 외부표면에만 국한된 조각이 되어, 표현하던 종래의 광고보드에서와 달리 투명

소재인 유리, 크리스탈, 아크릴 플라스틱등에 있어서 곡면, 원통형의 내 외부에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명각하고 그 타원형

단연면(2. 3. 4)은 미세한 요철 (凹, 凸) 이 가공되고 램프(6)를 원형 단연면의 형태와 각도에 따라 설치됨은 본 발명의 핵

심적인 특징이다.

  상기 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원형 단연면에 미세한 요철(凹, 凸)은 투명체 내부에서 빛의 전반사 조건을 향상시키고,

각각 다른 각도를 이루고 있는 타원형 단연면 (2c)을 대응 하여 각기 다른면(2c-1, 2c-2, 2c-3) 으로 조사하는 냉음극형

광 램프(Cold Cathadc Fluorescent)(6)을 각 곡면 투명부재 별 램프(3, 3a)가 독립적으로 타원형 단연면에 설치하므로 빛

의 입사량을 느려서 조사, 점멸 시키면 광선이 통과함에 의해 광선의 이동경로를 다양화 한다.

  특히 1.0mm ∼ 3.0mm 초박형 냉음극 형광 램프(CCF Lamp)를 사용하므로 해서 조도가 향상되고 램프의 수명이 길고

광고보드를 실림 프로화일(slim profiles)하므로 종래기술이 해결하지 못한 다량의 색상표현과 사용에 간편성, 설치의 편

의성, 에너지 절약등,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적응성 등 을 부과하여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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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톱으로 절단 시 톱자국으로 형성된 요철면을 가공 또는 초정밀 레이저 시스템(Laser system)으로 정밀 가공 하여

형성된 타원형(도3, 3a, 4) 단연면(3c, 4c) 및 세부 분활면 (2c-1, 2c-2, 2c-3)에는 광선의 원활한 입사와 반사 및 굴절이

이루어져 원하는 대로의 문자와 그림 및 색채의 구현과 그 조합의 변조에 적합하도록 하기위한 여러 색상의 투광성 칼라쉬

트(Color Sheet)(13)의 색채대(color band)의 구성은 여러종류의 색채(colcr) 명도(Luminosity)와 색상(Hue)을 갖는 가

는선 으로부터 상당히 넓은 폭을 갖는 선의 조합으로 된 것으로서 광고보드(display board)의 문자, 그림 및 그들의 색조합

에 적합한 프로그램에 따라 설계 된다.

  따라서 도 4에는 곡면 투명부재의 홈(2c)에 있어서 3개의 세부 분활면의 프로화일(profile)을 예시하고 있다

  도4의 곡면 투명부재(2)의 단연면의 각 세면(segment)(2c-1)에는 녹색계, (2c-2)에는 주홍색계, (2c-3)에는 보라색계

의 투광성 color sheet를 부착하게 되는 것이다.

  즉, 복수의 상호 다른 각도를 이루는 세부 분활면의 색채층 (2c-1), (2c-2), (2c-3)을 통과한 착색광선으로 입사된 광선

은곡면 투명부재 내부명각(Internal Inscription) 및 외부 조각된 면에서 반사 굴절이 되어 광고보드(display board)의 표

출표면에 기획된 로고(Logo)에 요구된 color빛이 결합 또는 혼합되어 휘도가 높은 조도로 많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구성함으로써(도5, 5a)(6) 로부터 조사된 광선은 각각의 타원형 단연면(3c, 4c)및 세부 분활면(2c-1, 2c-2, 2c-

3)에 부착된 각각의 투광성 컬러 시트(color sheet)(13)를 투과하여 각 곡면 투명부재(convex, concave)(2, 3, 4)내부로

입사된다.

  상기 각 조각 (2a), (3a), (3b),(4a), (4b), (15) 및 V자형 외각선의 내부명각(16), 외부 조각표면(10)의 스크래치

(scratch)조각(17)의 조각부위에서 반사, 굴절된 빛의 표출표면(5)에 기획된 데로 표시 및 그들의 결합이 2차원 또는 3차

원의 체적(體積)이 있는 입체 형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때 조각된 부위 이외의 투명판의 다른 부분으로부터는 어떠한 색채나 문자 또는 그림 등의 영상이 표출표면(5)으로 투

영되지 않으므로 명도나 색상의 차이가 없는 균일한 상태의 배경조명을 제공하며 기획된 표식만이 선명하게 표현된다.

  또한 이들 곡면 투명부재(2, 3, 4)에 내부명각(internal inscption) 또는 외부 조각은 도 3, 3a, 5, 5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출표면(5) 이 되는 곡면 투명부재(2) 의 경우는, 표출표면(5)의 반대쪽 내부에 (2a, 16)이 명각(銘刻) 되며 다른 곡면 투

명부재(3)은 판의 전면 내부(3a)와 후면내부(3b), 후면 조각표면(10)에 외부조각(17)이 명각 및 조각되고 곡면 투명부재

(4)는 전후면에 내부명각(4a, 4b, 15)이 형성되었다.

  이는 투명판 내부에서 층층히 명각(도3)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파손 및 손상을 방지하고 표현의 다양성을 부가하기

위하여 표출표면 위쪽에 특수 가공된 곡면 투명 플라스틱 또는 곡면 밀러(mirror)유리, 밀러필름(mirror film)으로된 채색

된 보호판(Protection Cover)(19)을 부착 또는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유리출입문, 유리창문, 유리테이블, 쇼 케이스(show cases), 숍(SHOP) 및 커피(Office), 식당의 유리문등에 내,

외부에 명각 및 조각하여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또한 도7은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로서, 실,내외 광고보드 뒷면 및 내부에 슬립(slim) 화된 스피커(9)(Board Frame

Type Speaker)를 장착 하면 광고겸용 스피커가 되는 것이며, 담배연기, 먼지, 세균등을 제거 할 수 있는 음이온 공기청정

기(20)를 실내 광고보드 및 반간접 조명등에 장착하여 유해성 세균을 전기적으로 중화 시켜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과 무선

센서 알람장치(39) 및 초소형 감지카메라(38)를 장치하면 이부침입자 경보와 감시카메라 촬영등 광고+조명+공기 청정기

+경보기능과 같은 복합적기능으로 사용 될 수 있게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내외의 광고 및 각종 조명기구, 인테리어 조명등에 새로운 기술의 표시기능을 추가하는 종합적인

광고+조명+인테리어+공기 청정기+감시 및 경보기능 형태의 새로운 개념으로 적용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실시 예로써 도3 및 3a의 곡면 투명부재 요철형(凹形, 凸形)(convex, concave) 3장으로 구성된 광고보드에

도1에 나타낸 바와 같은 "KOREA SEOUL" 문자를 표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곡면 투명 부재 내부 명각 및 외부조

각을 곡면 투명부재(2)의 상단내부에 KOREA의 KOR(2a)를 내부 명각하고 곡면 투명부재(3) 내부에는 상기 곡면 투명 아

크릴 플라스틱(2)의 KOR(2a)과 나란히 정열시켜 KOREA문자의 EA(3a)를 내부 명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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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이 문자를 명각한 다음 곡면(凸形, 凹形) 투명부재(4)의 내부전면 하단부에 SEOUL 문자중 SEO(4a)를 내부 명

각하고, 같은 곡면 투명부재(4)의 내부 하단후면 내부에 SEO(4a)문자와 나란히 정열시켜 UL(4b)을 내부 명각하면, 전체

적으로 KOREA SEOUL 이 표출표면(5)에 표현된다.

  이와 같이 명각되고, 도2 및 2a의 곡면 (凸형, 凹形)으로된 투명 부재(2)(3)(4)의 요철형(凹形, 凸形)에 정밀 가공으로 형

성된 도4,5,5a 세부 분할면(2c-1, 2c-2, 2c-3 및 3c, 4c)에 기획된 문자 및 그림에 표현될 색상 프로그램에 의해 칼라시

트(13)를 정교하게 재단하여 접착시켜 조명램프(6)의 빛을 조사 시킨다.

  상기와 같이 조명램프(6)의 빛을 조사시키면 곡면 투명 부재(2), (3), (4 ) 에 명각된 상기 문자 및 그림에 요구하는 색상

이 표현 표출되는 것으로서, 컬러 사용방법의 구체적인 하나의 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곡면 투명 부재(2)의 세부 분할면(2c-1, 2c-2, 2c-3)(도4) 의 3개의 정밀 가공된 세부측면에 녹색, 주홍색, 보라색

을 규격에 맞게 재단하여 접착 시키고, 곡면 투명부재(3) 요철형(凹形,凸形)의 타원형 단연면(3c)에는 적색판을 접착하고,

곡면 투명부재(4) 요철형(凹形, 凸形)의 타원형 평면 단연면(4c)는 좌우로 나누어 SEO(4a)의 조각 부분에 해당되는 타원

형 단연면에는 황색시트를 접착하고, 하단 후면 UL(4b) 문자 명각 부분에 해당되는 평면 단연면에는 청색시트를 접착하여

조명램프(6)를 점등 시키면, 곡면 투명부재(凹形, 凸形)(2)의 KOR(2a)에는 녹색, 주홍색, 보라색이 상하,좌우로 세가지 색

상으로 표출되고 곡면 투명부재(3)의 EA(3a)에는 적색이 표출된다.

  따라서, 도1의 상단 KOREA 문자는 녹색, 주홍색, 보라색, 적색의 네 가지 색상으로 표현 되는 것이다.

  상기 곡면 투명부재(4)의 문자 SEOUL역시 내부전면 문자 SEO(4a)와 내부 후면 문자 UL(4b)은 황색 청색이 혼합 표출

되어 도1의 KOREA SEOUL 문자는 6색의 선명한 컬러로 채색되어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곡면 투명부재에 문자 또는 기호등을 명각하는 방법은 중첩되는 복수의 곡면 투명부재 내부에 동일한 명각을

하고, 이를 중첩하였을 때 조각부위가 완전히 합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도5 및 5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곡면 투명부재(凹形, 凸形)(2)내부의 후면부분에는 표현 하고자 하는 문자 또는 기호

등의 V자형 외곽선을 내부명각(16)으로 조각하고, 이와 중첩되는 곡면 투명부재(3)의 후면 외부 조각표면(10)에는 상기

외곽선 내의 평면을 흠집내듯이 넓게 스크레칭하여 외부 조각(17)을 실시한다.

  따라서, 한층 더 높은 조도와 명확한 색상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곡면 투명부재(4) 요철형(凹形, 凸形)의 내부후면에 전면

스크래칭 외부조각(17)과 동일한 형상과 위치에 내부명각(15)한다.

  이와 같이 곡면 투명부재(2)의 V자형 외각선 조각(16)과 , 곡면 투명부재(3) 요철형(凹形, 凸形)의 스크레치조각(17) 및

곡면 투명부재(凹形, 凸形)(4)의 내부명각(15)을 완전히 합치되도록 중첩시킬 경우에는, 표출표면(5)에는 조도가 향상됨

과 동시에 문자나 기호가 입체적으로 보다 선명하게 표현되고,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물이 내부명각(internal inscription)

과 외부조각(scratch on engrave) 의 복합적인 특징이 발휘되어 깊숙이 빨려 들어 가는 듯한 2차원 또는 3차원의 체적(體

積)이 있는 완전한 입체 형상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다양한 색상 표현과 색상변조, 화면의 조도 향상 및 명암조절, 입체감 등을 나타낼 수 있고, 곡면 투명부

재(2, 3, 4)의 내부명각 및 외부조각으로 광고보드 및 조명등의 전, 후면 표현으로 인한 투명재료의 소요절약, 조명등 또는

광고보드의 반영구적 사용으로 인한 수명연장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 보다 다양한 색상 구현과 표현을 위하여 각 곡면 투명부재(2)(3)(4) 요철형(凹形, 凸形)의 타원형 단연면(3c, 4c)

과 세부 분할면(2c-1, 2c-2, 2c-3)에 부착된 각종 컬라쉬트는(13)는 조명램프(6)의 램프칸막이(18) 설치에 의해 점등 순

서 및 조명강도를 PCL(11)에 의해 조절하여 다양한 색상으로 표출되게 된다.

  즉, 각각의 곡면 투명부재(2)(3)(4) 요철형의 타원형 단연면의 세부 분할면 2c(2c-1, 2c-2, 2c-3), 평면 단연면3c, 4c에

는 각각 다른 색, 예를 들면,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노랑색의 4가지 색상의 칼라쉬트(13)를 부착하고, 이 각각의 칼라쉬

트(13)에 광선을 입사 시키는 램프(6)를 상기 PLC(11)에 의해 제어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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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각각의 곡면 투명 부재(2)(3)(4) 요철형에 새겨진 내부명각(2a,3a,3b,4a,4b,15,16) 및 외부조각(17)들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형상을 빨간색 또는 파란색 등의 단일색으로 표출 되면서 그색이 다른색으로 변조되고 또한 여러가지 색상의 혼

합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도8의 (a), (b), (c) 의 표현 그림을 움직이는 에니메이션(animation) 표현과 주기적으로 표현되는 색상을 변화 시킬

수 도 있다.

  본 발명의 특징인 곡면 투명부재 내부명각(Internal Inscrition) 및 외부조각 으로 결합된 광고보드의 에니메이션

(animation)연출은 PLC(11)에 의한 램프(6)들의 점멸(On-Off)기능의 중첩에 의한 광량의 용명암(Fade-in, Fade-out)

효과로 곡면 투명부재의 타원형 단연면과 일부 세부 분활면(2c-1, 2c-2, 2c-3)으로 구분된 색빛들이 완전히 다른색으로

순차적, 또는 순간적으로 변조와 동시에 에니메이션(Animation)표현과, 또한 곡면 투명부재(2, 3, 4) 내부에서 이들의 색

빛이 합성효과로 표현되는 문자, 그림은 환상적인 색상으로 다양하게 표출표현 되는 것이다.

  즉, 동물의 동작그림을 상기의 구성과 같이 곡면 투명 부재(유리 및 아크릴 플라스틱, 크리스탈)(2, 3, 4) 요철형 내부에

명각(銘刻)하여 투명체의 테두리 타원형 단연면(2c, 3c, 4c)과 일부 세부 분활면(2c-1, 2c-2, 2c-3)에 도8의 (a), (b) 의

순서로 완전히 다른 색상과 광선을 램프(6)에 의해 순차적으로 조사를 하면 표출표면 에는 (c) 와 같이 동물의 동작이 연속

적으로 움직이는 동영상화로 표현할 수 있게된다.

  이렇게 본 발명은 기존의 상업용 광고보드 패턴을 벗어나 타원형 및 원형의 곡면 볼록형, 오목형(convex, concave),을

도6, 6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기능이 결합 함으로써 요철형(凹形, 凸形) 개별 기능이 단일 몸체에서 두 기능이 동시 또는

개별 표현이 곡면에서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입체형 표현 형태로 변하며 새로운 디자인으로 시장에서의 적용범위로 확산

이용될 수 있다.

  특히 광고보드로써 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인테리어, 기업과 브렌드의 통합이미지, 판촉광고, 실내 광고보드스피커, 실내

광고보드 공기 청정기 및 경보기능, 기념품, 기념상패, 등에 완전한 입체 영상의 표현은 물론 표시 매채로써의 기능을 완벽

하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유리, 크리스탈, 아크릴 플라스틱은 전기한 곡면 투명부재의 (convex, concave) 요철형(凹形, 凸形) 광고보드

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휘어진 곡면(曲面)에서도 광선 이 굴절 및 반사 한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곡면 형태를 가

진 곡면 반 간접 조명등 으로써, 가정용 인테리어용 과 더불어 광고를 겸한 복합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곡면 반 간접 조명 스텐드로 이용함으로써 인테리어 장식효과를 증대하고 특히 가정용으로 캐리커처(Cariaturs), 캐

릭터, 풍경화, 초상화 등을 포함하는 예술적작품, 좌우명이나 유명격언 등을 2D 또는3D 로 내부 명각 및 외부조각을 하여

조광수단에 의해 표현 시키면, 정서 및 교육적 효용을 높일 수도 있고 반면 상용으로도 효과적인 광고효과(CI, BI)를 나타

낼 수 있도록 문자, 그림, 모양, 색채 및 이들의 결합을 2D 또는 3D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곡면 반 간접 조영 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상기 곡면 광고보드 및 곡면 반 간접 조명등은 도9, 도10 및 도11, 도12, 도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천정 및 벽걸이 형태로

서 투명 소재인 유리, 크리스탈, 아크릴 플라스틱, 등의 소재가 사용되며 그 중 투명성이 보장되고, 가격이 저렴한 투명아

크릴, 플라스틱 등의 소재로써 이 역시 곡면광고와 마찬가지로 2장 이상의 투명 아크릴, 유리, 크리스탈 반 곡면 갓 (30,

31)의 각각에는 레이저 시스템에 의해 투명부재 곡면 갓(30, 31) 내부(internal) 및 외부표면에는 표현될 logo의 문자, 그

림이 내부명각(internal inscription)(30a) 및 외부조각이 복합적으로(31a) 되어 있다.

  또한 곡면 갓 각각에 반원형 형태의 초박형 냉음극 형광램프(cold cathadc fluorescent lamp)(22)와 칸막이(27)가 set화

설치되고 상기 각각의 투명부재 곡면 갓(30, 31)의 단연면(30b, 31b)에 대응하여 일정 간격으로 반 사경(26)과 조합되어

설치되어 있는 냉음극 형광 램프(CCF lamp)(22)와 상기 각각의 냉음극 형광 램프(CCF lamp)(22)에 연결되어 있는 인버

터(inverter)(28)및 PLC(29)가 곡면 반 간접 조명등 이면 판(33)과 그 후래임(frame)(21)내에 장착 지지 되고 프레임

(frame) 외부 에는 벽걸이(25) 가 부착 되고 벽걸이에 걸 수 있는 브리켓트(bracket)(25)가 별도 분리 되어 구성 되어있다.

  상기 곡면 반 간접 조명등은 복수 매의 곡면 투명 부재를 밀착중첩 시켜 곡면반원형(曲麵半圓形)의 반환상부(半環狀部)

를 형성하고 그 위쪽 부위에서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서 된 역반원추대형(逆半圓錐臺形)의 반환상부(半環狀部)가 부분이

되어 일체로서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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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단면은 도10와 도12에 도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곡면반원형으로 하지 않고, 원추대형(圓錐臺形) 즉 등갓 형태로 하

여도 무방하지만, 등갓 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설치 될 수 있고 사용에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함과 조명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도10와 도12은 2매 이상의 투명부재 곡면 갓(30), (31)으로 형성된 반원형 곡면 반 간접 조명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곡면

반원형의 안쪽으로 휘어져 들어간 역반원추대형(逆半圓錐臺形) 내부 반환상부(半環狀部) 의 하단 끝 부분인 단연면(30b),

(31b)은 초박형 CCF lamp(22)로 부터의 광선의 입사면이 되고있다.

  즉, 안쪽의 휘어들어간 역반원추대형(逆半圓錐臺形) 상의 반환상부(半環狀部) 하단끝인 단연면을 이루는 투명부재 곡면

갓(30)에는 정밀 가공된 홈(30b)와 그리고 다른 곡면 갓(31)에는 미세한 요철(凹凸)이 가공된 평단연면(31b)으로 되어 있

고, 이에 대향하여 조명용 CCF lamp(22)가 그 반사경(26)과 set화 되어 중심과 일치 되게 정열 되어 설치되어서 광선이

최대한으로 단연면(30b), (31b)에 투사되게 되어있다.

  상기 곡면 반 간접 표시 조명등 을 이루는 2매의 투명부재 곡면 갓(30), (31)의 내부 및 외부 표면에는 도(10), (12)에 나

타나 있듯이 문자, 기호, 도형 또는 회화 등이 곡면, 내부에 명각(internal inscrition)(30a) 및 곡면 판 외부표면에는 스크레

칭 조각(scratch on engrave)(31a)이 되고 곡면 반간접조명의 안쪽 내면에는 불투명 color sheet(34)가 부착 되어있다.

  도10, 도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곡면 반 간접 조명등의 안쪽 휘어져 들어간 하단 끝의 단연면(30b)에는 각기 다른 각도의

2개의 세면을 가지는 홈(30b) 과 홈이 없는 평면으로 된 단연면(31b)이 정밀가공으로 형성되어, 이들 각각의 세면(30b)

및 평면 단연면(31b)에는 color sheet(33)가 부착 되어있다.

  상기 이들 홈(30b) 및 평 단연면(31b)은 조명램프(22)로부터 광선의 입사면으로 투명부재 곡면 갓 내에서 반사 또는 굴

절되어 곡면 갓 내, 외부에 내부 명각(銘刻) 및 곡면 판 외부 안쪽 조각표면(32)에 조각된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곡면 반 간

접 조명등 표면에 표출되는 것이다.

  이때 곡면 아크릴 플라스틱 갓(30), (31)의 내부명각(內部銘刻) 및 외부 표면조각 된 부위 이외의 곡면 아크릴 플라스틱

부분으로부터 는 어떠한 색채나 빛의 문자 또는 그림 등의 영상이 표면으로 투영 되지 않으므로, 명도나 색상의 차이가 없

는 균일한 상태의 배경조명을 제공 하게 되며, 곡면 반 간접 조명등의 표출 표면에는 기획된 표식만이 선명하게 표현되는

바, 이는 전기한 광고보드의 경우와 같은 원리에 의하는 것이다.

  또한 외측 곡면 투명 아크릴 플라스틱 갓의 뒷면 및 갓의 끝부분(35)과 양측면(36) 부위에 부착된 불투명 시트

(sheet)(34)은 조명광원으로 부터 광선의 투과를 차단함과 동시에 투명부재 곡면 갓 내로 입사 된 광선을 되 반사 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때 시트(sheet)는 곡면 반 간접 조명등 전체에 대한 배경 조명의 조절과 곡면 반 간접 조명등의 오염 방지의 역할도 한

다.

  그리고 실지 예로서 도 (9, 11) 표시 한 바와 같이 곡면 반 간접 조명등외부 전면(23)에 I LOVE YOU 라는 문자를 표현

하려는 경우에는 투명부재 곡면(曲面) 갓(30)의 이면 상단부 안쪽부분에 "I"문자(30a),오른쪽 아래에 YOU 문자(30a)를 투

명부재 곡면 갓 안쪽외부 표면(32)에 조각하고, 투명부재 곡면 갓(31) 에는 문자(31a)와 나란히 정열 시켜, LOVE 문자

(31a) 를 내부명각(內部銘刻) 를 한다.

  그리고 조명 LAMP(22)(31a)을, 점등하면 I LOVE YOU 가 곡면 반간접 조명등 표출 표면(23)에 표현된다. 이 경우도 투

명 곡면 갓 내부의 역반원추대형(逆半圓錐臺形)의 반환상부(半環狀部)의 단연면의 홈(30b) 및 평단연면(31b)에 형성된 각

세면에는 여러가지 색의 color sheet를 정교하게 재단 접착하여 I LOVE YOU 라는 표현에 요구되는 색상을 표출케 할 수

있다.

  도10,도12 로써 이와 같은 color sheet를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투명부재 곡면 갓의 단연면의 홈(30b)

의 2개의 양측세면에, 녹색쉬트(Green sheet)와 적색쉬트(red sheed)를, 평단면(31b)의 단연면에는 황색쉬트(Yellow

sheet)를 접착하고 조명(Lamp)(22)을 점등 시키면 투명부재 곡면 갓 표출표면(23)에는 I 와 YOU 에는 적색, 녹색이 구분

되어 표현되며, 그 중앙부에는 또 다른 은은한 색상이전대(色相移轉帶)를 표출 하며, LOVE 문자는 황색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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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조명원으로서는 반원형 초박형 냉음극 형광 램프(cold cathadc fluorescent lamp)(22)을 사용함으로써 조도 및 램

프의 수명, 곡면 반 간접 조명등의 슬립 프로파일(Slim Profiles)화 하므로 간편성, 설치의 편의성, 에너지 절약 및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적응성을 부과하여 창출할 수 있다.

  도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테리어용 천정어항 곡면 표면(23)에도 2D, 3D 로 디스플레이(display)가 되는 특징과 더불어

각종 건물 실내 조명, 일반 가정용 스텐드(night stand)(cariaturs, character, 2D내지 3D 초상화 표현용) 실내광고 조명

(상업용)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따라서 본 조명등에 P.L.C를 사용하여 Lamp의 순차적 점등 및 조명 강도의 조절로써

다양한 색상으로 2차원 또는 3차원의 체적(體積)이 있는 입체형상으로 표현(display)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곡면 투명체 凹形, 凸形 과 휘어져 구부러진 반환상부의 끝의 단연면을 사용하는 투명곡면체에 , 내부

명각 및 외부조각을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하고, 조명광선은 초박형 냉음극 형광 램프(ccf lamp)를 상용, 광고 보드 및 조

명등을 슬립(slim)화 하여, 다양한 곡면상에 체적(體積)있는 입체형상으로 표현이 되게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곡면 투명체의 내부전면 또는 후면에 자유자재로 명각(銘刻) 할 뿐만 아니라 곡면 투명체 외부 스크

레치 조각(scratch on engrave)과 복합 적층하여 표현 함으로써 보다 선명한 2차원 또는 3차원 표현 상태를 구현 할 수 있

게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2 이상의 투명 평판을 배치하여 단연면에 빛을 조사하여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표시화면을 연출할 수 있도록 된 광고 표

시매체에 있어서,

  다수의 투명 아크릴, 플라스틱, 유리, 크리스탈 재질로서 볼록형(凸形), 오목형(凹形)의 형상으로 형성된 곡면 투명부재

(2, 3, 4)와;

  상기 곡면 투명부재 (2, 3, 4)의 타원형 단연면(2c, 3c, 4c)에 일정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냉음극 형광 램프(CCF Lamp)

와, 상기 각각의 조명 램프(Lamp)(6)에 연결 되어 있는 피엘씨(PLC)(11)가 광고보드 이면판(8) 및 광고보드 프레임(1)에

의해 견고하게 지지되는 광고보드와;

  상기 각각의 볼록형(凸形), 오목형(凹形) 으로된 곡면 투명부재(2, 3, 4)를 차례로 중첩 시키되, 상기 각 곡면 투명부재(2,

3, 4)의 타원형 단연면 부분은 2개 내지 3개의 세부 분활면(2c-1, 2c-2, 2c-3)을 형성하고, 평면 단연면에는 톱자국 형태

의 요철(凸凹)이 형성되도록 가공된 곡면 투명부재(2)(3)(4)와;

  상기 평단연면(3c, 4c) 및 세부 분활면 (2c-1, 2c-2, 2c-3)에 부착된 컬러 시트(color sheet)(13)와 광고보드 이면판(8)

과, 이와 접하고 있는 가장 뒤쪽의 후면 곡면 투명부재(4)의 사이에 부착된 칼라 반사판(7)과;

  상기 각각의 곡면 투명부재(2,3,4) 볼록형(凸形), 오목형(凹形)의 내부 또는 외부 표면에는 문자, 그림의 결합으로 상기

표출표면(5)에 표현될 형상을 내부 명각(internal inscrption) 및 외부 표면 조각하되 전면 곡면 투명체 볼록형(凸形), 오목

형(凹形)(2)의 내부에는 표현 하고자 하는 형상의(2a) 및 외각선을 V자형(16)으로 형성된 명각과;

  상기 중간 곡면 투명부재(3)의 내부 명각(3a, 3b)과 외부 표면에는 상기 외각선 내의 평면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을 흠집

내듯이 조각된 스크레치(scrache)조각(17)과;

  상기 중간 곡면 투명부재(3)의 내부 명각(3a, 3b) 및 외부 표면 조각(17)과 상기 후면 곡면 투명부재(4)의 내부 후면에는

상기 스트레치(scrashe)조각(17)에 대응 하도록 내부 명각(15) 하여 이들 외부표면 조각 및 내부명각(2a, 3a, 3b, 4a, 4b,

15, 16)이 완전히 합치도록 중첩시켜 2D 내지 3D 입체영상 형상을 표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와 조명 인테리어 표

시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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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곡면 투명부재(2, 3, 4)는 유리, 크리스탈, 투명 아크릴 플라스틱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곡면에 요철형( 凸形,凹

形)으로 가공하고 타원형 및 원형의 단연면(2c, 3c, 4c)을 가지도록 하여 그 단연면에는 색상(hue)을 갖는 색체대가 부착

되어 다양한 색(color)를 다양한 곡면(凸形,凹形)인 투명체(2, 3, 4)표면에 표현 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와 조

명 인테리어 표시매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곡면 투명부재(2, 3, 4)는 곡면 투명체 내부에 명각(銘刻)(internal inscription)(2a, 3a, 3b, 4a, 4b, 15, 16)과 외부

표면 스크레치(scrache)을 레이저와 샌드 브라스트(sand blast) 2차원 및 3차원으로 조각하여 이를 복합 중첩시켜 2D 및

3D 입체 형상으로 표현 되도록 한 내부 명각 및 곡면 외부 표면 스크레치 조각 방법을 사용한 것을 특징으로 한 광고와 조

명 인테리어 표시매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곡면 투명부재는 요철형(凸形, 凹形)의 타원 및 원형 단연면은 레이저(laser) 가공으로 형성된 면은 미세한 요철(凹

凸)면으로써 다량의 컬러(color) 조명빛이 입사 되도록 가공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와 조명 인테리어 표시매체.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곡면 투명부재(2, 3, 4)는 볼록형, 오목형의 형태대로 각각 광고를 표현할 수 있도록 광고보드를 형성하고, 상기

볼록형, 오목형의 두 기능을 한 개의 광고 보드로 결합하여 요철형(凸形, 凹形)의 개별 표현 기능과 두 기능이 동시 표현 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와 조명 인테리어 표시매체.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보드 프레임(1)은 본체에 평면 스피커, 음이온 공기 청정기, 감시키메라, 유무선센서 알람장치 중 어느 하나가

설치되어 광고조명기능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와 조명 인테리어 표시매체.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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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곡면 투명부재 곡면 갓(30, 31)은 상층부의 위쪽이 안쪽으로 휘어지도록 곡면이 형성되고 아랫쪽은 위쪽으로 휘

어지도록 곡면이 형성된 단연면(30b, 31b) 일부에 홈을 형성하고,

  상기 홈에는 서로 다른 각도로 된 2개 이상의 세면이 미세한 요철(凹凸) 형태로 가공 형성되고, 각 투명부재 곡면 갓에는

문자, 도형, 기호의 결합으로 된 내부 명각(內部銘刻) 및 갓 외부표면에 조각이 형성되고,

  상기 단연면(30b, 31b)에 대응 설치된 반원형태의 냉음극형광 램프(CCF Lamp)(cold cathodic fluorescent lamp)는 광

원으로 부터의 광선이 단연면(30b, 31b) 홈의 세면 및 평면 다연면을 입사(入射)면으로 하여 투명부재 곡면 갓(30, 31)으

로 굴절 반사되어 외부 곡면 표면(23)에 결합된 문양이 2D 내지 3D 영상으로 표현 되도록 투명부재 곡면 갓이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간접 광고 조명 등.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부재 곡면 갓은 유리, 크리스탈, 아크릴 플라스틱 중 어느하나로 이루어지고 갓의 상층부가 안쪽으로 휘어 들어

가도록 형성된 투명부재 곡면 갓(30, 31) 내부(internal) 및 외부 표면에 캐리커쳐(cariaturs), 캐릭터(characture)를 형성

한 내부명각(internal inscription)과 외부 표면 조각한 투명부재 곡면 갓을 중첩 결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간접 광고

조명등.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조명램프(Lamp)는 반 간접 조명등의 밀폐된 프레임(21)의 내부에 내장 되어 외부에 장착된 반 간접 투명부재 곡면

갓(30, 31)에 의해 간접 발광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간접 광고 조명등.

청구항 11.

  제8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한 항 있어서,

  상기 곡면 반 간접 광고 조명등은 음이온 공기 청정기를 내설하여 조명 효과와 실내 공기 청정 기능을 가진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 간접 광고 조명등.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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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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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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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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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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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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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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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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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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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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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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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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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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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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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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