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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재부착 방지용 부착물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1구현예를 구성하는 라벨(label)의 횡단면도.

제2도는 상기 구현에의 파단 상태를 나타내는 횡단면도.

제3도는 본 발명의 구현예에 사용된 1예의 적층재 제조장치를 나타내는도면.

제4도는 본 발명의 구현예에 사용된 1예의 적층재 제조방치를 나타내는 예시도.

제5도 및 제6도는 본 발명의 구현예의 사용된 다른 예로서의 적층재 제조장치를 나타내는 예시도.

제7도는 1예의 적층재 제조장치를 나타내는 예시도.

제8도는 본 발명의 별개의 구현예를 나타내는 횡단면도.

제9도는 제8도에 도시한 구현에의 응용을 나타내는 횡단면도.

제10도 및 제11도는 본 발명의 별개의 구현예에 사용된 1예의 기재 제조장치를 나타내는 예시도.

제12도는  제10도에  도시한  기재(230)를  사용하므로써,  접착증(214)과  박리제층(212)를  또한 적층시
키는 1예의 장치를 나타내는 예시도.

제13도는  제2층(216)을  적층시키고  제9도에  도시한  제1층(220)과  박리제층(222)의  2중층  제조를 사
용하면서, 기재(230)를 제조하는 1예의 장치를 나타내는 예시도.

제14도는 단 하나의 별개의 구현예의 횡단면도.

제15도는 본 발명의 1구현예를 나타내는 횡단면도.

제16도는 제15도에 도시한 구현예의 응용을 나타내는 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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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도는 본 발명의 구현에서 사용된 기재를 제조하는 다른예의 장치를 나타내는 예시도.

제18도는 별개의 구현예의 횡단면도.

제19(a)도 제19(b)도 및 제19(c)도는 상기 구현예의 응용을 나타내는 사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설명

10 : 라벨(label)                                   12 : 보호지(release sheet)

14,18 : 접착층                                      16 : 제2층

20 : 제1층                                             22 : 접착력 감소층

24 : 인쇄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재부착  방지용  부착물에  관해,  상세하게는  가령,  포장물의  개방부에  부착된  가격표찰이나 
라벨과 같은 것으로서 이용되는 재부착 방지용 부착물에 관한 것이다.

종래,  한번  부착시킨  가격표찰이나  라벨등과  같은  것을  떼었다가  재부착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
해서  그  표찰의  기초표면재상에  재봉침선이나  절단부를  적절하게  형성시켜  놓음으로써  가령, 상점에
서  원래의  표찰을  떼어내고,  그  재봉침선이나  절단부에  의해서  표찰이  떨어지도록  하여  다른것으로 
교체해  놓으려고  할경우,  그러한  행위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은  공지된  사실이다. 
그러나  상점의  진열대에  전시된  상품의  포장지의  입구에  밀봉상태를  표시하는  스티커(sticker)는 아
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떼었다가  다시  붙여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아서는  포장지를  개봉해서 
그속에  이  물질을  넣었는지를  분간해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포장지의  내용물에  손을  댈,  예컨대 
독성물을 접어넣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번  접착시킨  후에  떼어낸  적이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가  나오게  되었다. 이
러한  스티커의  배면측의  일부는  표면에  진공금속층이  형성되어  있는  실리콘층과  필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그 금속층의 일부는 실리콘층을 사이에 두고서 필름과 간접적으로 붙어 있다. 
아울러,  그  금속층의  표면에는  압력에  민감한  접착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위에는  보호지가  덮혀 
있다.  이러한  스티커는  그  보호지를  떼어낸  다음에  포장지의  입구에  대하여,  그  접착층의  노출면을 
눌러서  붙이는  것이다.  따라서,이러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포장지에서  스티커를  떼어낼 경우에
는  실리콘층을  사이에  두고서  간접적으로  필름에  붙어있는  금속층이  접착제에  의해서  그  포장지에 
붙어서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포장지의  입구를  완전히  열기  위해서는  그  남아있는  금속층을 찢어
내야 하기 때문에 포장지를 개봉했는지의 여부를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티커는  금속  피막을  입혀놓는  필름  재료로서  폴리에스터와  같은  것만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짐은  물론,  그  표면과  실리콘층상에  금속을  증착시켜  높아야  하기  때문에 
기타의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결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필름을  떼어낼  경우에는 포
장지의  부착면  일부에  남아있게  되는  접착층의  점착면에  먼지가  들러붙게  되므로  위생상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결점도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주된  목적은  한번  접착시킨  후에는  떼었다가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증착 공정이 필요없는 부착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부착물은  접착층,  손가락으로  절제되거나  떼어낼  수  있는,  상기  접착층의  일면에 적
층시킨 제 2  적층에 적층시킨 접착층 및 이 접착층에 일시적으로 적으로 적층되어 부착된 제 1 적층
으로 구성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제  2  적층을  제  1  적층상에  피복등에  의해서  적층시켜  놓는  것이기  때문에  공지 
기술에서와  같은  증착공정이  필요없게  된다.  아울러,  제2  및  제  1적층은  서로  일시적으로  붙어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되므로  포장지의  입구에서  그  부착물을  떼어내고자할  경우에는  제  1적층이  제  2 적
층에서  떨어져서  재부착시킬  수가  없게  되므로  부착물을  떼어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제 2  적층을 찢어낸 다음에는 원상태로 복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제 2  적층을 떼
어낸  사실이  들어나게  된다.  따라서,  부착물을  떼어낸  사실을  겉으로  보아서  금방  알  수  있게  됨은 
물론, 지금까지 사용해온 중착공정이 필요없는 부착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에 관해서 첨부한 도면을 예로 들어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도는 본 발명에 따른 1구현예를 구성하는 라벨의 횡단면도이다.

라벨(10)은  보호지(12)위에  임시적으로  부착되고,  아울러  연속적으로  적층된  접착증(14), 제2층
(16),  접착증(18)  및  제  1  층(20)으로  형성되는데,  접착층(14)이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접착력 감소
층(22)은  상기  접착층(14)부분에  적층되며,  인쇄층(24)은  제1층(20)위에  형성된다.  접착층(14)은 라
벨(10)에  접착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가령  압력감응  접착제와  같은  접착제로  피복되는  한편,  제 
2  층(16)의  1의  주표면상에  형성되며,  그  표면위에  보호지(12)가  접착층(14)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
적으로 접착된다. 염화비닐 및 아크릴의 공중합수지와 충전색소(예컨대, 티타늄 화이트 및 
탄산칼슘)를  혼합하므로써  만들어진  취성막으로  대표되는  합성수지나  알루미늄박과  같은,  손으로 쉽
게 부서지는 취성을 가지는 판이, 제 2 층(16)으로서 주어질 수 있다.

이  가운데,  라벨(10)이  만곡부상에  구부러져서  부착되는  경우,  접착층(18)의  접착력에  대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제  1  층(20)에  의해  분리되지  않도록  비교적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적당하다. 제1
층(20)은  제2층(16)을  절제  및  뜯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형성되며,  또한  접착층(18)을  통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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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16)상에 임시적으로 접착된다.

한편,  제1층(20)으로서,  예컨대  비교적  경도를  가지며,  또한  열  또는  종이  및  합성종이에  의해 수축
이  어려운  폴리에스터  및  나일론막이  차후  설명되겠지만,  라벨이  뜯겨졌을때  제1층(20)의 표면측으
로부터  분리된  흔적을  볼  수  있도록  투명물질  또는  반투명물질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며,  따라서 
제2층(16)의  일부가  고착되어  있는  물질에  잔존해  있고,  또한  일부가  그곳으로부터  떼어지고  또한 
제1층(20)에  고착되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서,  더욱  라벨의  사용  목적에  따를  수  있다. 접착
층(18)은  어떤  상태로  일시적으로  제1층(20)과  제2층(16)을  접착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재부착이 불
가능하고,  또한  예컨대  파라핀  및  왁스와  같은  파라핀제로  구성되어  제1,  2층(20  및  16)사이에 형성
된다.  한편,  접착층(18)에  의해  제1  및  제2층(20  및  16)간의  접착력은  접착층(14)보다  더  약하다. 
접착층(14)을  형성하는  접착제와  같은  압력감응  접착제를  비활성화  시키기  위해,  접착력 감소층(2
2)이 상기 접착층(14)의 표면상에 니스를 칠하는 형식에 의해 형성된다.

즉,  접착층(14)의  접착력은  접착력  감소층(22)이  형성되고  안된  부분  사이에는  상당히  차이가  나며, 
차후  설명하겠지만,  접착층(14)의  부분중,  위에  부착되어  접촉되어  있는  물질에  라벨이  부착되어 있
는  부분에서는  손으로  제1층(20)이  떼어질때  조차  접착력이  강해서  쉽게  뜯겨지지  않으며,  접착력 
감소층(22)이  형성된  부분에서는  라벨이  고착되어진  물질로부터  비교적  쉽게  뜯겨질  수  있는  방도로 
형성되는  것이다.  접착력  감소층(22)은  상기  언급한  니스등과  같은  것으로  피복하는  형식으로 형성
시키는 것이 적절한데,  합성 수지,  UV잉크 및  산화중합식 잉크 등과 같은 잉크류,  가루,  녹말,  활석 
등과  같은  접착제를  비활성화시키는  기타  식물성  및  광물성  파우더를  피복시키는  형식으로도  형성될 
수 있다.

만일  접착력  감소층(22)이  가령,  "개봉상태"로서의  그림  및  문자의  도안선을  인쇄,  피복하는  형식에 
의해,  제1층(20)이  뜯겨지고  또한  제2층(20)이  뜯겨질때,  상기  언급된  "재봉상태"의  문자와  같은   
형태가  다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방도로  형성된다면,  이것을  라벨(10)을  사용하는목적에  더욱 
부합하게 된다.

한편,  라벨(10)은,  접착력  감소층(22)의  위치에서의  접착층(14)의  접착력을  a,  제2층(16)을  뜯는데 
필요한  힘을  b,  접착층(18)에서의  제1층(20)으로부터  제2층(16)을  뜯는데  필요한  힘을  c,  접착력 감
소층(22)의  위치  외측의  접착층(14)의  접착력을  d,  접착층(14)으로부터  보호지(12)를  분리시키는데 
필요한  힘을  e로  나타낼때,  공식  a<e<c, b<(c b  또는 c b)를  만족시킨다.  라벨(10)의  적용을  위해, 

보호지(12)가  우선적으로  제거되어져야  하며,  라벨은  가격표찰로서,  제19(a)도  제19(b)도  및제19 
(c)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케이크 포장물의 개방부에 부착되어진다.

이와같은  라벨(10)로  부착된  포장물의  개방부를  개봉하기  위해,  라벨(10)은  봉합부를  개방하기전 제
거되어져야만 한다.

이  경우  제1층(20)은  접착층(18)에  의해  일시적으로  제2층(16)에  부착되고,  제2층(16)은 접착층(1
4)의해  피부착물(A)에  확고하게  부착되며,  또한  접착력  감소층(22)이  형성된  부분에서는  상기 언급
된 접착층(14)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 곳에 비해 접착이 약하다. 따라서, 제2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라벨(10)을  뜯어내려  할때,  접착력  감소층(22)부분의  제2층(16)과,  감소층(22)이 형성되
어  있지  않고  점착층(14)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과의  접촉면에서는,  접착력  감소층(22) 부분
의  제2층(16)이  피부착물(A)로부터  떼어지고,  아울러  접착층(14)부분의  제2층(16)으로부터  떼어져서 
피부착물(A)로부터 분리된다.

다음,  제2층(16)위에  접착력  감소층(22)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그  위에  피부착물(A)에  남게 
된다.  따라서,  한번  제거된  제1층(20)은  결코  접착층(18)에  재부착될  수  없으며,  원상태로 복귀된다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제2층(16)이  접착  감소층(22)이  형성되어  있고,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의 접촉면에서 찢겨지기 때문이며, 따라서 개봉된 상태는 첫 눈에 명백해진다.

한편,  구현예에서,  라벨(10)이  비록  케이크  포장물에  적용되었지만,  의약포장물,  봉투,  가방등의 봉
합부 및 가격을 나타내는 가격 표찰과 같은 기타 봉합부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편,  본  설명에서,  최적의 예가 각  경우에서 열거되며,  박판(sheet),  막  및  이와 동등한 것은 전체적
으로  "박판"  또는  "막"으로  표현된다.  게다가  또,  "박판"은  단지  판형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로울형식(웨브)도 포함된다.

본  발명에  따른  구현예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언급한다면,  본  설명은  본  발명에  따른  1예의 부착물
질의  제조방법에  입각해서  이루어졌다.  제3도는  본  발명의  구현예에서  사용된  적층체(30)를 제조하
기  위한  1예의  장치를  예시하는  도면이다.  적층제(30)는  제1층(20)에  접착층(18)고  제2층(16)을 순
서대로  적층시키므로써  이루어진다.  장치(100)는  로울에서  박리된  제1층(20)을  형성하는  제1층 물질
(20a)지지용  지지로올러(102)를  포함한다.  지지로울러(102)에  의해  지지된  제1층  물질(20a)은 일단
이 펼쳐져서 일시 접착제 피복장치(coater)에 인도된다.

일시  접착제  피복장치(104)는  제1층  물질(20a)위  일면에  가령,  왁스,  파라핀  등과같은  일시 접착제
(18a)를  2중  피복시키는  것으로,  2개의  로울러(106a  및  106b)와  팬(108)을  포함한다.  일시 접착제
(18a)로  피복된  제1층  물질(20a)은  제2층(16)을  형성하는  부서지기  쉬운  물질(16a)을  적층시키기 위
해  다음의  적충장치(110)에  보내진다.  적층장치(110)는  알루미늄박과  같은  취약물질(16a)로  감겨진 
로울을  장착하기  위한  기구(112)를  포함한다.  적층장치(100)에서,  일시  점착제(18a)로  피복된  제1층 
물질(20a)이  로울러(114a)  및  (114b)사이에서  취성물질(16a)로  압착,  적층되며  연속해서  배치된 냉
각기(116)로  안내된다.  즉,  감겨진  취성물질(16a)은  일단이  펼쳐져서  그곳의  맞은편에  서로  배치된 
로울러(114a)와  (114b)사이로  인도된다.  이때,  로울러(114a)와  (114b)사이에서,  일시  접착제(18a)로 
피복된  제1층  물질(20)이  도입되어서,  이  물질(18a)이  제1층  물질(20)과  취성물질(16a)사이에 끼워
져서  적층된다.  냉각기(116)에서,  적층제(30)의  일시  접착제(18a)는  냉각되어  고체화되고,  따라서 
접착층(18)으로서 형성된다. 적층제(30)의 로울은 제4도에 도시한 적층장치(12)로 보내진다.

제4도에  나타낸  적층장치(120)는  적층제(30)의  로울을  부착하기  위한  기구(122)를  포함하며,  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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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기구(122)로부터  당겨진  적층체(30)는  접착제  피복장치(124)에  이송된다.  접착층(14)를 형성하
는  접착체(14a)로써,  고온  용융식  압력  감응제  등과  같은  압력  감응제가  이용된다.  적층제(30)의 제
2층(16)의  표면상에  그와같은  접착제를  피복시킬때,  가령  적절한  온도로  가열하는  바로서  접착제를 
피복시키는  피복장치(124)가  제4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이용될  수  있다.  접착제(14a)로  2중  피복된 
적층체(30)는  냉공기  송풍기를  포함하는  건조기(126)에  인도되어서,  접착제(14a)가  건조되어 접착층
(14)이  형성된다.  그와같은  방도로  접착층(14)으로  형성된  적층체(30)는  접착력  감소층(22)을 형성
시키기 위해 다음의 2중 피복장치(128)로 안내된다.

이  2중  피복장치(128)에서,  니스와  같은  접착층(14)을  비활성화  시키기  위한  접착력  감소층(22a)이 
상기한 언급한 접착층(14)의 표면에 인쇄된 형태로 된다.

2중  피복장치(128)는  가령,  옵셋  인쇄기와  같은  공지의  인쇄기로  구성되어서  적층제(30)의  전달 라
인에  배치되며,  이에  의해  가령,  "개봉  상태"와  같은  도안선으로  인쇄된  접착력  감소층(22)  형태가 
접착층(14)상에 형성된다.

접착력  감소층(22)으로  형성된  적층제(30)는  보호지(12)를  위한  적층장치(130)로  연속적으로 인도된
다.

보호지를  위한  적층장치(130)는  2개의  로울러(132a)와  (132b)를  포함하여서,  보호지(12)가  그 표면
에  보호제층(12a)을  형성하고,  또한  접착층(14)  측면의  적층제(30)의  표면이  적층되어서  권양 오쿨
러(winding roller)에 감긴다.

제5도에  도시한  적층장치(140)는  제4도에  도시한  적층장치(120)와  다른  것으로  적충물질을 사용하므
로써  부착물질을  형성하기  위해,  접착층(14)상에  보호지(14)상에  보호지(12)를  일시적으로 부착하므
로써  마련되며,  이  장치(120)는  적층제(30)의  표면에  접착제(14a)를  피복하므로써  형성된다. 적층장
치(140)는  감겨진  적층물질을  설치하는  장치(142)를  구성하며,  이  감겨진  적층물질은  제1층(20), 접
착층(18)  및  제2층(16)을  연속적으로  적층시키므로써  형성된  적층제(30)의  제2층(16)의  주표면에 적
층된 접착층(14), 및 이 접착층(14)의 주표면에 일시적으로 부착한 보호지(12)를 포함한다.

로울부착장치(142)로부터  잡아  당겨진  적층물질은  제1층(20),  접착층(18),  제2층(16)  및 접착층(1
4)의  적층물질(32)를  접착층(14)상에  일시적으로  부착된  보호지(12)와  분리시키기  위한  분리 장치
(114)로  인도된다.  분리장치(144)는  적층물질(32)과  보호지(12)를  분리시키는  로울러를  포함하며, 
그곳에서  보호지(12)로부터  분리되어  제1층(20),  접착층(18),  제2층(16)  및  접착층(14)으로  형성된 
적층물질(32)은 접착력 감소물질(22a)의 2중 피복장치(146)에 인도된다.

공지의  인쇄기계  또는  피복장치로  구성된  접착력  감소물질  피복장치(146)는  가령,  접착층(14)의 일
부분에 "개봉 상태"와 같은 적절한 문자 및 화상의 인쇄선을 2중 피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접착력  감소물질  피복장치(146)에서  적절한  형태로  2중  피복된  적층물질(32)이  건조기(148)로 인도
된다.

건조기(148)는  UV형  잉크가  접착력  감소물질  피복장치(146)에서  2중  피복될때는  자외선  조사 기구들
을 포함한다.

앞서  언급한  분리장치(144)에  의해  분리된  보호지(12)와  적층물질(32)을  재부착시키기  위해,  접착력 
감소물질(22a)를  건조기  (148)로  건조한  다음,  적층물질(32)은  로울러  (150a)와  (150b)를  포함하는 
재부착 장치(152)에 안내된다.

재  부착  장치(152)에  의해,  보호지에  의해  재부착되고,  또한  제1층(20),  접착층(18),  제2층(16)  및 
위에  접착력  감소층(22)로  형성된  접착층(14)으로  형성된  적층물질(32)은  권양  로울러(154)에  의해 
감겨진다.

제6도는  제4도에  도시된  적층장치를  대신하는  별개의  적층장치(160)를  예시하고  있다. 적층장치
(160)는 감겨진 보호지(12)를 설치하기 위한 로울 설치 기구(162)를 포함한다.

보호지(12)의  로울  설치기구(162)로부터  잡아  당겨진  보호지(12)는  제6도의  하부의  보호제층(12a)의 
표면을  면함에  따라  접착력  감소물질(22a)의  피복장치로서의  접착력  감소물질  피복장치(164)에 인도
되어,  접착력  감소물질로서의  니스가   2중  피복된다.  접착력  감소물질  피복장치(164)  내에서  적절한 
형태로 형성된 도안선으로 2중 피복된 보호지(12)는 계속해서 접착제 피복장치(166)에 안내된다.

접착제  피복장치(166)는  보호지(12)의  박리제층(12a)의  표면에  접착제(14a)를  피복시키기  위한 것으
로  그곳에  서로  마주하여  배치된  주  로울러(168a)  및  로울러(168b)를  포함한다.  주로울러(168a)는 
그  하부의  팬(170)에  유지된  접착제(14a)  속에  담겨  있으며,  또한  접착제(14a)는  주로울러(168a)에 
의해  주로울러(168a)와  로울러(168b)  사이에  유지된,  보호지(12)의  박리제층(12a)의  표면상에 피복
된다.

다음, 접착제(14a)로 피복된 보호지(12)는 가령, 히터를 포함하는 건조기(172)에 안내된다.

건조기(172)에서,  보호지(12)상에  2중  피복된  접착제(14a)는  접착층(14)으로써  건조되어  형성되며, 
접착층(14)과  보호지(12)의  적층체는  적층장치(174)에  인도되어,  제1층(20),  점착층(18)  및 제2층
(16)에 의해 별개적으로 마련되어 형성된 적층체(30)로 적층된다.

적층체(30)의  적층장치(174)는  감겨진  적층체(30)를  설치하기  위한  기구를  포함한다.  로울 설치기구
(176)로부터  펼쳐진  적층체(30)는  2개의  로울러(178a)  및  (178b)  사이에  인도되며,  또한  상기 언급
된  보호지(12)상에  형성된  접착층(14)과  제2층(16)의  표면들은  2개의  로울러(178a)와  (178b)에  의해 
서로 압착되어 그 상태로 권양 로울러(179)상에 감긴다.

적층장치에  의해  제조된  부착  물질중,  박리제층(12a)의  표면상에  2중  피복된  접착력  감소층(22)은 
초기에는  박리제층(12a)의  표면에  있으나,  가령  보호지(12)가  응용에  대해서  접착층(14)의 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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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제거된,  적층체(30)로  적층되어진  다음에는  보호지(12)의  박리체층(12a)의  분리성질로  인해, 
접착력 감소층(22)은 접착층(14)의 접착력에 의해 접착층(14)의 표면상에 이동되어 전위된다.

그와같이  형성된  부착물질로부터  라벨을  제조하기  위해,  부착물질이  인쇄기계등을  포함하는  라벨 제
조용 장치에 설치될 수 있다.

제7도는  1예의  라벨  제조장치를  나타내는  에시도이다.  그와같은  라벨  제조장치(180)는  접착층(14)의 
표면에  보호지(12)를  적충시키므로써  형성된  압연  적층체(30)를  걸치기  위한  지지기구(182)를 구성
한다.

보호지(12)와  적층체(30)로  구성되고  지지기구(182)로부터  잡아당겨진  적층물질은  인쇄장치(184)로 
안내된다.

인쇄장치(184)는  가령,  옵셋  인쇄기와  같은  공지의  인쇄기계로  구성된다.  다음,  인쇄장치(184)로써 
가령,  상표와  같은  도안선이  제1층(20)에  인쇄된다.  그와  같은  방도로  해서  인쇄층(24)으로  형성된 
적층물질은  절단장치(186)에  인도된다.  절단장치(186)는  소위  절단날을  가지는  다이  절단기를 포함
하여서  적당한  형태의  절단체가제1층(20),  접착층(18),  제2층(16),  접착층(14)  및  인쇄층(24)으로 
만들어져 형성된다.

한편, 절단정치는 절삭부를 가진 로울러, 즉 다이로울러 사용하는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절단부를  가진  적층물질은  로울러(188a)  및  (188b)에  의해  불필요부와  라벨(10)  (필요부)로 나누어
져서,  불필요부는  변로울러(selvage  roller)  (190)에  의해  로울상태로  감기며,  라벨  (10) (필요부)
은  보호지(12)상에  일시적으로  부착되는  바로서  권양  로울러(192)에  의해  로울상태로  감긴다.  한편, 
절단장치(186)와  권양  로울러(192)  대신에,  절단날을  가지는  절단성형  장차도  이용될  수도  있다. 절
단날은  개별의  라벨(10)로  분리하기  위해  제1층(10),  접착층(18),  제2층(16)  및  접착층(14)  상에 절
단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하,  설명을  더욱  상세하게  하면  다음과  같다.  (1)제1층으로서,  대략  50μ의  두께를  가지는 폴리에
스터막이  사용되며,  그  위에는  Nihon  Seiro사의  왁스가  일시의  접착층을  형성하는  왁스제로서 접착
층을 형성시키기위해 피복된다.

다음,  제2층을  형성하는  7μ  두께의  알루미늄박이  상기  언급한  용융왁스를  건조시켜  굳게하기  이해 
일시의 접착층상에 적층된다.

부가적으로,  알루미늄박의  표면상에  Toyo  Ink  Mfg  사이의  아크릴  접착제(BPS-512)가  접착층(14)을 
형성하기  위해  5-50μ  두께의  건조막에  피복된다.  다음,  Toyo  Ink  Mfg사의  니스가  100-0.5μ  두께로 
일부  피복된다.  그런  다음,  Shikoku  Paper사의  분리판지가  접착층(14)의  표면에  취해진다.  이때, 접
착력  감소층의  위치에서의  접착층의  접착력(a)은  약  1g,  제2층을  뜯어내는데  요하는  힘은  약  200g, 
접착층으로  부터  제2층을  분리시키는데  요하는  힘(c)은  약  400g,  접착력  감소층의  외측위치의 접착
층의  접착력(d)은  약  2000g,  그리고  접착층으로  부터  보호지를  분리시키는데  요하는  힘은  약 20g이
다.

압력  감응  부착판으로서의  부착판이  라벨내에  만들어져서  피부착물  (종이상자등  상에  부착된다. 이
때  피부착물에의  접착력(d)은  약  2000g이다.  피  부착물로부터  부착  라벨을  강제적을  떼어내려  할때, 
접착력  감소층  위치의  제2층은  접착력  감소층이  형성되지  않은  부분의  제2층과  접촉하여 떼어내어지
며,  또한  제1층을  형성하는  폴리에스터막과  함께  피부착물로부터  떨어진다.  (2)  제1층으로서,  약 50
μ  두께의  나일론막이  이용되며,  그위에는  일시의  접착층을  형성하는  왁스제로서,  Nihon  Seiro사의 
왁스가 접착층을 형성하기 위해 피복된다.

다음,  7μ  두께로서  제2층을  형성하는  Niho  Carbide사의  연질막이  상기  언급한  용융  왁스를 건조시
켜 굳게하기 위해 접착층에 피복된다.

부가로,  연질막  표면상에,  Toyo  Ink  Mfg사의  아크릴  접착제(BPS-5127)가  접착층(14)을  형성하기 위
해  5-50μ  두께의  건조막에  피복된다.  다음,  Toka  Shikiso  사의  UV  잉크가  접착력  감소층을 형성하
기 위해 100∼0.5μ 두께로 피복된다.

그런다음,  Shikoku  Paper사의  분리판지가  접착층(14)의  표면에  취해진다.  이때,  접착력  감소층 부분
의  접착층의  접착력(a)은  약  2g,  제2층을  떠내는데  요하는  힘(b)은  약  50g,  접착층으로부터  제2층을 
분리시키는데 요하는 힘(c)은 약 100g, 접착력 감소층의 외측부분의 접착층의 접착력(d)은 약 
1500g, 그리고 접착층으로부터 보호지를 분리시키는데 요하는 힘(e)은 약 15g이다.

압력  감응  부착판으로서  마련된  부착판이  라벨편  속에  넣어져서  피부착물(상자,  등)에  부착된다. 이
때  피부착물에의  접착력은  100g이다.  피부착물로부터  부착된  라벨을  강제적으로  떼어내려할때, 접착
력  감소층  부분에서의  제2층은  접착력  감소층이  형성되지  않은  부분의  제2층과  접합하여  떼어지며 
제1층을 형성하는 나일론막과 함게 피부착물로 부터 떨어진다.

제8도는  본  발명의  다른  구현예를  나타내는  횡단면도이다.  이  구현예에서의  라벨(210)은 보호지
(212)상에,  접착층(214),  제2층(216),  접착층(218)이  일시적으로  부착되고,  계속하여  박리제층(222) 
및 제1층 (220)이 적층되고, 또한 인쇄층(224)이제1층(220)상에 형성된다.

접착층(214)은  라벨(210)에  접착력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가령  압력  감응  접착제와  같은  접착제로 
이루어지며, 또한 보호지(212)와 제2층(216)사이에 형형된다.

제2층(216)은  은,  금  파우더  또는  카본블랙  및  기타  합성수지로서의  색소를  혼합,  피복하므로써 마
련된  알루미늄박  또는  수지막등에  의해  형성된다.  제2층(216)은  가령,  포장물의  개방부를  봉하고, 
또한 밀봉부가 개봉될때, 절단 및 떼어냄에 의해 개봉상태로 되게 하는 것이다.

접착층(218)은  제2층(216)을  제1층과  부착시키고,  또한  가령  EVA,  PVA,  염화비닐,  비닐-아세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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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아크릴의  2중  액체  반응  공중합체  수지를  박리제층(222)이  형성된  표면상에  피복하므로써 형성된
다.  한편,  다른예의  접착층(218)으로서  폴리에스터계,  폴리우레탄계등과  열경화  접착제로  피복된 접
착층이 경우에 따라 주어질 수 있다.

박리제층(222)은  접착층(218)과  제1층(220)  이  재부착이  불가능한  상태로  쉽게  분리될  수  있게끔 형
성되고,  가령  실리콘수지,  플루오로수지,  왁스등과  같은  박리재로  피복되며,  또한  접착층(218)과 제
1층(220)  사이에  형성된다.  박리제층(222)은  제1층(220)의  표면의  일부에  형성되고, 박리제층(222)
이 절제된 부분에는 가령, "개봉상태"와 같은 도안선을 피복한다.

제1층(220)은  절단  및  떼어짐으로부터  접착층(218)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됨과  아울러, 박리제층
(222)을  거쳐  접착층(218)에  일시적으로  부착되며,  또한  박리제층(222)이  형성된  곳에서 접착층
(218)에  긴밀하게  부착된다.  한편  1에의  제1층(220)으로서,  비교적  경도를  가지며,  열에  의해 수축
되지  않는,  가령  폴리에스터  및  나일론막과  같은  물질,  또는  종이  또는  합성종이가  주어지나, 라벨
이  봉합부에  구부러져  부착되었을때,  제1층에  의해  분리되어지지  않게끔  비교적  유연성을  가지며, 
접착층(218)의 접착력에 대해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물질이 적당하다.

박리제층(212)은  접착층(214)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가령,  종이  및  합성수지판과  같은  박리제층을 
포함하며,  또한  종이등과  같은  기재의  표면에  가령  실리콘등과  같은  박리제를  이중  피복시키므로써 
형성된 박리제층(212a)으로 형성된다.

한편,  제9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라벨(210)은  각각의  분리후에  요한  힘이  공식  d<a<c<b를 만족하게
끔  구성되는데,  이때  a는  박리제층(222)의  접착층(218)으로  부터  제1층(220)을  분리시키는데  필요한 
힘,  b는  피부착물에  부착된  접착층(214)의  접착력,  c는  제2층(216)을  떼어내는데  요하는  힘,  d는 접
착층(214)으로  부터  보호지를  분리시키는데  필요한  힘을  나타낸다.  제1층(220)  및  접착층(218) 등으
로  형성된  라벨(210)로  부착된  포장물의  개방부를  개방  시키기  위해,  위에  취해진  라벨(210)은 봉합
부를  개방시키기  위해  제거되어야만  한다.  이경우,  제9도에  나타난  바와같이  제1층(220)이 박리제층
(222)을  통해  접착층(218)상에  일시적으로  미약하게  부착되어  있고,  제2층(216)이  접착층(214)에 의
해  포장물의  개방부에  확고하게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박리제층(222)의  부분에서  라벨(210)을 떼어
내려  했을대,  단지  제1층(220)만이  떼어질  수  있으며,  제2층(216)은  접착층(214)와  함께  봉합부상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남는다.  다음,  제9도에  나타난  바와같이,  박리제층(222)이  절제된  부분에서는 
제2층(216)이  접착층(218)에  의해  부착되어서  비교적  취약한  제2층(216)은  박리제층(222)이 형성되
고  안된  사이의  접촉면에서  뜯겨져,  제1층(220)과  함께  접착층으로  부터  분리된다.  따라서, 제1층
(220)이  한번  제거되어진  경우,  접착층(218)상에  제1층(220)을  재부착시킴을  물론  원상태로 복귀시
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서,  개봉된  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다.  포장물의  개방부를  완전하게 개방
하기  위해,  뜯겨지지  않은  채로  남은  접착층(218)은  봉합부로  부터  절단  또는  뜯겨지거나  또는  분리 
되어야만 된다.

제10도  및  11도는  본  발명에  따른  구현에서  사용된  기재  제조용  장치의  예를  나타낸는  예시도이다. 
기재(230)는  제1층(220)  상에  박리제층(222)과  접착층(218)을  순서대로  적층시키므로써  형성된다. 

장치(300)는 제1층(220)을 형성하는 압연 막물질(22a)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로울러(302)를 
구성한다.

지지로울러(302)에  의해  지지된  막물질(22a)은  일단에  펼쳐진  상태로  해서  박리제  피복장치(304)에 
안내된다.

박리제  피복장치(304)는  막물질(220a)의  양면상에  가령,  실리콘  수지,  풀루오로수지등과  같은 박리
제(222a)를  2중  피복하기  위한  것으로  2개의  로울러(304a)  및  (304b)를  포함한다.  로울러(304a)는 
그  하부의  팬(304)에  유지된  박리제(222a)속에  담겨있다.  따라서,  로울러(304a)  및  (304b)를 회전시
키므로써,  박리제(222a)는  사이에  안내된  막물질(220a)의  표면상에  피복된다.  힌편,  박리제 피복장
치(304)로서,  그라비야로울러  피복장치(photogravure  roller  coarter)  또는  리버어스  로울러 피복장
치 등이 이용될 수  있으며,  또는 옵셋 인쇄기나 스크린 인쇄기와 같은 공지의 인쇄장치도 또한 이용
될 수 있다.

다음,  박리제(222a)로  2중  피복된  막물질(220a)는  가령,  히터를  포함하는  건조기(306)에  도입된다. 
건조기(306)에서,  막물질(220a)상에  2중  피복된  박리제(222a)는  박리제층(222)로서  건조되어 성형된
다.  그와같이  박리제층(222)으로  형성된  막물질(220a)은  와인더(308)로  안내된다.  로울로  압연된 막
물질(220a)은 제11도에 나타난 바와같이 제2층(216)이 별도의 적층장치(310)에 설치된다.

적층장치(310)은  압연막(216a)을  설치하는  기구를  구성하며,  제2층(216)을  형성하고  로울로부터 잡
아당겨진  알루미늄박(216a)은  2개의  로울러  및  접착층(218)을  형성하는  수지나  접착제(218a)를  담고 
있는  팬을  포함하는  피복장치(316)에  인도되는데,  이때  이  접착층(218)은  2개의  로울러(312)  및 
(314)  사이에  안내된  다음  2개의  로울러의  회전에  의해  피복되며,  이에  의해  알루미늄박(216a)  이, 
분리적으로  안내된  제1층(220)의  박리제층(222)  상에,  그  표면상의  접착층(218a)에  의해  적층되고 
부착되어서  접착장치(319)에  도입된다.  접착장치(319)로서,  PVA  계,  비닐아세테이트계,  아크릴계등 
또한  염화비닐,  비닐아세테이트,  우레탄,  아크릴등으로  구성된  솔벨트형  수지와  같은  수용성수지로 
구성되는  접착제가  접착제(218)로서  사용되는  경우,  건조기가  이용되고,  또한  고무계  및  EVA계의 고
용해성 접착제가 사용되는 경우, 냉각기가 이용된다.

이와같은  방도로  형성된  기재(230)는  적당한  인쇄장치에서  인쇄층(224)을  갖추어서  권양 로울러
(304)에 의해 로울상태로 감겨 유지된다.

제12도는  제10도에  도시한  기재(230)를  사용하므로써,  접착층(214)와  보호지(212)를  또한 적층시키
는 1예의 장치를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장치(350)은  접착제  피복(352)를  구성한다.  접착제  피복장치(352)는  보호지(212)  상에 접착제(214
a)를  피복시키는  것으로  그곳에  서로  마주하여  배치된  2개의  주  로울러(354)와  로울러(356)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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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주  로울러(354)는  그  하부의  팬(358)에  담겨있는  접착제(214)속에  묻혀지며,  접착제(214a)는 
주 로울러(354)에 의해, 그 사이에 유지된 보호지(212)의 보호제층(212a)의 표면에 피복된다.

다음,  접착제(214a)로  2중  피복된  보호지(212)는  가령,  히터를  포함하는  건조기(322)에  도입된다. 
건조기(322)에서,  보호지(212)  상에  2중  피복된  접착제(214a)는  접착층(214)으로서  건조,  성형된다. 
그와같이 접착층(214)으로서 형성된 보호지(212)는 기재(230)의 적층장치(360)에 도입된다.

적층장치(360)는  보호지(212)와  접착층(214)의  적층체(232)의  접착층(214)상에  기재(230)를 적층시
키기  위한  것으로  펼쳐진  기재(23)를  지지하는  지지  로울러(362)를  포함한다.  감겨진  상태로  유지된 
기재(23)는  일단이  펼쳐져서  로울러(364)와  (365)사이에  안내된다.  이때  접착제로  피복된 적층제
(232)는  로울러(364)와  (365)  사이에  안내되어,  접착층(214)을  샌드위치하는  기재(230)와 보호지
(212)는  적층된다.  이와같은  방도로  보호지(212)와  접착층(214)에  적층체(232)로  적층된  기재는 권
양 로울러(368)에 도입된다.

다음,  접착층(214)에  의해  적층된  보호지(212)와  함게  기재(230)는  가령,  제7도에  도시한  라벨제 작
용장치로 인도되어 앞서 언급한 구현예와 동일하게 라벨로 만들게 된다.

이하, 구현예를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층으로서,  약  50μ의  두께를  가지는  폴리에스터  막이  사용되며,  그위에  박리제층을  형성하는 
박리제로서  사용된  Toray  Industries  사의  실리콘  수지가  일부  비피복  부분으로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  경화제와  함께  피복되며,  또한  일부  박리제층을  형성하기  위해  건조기에서  말려진다.  다음, 접
착층을  형성하는  우레탄  수지가  제1층과  박리제층상에  약  5∼50μ의  두께로  피복된다.  또한, 알루미
늄박이  우레탄  수지를  건조하고  굳게  하기  위해  용융  우레탄  수지  표면상에  적층된다.  이대 박리제
층으로부터  우레탄수지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힘을  50g이다.  한편,  Toyo  Ink  Mfg  사의 아클릴접착젭
(BPS-5127)가  Shikoku  Paper  사의  보호지상에  보호간을  형성하기  위해  5∼50μ의  건조막  두께로 피
복되며,  이  보호지는  다음  상기  언급한  2중층  제조품과  함께  부착된다.  이때  제2층을  떼는데  요하는 
힘(c)은 100g, 접착제로부터 분리지를 떼내는 데 요하는 힘(d)은 10g이다.

이러한  방도로  마련된  압력감응  스티커(sticker)는  라벨로  만들어져서  피부착물(종이상자,  플라스틱 
및  유리병)에  부착된다.  이때  피부착물에의  접착력(b)은  1,500g이다.  부착된  라벨은  강제적으로 떼
내려할때,  제1층의  막은  박리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알루미늄박과  함께  접착층으로부터 
분리된다.

한편,  피복지가  제1층으로  사용되고  또한  다음의  표-1EVA  수지가  제1층  표면에  피복된  것을 제외하
고는, 동일한 방도로 제조된 라벨에 의해 동일한 경과가 얻어진다.

[표 -1]

주의  :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체  수지  대신에  SIS,  SBS,  폴리이소부틸렌  및  폴리부텐을 사용
하는 할 수 있다.

(2)  제1층으로서,  약  70μ두께를  가지는  나일론  막이  사용되며,  박리제층을  형성하는  박리제로서 왁
스가  피복되어  건조된다.  다음,  접착층을  형성하는  폴리에스터계  접착제등이  왁스에  약  5∼50μ의 
두께로  피복된다.  또한  알루미늄박이  폴리에스터계  접착제를  건조하여  굳이버리게  하기위해  용융된 
접착제층상에  적층된다.  이때  왁스  표면으로부터  접착제를  떼어내는데  요하는  힘(a)은  50g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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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같은  방도로해서  형성된  나일론막과  제2층의  2중층  제조물,  및  부착제를  분리지에  5∼50μ의 두께
의  건조막으로  피복하므로써  형성된  보호지는  서로부착된다.  이때  분리지를  부착제로부터  분리 시키
는데  요하는  힘은  10g이다.  그렇게  형성된  압력  감용  스티커가  라벨로  만들어진  피부착물(종이상자, 
플라스틱  및  유리병)상에  부착된다.  이때  피부착물에의  접착력(b)은  1500g이다.  부착된  라벨을 강제
적으로  분리시키려  할때,  제1층의  막은  박리제층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알루미늄과  함께 떼어진
다.

제13도는 제11도에 도시한 기재 제조장치에 대용되는 한 장치를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제11도에  도시한  장치와  다른  이  장치에서는,  제1층(220)상의  박리제층(222)과  부착층(218)상에 알
루미늄박(216a)을  적층시키는  적층장치(310)  대신에,  부착층(218)을  형성하는  수지를  피복시키는 피
복장치(316')  및  알루미늄박  대신에  금  및  은  파우더러  혼합한  합성수지를  피복시키는 적층장치
(310')가 배치된다.

피복장치(316')는  2개의  로울러(312)와  (314)를  포함한다.  로울러(312')는  그  하부의  팬에  있는 우
레탄수지나  EVA수지와  같은  수지(218a)속에  담겨  있다.  따라서,  2개의  포울러(312')와  (314')를 회
전시키므로써  사이에  안내된  막(220)의  박리제층(222)상에  수지(218a)가  2중  피복된다.  다음, 수지
(218a)로  피복된  막(220)은  나아가  건조기(320)로  안내되어서,  건조되어  굳어진다.  이에  의해 제1층
(220)상의  박리제층(222)에는  수지(218a)가  피복되면서  접착층(218)이  형성되어  다음의  제2층의 적
층장치(310')로  보내진다.  적층장치(310')는  가령,  옵셋  인쇄기와  같은  공지의  인쇄기계나  피복기로 
구성되어  기재(230)의  전달  라인중에  배치된다.  다음  적층장치(310')에  의해  금  및  은  파우더로 혼
합된 수지가 접착층(218)상에 피복되고, 제2층(216)이 형성된다.

제14도는 별도의 구현예의 횡단면도이다.

라벨(210')이  알루미늄박,  또는  제2층(216)을  형성하는  수지막의  표면상에  도안선층(223)을  적절히 
인쇄  성형시키므로써  형성되도록하여,  제1층이  떼어졌을때,  도안선층(223)이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도안선(223)이  우선  제2층(216)의  표면상에  형성되어  적층되고,  제2층의  경우  알루미늄박으로 
형성된다.  제2층(216)이  수지를  피복하므로써  형성되어질때,  인쇄성형은  수지막이  형성된  다음 만들
어진다.

한편,  수지막을  형성하는  합성수지로써  안에  혼합용  금속  파우더로  구성되고,  또한  비교적  미소한 
힘을  제공하므로써  절제  및  떼어지도록  형성된  합성수지가  선택될  수  있고  제2층(216)을  형성하기 
위해 피복된다.

제15도는  본  발명의  또한  별도의  구현예를  나타내는  횡단면도이다.  이  구현예의  라벨(410)은 보호지
(412)상에  일시적으로  부착되고,  접착층(414),  제3층(428),  제2층(416),  접착층(418), 박리제층

(422) 및 제1층(420)이 계속하여 적층된다. 제1층(420)의 표면상에 인쇄층(426)이 형성된다.

이  구현예에서는  제8도에  도시한  앞서  언급한  구현예와  다르며,  제3층(428)이  제2층(416)과 접착층
(412)사이에 개재된다.

노출로부터 접착층(414)을 보호하는 제3층(428)은 제2층(416)이 차후 기술되는 바와같이 
떼어졌을때,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등으로 피복하므로서 형성된다.

한편,  제16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라벨(410)은  분리된  갑부에  요하는  힘이  d<a<c<b식을  만족시킨다. 
이때  a는  박리제층(422)에  있는  부착층(418)으로부터  제1층(420)을  분리시키는데  요하는  힘,  b는 피
부착물과  접착층(414)의  접착력,  c는  제2층(416)을  떼는데  요하는  힘,  d는  접착층(414)으로부터 보
호지(412)를 분리시키는데 요하는 힘이다.

박리제층(422)은  앞서  언급한  제10도에  도시한  장치에  의해  형성되며,  압연된  막물질(420a)이 제17
도에 도시한 제2층(416)의 별도의 적층장치(510)상에 놓여진다.

적층장치(510)는  압연막(420a)을  설치하는  기구를  구성한다.  제2층(416)을  형성하고  별도의 로울로
부터  잡아당겨진  알루미늄박(416a)은  접착층(418)을  형성하는  접착제(418a)나  수지를  담고  있는 팬
과  2개의  로울러를  포함하는  피복장치(516)에  안내되어  2개의  로울러의  회전에  의해  수지나 접착제
로  피복된다.  그  다음,  이것은  2개의  로울러(512)와  (514)  사이에  인도되어서,  그  표면상에 접착층
(418a)에  의해,  분리되어  안내된  제1층(420)의  박리제층(422)의  표면상에  적층,  부착되어서 접착장
치(519)에 인도된다.

다음,  기재(430)는  다음의  제3층의  적층장치(530)에  공급된다.  적층장치(530)에  공급된다. 적층장치
(530)는  가령,  옵셋  인쇄기와  같은  공지의  인쇄기계로  구성된다.  적층장치(530)에  의해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등의 합성수지가 제3층(428)을 형성하기 위해 제2층의 표면에 피복된다.

그와  같은  방도로  제2층(416)과  제3층(428)으로  형성된  기재(430)는  권양  로울러(540)에  의해 로울
상태로 감아 놓는다.

제17도에  도시한  기재(430)는  앞서  언급한  제8도의  구현예에서  기술한  동일  방법으로  2층을 적층시
키는 장치(이를테면, 제12도의 장치)에 의해 접착층(414)과 보호지(412)로 아울러 적층된다.

여기에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제1층으로서,  약50μ  두께의  폴리에스터막이  사용되며,  그  위에는  박리제층을  형성하는 박리제
로서  사용된  Toray  Industries  사의  실리콘수지가  일부  비피  복부분을  남겨두게끔  경화제와  함께 피
복되어  부분적으로  박리제층을  형성하기  위해  건조기에서  구워말린다.  다음,  접착층을  형성하는 우
레탄수지가  박리제층상에  약  5∼50μ의  두께로  피복된다.  아울러,  알루미늄박이  우레탄수지를 건조
시켜  굳게하기  위해  용융된  우레탄수지  표면상에  적층된다.  다음,  앞서  언급한  표-1의  EVA  수지가 
알루미늄박  위에  피복된다.  이때  박리제층으로부터  우레탄수지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힘은  50g이다. 
한편,  Toyo  Ink  Mfg  사의  아크릴  접착제(BPS-5127)가  Shikoku  Paper  사의  분리지상에  보호지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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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5∼50μ의  건조된  막두께로  피복된다.  이  보호지는  앞서  언급한  2중층  제조물과  함께 부
착된다.  이때,  제2층을  떼어내는데  요하는  힘(c)은  100g,  접착제로부터  보호지를  분리시키는데 필요
한  힘(d)은  10g이다.  이와같은  방도로  마련된  압력  감용  스티커는  라벨으로  만들어져서 피부착물(종
이상자,  플라스틱  및  유리병)에  부착된다.  이때  피부착물에의  접착력(b)은  1500g이다.  부착된 라벨
을  강제적으로  떼어내려할때,  제1층  막은  박리제층이  형성되어있지  않은  부분의  알루미늄박과  함께 
접착층으로부터 분리된다.

(2)  제1층으로서,  약  70μ의  두께를  가지는  나일론막이  사용되며,  그위에는  박리제층을  형성하는 박
리제로서  사용된  왁스가  일부  비피복부를  남게  하기위해  피복되어서,  부분적으로  박리제층을 형성하
기  위해  건조기에서  구워진다.  다음  접착층을  형성하는  폴리에스터계  접착제가  박리제층  상에  약 5
∼50μ의  두께로  피복된다.  아울러  알루미늄박이  접착제  수지를  건조하여  굳게하기  위해  용융된 접
착제  표면에  적층된다.  다음  EVA  수지가  알루미늄박에  피복된다.  이때  왁스층으로부터  접착제를 떼
어내는데  요하는  힘은  50g이다.  한편  접착제가  보호지를  형성하기  위해  보호지  위에  5∼50μ의 건조
된  막두께로  피복되며,  이  보호지는  앞서  언급한  2중층  제조물과  함께  부착된다.  이때  접착제로부터 
보호지를  분리시키는데  필요한  힘(d)은  10g이다.  그와같은  방도로  마련된  압력  감응  스티커는 라벨
로  되어  피부착물(종이상자,  플라스틱  및  유리병)상에  부착된다.  이때  피부착물에의  접착력(b)은 
1500g이다.  부착된  라벨을  강제적으로  떼어내려할때  제1층의  막은  박리제층이  형성되어있지  않은 부
분의 알루미늄박과 함게 접착층으로부터 분리된다.

제18도는 별도의 구현예의 횡단면도이다.

이  구현예에서  적당한  도안선층(423)이  제2층을  형성하는  수지막이나  알루미늄박의  표면상에  인쇄, 
형성되어  제1층(420)이  떼어졌을때  도안선층(423)이  눈에  보이게  된다.  제  2  층(416)이 알루미늄박
으로  형성된  경우,  도안선층(423)이  우선  제  2  층(416)의  표면상에  형성되어  적층된다. 제2층(416)
이  수지를  피복하므로써  형성되는  경우,  인쇄성형은  수지막이  형성된  후  만들어진다.  게다가  도 제3
층(428)의  반대측상에  적당한  도안선층(425)가  역시  인쇄  형성되어,  제2층(416)이 제3층(428)으로부
터  떼어내어  졌을때,  제3층이  육안으로  보이게  된다.  도안선층(425)는  제3층(428)을  형성한  다음 인
쇄 성형된다.

한편  도안선층(423)과  (425)는  경우에따라  적당한  피복기로  피복물질을  피복시키므로써,  채색된다. 
또한  고정문자나  무늬는  제1층(420)이  떼어졌을때  2종류의  도안선층(423)  및  (425)를 결합시키므로
써 형성될 수 있다.

수지막을  형성하는  합성수지로써,  안에  혼합용융  금속  파우더로  이루어지고,  또한  비교적  미소한 힘
을  제공하므로써  절제  및  떼어지게끔  형성된  합성수지가  제2층(416)을  형성하기  위해  선택되어서 피
복될 수 있다.

한편,  제2층(416)이  제3층(428)으로부터  손쉽게  분리되지  않을때,  제3층(428)을  형성하는 합성수지
를  피복,  적층하기전에  실리콘수지와  같은  박리제가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2층(416)이 적층
되어 형성된 다음 주표면상에 피복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보호지,  이  보호지의  1주표면위에  적층된  접착층,  상기  접착층위에  적층되고  또한  손가락으로 절제
나 떼어낼 수  있는 제2층,  상기 제2층위에 적층된 접착층 및  이  접착층을 일시적으로 적층하여 부착
시킨 제1층으로 구성된 재부착 방지용 부착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또한,  제1층,  제2층,  제1,2층을  일시적으로  부착시키는  접착층,  상기  제2층의 1주
표면  위에  적층된  접착층  및  접착제의  접착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2층위에  있는  접착충의 1주표면
의  일부분에  적층된  접착력  감소층으로  구성되고,  또한  접착력  감소층의  위치에서  접착층의 접착력
을  a,  제2층을  떼어내는데  요하는  힘을  b,  접착층에서의  제1층으로부터  제2층을  떼어내는데  요하는 
힘을  c,  접착력  감소층의  외부  위치에  있는  접착층의  접착력을  d라  할때,a<c,  b<d식을  만족시키는 
부착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또한,  제1층,  제1층의  1주표면위에  적층된  접착층,  접착층  제1층이  바로  접하게끔 
부분적으로  절제된  바로서  제1층과  상기  접착층  사이에  적층된  박리제층  및  상기  접착층에  의해 제1
층위에  적층,  부착되어,  상기  박리제층이  형성되어있지  않은  곳에서는  접착층에  의해  제1층위에 접
착되어진 상태로 떼어질 수 있게끔 형성된 제2층으로 구성된 부착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또한,  제1층,  제1층의  1주표면위에  적층된  접착층,  제1층이  접착층과  바로 접하게
끔  부분적으로  절제된  바로서  제1층과  접착층  사이에  적층된  박리제층,  상기  접착층에  의해 제1층상
에  적층,  부착된  제2층  및  제2층의  주표면위에  적층되어  상기  박리제층이  형성되어있지  않은  곳에서 
접착층에 의해 제1층위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떼어질 수 있게끔 형성된 제2층으로 구성된 부착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층이 합성막으로 이루어진 부착물.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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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층이 폴리에스터막으로 이루어진 부착물.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층이 종이로 이루어진 부착물.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층이 그 주표면위에 인쇄층을 형성하여 이루어진 부착물.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층이 금속층으로 이루어진 부착물.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층이 금속박으로 이루어진 부착물.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2층이 적층 알루미늄박에 의해 형성된 층으로 이루어진 부착물.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층이 금속 파우더로 혼합된 합성 수지층으로 이루어진 부착물.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또한 상기 제2층의 1주표면위에 인쇄층을 형성하여 구성된 부착물.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또한 상기 채색된 제2층의 1주표면상에 하나의 층이 형성되어 구성된 부착물.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층이 채색된 수지층으로 이루어진 부착물.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제2층이 취성 합성수지막으로 이루어진 부착물.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제2층위에 적층된 상기 접착층이 왁스로 피복된 부착물.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제2층위에 적층된 상기 접착층이 파라핀으로 피복된 1층으로 이루어진 부착물.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제2층위에 적층된 상기 접착층이 합성수지로 피복된 수지층으로 이루어진 부착물.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수지층이 우레탄수지로 피복된 수지층으로 이루어진 부착물.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수지층이 EVA 수지로 피복된 수지층으로 이루어진 부착물.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제2층위에 적층된 상기 접착층이 접착제로 피복된 접착층으로 이루어진 부착물.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층이 우레탄계 접착제로 피복된 접착층으로 이루어진 부착물.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층이 폴리에스터계 접착제를 피복하므로써 이루어진 부착물.

청구항 25 

제3항 또는 4항에 있어서, 상기 박리제층이 실리콘수지로 피복된 하나의 층으로 이루어진 부착물.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박리제층이 도안선을 형성하는 부착물.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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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3층이 합성수지로 피복된 수지층으로 이루어진 부착물.

청구항 28 

제4항에 있어서, 또한 상기 제3층의 1주표면위에 인쇄층이 형성되어 구성된 부착물.

청구항 2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3층이 채색된 수지층으로 이루어진 부착물.

청구항 30 

제2항에 있어서, 접착력 감소층이 왁스를 피복시키므로써 형성된 부착물.

청구항 31 

제2항에 있어서, 접착력 감소층이 합성수지를 피복시키므로써 형성된 부착물.

청구항 32 

제2항에 있어서, 접착력 감소층이 파우더를 피복시키므로써 형성된부착물.

청구항 33 

제2항에  있어서,  접착력  감소층이  제2층위에  적층된  접착층의  1주표면을  피복시키는  형식에  의해 형
성된 부착물.

청구항 34 

제2항에  있어서,  제2층위에  적층된  상기  접착층이  보호지의  1주표면상에서  보호지와  일시적으로 부
착된 부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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