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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Title: LIQUID CRYSTAL SCREEN PROTECTOR FOR SMART DEVICE AND ATTACHING DEVICE THEREFOR

(54) 발명의 명칭 :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 면부 프로 텍터 및 이의 부착장치

(57) Abstract: A liquid crystal screen protector for a smart device and an attaching device therefor are disclosed. The liquid crystal

여 screen protector for a smart device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comprises : a protector part attached to at least one of a flat display

area and a curved display area of a smart device which has at least one of the flat display area and the curved display area; an adhesive

layer formed b y spreading a fluid adhesive composition between the lower surface of the protector part and a display area of the smart

device and then curing same, so a s to atach the lower surface of the protector part to the at least one of the flat display area and the

O N curved display area; and a gap forming part disposed at the edge of the protector part so as to form a gap between the protector part

and the display area of the smart device.

（5 7）요약서 :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 및 이의 부 착장치가 개시된다 . 본 발명의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
¾ 면부 프로텍터는 , 평 면 표 시영 역 및 곡 면 표시 영역 중 적어도 하나를 갖는 스마트 기기의 평면 표 시영 역 및 곡 면
0 표시 영역 중 적어도 하나에 부착되는 프로 텍터부 ; 유동성을 갖는 점착 조성물을 프로 텍터부의 하부면 과 스마트
어 기기의 표 시영 역 사이에 퍼 지게 한 후 이를 경화시 켜 형성되고 , 프로 텍터부의 하부면 을 평 면 표 시영 역과 곡 면 표
0 시영 역 중 적어도 하나에 부착시 키는 점착층 ; 및 프로 텍터부의 가장자리에 마련되어 프로 텍터부와 스마트 기기의

표시 영역의 사이에 갭을 형성하는 갭 형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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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 및 이의

부착장치
기술분야

[1] 본 발명은 ,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 및 이의 부착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 보다 상세하게는 , 스마트 기기와 액정화면 보호부재의 사 이에

점착제를 주입 , 경화하는 방식으로 , 스마트 기기의 형상에 구애받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점착제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 및 이의 부착장치에 관한 것이다 .

배경기술
四 최근 휴대기 기 전면 강화 글 래스 (glass)는 2D에서 2.5D 또는 3D 성형 글 래스로

채택하고 있다 . 이에 대한 액정 보호용 제품은 통상적 으로 필름 (film) 또는 2D

글 래스 소재가 이용되었으며 , 대부분 평면 부분만을 보호하거나 곡면부분이

부착되지 않는 형태이다 . 일부 곡면을 보호하는 제품군 의 경우 TPU(Temperature

polyurethane )를 적용하여 내구성 이 약하거나 베젤 (bezel)을 인쇄한 테두리만

양면 테이프를 부착하여 에어 캡 (air gap )이 있는 구조로 강도 저하 및 터치

성능이 저하되고 , 사용자에 게 이질감을 줄 수 있는 구조이다 . 또한 일부

제품에서는 글 래스 가장자리 부분에서 비산 방지가 이루어 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

[3] 전술한 기술구성은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기 술로서 ,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종 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4] [선행기 술문헌 ]

[5] [특허문헌 ]

[6] (특허문헌 0001) 한국등록특허공보 제 10-157 6002호 (강미애) 2015. 12. 02.

[7] [기술적 과제 ]

[8]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 스마트 기기와 액정화면
보호부재의 사이에 점착제를 주입 , 경화하는 방식으로 , 스마트 기기의 형상에

구애받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점착제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 및 이의 부착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

[9] [기술적 해결방법 ]

[ 1이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 평면 표시영역 및 곡면 표시영역 중 적어도 하나를
갖는 스마트 기기의 상기 평면 표시영역 및 상기 곡면 표시영역 중 적어도

하나에 부착되는 프로 텍터부 ; 유동성을 갖는 점착 조성물을 상기 프로텍터 부의

하부면 과 상기 스마트 기기의 표시영역 사 이에 퍼지게 한 후 이를 경화시켜
형성되고 , 상기 프로 텍터부의 하부면 을 상기 평면 표시영역과 상기 곡면

표시영역 중 적어도 하나에 부착시키는 점착층 ; 및 상기 프로 텍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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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리에 마련되어 상기 프로 텍터부와 상기 스마트 기기의 표시영역의
사이에 갭을 형성하는 갭 형성부를 포함하는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가 제공될 수 있다 .

[11] 상기 갭 형성부는 상기 프로 텍터부의 모서리에 각각 마련되는 복수의 갭
형성부재를 포함할 수 있다 .

[12] 상기 복수의 갭 형성부재는 일자 형상 또는 원형 형상을 가질 수 있다 .
[13] 상기 복수의 갭 형성부재는 필름 또는 접착제를 이용하여 마련될 수있다 .
[14] 상기 필름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어 £1) 필름 ,폴리에틸렌 어 ¾ 필름 ,

선택된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
[15] 상기 접착제는 아크릴 계 접착제 , 에폭시 접착제 및 우레탄 접착제 중 선택된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
[16] 상기 프로 텍터부는 ,상기 평면 표시영역에 부착되 는 평면 영역부 ; 및 상기

곡면 표시영역에 대응되도록 상기 평면 영역부에 마련되는 곡면 영역부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 텍터부는 글래스 ,고분자 필름 또는 고분자

수지 중 하나로 구성될 수 있다 .
[17] 상기 프로 텍터부와 상기 스마트 기기의 표시영역의 사이에 배치되는 기재층을

더 포함할 수 있다 .
[18] 상기 갭 형성부는 90% 이상의 투과율을 가질 수 있다 .
[19]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가 수용되는 수용 홈이 마련된

베이스 부 ; 상기 수용홈에 수용된 상기 스마트 기기를 덮도록 상기 베이스 부에

결합 되는 커버부 ; 및 상기 베이스 부에 마련된 결합부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
되어 상기 스마트 기기에 부착될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의 일측부를 지지하는

리프팅 지지부를 포함하고 ,상기 리프팅 지지부를 상기 결합부로부터 분리하면

액상 점착 부재가 놓여진 상기 스마트 기기의 표시영역으로 상기 액정 화면부
프로텍 터가 떨어져 상기 표시영역에 부착되 고 ,상기 액정 화면부 프로텍 터는 ,
평면 표시영역 및 곡면 표시영역 중 적어도 하나를 갖는 스마트 기기의 상기
평면 표시영역 및 상기 곡면 표시영역 중 적어도 하나에 부착되 는 프로 텍터부 ;
유동성 을 갖는 점착 조성물을 상기 프로 텍터부의 하부면 과 상기 스마트 기기의
표시영역 사이에 퍼지게 한 후 이를 경화시켜 형성되고 ,상기 프로 텍터부의

하부면 을 상기 평면 표시영역과 상기 곡면 표시영역 중 적어도 하나에
부착시키는 점착층 ;및 상기 프로텍터 부의 가장자리 에 마련되 어 상기 프로
텍터부와 상기 스마트 기기의 표시영역의 사이에 갭을 형성하는 갭 형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 부착장치가

제공될 수 있다 .
[2이 [발명의 효과]
[21]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프로 텍터부의 가장자리 에 마련되 어 프로 텍터부와

스마트 기기의 표시영역의 사이에 갭을 형성하는 갭 형성부에 의해 프로
텍터부와 스마트 기기의 사이에 갭을 형성하여 일부 프로 텍터부의 불안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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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을 보완하여 프로 텍터부의 부착을 용이하게 하며 , 얼라인（얘때 ）보정 , 퍼짐

형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
도면의 간단한 설명

[22]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 가

스마트 기기에 부착되기 전의 상태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
[23]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애정 화면부 프로텍 터가 스마트 기기에 부착된 상태를
[24]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
[25] 도 3은 도 1에 도시된 갭 형성부재의 다른 실시예이다 .
[26] 도 4는 갭 형성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층이 다양하게 마련된 것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
[27] 도 5는 본 실시 예에서 일자 형상을 갖는 복수의 갭 형성부재가 프로 텍터부에

마련된 것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
[28] 도 6은 본 실시 예에서 원형 형상을 갖는 복수의 갭 형성부재가 프로 텍터부에

마련된 것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
[29] 도 7은 도 1에 도시된 액정 화면부 프로텍 터를 스마트 기기에 부착시키는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 부착장치를 도시한 사시도 이다 .
[3이 도 8은 도 7에서 리프팅 지지부가 분리된 것을 도시한 도면이다 .
[31] 도 9는 도 7의 분해 사시도이다 .
[32] 도 은 본 실시 예의 사용 상태로 액정화면 보호부재를 리프팅 지지부에

지지시키기 전의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
[33] 도 11은 본 실시 예의 사용 상태로 액정화면 보호부재의 일측부를 리프팅

지지부에 지지시킨 것을 도시한 도면이다 .
[34] 도 12는 도 11에서 리프팅 지지부를 분리시킨 것을 도시한 도면이다 .

발명의 실시를 위한 최선의 형태
[35]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첨부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 야만 한다 .
[36] 이하 ,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설명함 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
[37]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 가

스마트 기기에 부착되기 전의 상태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고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애정 화면부 프로텍터가 스마트 기기에 부착된 상태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고 ,도 3은 도 1에 도시된 갭 형성부재의 다른 실시예이고 ,도 4는
갭 형성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층이 다양하게 마련된 것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고 ,도 5는 본 실시 예에서 일자 형상을 갖는 복수의 갭

형성부재가 프로 텍터부에 마련된 것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고 ,도 6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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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예에서 원형 형상을 갖는 복수의 갭 형성부재가 프로 텍터부에 마련된 것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

[38] 이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본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면부
프로텍 터 (1)는 , 평면 표시영역 및 곡면 표시영역 중 적어도 하나를 갖는 스마트

기기(到의 평면 표시영역 및 곡면 표시영역 중 적어도 하나에 부착되 는 프로

텍터부 (10)와 ,유동성 을 갖는 점착 조성물을 프로 텍터부 (10)의 하부면 과 스마트

기기(到의 표시영역 사이에 퍼지게 한 후 이를 경화시켜 형성되고 프로
텍터부 (10)의 하부면 을 평면 표시영역과 곡면 표시영역 중 적어도 하나에

부착시 키는 점착층 (20)과 ,프로 텍터부 (10)의 가장자리 에 마련되 어 프로
텍터부 (10)와 스마트 기기(到의 표시영역의 사이에 갭을 형성하는 갭

형성부 (30)와 ,프로 텍터부 (10)와 스마트 기기(到의 표시영역의 사이에 배치되는

기재층 (40)을 구비한다 .
[39] 프로 텍터부 (10)는 , 평면 표시영역뿐만 아니라 곡면 표시영역을 갖는

디스플레 이부를 구비한 스마트 기기(¾, 예를 들면 ,스마트 폰에 적용되 어 스마트

기기(到의 전체 표시영역을 보호함과 아울러 파손되 거나 손상된
디스플레이 부의 영역을 복원할 수 있다 .본 실시 예는 전술한 곡면 표시영역이

없는 평면 표시영역만 있는 스마트 기기(¾에도 적용될 수 있다 .
[4이 본 실시 예에서 프로 텍터부 (10)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실질적으로 편평한 평면 영역부 (11)와 , 평면 영역부 (11)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부터 연장되고 곡면으로 이루어 진 하나 이상의 곡면 영역부 (12)를

포함할 수 있다 .
[41] 본 실시 예에서 평면 영역부 ( 11)와 곡면 영역부 (12)는 일체로 형성될 수 있다 .

또한 본 실시 예에서 곡면 영역부 (12)는 스마트 기기(¾의 디스플레이 부의

중앙부가 볼록하게 마련되는 경우 이에 대응되게 프로 텍터부 (10)의 중앙부에

마련될 수도 있다 .
[42] 프로 텍터부 (10)의 평면 영역부 (11)는 한 쌍의 마주보는 장변들 및 이들 장변을

연결하는 한쌍의 단변들을 갖는 직사각형 형상을 가질 수 있고 ,스마트
기기어)의 표시영역 중 평면 표시영역 상부에 배치되어 이를 보호할 수 있다 .

[43] 프로 텍터부 (10)의 곡면 영역부 (12)는 평면 영역부 (11)의 장변들 각각으로 부터

일정한 폭을 갖도록 연장되고 ,도 1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한 곡면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
[44] 본 실시 예에서 곡면 영역부 (12)는 평면 영역부 (11)와의 경계에서 불연속면을

형성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변하는 곡률을 가질 수 있고 ,스마트 기기(到의

표시영역 중 평면 표시영역의 양측에 각각 형성된 곡면 표시영역들 상부에 각각
배치되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

[45] 점착층 (20)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재층 (40)과 스마트 기기(到의

표시영영의 사이에 마련될 수도 있고 ,도 4의 如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텍터 부 (10)와 스마트 기기어)의 표시영역의 사이에 마련될 수도 있고 ,도 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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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 텍터부 (10)와 기재층 (40)의 사이에 마련될 수도

있고 , 도 4의 선)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한 쌍의 기재층 (40)의 사이에 마련될 수도

있다 .

[46] 본 실시 예에서 점착층 (20)은 점착층 (20)의 상부에 배치되는 프로텍터 부 (10)

또는 기재층 (40)을 점착층 (20)의 하부에 배치되는 점착 대상물 예를 들어 스마트
기기 (到의 표시영역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 으로 부착시킬 수 있다 .

[47] 본 실시 예에서 점착층 (20)은 스마트 기기 (到의 평면 표시영역과 프로

텍터부 (10)(10)의 평면 영역부 (11) 사이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 (¾의 곡면
표시영역과 프로 텍터부 (10)의 곡면 영역부 (12) 사이에도 위치할 수 있다 . 본

실시예에서서 , 프로 텍터부 (10)가 점착층 (20)에 의해 스마트 기기어) 또는 스마트

기기 (到의 표시영역에 부착된다는 것은 프로 텍터부 (10)가 스마트 기기 (¾의

표시 영역에 직접 부착되 는 경우뿐만 아니라 프로 텍터부 (10)가 스마트
기기 (到의 표시 영역에 부착된 다른 필름 또는 코팅막(미도시 )에 부착되 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48] 본 실시 예에서 점착층 (20)이 프로 텍터부 (10)의 하부면 의 일부 영역만을

스마트 기기 (¾의 표시영역에 부착시키는 경우 , 프로 텍터부 (10)와 스마트

기기 (到의 표시영역 사이 영역 중 점착층 (20)이 형성되지 않은 영역에는

공기층이 형성되어 사용자의 터치에 대한 스마트 기기 (到의 감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공기층과 점착층 (20)의 광학특성 차이로 인하여 프로 텍터부 (10)를
통해 스마트 기기 (到를 보는 사용자 측면에 서 스마트 기기 (到의 표시 특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 하지만 , 본 실시예에서는 프로 텍터부 (10)의
하부면 전체 영역을 점착층 (20)을 이용하여 스마트 기기 (到의 표시영역에

부착시킬 수 있으므로 전술한 터치 감도의 저하나 표시 특성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

[49] 본 실시 예에서 점착층 (20)은 유동성 을 갖는 점착 조성물을 스마트 기기 (到의

표시 영역 상에 도포한 후 프로 텍터부 (10)를 스마트 기기 (到의 표시영역 상부에
로딩하여 프로 텍터부 (10)의 무게에 의해 점착 조성물을 프로 텍터부 (10)의

하부면 전체 영역으로 퍼지게 하고 , 이어서 점착 조성물을 경화시킴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 일 예로 , 점착 조성물은 광 중합 또는 열 중합에 의해 경화될 수

있다 .

[5이 일반적으로 제조 공정 상의 한계로 인하여 , 프로 텍터부 (10)의 곡면 영역의

곡률 반경 및 스마트 기기 (到 곡면 표시영역의 곡률 반경은 개별 제품마다 허용

마진 안에서 서로 다른 값을 갖게 되어 스마트 기기어) 곡면 표시영역의 곡률
반경과 이에 적용되는 프로 텍터부 (10)의 곡면 영역의 곡률 반경은 서로 다르게
된다 . 그 결과 , 유동성 이 없는 점착 필름 등의 공지의 접착 부재를 이용하여 프로

텍터부 (10)를 스마트 기기 (到에 부착시키는 경우에는 접착 부재가 프로

텍터부 (10)의 하부면 전체 영역을 스마트 기기 (¾ 에 부착할 수 없어서 프로
텍터부 (10)와 스마트 기기 (到 표시영역 사이에는 의도하지 않는 공기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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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 하지만 , 본 실시예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유동성 을 갖는 점착 조성물을 프로 텍터부 (10)와 스마트 기기 (S) 사이에 퍼지게
한 후 이를 경화시켜 프로 텍터부 (10)를 스마트 기기 (S)에 부착시키므로 , 프로
텍터부 (10) 하부면 전체 영역을 스마트 기기 (S)에 부착시킬 수 있고 , 그 결과

앞에서 설명한 사용자 터치에 대한 감도 및 표시 특성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

즉 , 전술한 바와 같이 형성된 점착층 (20)은 프로 텍터부 (10)와 스마트 기기 (S)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차이를 보상하도록 그 두께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 프로 텍터부 (10) 하부면 전체 영역을 스마트 기기 (S)에 부착시킬 수

있다 .
[51] 일 실시예에 있어서 , 점착 조성물은 약 1 내지 500 cps 의 점도를 가질 수 있다 .

점착 조성물의 점도가 1 cps 미만인 경우에는 점착 조성물의 표면 장력이 너무

약하여 점착 조성물이 프로 텍터부 (10)와 스마트 기기 (S) 사이의 영역을 넘어
프로 텍터부 (10) 외부로 퍼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 점착 조성물의

점도가 500 cps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착 조성물의 유동성 이 낮아 프로
텍터부 (10)의 자중만으로는 프로 텍터부 (10) 하부면 전체 영역으로 퍼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 일 실시예로 , 점착 조성물의 점도는 약 10 내지 250

cps 의 점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52] 일 실시예에 있어서 , 점착 조성물은 자외선 (UV) 중합성 올리고머 및 광중합
개시제를 포함할 수 있다 .

[53] 자외선 중합성 올리고 머는 변성아 크릴계 올리고 머 , 폴리에스테르 계 올리고 머 ,

에폭시계 올리고 머 , 우레탄 계 올리고 머 , 폴리에테르계 올리고 머 , 폴리아크릴 계
올리고 머 , 실리콘 아크릴레이 트계 올리고 머 등으로 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고 , 광중합 개시제는 벤조인 에테르 계 화합물 , 아민류 화합물 , 알파
하이드록시 케톤 (a-hydroxy ketone )계 화합물 , 페닐 글리옥실레이트 (phenyl

glyoxylate )계 화합물 , 아크릴 포스파인 옥사이 드파 (acyl phosphineoxide )계

화합물 등으로 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

[54] 한편 , 점착 조성물은 희석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 이러한 희석제는 점착

조성물의 점도를 조절하고 경화 후 점착층 (20)의 물성을 향상시 킬 수 있다 .

[55] 희석제는 스티렌(Styrene) 모노머 , 메틸메타크릴레이트 (Methylmethacrylate)

모노머 , 에틸메타크릴레이트 (Ethylmethacrylate) 모노머 ,

n -부틸메타크릴레이트 (n-Butylmethacrylate) 모노머 ,

이소부틸메타크릴레이트 (iso-Butylmethacrylate) 모노머 ,

t-부틸메타크릴레이트 (t-Butylmethacrylate) 모노머 ,

비닐크롤라 이드 (Vinylchloride) 모노머 , 비닐아세테이트 (Vinylacetate) 모노머 ,

아크릴로 니트릴(Acrylonitrile) 모노머 ,

2-에틸핵실메타크릴레이트 (2-Ethylhexylmethacrylate) 모노머 ,

라우릴메타크릴레이트 (Laurylmethacrylate) 모노머 ,

메틸아크릴레이트 (Methylacrylate) 모노머 , 에틸아크릴레이트 (Ethyl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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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머 , n-부틸아 크릴레이트 (n-Butylacrylate) 모노머 ,

이소부틸아 크릴레이트 (iso-Butylacrylate) 모노머 ,

2-에틸핵실아크릴 레이트 (2-Ethylhexylacrylate) 모노머 , 에틸렌(Ethylene) 모노머 ,

옥타데실메타크릴레이트 (Octadecylmethacrylate) 모노머 등으로 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을 포함하거 나 아크릴 산 (Acrylic acid ), 메타크릴산 (Me 比lacrylic acid ),

2-하이드록시 에틸메타크릴레이트 (2-Hydroxyethylmethacry late ),

2-하이드록시 프로필 메타크릴레이트 (2-Hydroxypropylmethacrylate),

디메틸아미노에틸메타크릴레이트 (di-Me比lylaminoe 比lylme 比lacrylate ),

t-부틸아 미노에틸메타크릴레이트 (t-Butylaminoethylmethacrylate),

디에틸아미노에틸메타크릴레이트 (di-Ethylaminoethylmethacrylate),

글리시딜에카크릴레이트 (Glycidylmethacrylate),

2-하이드록시 에틸아크릴레이트 (2-Hydroxyethylacrylate),

2-하이드록시 프로필아 크릴레이트 (2-Hydroxypropylacrylate), 이타콘산 (Itaconic

acid ), 말레산 (Maleicacid), 아크릴아 미드 (Acrylamide),

N -메틸올아크릴아 미드 (Nmethylolacrylamide) 등으로 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
[56] 한편 , 점착 조성물은 광증감제 , 착색제 , 증점제 , 중합 금지제 등의 첨가제들 더

포함할 수 있다 .
[57] 일 실시예에 있어서 , 중합 조성물이 자외선 경화성 올리고머 , 희석제 , 광중합

개시제 및 첨가제를 포함하는 경우 , 자외선 경화성 올리고 머의 함량은 약 50

내지 80 wt%일 수 있고 , 희석제의 함량은 약 14 내지 49 wt%일 수 있고 , 광중합

개시제의 함량은 약 0.5 내지 5 wt%일 수 있으며 , 첨가제의 함량은 약 0.5 내지 1
wt%일 수 있다 .

[58] 갭 형성부 (30)는 ,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 기재층 (40)이 마련되는 경우

기재층 (40)의 가장자리 에 마련되 어 기재층 (40)과 스마트 기기 (S)의 표시영역의

사이에 갭을 형성하여 일부 프로 텍터부 (10)의 불안정 한 형상을 보완하여
프로텍터 부 (10)의 부착을 용이하게 하며 , 얼라인(align) 보정 , 퍼짐 형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
[59] 본 실시 예에서 갭 형성부 (30)는 기재층 (40)이 마련되 지 않는 경우 프로

텍터부 (10)의 가장자리 에 마련되 어 프로 텍터부 (10)와 스마트 기기 (S)의 표시

영역의 사이에 갭을 형성할 수 있다 .
[6이 본 실시 예에서 갭 형성부 (30)는 프로 텍터부 (10)의 모서리에 각각 마련되 는

복수의 갭 형성부재(31)를 포함하고 , 복수의 갭 형성부재(31)는 일자 형상 (도 5
참고 ) 또는 원형 형상 (도 6 참고 )을 가질 수 있다 .

[61] 본 실시 예에서 복수의 갭 형성부재(31)는 필름 또는 접착제를 이용하여 마련될

수 있다 . 이 경우 필름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필름 , 폴리에틸렌(PE)

필름 , OCA(Optical Clear Adhesive ) 필름 및 SI 필름 중 선택된 하나를 포함하고 ,

접착제는 아크릴 계 접착제 , 에폭시 접착제 및 우레탄 접착제 중 선택된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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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할 수 있다 . 그리고 본 실시 예에서 복수의 갭 형성부재(31)는 90% 이상의

투과율을 가지도록 마련될 수 있다 .
[62] 기재층 (40)은 ,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 텍터부 (10)의 저면부에 마련될

수도 있고 , 도 4의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마트 기기 (S)의 표시영역에 마련될
수도 있고 , 도 4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 텍터부 (10)의 저면부와 스마트

기기 (S)의 표시영역에 각각 마련될 수도 있다 .
[63] 본 실시 예에서 기재층 (40)은 투명 고분자 재질 , 예를 들면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아크릴 수지 등으로 형성될 수 있고 , 평면

영역과 곡면 영역을 포함할 수 있으며 , 프로 텍터부 (10)의 하부면 전체 영역을

피복하도록 형성될 수 있다 .
[64] 또한 본 실시 예에서 기재층 (40)은 접착제에 의해 프로 텍터부 (10)의 저면부나

스마트 기기 (S)의 표시영역에 부착될 수 있고 , 이때 접착제는 투명 재질의
접착제가 사용될 수 있다 .

[65] 이와 같은 구조에 있어서 , 접착제에 의해 프로 텍터부 (10)와 접착된
기재층 (40)은 전술한 점착층 (20)에 의해 스마트 기기 (S)의 표시영역에 부착될 수
있고 , 프로 텍터부 (10)의 파손 시 프로 텍터부 (10)가 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66] 한편 본 실시 예는 전술한 갭 형성부 (30)와 별도로 프로 텍터부 (10)의

가장자리 를 따라 일정한 폭으로 형성된 발수/발유 패턴(미도시 )을 더 포함할 수
있다 .

[67] 본 실시 예에서 발수/발유 패턴은 발수성과 발유성을 동시에 갖는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 발수성과 발유성을 동시에 갖는 물질이라면 상기 발수/발유
패턴의 재료로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고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 예를 들면 ,

상기 발수/발유 패턴은 PTFE (Polytetrafluoroethylene), PFA (Perfluoroalkoxy),

FEP(Fluorinated ethylene propylene ), ETFE (E仕lylene + Tetrafluoroethylene ),

ETEE(Tetrafluoroethylene ethylene copolymer ), PCTFE (Trichlorotrifluoroethylene),

ECTFE (Ethylene-Chlorotrifluoroethylene), PVDF(Polyvinylidene fluoride ),

PVF(Polyviny fluoride ) 등의 불소계 고분자 물질 또는 Pl (Polyimide),

PEEK(Polyether etherketone ), PPS(Polyhenylene sulfide ), PA (Polyamide),

POM (Polyacetal ), PAI(Polyamide imide ), PES (Poly ether sulfone ), PEI(Polyether

imide ), PC (Polycabonate), PPE(Polypenylene ether ) 등의 비불소계 고분자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
[68] 본 실시 예에서 점착층 (20)을 형성하기 위한 점착 조성물은 일반적으로 친수성

또는 소수성 특성을 가지므로 , 발수/발유 패턴을 기재층 (40)의 가장자리를 따라

일정한 폭으로 형성하는 경우 , 프로 텍터부 (10)를 스마트 기기 (S)에 부착하는
과정에서 점착 조성물이 프로 텍터부 (10) 외부까지 유출되는 것을 더욱
안정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

[69] 일 실시예로 , 발수/발유 패턴은 약 10 내지 500쌔의 폭으로 형성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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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발유 패턴의 폭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발수/발유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술한 ᄂ 기술적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문제점 이
발생할 수 있고 , 발수/발유 패턴의 폭이 500

//111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수/발유

패턴이 형성된 영역에서는 프로 텍터부 (10)와 스마트 기기(到 사이의 부착력 이
상대적으로 약화되 므로 이 부분에서 프로 텍터부 (10)와 스마트 기기(¾의 탈리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 발수/발유 패턴은 약 0 내지
300사

111
의 폭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한편 , 프로 텍터부 (10)가 스마트 기기(到의 터치 버턴이나 카메라 렌즈 등을

노출시 키는 개구를 구비하는 경우 , 즉 , 발수/발유 패턴은 개구를 둘러싸도록
개구의 가장자리 로부터 일정한 폭 , 예를 들면 , 약 10 내지 500/

/111
의 폭으로 형성될

수 있다 .

「1] 도 7은 도 1에 도시된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를 스마트 기기에 부착시키는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면부 프로텍 터 부착장치를 도시한 사시도이고 , 도 8은 도
7에서 리프팅 지지부가 분리된 것을 도시한 도면이고 , 도 9는 도 7의 분해

사시도 이고 , 도 은 본 실시 예의 사용 상태로 액정화면 보호부재를 리프팅

지지부에 지지시키기 전의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고 , 도 11은 본 실시 예의 사용
상태로 액정화면 보호부재의 일측부를 리프팅 지지부에 지지시킨 것을 도시한
도면이고 , 도 12는 도 11에서 리프팅 지지부를 분리시킨 것을 도시한 도면이다 .

「2 ] 이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본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 부착장치 (1000)는 , 스마트 기기어)가 수용되는 수용홈 (111)이 마련된
베이스 부 (100)와 , 베이스 부 (100)에 결합 되는 커버부 (200)와 , 베이스 부 (100)에
마련된 결합부 (130)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 되어 스마트 기기(¾ 에 부착될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 (1)의 일측부를 지지하는 리프팅 지지부 (300)와 ,

베이스부 (100)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 되어 수용홈 (111)에 수용된 스마트
기기(到의 표시영역으로 점착 조성물을 주입시키는 점착부재 주입부 (400)를

구비한다 .

「3] 베이스부 (100)는 ,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 스마트 기기어)가 안정적으로

수용되는 장소로 제공되는 것으로 ,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 수용홈 (111)이
마련된 베이스 바디(110)와 , 베이스 바디(110)의 상측부에 이격 마련되는 한 쌍의
양각부 (120)와 , 베이스 바디(110)의 일측부에 마련되어 리프팅 지지부 (300)의

탈착 결합 장소로 제공되는 결합부 (130)를 포함한다 .

「4 ] 베이스부 (100) 의 베이스 바디 ( 나 0 )는 , 도 9 에 도시된 바와 같이 , 가로 방향으로

길게 마련되는 납작한 육면체 형상을 가질 수 있고 , 가장자리를 제외한 영역에는
스마트 기기(¾가 수용되는 수용홈 (111)이 마련될 수 있다 .

[75] 본 실시 예에서 베이스 바디(110)의 상면부에는 ,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

단차홈 (112)과 결합 양각부 (113)가 마련될 수 있다 . 본 실시 예에서
단차홈 (112)에는 ,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 커버 바디(이0)가 수용될 수 있고 ,

결합양각부 (113)에는 결합홀 (211)이 마련된 커버 바디(210)가 결합 되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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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될 수 있다 .
「 6] 베이스부 (100) 의 한 쌍의 양각부 (120) 에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싱 (420) 의 단부가 탈착 가능하게 끼워 맞춤 결합 될 수 있다 .
「 7] 본 실시 예에서 한 쌍의 양각부 (120) 는 도 9에 도시된 돌출된 형태가 아닌

베이스 바디(110)의 하부 방향으로 함몰된 음각 형태로 마련될 수도 있다 .
[78] 베이스부 (100) 의 결합부 (130) 는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베이스 바디 (110) 의

길이 방향 일측 가장자리 에 마련되 어 리프팅 지지부 (300) 의 탈착 결합장소로

제공될 수 있다 .
[79] 본 실시 예에서 결합부 (130) 는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차홈 (112) 의

상면부에 마련되며 중앙부가 절개된 결합 바디 (131) 와 , 결합 바디 (131) 의 절개된
중앙부에 마련되는 결합홈 (132) 을 포함한다 .

[8이 본 실시 예에서 리프팅 지지부 (300) 는 결합홈 (132) 에 탈착 가능하게 끼워 맞춤

결합 될 수 있다 .
[81] 커버부 (200) 는 ,도 9에 도시된 베이스 바디 (110) 의 단차홈 (112) 에 결합되 어

베이스 바디(110)의 상부 영역을 덮는다 .
[82] 본 실시 예에서 커버부 (200) 는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베이스 바디 (나 0)에

대응되는 형상을 가지며 중앙부가 개구된 커버 바디 (자 0)와 , 커버 바디 (자 0)의
개구된 중앙부에 상부 방향으로 돌출되도록 마련되는 테두리 부 (220)와 ,
결합부 (130) 가 배치된 영역의 테두리 부 (220) 에 마련되어 리프팅
지지바디 (3 10)의 이동 통로로 제공되는 절개부 (230) 를 포함한다 .

[83] 커버부 (200) 의 커버 바디 (210) 에는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복수의
결합홀 (211) 과 , 결합부 통과홀 (212) 과 복수의 양각부 통과홀 (213) 이 마련된다 .

[84] 본 실시 예에서 커버 바디 (210) 는 복수의 결합홀 (211) 이 복수의 결합

양각부 (113) 에 결합 되고 , 결합부 통과홀 (212) 에 결합부 (130) 가 통과되고 ,복수의
양각부 통과홀 (213) 에 복수의 양각부 (120) 가 통과되어 지지되므로 결합 된

위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85] 리프팅 지지부 (300) 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결합부 (130) 에 결합 되어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프로 텍터부 (10)의 일측부가 스마트 기기(¾의
표시영역의 상면부로부터 리프팅 되도록 프로 텍터부 (10)의 일측부를 지지한다 .

[86] 본 실시 예에서 리프팅 지지부 (300) 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납작한 판

형상을 가지며 가장자리 가 결합홈 (132) 에 끼워 맞춤 결합 되는 리프팅
지지바디(자0)와 , 리프팅 지지바디(자0)의 양측 가장자리 에 마련되 어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프팅 지지바디(자0)의 이동 거리 즉 삽입 깊이를 제한하는
스토퍼 (320) 와 , 리프팅 지지바디(자0)에 마련되는 손잡이 (330) 를 포함한다 .

[87] 점착부재 주입부 (400) 는 , 베이스 바디 (110) 의 수용홈 (111) 에 수용된 스마트
기기 (到 의 액정 화면으로 점착 조성물을 주입시 키는 역할을 한다 .

[88] 본 실시 예에서 점착부재 주입부 (400) 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용기 (410) 와 ,
상측부에는 용기 (신 0)가 결합 되고 하측부는 한 쌍의 양각부 (120) 에 맞춤 결합



2019/142950 1 »（：1^1{2018/000748

되는 부싱 (420)을 쏘함한다 .
[89] 점착부재 주입부 (400)의 용기 (410)에는 ,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 (1)를 스마트

기기 (到의 액정 화면에 부착시키는 점착 조성물 예를 들어 공지된 액상 점착제가

저장될 수 있다 .

[9이 본 실시 예에서 용기 (410)는 부싱 (420)에 나사 결합 될 수 있다 .

[91] 점착부재 주입부 (400)의 부싱 (420)은 , 한 쌍의 양각부 (120)에 끼워맞춤 결합 될
수 있고 , 부싱 (420)의 중앙부에는 홀이 마련되 어 용기 (410)에 저장된 점착
조성물은 부싱 (420)의 홀을 통해 스마트 기기의 표시영역으로 떨어져
점착층 (20)을 마련할 수 있다 .

[92] 한편 미 도시되었지만 본 실시 예는 스마트 기기 (到의 표시영역에 부착된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 (1)를 경화시키는 경화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

[93] 본 실시 예에서 경화부는 스마트 기기 (到에 부착된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 (1)를

공지된 자외선을 이용하여 경화시키거나 공지된 가열 수단을 이용하여
경화시킬 수도 있다 .

[94] 이하에서 도 내지 도 12를 참고하여 본 실시 예의 사용 상태를 간략히

설명한다 .

[95] 먼저 ,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 베이스 바디 (110)에 스마트 기기 를 수용한
후 결합부 (130)에 리프팅 지지부 (300)를 결합시 킨다 . 다음으로 스마트 기기 (到의
액정화면에 도 7에 도시된 점착부재 주입부 (400)를 이용하여 점착 조성물을
떨어트린다 . 그 다음으로 , 도 10에 도시된 프로 텍터부 (10)를 스마트 기기 (¾ 의
액정 화면에 부착되도록 배치시킨다 . 이때 프로 텍터부 (10)의 일측부는 ,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 리프팅 지지바디 (자0)에 의해 스마트 기기 (到의 표시영역의
상면부로부터 이격 되도록 지지 된다 . 마지막으로 ,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

리프팅 지지부 (300)를 결합부 (130)로부터 분리시키면 리프팅 된 프로
텍터부 (10)의 일측부가 표시영역으로 떨어지 면서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 (1)는

스마트 기기 (¾ 의 액정 화면에 부착될 수 있다 . 이때 표시영역의 상면부에 있는
점착 조성물은 일측부가 지지 된 리프팅 지지부 (300)의 떨어짐으로 인해

표시영역의 상면부로 번지면서 또는 흐르면서 이동되므로 프로 텍터부 (10)와
점착 조성물이 접족 중 발생할 수 있는 기포를 최소화 시킬수 있다 .

[96] 한편 전술한 부착 작업 전에 프로 텍터부 (10)에는 갭 형성부 (30)와 기재층 (40)이
선택적으로 먼저 마련될 수 있다 .

[97] 이와 같이 본 발명은 기재된 실시 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하게 수정 및 변형할 수 있음은 이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다 . 따라서 그러한 수정 예 또는
변형 예들은 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속한다 하여야 할 것이다 .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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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以0이
[101] [부호의 설명]

[102] 1 :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면부 프로텍 터
[103] 10 : 프로 텍터부
[104] 11 : 평면 영역부
[105] 12 : 곡면 영역부
[106] 20 : 점착층
[107] 30 : 갭 형성부
[108] 3 1 : 갭 형성부재
[109] 40 : 기재층
[110] 100 : 베이스부
[111] 39-25

[112] 2017-10-13

[113] 200 : 커버부
[114] 300 : 리프팅 지지부
[115] 400 : 점착부재 주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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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청구항 1] 평면 표시영역 및 곡면 표시영역 중 적어도 하나를 갖는 스마트 기기의

상기 평면 표시영역 및 상기 곡면 표시영역 중 적어도 하나에 부착되 는
프로 텍터부 ;

유동성 을 갖는 점착 조성물을 상기 프로 텍터부의 하부면 과 상기 스마트
기기의 표시영역 사이에 퍼지게 한 후 이를 경화시켜 형성되고 , 상기 프로
텍터부의 하부면 을 상기 평면 표시영역과 상기 곡면 표시영역 중 적어도

하나에 부착시 키는

점착층 ; 및
상기 프로 텍터부의 가장자리에 마련되어 상기 프로 텍터부와 상기
스마트 기기의 표시영역의 사이에 갭을 형성하는 갭 형성부를 포함하는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 .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
상기 갭 형성부는 상기 프로 텍터부의 모서리에 각각 마련되는 복수의 갭
형성부재를 포함하는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 .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

상기 복수의 갭 형성부재는 일자 형상 또는 원형 형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면부 프로텍 터 .

[청구항 4] 청구항 2에 있어서 ,

상기 복수의 갭 형성부재는 필름 또는 접착제를 이용하여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면부 프로텍 터 .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
상기 필름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필름 , 폴리에틸렌(PE)

필름 , OCA(Optical Clear Adhesive ) 필름 및 SI 필름 중 선택된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 .
[청구항 6] 청구항 4에 있어서 ,

상기 접착제는 아크릴 계 접착제 , 에폭시 접착제 및 우레탄 접착제 중
선택된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 .

[청구항 7] 청구항 1에 있어서 ,
상기 프로 텍터부는 ,

상기 평면 표시영역에 부착되 는 평면 영역부 ; 및
상기 곡면 표시영역에 대응되도록 상기 평면 영역부에 마련되는 곡면

영역부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
상기 프로 텍터부는 글래스 , 고분자 필름 또는 고분자 수지 중 하나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 .
[청구항 8] 청구항 1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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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 텍터부와 상기 스마트 기기의 표시영역의 사이에 배치되는

기재층을 더 포함하는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 .
［청구항 9］ 청구항 1에 있어서 ,

상기 갭 형성부는 90% 이상의 투과율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 .

［청구항 ］ 스마트 기기가 수용되는 수용홈이 마련된 베이스 부 ;
상기 수용홈에 수용된 상기 스마트 기기를 덮도록 상기 베이스 부에 결합

되
는 커버부 ;및
상기 베이스부에 마련된 결합부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 되어 상기 스마트

기기에 부착될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의 일측부를 지지하는 리프팅
지지부를 포함하고 ,
상기 리프팅 지지부를 상기 결합부로부터 분리하면 액상 점착 부재가
놓여진 상기 스마트 기기의 표시영역으로 상기 액정 화면부 프로텍 터가

떨어져 상기 표시 영역에 부착되고 ,
상기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는 ,
평면 표시영역 및 곡면 표시영역 중 적어도 하나를 갖는 스마트 기기의
상기 평면 표시영역 및 상기 곡면 표시영역 중 적어도 하나에 부착되 는
프로 텍터부 ;
유동성 을 갖는 점착 조성물을 상기 프로 텍터부의 하부면 과 상기 스마트
기기의 표시영역 사이에 퍼지게 한 후 이를 경화시켜 형성되고 ,상기 프로
텍터부의 하부면 을 상기 평면 표시영역과 상기 곡면 표시영역 중 적어도

하나에 부착시키는 점착층 ;및
상기 프로 텍터부의 가장자리 에 마련되 어 상기 프로 텍터부와 상기
스마트 기기의 표시영역의 사이에 갭을 형성하는 갭 형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의 액정 화면부 프로텍터 부착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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