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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변색성 직물 시트와 그것을 사용하는 완구 세트 및수변색체용 필기구

(57) 요약

본 발명의 수변색성 직물 시트는 지지체와, 이 지지체의 표면위에 제공되고 미세한 규산 입자가 분산 상태로 고정되는 바

인더 수지로 형성되는 다공성 층을 포함하고, 물 흡수 상태와 물이 흡수되지 않은 상태 사이에서 서로 다른 투명성을 나타

낼 수 있다. 상기 지지체는 30 g/m2 내지 1,000 g/m2 의 단위 면적당 중량을 갖는 직물이고, 상기 미세한 규산 입자는 1

g/m2 내지 30 g/m2의 양으로 상기 다공성 층에 유지되며, 상기 미세한 규산입자는 바인더 수지의 1 중량부에 대해 0.5 중

량부 내지 2 중량부 범위의 양으로 합체된다.

또한, 본 발명에는 상술된 수변색성 직물 시트를 포함하는 수변색체용으로 적합한 필기구가 기재되어 있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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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지지체와, 상기 지지체의 표면에 제공되고 미세한 규산 입자가 분산 상태로 고정되는 다공성 층을 포함하고, 액체 흡수 상

태와 액체 비흡수 상태 사이에서 서로 다른 투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변색성 직물 시트로서,

상기 지지체는 30 g/m2 내지 1,000 g/m2 의 단위 면적당 중량을 갖는 직물이며, 상기 미세한 규산 입자는 1 g/m2 내지 30

g/m2 의 양으로 상기 다공성 층에 유지되며, 또한 상기 미세한 규산 입자는 바인더 수지의 1 중량부에 대해 0.5 중량부 내

지 2 중량부 범위의 양으로 합체되는 수변색성 직물 시트.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한 규산 입자는 습식 공정에 의해 생성되는 0.03㎛ 내지 10㎛의 입자 직경 및 2차원 구조를 갖

는 규산이며, 상기 바인더 수지는 폴리우레탄 수지인 수변색성 직물 시트.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층 근방이나 그의 상부층이나 또는 하부층으로 착색층이 추가로 제공되는 수변색성 직물

시트.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직물의 후방에는 방수성 시트 재료가 제공되는 수변색성 직물 시트.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방수성 시트 재료는 1 ㎛ 내지 3 mm의 두께를 갖는 시트이고, 연성의 열가소성 수지 및 열가소성

엘라스토머로부터 선택된 재료로 제조되는 수변색성 직물 시트.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직물은 적어도 50 cm 이상의 측부를 갖는 사변형으로 절단되는 수변색성 직물 시트.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수변색성 직물 시트와 물 공급수단을 포함하는 수변색성 완구 세트.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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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물 공급 수단은 개방 셀 또는 섬유성 작업 부재를 구비하는 합성수지 다공성 부재를 포함하는 스탬

프형(a stamp type)과 펜촉 재료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다공성 부재 또는 섬유성 작업 부재를 포함하는 필기구형(a writing

instrument type) 중 어느 것으로 선택되는 수변색성 완구 세트.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필기구는 주 몸체와, 합성수지 다공성 부재 또는 섬유성 작업 부재로 형성되고 상기 주 몸체의 전방

단부에 결합되는 펜촉을 포함하고,

상기 펜촉(73, 79)의 전방 단부(73a, 79a)는 섬유 다발로 형성되고 또한 상기 주 몸체에서 유지되는 물 흡수기(74)의 전방

단부(74a, 74b)에 연결되고, 상기 물 흡수기가 외부와 소통되도록 하기 위해 상기 주 몸체의 적절한 부분에 소통 구멍들이

제공되는 수변색성 완구 세트.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필기구는 펜촉을 유지시키는 홀더와, 물을 내부에 직접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포함하고,

물을 용기 내로 배출시키는 유출 개구가 상기 용기의 전방 단부에 제공되며,

상기 홀더는 유출 개구에 분리 가능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상기 용기의 내부는 홀더가 유출 개구에 결합될 때 밀

봉 가능하게 폐쇄되는 수변색성 완구 세트.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홀더는 상기 펜촉을 그의 외부면을 따라 유지하는 원통형 펜촉 홀더를 포함하고,

상기 원통형 펜촉 홀더는 유출 개구로부터 상기 용기의 내부로 삽입되어, 그 용기 안에 배치되며,

상기 펜촉의 외부면과 상기 펜촉 홀더의 내부면 사이에는 갭이 제공되고, 상기 갭은 용기의 내부를 용기의 외부와 소통시

키며 또한 모세관력에 의해 물을 유지시키는 갭인 수변색성 완구 세트.

청구항 12.

어떠한 소정의 기록 이미지가 물에 의해 수변색체상에 형성되는 수변색체용 필기구로서,

상기 수변색체는 지지체와, 상기 지지체의 표면상에 제공되며 미세한 규산 입자가 분산 상태로 고정되는 바인더 수지로 형

성되는 다공성 층을 포함하고, 액체 흡수 상태와 액체 비흡수 상태 사이에서 서로 다른 투명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상기 필기구는 주 몸체와, 상기 주 몸체의 전방 단부에 부착되는 펜촉, 및 상기 주 몸체의 내부에 유지되는 물 흡수기를 포

함하고,

상기 물 흡수기의 전방 단부는 물 흡수기가 흡수함으로써 물을 내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상기 펜촉의 후방 단부에 연결되

며,

상기 주 몸체는 물 흡수기의 후방 단부가 외부와 소통되는 소통 구멍이 그의 후방 단부에 제공되는 수변색체용 필기구.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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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물 흡수기는 펜촉으로부터 흡수함으로써 물이 내부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구성되는 수변색체용 필

기구.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물 흡수기는 주 몸체의 후방에서 소통 구멍을 통해 흡수함으로써 물이 내부로 공급 가능할 수 있

도록 구성되는 수변색체용 필기구.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주 몸체 후방의 소통 구멍은 물 흡수기의 후방 단부에 대한 후방 위치에서 외부로 개방되도록 제

조되는 수변색체용 필기구.

청구항 16.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주 몸체의 전방부에는 상기 물 흡수기의 전방 단부를 외부와 소통시키는 소통 구멍이 제공되는 수

변색체용 필기구.

청구항 17.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펜촉과 상기 물 흡수기는 각각 섬유성 작업 부재 또는 합성수지 다공성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펜

촉은 물 흡수기의 모세관력보다 더 크게 설정된 모세관력을 갖는 수변색체용 필기구.

청구항 18.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주 몸체의 후방 단부 개구에는 테일 스톱퍼(tail stopper)가 고정되고, 상기 소통 구멍은 상기 테

일 스톱퍼에 제공되는 수변색체용 필기구.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수변색성 직물 시트(water-metachromatic cloth sheet)와, 이것을 사용하는 완구 세트 및, 수변색체용 필기구

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물이 마르게 있는지 아니면 젖어 있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장할 수 있는 수변

색성 직물 시트와, 이러한 시트를 사용하는 완구 세트 및, 물에 의해 어떠한 핸드라이팅(handwriting) 이미지를 형성하는

수변색체용 필기구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 흰색 또는 색깔이 있는 불투명한 시트는 이것이 젖어 있는지 또는 마르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색깔이 없게

되거나 투명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또한 색깔의 변화 즉, 색채 전이로 언급된다.

지지체와, 낮은 굴절율을 갖는 색소를 포함하는 다공성 층을 구비하고, 물이 부착되는 상기 다공성층이 이미지를 나타내도

록 하기 위하여 투명하게 되는 시트는 일본 특허공개소(Sho) 50-5097호와, 헤이(Hei)5-15389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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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트가 주로 사용되는 분야로서, 서예, 이미지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완구 등에 적용되고, 특히 낮은 내구성을 갖는

지지체 또는 기판으로서 종이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미국 특허 제 5,163,846 호는 이러한 형태의 물에 반응하는 시트와, 이 시트에 기록할 수 있는 수성펜을 기재하고 있으나,

상기 수성펜의 구성이 만족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을 기재하지 못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단위 면적당 특정의 중량을 갖는 직물이 지지체로 사용될 수 있고, 특정의 낮은 굴절율을 갖는 색소와, 바인더

수지를 특정의 비율로 혼합함으로써 구성되는 다공성 층이 상기 지지체의 표면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을 기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뚜렷한 관통 관찰 이미지가 나타나며, 또한 종래 기술에서의 내구성이 없는 단점이 제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우수한 변형 강도와, 내(耐)스크래치성(scratch resistance), 방수성(water resistanc) 등을 제공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수변색성 기록 시트에 사용될 수 있으며, 수변색성 이미지가 바람직하게 형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

이 그 위를 걸어다니거나 또는 유아들에게 충분히 큰 영역을 제공하는 수변색성 시트를 제공하며, 또한 인형의 옷과 완구

의 피부가 재료와 같은 완구 분야, 그리고 수영복 분야 및 인공꽃, 우산, 레인코트, 방수 신발 등의 다른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수변색성 직물 시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수변색성 시트에 수변색성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필기구의 형태 또는 스탬프의 형태를 갖

는 물이 제공되는 수단과 조합되어 사용되는 완구 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물이 기록 속도에 따라서 적절한 양으로 흐를수 있는 동안에 뚜렷한 물의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

으며, 또한 펜의 촉이 상향 또는 측방향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기록될지라도 적절한 양의 물이 흐르는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필기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 필기구로서, 물이 쉽게 공급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유용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변색체용

필기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술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지지체를 포함하고, 상기 지지체의 표면에 제공되며 미세한 규산 입자가 분산

상태로 고정되는 바인더 수지로 형성되는 다공성 층을 포함하며, 액체 흡수 상태와 액체 비흡수 상태 사이에서 서로 다른

투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변색성 직물 시트를 제공하며,

여기에서, 상기 지지체는 30 g/m2 내지 1,000 g/m2의 단위 면적당 중량을 갖는 직물을 가지며, 상기 미세한 규산 입자는

1g/m2 내지 30g/m2의 양으로 상기 다공성 층에 유지되며, 상기 미세한 규산 입자는 바인더 수지의 1 중량부(part by

weight)에 대해 0.5 중량부 내지 2 중량부의 범위 양으로 합체된다.

또한, 본 발명은 상술된 수변색성 직물 시트와 물을 공급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수변색성 완구 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필기구로써 바람직한 어떠한 기록 이미지도 물에 의해 수변색체에 형성되는 수변색체용 필기구를 제공하

며, 상기 수변색체는 지지체와, 지지체의 표면에 제공되며 미세한 규산 입자가 분산 상태로 고정되는 바인더 수지로 형성

되는 다공성 층을 포함하며, 액체 흡수 상태와 액체 비흡수 상태 사이에서 서로 다른 투명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상기 필기구는 주 몸체와, 상기 주 몸체의 전방 단부에 부착되는 펜촉 및, 상기 주 몸체의 내부에 유지되는 물 흡수기를 포

함하며;

상기 물 흡수기의 전방 단부는 물 흡수기가 흡수함으로써 물이 내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상기 펜촉의 후방 단부에 연결되

며;

상기 주 몸체는 물 흡수기의 후방 단부가 외부와 소통될 수 있는 소통 구멍을 갖는 후방 단부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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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수변색성 직물 시트는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하여서 보다 상세히 설명된다(도 1 내지 도 5).

수변색성 직물 시트(1)는 기본적으로 지지체 또는 기판(2)과, 그 표면위에 제공되며 미세한 규산 입자가 분산 상태로 고정

되는 바인더 수지로 형성되는 다공성 층(3)을 포함하며, 액체 흡수 상태와 액체 비흡수 상태 사이에서 서로 다른 투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변색성 직물시트이고, 상기 지지체(2)는 30g/m2 내지 1,000g/m2의 단위 면적당 중량을 갖는 직물이고,

상기 미세한 규산 입자는 1g/m2 내지 30g/m2의 양으로 상기 다공성층(3)에서 유지되며, 상기 미세한 규산 입자는 바인더

수지의 1 중량부에 대해 0.5 중량부 내지 2 중량부의 범위 양으로 합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상기 미세한 규산입자는 습식 공정에 의해 제조되며 2차원 구조를 갖는 0.03㎛ 내지 10㎛의 입자직경

을 갖는 규산이 될 수 있다. 상기 바인더 수지는 폴리우레탄 수지가 될 수 있다. 착색층(4)이 상기 다공성 층의 근처 또는

그 상부층 또는 하부층에 부가로 제공될 수 있다(도 2). 방수성 시트 재료(5)가 연성의 열가소성 수지와 열가소성 엘라스토

머로 선택되는 재료로 제조되고,1㎛ 내지 3 mm의 두께를 갖는 시트가 될 수 있다. 상기 직물은 적어도 50 cm 이상의 측부

를 갖는 사변형이 될 수 있다.

상기 미세한 규산입자는 건식 공정에 의해 제조될 수 있지만, 습식 공정에 의해 제조된 미세한 규산 입자(이후에는, "습식

공정의 미세한 규산입자"로 언급함)가 특히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유용성을 만족시킨다.

이러한 미세한 규산입자는 이후에 설명된다.

상기 미세한 규산입자는 비결정성의 무결정(무결정 분말) 규산이다. 이것의 제조 방법에 따라서, 이것은 실리콘 테트라크

로라이드와 같은 실리콘 할라이드의 열분해와 같은 가스 상태 반응에 의해 얻어지는 건식 공정 제품(이후에는, "건식 공정

의 미세한 규산 입자"로 언급함)과, 산을 가진 소듐 실리케이트의 분해와 같은 액체 상태 반응에 의해 얻어지는 습식 공정

의 미세한 규산 입자로 크게 분류된다. 본 발명에서 의도되는 바와 같이 다공성 층을 물투명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하는 것

과 같은 작용을 얻기 위하여, 상기 습식 공정 미세한 규산입자가 가장 양호하다. 이러한 점은 상기 습식공정의 미세한 규산

입자와 건식 공정의 미세한 규산입자는 구조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상기 건식 공정의 미세한 규산입자는 아래의 화학

식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규산 입자의 분자가 근접되게 결합된다.

화학식 1

반면에, 습식공정의 미세한 규산 입자는 아래의 화학식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긴 분자간 정렬을 형성하는 2차원 구조의 모

이티(moiety)로 불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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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2

따라서, 상기 습식 공정의 미세한 규산 입자는 건식 공정의 미세한 규산 입자보다 더 조잡한 분자간 구조를 가지고, 따라

서, 다공성 층에 사용될 때, 상기 습식 공정의 미세한 규산 입자는 건식 공정의 미세한 규산 입자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비

교하여서 보다 우수한 불규칙적인 광 반사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일반적인 상태에서 보다 큰 은폐 성능을 제공한

다.

물은 본 발명에서 상기 다공성 층(3)에 흡수된다. 따라서, 상기 습식 공정의 미세한 규산 입자가 또한 양호하게 사용되는

데, 왜냐 하면 이것은 건식 공정의 미세한 규산 입자보다 시라놀 그룹(silanol group)으로서 입자 표면에 더 많은 수산기

그룹을 갖기 때문이고, 보다 큰 친수성을 갖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은폐 성능과, 다공성 층의 액체 흡수 상태에서 투명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낮은 굴절율을 갖는 다른 일

반적인 목적의 색소가 상기 습식의 미세한 규산 입자와 조합하여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은폐성능과, 액체 흡수 상태에서 투명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기 다공성 층(3)에서 습식 공정의 미

세한 규산 입자는 1g/m2 내지 30g/m2의 코팅 중량으로 있는 것이 양호할 수 있고, 보다 양호하게는 5 g/m2 내지 20 g/

m2, 이것은 입자 직경, 특정의 표면 영역 및 오일 흡수와 같은 물리적인 성질에 의존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1g/m2 보다

작다면, 일반적인 상태에서 충분한 은폐 성능을 얻기가 어렵다. 반대로 30g/m2 보다 작다면, 액체 흡수 상태에서 충분한

투명성을 얻기가 어렵다.

상기 미세한 규산 입자의 입자 직경에는 특정한 제한이 없다. 0.03 내지 10.0㎛의 입자 직경이 양호하게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미세한 규산 입자는 결합제(binding agent)로서 바인더 수지를 포함하는 차량에 분산되고, 상기 얻어진 분산은 다공

성 층(3)을 형성하기 위하여 휘발성 성분을 증발시킴으로써 건조되어 지지체(2)에 코팅된다.

상기 바인더 수지는 우레탄 수지, 나일론 수지, 비닐 아세테이트 수지, 아크릴레이트 수지,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수지,

아크릴 폴리올 수지, 비닐 크로라이드-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수지, 말레산(maleic acid) 수지, 폴리에스터 수지, 스틸

렌 수지, 스틸렌 공중합체 수지, 폴리에틸렌 수지,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에폭시 수지, 스틸렌-부타디엔 공중합체 수지, 아

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공중합체 수지, 메틸 메타아크릴레이트-부타디엔 공중합체 수지, 부타디엔 수지, 크로로프렌 수

지, 메라민 수지 및, 카세인, 전분, 셀루로즈 유도체, 폴리비닐 알코올, 우레아 수지 및 페놀 수지는 물론 상기 수지의 에멀

젼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미세한 규산 입자와 상기 바인더 수지의 어떠한 것도 상기 바인더 수지가 0.5 내지 2 중량부의 고체 성분으로 있고,

미세한 규산 입자의 형태와 성질에 따라서 미세한 규산 입자의 1 중량부에 대해 0.8 내지 1.5 중량부가 보다 양호하다. 상

기 바인딩 수지의 고체 성분이 미세한 규산 입자의 1 중량부에 대해 0.5 중량부보다 작다면, 다공성 층의 실질적인 막의 강

도를 얻기가 어렵다. 만약 2 중량부보다 크게 된다면, 상기 다공성 층은 물에 대한 침투성이 나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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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다공성 층(3)은 종래의 공지된 통상으로 이용되는 코팅막보다 착색제에 바인더 수지를 혼합하는 비율이 작게 됨으로

써, 충분한 막의 강도를 얻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안티-스크래치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술된 바인더 수지 중에서,

나일론 수지 또는 우레탄 수지를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수지와 상기 수지 중의 하나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

다.

상기 우레탄 수지는 폴리에스터형 우레탄 수지, 폴리카보네이트형 우레탄 수지 및, 폴리에테르형 우레탄 수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것들 중의 2개 이상의 형이 조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물에 상술된 수지의 어떠한 것도 분산시키고 에멀젼시

킴으로써 얻어지는 우레탄형 에멀젼 수지와, 이온 성질을 갖는 우레탄 수지 그 자체[우레탄 이오노머(ionomer)]의 이온

그룹을 고려하여서 어떠한 유화제도 요구하지 않고 자체 에멀젼화에 의해 물에 용해되거나 분사되는 콜로이드 분산형(이

오노머 형) 우레탄 수지가 사용될 수 있다.

상술된 우레탄형 수지에서와 같이, 수용성 우레탄 수지와 기름에 녹는 우레탄 수지가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양호하

게는 수용성 우레탄 수지, 특히 우레탄형 에멀젼 수지와 콜로이드 분산형 우레탄 수지이다.

상기 우레탄 수지는 단독 또는 조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다른 바인더 수지가 막에서 요구되는 성능과 지지체의 형태

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다. 우레탄 수지와 다른 바인더 수지가 사용되는 경우에, 상기 우레탄 수지는 고체의 중량비로서

30%이상의 양에서 상기 다공성 층의 바인더 수지에 합체되는 것이 양호하다.

상술된 바인더 수지에서, 어떠한 바람직한 가교 결합제(cross-linking agent)를 부가시킴으로써 가교 결합되는 가교 결합

수지가 될 수 있으므로, 상기 막의 강도는 부가로 향상될 수 있다.

상기 바인더 수지는 물의 친화력 정도에서 다르다. 이렇게 다른 물의 친화력을 갖는 것이 조합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

한 점은 시간과, 침투이후에 건조율 또는 다공성 층 내로 물을 침투하는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은 분산제를

첨가시킴으로써 제어될 수 있다.

상기 다공성 층(3)에서, 이산화 티타늄으로 코팅된 마이카(mica), 산화철/이산화 티타늄으로 코팅된 마이카, 산화철로 코

팅된 마이카, 구아닌(guanine), 세리사이트(sericite), 베이직 리드 카보네이트, 에시드 리드 아르제네이트 또는 비스무스

산염화물과 같은 종래에 공지된 금속성 색소가 부가되거나, 형광성 염료 또는 형광성 색소, 또는 통상의 염료 또는 색소가

혼합될 수 있음으로, 색깔의 변화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온도 변화시에 색깔을 변화시키는 종래에 공지된 환원 가능한 금속성 색소가 혼합될 수 있으므로, 상기 색깔은 주위 온도

또는 제공되는 물의 온도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착색층(4)이 다공성(3)의 근처 및/또는 그 하부층 또는 상부층에 부가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특징의 변

화가 풍부하게 될 수 있다.

상기 다공성(3)과 착색층(4)은 고체로 프린트된 층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되지 않고, 글자, 심벌 및 디자인과 같은 이미

지가 될 수 있다.

상기 다공성 층(3)과 착색층(4)은 스크린 프린팅, 오프셋 프린팅, 그라비어 프린팅(gravure printing), 패드 프린팅, 전사

와 같은 프린팅 수단과, 브러쉬 코팅, 스프레이 코팅, 정전기적인 코팅, 전기침착 코팅, 캐스트 코팅, 롤러 코팅 및 침지 코

팅과 같은 코팅 수단에 의해 실행되는 종래에 공지된 수단에 의해 적절하게 형성될 수 있다.

지지체(2)로서는 직조된 천, 니트 또는 비직조 천과 같은 직물을 사용되는 것이 요구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30g/

m2 내지 1,000g/m2 범위, 더욱 양호하게는 30g/m2 내지 500g/m2의 단위 면적당 중량을 갖는 직물을 사용하는 것이 요구

된다. 단위 면적당 중량이 30g/m2보다 작게되는 시스템에서는, 물은 불균일하고 불충분하게 흡수되어, 뚜렷한 시야의 이

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한편, 1,000g/m2보다 더 큰 시스템에서는, 상기 직물은 매우 큰 단면 두께를 가짐으

로써, 치울 때에 접기가 힘들거나 상기 시트가 큰 영역을 차지하는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경량이 아니고, 또한 상기 직물은

경제적으로 이점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상기 직물 중에서, 다공성 층이 균일하게 형성될 수 있는 장점의 견지에서 볼 때에 양호한 평면도를 갖는 직조된 천이 양호

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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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직물을 사용하는 것은 보다 큰 물의 흡수성을 보장하고, 지지체로서 종이를 사용한 종래의 시스템보다 훨씬 뚜렷한

시야의 이미지(Q)(도 5)를 보다 빠르고 쉽게 형성할 수 있으며, 또한 물이 흡수될 때 강도가 낮아지는 것이 없게된다. 보다

큰 영역으로 구성된 시트가 있는 시스템에서, 이러한 직물은 치울 때에 쉽게 접혀질 수있다.

상기 직물 시트(1)의 뒤쪽에는, 약 1㎛ 내지 약 3mm의 두께를 갖는 방수성의 시트 재료(5)가 접합되거나, 꿰메어지거나,

또는 적층의 형태로 될 수 있기 위하여 접착되는 어떠한 다른 수단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시트 재료(5)는 예를 들

면, 폴리오레핀 수지 또는 가소제를 혼합시킴으로써 얻어지는 비닐 크로라이드 수지의 연성의 플라스틱 또는, 스틸렌 형,

우레탄 형, 폴리에스테르 형, 폴리아미드 형, 폴리부타디엔 형 또는 플루오르 형의 열가소성 엘라스토머로 구성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1㎛보다 작은 두께를 갖는 방수성의 시트 재료는 불충분한 내구성을 가진다. 한편, 3mm보다 큰 두께를

갖는 시트 재료는 접기가 어렵게 될 수 있다.

상기 방수성 시트 재료(5)가 직물의 뒤쪽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시트의 뒤쪽을 통해 물이 누설됨으로써, 물이 사고로 시트

표면에 떨어지거나, 물이 과도하게 흡수될 때 어떠한 오염도 방지될 수 있으며, 또한 미끄럼 방지 작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완구 목적의 수변색성 직물 시트(1)는 유아들이나 그외 어떠한 사람도 그 곳위에서 놀기에 충분히 큰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될 수 있다. 즉, 적어도 50 cm이상의 측부를 갖는 사변형을 가질 수 있으므로, 유아들이나 또는 그외

어떠한 사람도 다양성을 가진 물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형성할 수 있고, 내구성이 만족스러우며, 물로 인한 오염의 성가

심을 피하면서 걱정없이 놀 수가 있다.

두 번째로,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수변색성 직물 시트(1)와, 세트를 이루는 물을 공급하는 수단(P)을 포함하는 수변

색성 완구 세트를 특징으로 한다(도 5참조).

상기 물을 공급하는 수단(P)의 예로서는, 물 흡수 요소로서 작용하는 개방된 셀 또는 섬유 작용 부재를 가지고, 그리고 스

탬프 표면에 디자인, 문자, 심벌과 같은 이미지를 갖는 합성수지 다공성 부재를 포함하는 스탬프 형(P-1)과, 펜촉 부재로

서 사용되는 상기 합성수지 다공성 부재 또는 섬유작용 부재를 포함하는 필기구형(P-2)가 있다.

도 6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제 1 실시예에서, 상기 필기구형(P-2)의 경우에, 필기구(71)는 주 몸체(72)의 전방 단부에 결

합되는 기록 단부로서 상기 펜촉(73)을 갖는 것으로 될 수 있다. 상기 펜촉(73)의 후방 단부는 주 몸체(72)에 유지되는 섬

유 다발로 구성되는 물 흡수기(74)의 전방 단부에 연결되고, 상기 주 몸체(72)는 이것의 적절한 부분에서 물 흡수기(74)가

외부와 소통되는 소통 구멍(75 또는 76)을 구비한다.

상기 필기구(71)에서, 상기 주 몸체(72)에 유지되는 물 흡수기(74)가 안에서 유지하는 물은 섬유 사이에 형성된 다수의 모

세관 공극 내에서 유지된다. 적절한 양의 물은 상기 펜촉(73)을 통해 기록 단부로 나갈 수 있고, 상기 물 흡수기(74)의 모세

관력보다 더 큰 모세관력을 갖는다. 상기 소통 구멍(75 또는 76)은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 몸체의 내부 또

는 외부로 공기가 교환되도록 하는 작용함으로써, 많지도 작지도 않는 적절한 양의 물이 물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기록 속도에 따라서 기록 표면에 도입될 수 있다. 여기에서, 상기 소통 구멍(75)이 주 몸체(72)의 후방 단부에 제공되는 시

스템에서, 이것은 물 공급 구멍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도 6 내지 도 11를 참조).

상기 필기구(71)에 형성된 시스템에서, 상기 펜촉(73)과 물 흡수기(74) 사이의 접촉은 상기 펜촉이 상향으로 또는 측방으

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기록을 할 때라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적절한 양의 물이 둘 사이에서 모세관력의 적절한 균형을

고려하여서 기록면으로 흐를 수 있다. 따라서, 뚜렷한 물의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다.

상기 필기구형(P-2)의 제 2 실시예로서, 도 16 내지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조를 갖는 필기구(81)가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은 펜촉(82)을 유지하기 위한 홀더(83)와, 물을 내부에서 직접 유지할 수 있는 용기(86)를 포함한다. 물이 용기(63) 내

로 흐르는 유출 개구(861)는 용기(86)의 단부에 형성되고, 또한 상기 홀더(83)는 유출 개구(861)에 분리 가능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형성된다. 상기 홀더(83)는 유출 개구(861)에 결합됨으로써, 상기 용기의 내부는 밀봉 가능하게 폐쇄된다.

상기 필기구(81)에서, 홀더(83)는 상기 펜촉(82)을 그의 외부면을 따라 유지시키는 원통형 펜촉 홀더(85)를 구비하고, 상

기 펜촉 홀더(85)는 유출 개구(861)로부터 용기의 내부로 삽입되고 그 곳에 배치된다. 상기 펜촉(82)의 외부면과, 상기 펜

촉 홀더(85)의 내부면 사이에서, 상기 용기(86)의 내부면이 용기(86)의 외부와 소통되고 물이 모세관력에 의해 유지되는

갭(88)이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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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필기구(81)에 형성된 시스템에서, 물(87)이 용기(86) 내로 흘러 들어갈 때, 상기 홀더는 유출 개구(861)가 상방으로

개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유출 개구(861)에서 용기(86)로부터 분리되고, 여기에서 물(87)은 유출 개구(861)로부터 유출된

다. 그 다음, 상기 펜촉(82)을 갖는 홀더(83)는 유출 개구(861)에 결합되고, 따라서 상기 유출 개구(861)는 폐쇄되고, 상기

용기(86)의 내부는 밀봉되게 폐쇄된다. 따라서, 물(87)이 용기 내로 흘러들어 가는 과정에서는 물(87)이 외부로 누설될 가

능성은 없게 된다. 또한, 펜촉(82)을 갖는 홀더(83)는 용기(86)의 커버로서 작용하고, 따라서 전체의 필기구 부분의 수는

작게 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구조가 제공될 수 있다.

상기 펜촉(73)은 이것의 외부면을 따라서 유지시키는 원통형 펜촉 홀더(85)를 갖는 홀더(83)의 구조에서는, 상기 펜촉 홀

더(85)는 유출 개구(861)로부터 용기의 내부로 삽입되고 그 곳에 배치되며, 상기 용기(86)에서 물(87)을 유지시키는 부분

과 상기 펜촉(82) 사이의 거리는 상기 펜촉 홀더(85)가 용기(86) 외부에 결합되는 구조(본 발명의 구성과는 다른 구성)에

서 보다 더 짧게 설정될 수 있다. 여기에서, 물(87)은 펜촉(82)에 빠르고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고, 동시에 상기 전체적인

필기구는 컴팩트하게 설정될 수 있다. 또한, 용기(86)의 내부가 용기(86)의 외부와 소통되며 물이 모세관력에 의해 유지되

는 갭이 상기 펜촉(82)의 외부면과 펜촉 홀더(85)의 내부면 사이에 제공되는 구성에서는, 용기(86)의 내부 압력이 온도변

화등에 의해 증가될 때 상기 갭(88)은 물이 용기(86)의 외부로 과도하게 흐르는 것을 일시적으로 유지시킨다. 동시에, 이것

은 물(87)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공기가 외부로부터 내부로 흐르도록 유지시키며, 물(87)이 소모될 때에 용기(86)의 내부

압력에서의 감소될 때에 생성되는 부피에 대응되는 범위로 상기 용기(86) 내로 공기가 흐르도록 한다.

특히, 상기 용기(86)의 내부 압력이 온도 변화의 결과로서 증가될 때에라도, 상기 갭(88)은 물(87)이 펜촉(82)을 통해 누설

되는 가능성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또한, 상기 물(87)이 소모될 때 용기(86)의 내부 압력(86)이 감소되는 경우에서도, 공기

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흐르게 되고, 따라서 펜촉(82)로 물(87)이 과도하게 흐르거나 또는 모자라는 것이 없이 안정

되게 연속적으로 피복될 수 있다. 따라서, 물(87)의 외부로의 흐름과 공기의 내부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어떠한 밸브 기구

용의 복잡한 구조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상기 필기구의 전체가 구성면에서 심플하게 되고 제조 가격은 낮게 유

지될 수 있다.

또한, 상기 갭(88)은 직경방향에서 이것의 폭 크기(S)(도 19 및 20)가 후방으로 연장될 때 더 작아질 수 있도록 설정되는

것이 양호하다. 이러한 점은 갭이 후방으로 연장될 때 갭(88)에서의 모세관력이 점차적으로 크게 되도록 한다. 따라서, 상

기 용기(86)의 내부 압력이 증가되고, 용기(86) 외부로 흐르는 물(87)은 전방으로 향하는 후방 단부로부터 갭에서 일시적

으로 유지된다. 한편, 상기 용기(86)의 내부 압력이 감소될 때, 갭(88)에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물(87)은 방해되지 않고 용

기(86)로 원활하게 연속적으로 복귀되며, 갭(88)의 단부 부분에서 물(87)로써 시작하게 된다.

또한, 갭(88)에서의 모세관력이 이것의 전방 부분에서보다 후방 부분에서 더 크게될 수 있도록 설정되기 때문에, 액체 밀

봉 영역은 물(87)이 항상 유지되고 용기(86) 내로 흐르는 공기 흐름이 제어되는 것으로 형성된다.

특히, 갭(88)의 직경방향에서 폭(S)은 이것이 후방으로 연장될 때 더 작게 되도록 설정되기 때문에, 상기 압력 제어 기구

(즉, 용기(86) 내로 흐르는 공기 흐름을 제어하는 작용과 물(87)을 일시적으로 유지시키는 작용)는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세 번째로, 본 발명은 상술된 바와 같은 필기구(71)를 부가로 실현시킴으로써 일반적인 목적으로 제조되는 필기구에 관한

것이며, 그리고 필기구로써 어떠한 바람직한 기록 이미지도 수변색체에 형성될 수 있는 수변색체용 필기구에 관한 것이고,

상기 수변색체는 직물에 제한되지 않는 지지체와, 상기 지지체의 표면위에 제공되며 미세한 규산 입자가 분사되게 고정된

바인더 수지로 형성되는 다공성 층을 포함하고, 액체 흡수 상태와 액체 비흡수 상태 사이에서 서로 다른 투명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필기구는 주 몸체(72)와, 상기 주 몸체(72)의 전방 단부에 부착된 펜촉(73) 및, 상기 주 몸체(72)의 내부에

서 유지되는 물 흡수기(74)를 포함하며; 상기 물 흡수기(74)의 전방 단부는 물 흡수기가 흡수함으로써 물을 내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상기 펜촉(73)의 후방 단부에 연결되며; 상기 주 몸체(72)는 상기 물 흡수기(74)의 후방 단부가 외부와 소통되는

소통 구멍(75)를 갖는 후방에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물 흡수기(74)는 펜촉(73)으로부터 흡수함으로써 물을

내부로 공급할 수 있다.

특정의 실시예에서, 상기 필기구는 물 흡수기(74)가 주 몸체(72)의 후방에서 소통 구멍(75)을 통해 흡수함으로써 물을 내

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상기 주 몸체(75)의 후방에서 있는 소통 구멍(75)이 물 흡수기(74)의 후방 단부에 대하여

후방으로 있는 위치에서 외부로 개방되어 제조되며; 상기 물 흡수기(74)의 전방 단부가 외부와 소통되는 소통 구멍(76)은

주 몸체(72)의 전방 위치에 제공되고; 상기 펜촉(73)과 물 흡수기(74)는 각각 다공성 작용 부재 또는 합성수지 다공성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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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며, 상기 펜촉(73)은 물 흡수기(74)의 모세관력보다 더 크게 설정되는 모세관력을 가지며; 상기 테일 스톱퍼(tail

stopper)(78)는 주 몸체(72)의 후방 단부 개구에 고정되며, 상기 소통 구멍(75)는 테일 스톱퍼(78)에 제공되는(도 6 내지

도 22 참조) 것을 또한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작동

주 몸체(72)의 전방부에서 펜촉(73)을 통해 흡수함으로써 물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9참조), 상기 펜촉(73)은 물이 침투되

고, 따라서 상기 물 흡수기(74)는 펜촉(73)와 물 흡수기(74)의 모세관력으로 흡수함으로써 공급된다. 이러한 도중에, 상기

주 몸체(72)의 후방 단부에서 소통 구멍(75)은 물 흡수기(74)가 외부 공기와 소통되는 관통 구멍으로써 작용한다. 따라서,

상기 물 흡수기(74)가 흡수함으로써 물이 내부로 공급될 때에, 상기 물 흡수기(74)에 존재하는 공기는 소통 구멍(75)로부

터 주 몸체(72)의 외부로 방출된다. 따라서, 상기 공기 및 물은 주 몸체(72)에 유지되는 물 흡수기(74) 내부와, 주 몸체(72)

의 외부 사이에서 원활하게 교환될 수 있고, 상기 물 흡수기(74)의 내부와 외부 공기 사이에서 압력 균형이 유지될 동안에

물 흡수기(74)는 물이 원활하게 내부로 공급된다.

따라서, 상기 물 흡수기(74)가 펜촉(73) 그 자체와, 물 흡수기(74) 그 자체의 모세관력을 이용함으로써 흡수에 의한 물이

내부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물 흡수기(74)는 물을 외부로 누설시키는 상태양 이상으로 초과하여 물

이 공급될 가능성이 없게 된다.

그 다음, 상기 물 흡수기(74)가 주 몸체(72)의 후방에서 소통 구멍(75)을 통해 흡수함으로써 물이 내부로 공급되는 경우에

(도 10 참조), 상기 주 몸체(72)의 후방부는 물이 침투되고, 따라서 물은 주 몸체(72)의 후방에서 소통 구멍(75)을 통해 물

흡수기(74)의 후방과 접촉하게 되고, 상기 물 흡수기(74)는 물 흡수기(74)의 모세관력에 의해 흡수함으로써 물이 내부로

공급된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 상기 주 몸체(72)의 후방에서 소통 구멍(75)은 물 흐름 관통 구멍으로서 작용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상기 펜촉(73)은 공기 흐름 관통 구멍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물 흡수기(74)가 소통 구멍(75)을 통해 흡수

함으로써 물이 내부로 공급될 때에,상기 주 몸체(72)에 유지되는 물 흡수기(74)에 존재하는 공기는 펜촉(73)(즉, 펜촉(73)

의 모세관 갭을 통해)로부터 상기 주 몸체(72)의 외부로 방출된다. 따라서, 상기 공기와 물은 주 몸체(72)에 유지되는 물 흡

수기(74)의 내부와, 상기 주 몸체(72)의 외부 사이에서 원활하게 교환될 수 있으며, 상기 물 흡수기(74)의 내부와 외부 공

기 사이에 압력 평형이 유지될 동안에 물 흡수기(74)는 흡수함으로써 물이 내부로 원활하게 공급된다.

이러한 전체 주 몸체(72)는 물이 침투될 수 있으며, 상기 물 흡수기(74)는 펜촉(73)과 소통 구멍(75)을 통해 흡수함으로써

물이 내부로 공급될 수 있으며, 동시에 상기 물 흡수기(74)가 흡수함으로써 물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기가 그 곳을

통해 방출된다.

여기에서, 상기 주 몸체(72)의 후방에 있는 소통 구멍(75)은 이것이 주 몸체(72)의 후방에서 개방되는 만큼 긴 어떠한 위치

에서도 외부로 개방되게 제조될 수 있다. 양호하게는, 상기 주 몸체(72)의 후방에 있는 소통 구멍(75)이 물 흡수기(74)의

후방 단부에 대한 후방의 위치에서 외부로 개방되게 제조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작동

따라서, 물 흡수기(74)이 주 몸체(72)의 후방을 통해 흡수함으로써 물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10 참조), 상기 주 몸체(72)의

후방부는 물이 침투되고, 물 흡수기(74)는 소통 구멍(75)을 통한 후방에서 물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으며, 흡수에 의한 물

공급용으로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물 흡수기(74)의 전방 단부가 외부로 소통되는 소통 구멍(76)을 상기 주 몸체(72)의 전방부에서 또한 제공하는 것이 양호

하다.

작동

물이 주 몸체(72)의 전방을 통해 공급되는 경우에(도 9 참조),상기 주 몸체(72)의 전방부(즉, 펜촉(73)과 소통 구멍(75))는

물이 침투되고, 상기 물 흡수기(74)는 흡수함으로써 물이 공급되고, 동시에 물은 주 몸체(72)의 전방부에서 소통 구멍(76)

을 통해 주 몸체(72)로 들어가고, 상기 물 흡수기(74)의 전방부는 주 몸체(72)의 전방부가 침투되는 곳까지 물이 즉시 침투

된다. 따라서, 상기 물 흡수기(74)의 전방부는 물이 직접 공급될 수 있으며, 흡수에 의한 물 공급이 걸리는 시간은 단축될

수 있다. 상기 소통 구멍(76)은 물 흡수기(74)의 전방부에 대한 전방 위치에서 외부로 개방되게 제조되는 것이 양호하다.

따라서, 물 흡수기(74)는 소통 구멍(7)을 통해 물 흡수기(74)의 전방 단부에서 물이 보다 빠르게 공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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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물 흡수기(74)가 주 몸체(72)의 후방을 통해 물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10 참조), 펜촉(73)이 물로 젖게 될 때, 공기는

외부로부터 주 몸체(72)에 유지되는 물 흡수기(74) 내에 있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상기 물 흡수기(74)는 주 몸체(72)의

후방을 통해 물이 내부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없다. 그러나, 상기 소통 구멍(76)이 주 몸체(72)의 전방에 제공되기 때문에,

상기 펜촉(73)이 물로 젖게될 때라도, 공기는 소통 구멍(76)을 통해 주 몸체(72)의 내부와 주 몸체(72)의 외부를 가로질러

서 흐를 수 있다. 따라서, 공기와 물은 주 몸체(72)에 유지되는 물 흡수기(74)의 내부와, 주 몸체(72)의 외부 사이에서 원활

하게 교환될 수 있으므로, 물 흡수기(74)는 주 몸체(72)의 후방을 통해 물이 내부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다.

여기에서, 상기 펜촉(73)과 물 흡수기(74)는 각각 섬유 작업 부재 또는 합성수지 다공성 부재를 각각 포함하고, 상기 펜촉

(73)은 물 흡수기(74)의 모세관력보다 더 크게 설정되는 모세관력을 가진다.

작동

상기 펜촉(73)은 물 흡수기(74)의 모세관력보다 더 크게 설정되는 모세관력을 갖기 때문에, 필기구가 사용될 때 물은 물 흡

수기(74)로부터 펜촉(73)의 전방 단부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고, 수변색체의 원활한 기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

기 물 흡수기(74)가 펜촉(73)의 측부로부터 흡수함으로써 물이 공급될 때, 물은 펜촉(73)의 모세관력에 의한 물 흡수기

(74)의 내부로 공급되고 원활하게 흡입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펜촉(73)과 물 흡수기(74)는 각각 섬유성 작업 부재 또는 합

성수지의 다공성 부재를 각각 포함하기 때문에, 적절한 모세관력을 갖기 위하여 펜촉(73)과 물 흡수기(74)에 필요한 모세

관 갭은 용이하게 설정될 수 있다.

스탬프형 및 필기구형에서, 상기 플라스틱 다공성 부재는 폴리오레핀형, 폴리우레탄형 또는 일반적인 목적을 위하여 종래

에 사용된 다른 다양한 형태의 어떠한 플라스틱으로도 형성되는 30 내지 85%의 공극을 갖는 개방 셀 재료가 될 수 있다.

상기 섬유 작업 부재는 수지를 가진 섬유를 처리하여 얻어지는 것, 또는 열 용융에 의한 작업섬유 및, 펠트 또는 비직조 섬

유 형태를 갖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실시예

다음은 실시예에 의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다음의 설명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며 "부분(part)"은 중량부를 나타내는

말이다.

실시예 1

90 g/m2의 단위 면적당 중량을 가진 핑크색 폴리에스터 새틴(satin) 직물이 지지체(2)로 사용된다. 습식 공정의 미세한 분

말 실리카( 니폰 실리카 인더스터리얼 캄파니 리미티드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명 NIPSIL E-200)의 15 중량부와, 유레탄

에멀젼(다이니폰 잉크 앤드 케미칼 인코포레이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명 HYDRAN HW-930의 30 중량부; 고체 성분

이 50%)의 30 중량부와, 물의 50 중량부, 실리콘 형태의 안티-포밍제(anti-foaming agent)의 0.5 중량부, 물에 대해 잉크

농후제의 3 중량부와, 에틸렌 글리콜의 1 중량부 및, 블록 이소시아네이트형의 가교 결합제의 3 중량부를 균일하게 혼합하

고 교반하여서 얻어지는 흰색 스크린 프린팅 잉크가 80메시 스크린 판을 사용하여서 고체 프린트되고, 그 다음 다공성 층

(3)을 형성하기 위하여 경화되도록 5분동안에 130℃에서 건조되고, 따라서 1m ×1.5m의 직사각형 수변색성 직물이 얻어

진다(도 1참조).

상기 물 -색채 전이 직물 시트(1)에서, 지지체(2)의 핑크색은 일반적인 상태에서 은폐되게 되며, 흰색 다공성층(3)이 전체

표면에 걸쳐서 있을 때에 시각적으로 감지된다.

물로 젖게 되는 손바닥이 수변색성 직물(1)에 대하여 가압되고, 상기 다공성 층(3)은 이러한 부분에서 투명하게 변화게 되

고, 상기 손바닥에 대응되는 핑크 이미지(Q)는 시각적으로 감지 가능하게 된다.

상기 다공성 층(3)이 건조될 때 핑크 이미지는 원래의 흰색으로 복귀되고, 상기 이미지는 볼 수 없게 된다.

실시예 2

45g/m2의 단위 면적당 중량을 갖는 흰색의 나이론 태피터(taffeta) 직물이 지지체(2)로 사용된다. 이것의 전체 표면위에

는, 녹색 색소(산요 컬러 워크 리미티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명이 SANDYE SUPER GREEN LxB)의 5 중량부와,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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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트 에멀젼(호에츠스 고세이 가부시끼가이샤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명이 MOVINYL 763; 고체 성분 48%)의 50 중

량부와, 물에 대해 잉크 농후제의 3 중량부와, 레벨링 에이전트 0.5 중량부와, 안티-포밍제의 0.3 중량부 및, 에폭시형 가

교 결합제 5 중량부를 균일하게 혼합시키고 교반하여서 준비된 그린 스크린 프린팅 잉크가 180메시 스크린판을 사용하여

서 고체 프린트되고, 그 다음 착색층(4)을 형성하기 위하여 경화되도록 3분동안 100℃에서 건조된다.

다음, 착색층(4)의 전체 표면에서, 습식 미세 규산 분말(니폰 실리카 인더스터리즈 코포레이션 리미티드에서 판매하고 있

는 상품명이 NIPSIL E-200)의 15 중량부와, 엘로우 색소(산요 칼러 워크스 리미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명이

SANDYE SUPER YELLOW 10GS)의 1 중량부와, 우레탄 에멀젼(다이니폰 잉크 앤드 케미컬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명이 HYDRAN AP-20; 고체 함량 30%)의 15 중량부와, 물 40 중량부와, 실리콘형 안티-포밍제의 0.5 중량부와, 물에 대

해 잉크 농후제의 3 중량부와, 에틸렌 글리콜 1 중량부 및, 블록 이소사이네이트형 가교 결합제의 3 중량부를 균일하게 혼

합하고 교반함으로써 준비되는 엘로우 스크린 프린팅 잉크가 100메시 스크린 판을 사용하여서 고체 프린트되고, 그 다음

다공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5분동안 130℃에서 경화되도록 건조되고, 따라서 1m ×1.5m의 직사각형 수변색성 직물 시크

가 얻어진다(도 5참조).

상기 수변색성 직물 시트(1)에서, 상기 엘로우 다공성 층(3)은 일반적인 상태에서 시각적으로 감지된다. 문자는 그 시트위

에 기록되고, 상기 다공성 층(3)은 상기 부분에서 투명하게 변화고, 그린 문자는 시각적으로 감지되게 된다.

상기 다공성 층(3)이 건조될 때 상기 그린 문자는 볼 수 없게 되고, 상기 시트는 원래의 엘로우 상태로 복귀하게 된다.

실시예 3

3㎛ 두께의 우레탄 엘라스토머 시트가 접착되는 후방에 130 g/m2 의 단위 면적당 중량을 갖는 흰색 코턴(cotton) 사틴 직

물이 지지체(2)로 사용된다. 이것의 표면에서, 미세 분말의 형광성 핑크 색소(니폰 쇼구바이 코포레이션 리미티드에서 판

매하고 있는 상품명이 EPOCOLOR FP-112)의 5 중량부와, 아크릴레이트 에멀젼(호에츠스트 고세이 가부시끼 가이샤에

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명이 MOVINYL 763; 고체 함량이 48%)의 50 중량부와, 물에 대해 잉크 농후제의 3 중량부, 레벨링

에이전트 0.5 중량부와, 안티-포밍제의 0.3 및, 에폭시형 가교 결합제의 5 중량부를 균일하게 혼합하고 교반하여서 준비

되는 형광성 핑크 잉크가 180 메시 스크린 판을 사용하여서 고체 프린트되고, 그 다음 착색층(4)을 형성하기 위하여 3분동

안 100℃에서 경화하도록 건조된다. 그 다음, 상기 착색층(4)에서, 습식 공정의 미세 규산 분말(니폰 실리카 인더스트리얼

캄파니 리미티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명이 NIPSIL E-200)의 15 중량부와, 우레탄 에멀젼(다이니폰 잉크 앤드 케미칼

스 인코포레이티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명이 HYDRAN HW-930; 고체 함량 50%)의 30 중량부와, 물 50 중량부와, 실

리콘형 안티-포밍제의 0.5 중량부와, 물에 대해 잉크 농후제의 3 중량부와, 에틸렌 글리콜의 1 중량부 및, 블록 이소시아

네이트형 가교 결합제의 3 중량부를 균일하게 혼합하고 교반하여서 준비된 화이트 스크린 프린팅 잉크가 80메시 스크린

판을 사용하여서 고체 프린트되고, 그 다음 화이트에서 상기 다공성 층(3)을 형성하기 위하여 5분동안 130℃에서 고형화

되도록 건조되고, 따라서 수변색성 직물 시트(1)가 얻어진다(도 3참조).

상기 시트의 다공성 층(3)의 근처에서, 문자, 메시지 및 디자인과 같은 통상적인 프린팅 잉크에 의한 표시부가 통상적인 유

틸리티와 디자인 장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다.

상술된 수변색성 직물 시트(1)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희게 되어 있다. 바람직한 핑크 관찰 이미지가 섬유 작업

펜 부재과 결합되는 마커(펜)에 의해, 또는 완구 코끼리에서 스폰지 절단과 같은 물-공급 수단을 공급함으로써 시각적으로

감지될 수 있도록 형성된다.

실시예 4

실시예 4에서 사용되는 화이트 코턴 사틴 직물의 후방에 3㎛ 두께의 우레탄 시트를 제공함으로써 준비되는 지지체(2)를

사용함으로써, 착색층(4)은 실시예 3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은 형광성 핑크 잉크를 코팅함으로써 형성되고, 또한 다른 착색

층(4)이 수변색성 직물 시트(1)를 얻기 위하여 통상적인 프린팅 잉크를 사용하는 패턴에 제공된다(도 1참조).

물이 사고로 시트에 떨어지거나 또는 직물이 물로 포화 상태로 될 때라도, 상기 시트(1)는 시트의 후방을 통한 물의 배출

또는 물의 누설로 인한 어떠한 오염도 방지된다.

필기구의 예가 아래에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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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5

상기 필기구(71)의 제 1 실시예가 아래에 설명된다(도 6 내지 도 11참조).

상기 필기구(71)는 주 몸체(72)와, 주 몸체(72)의 전방 단부에 고정되는 펜촉(73)과, 상기 펜촉(73)의 후방 단부와 전방 단

부에서 연결되고 주 몸체(72)의 내부에서 유지되는 물 흡수기(74)와, 상기 물 흡수기(74)의 후방 단부와 접촉하고 상기 주

몸체(72)의 후방 단부에 고정되는 테일 스톱퍼(78)로 구성된다.

상기 주 몸체(72)는 합성수지(예를 들면, 폴리프로필렌)를 사출성형함으로써 얻어지는 원통형 몸체이다. 상기 주 몸체(72)

의 전방 단부에서의 개구에 대하여, 상기 펜촉(73)이 가압 끼워맞춤되고, 펜촉의 유지 부재(77)를 거쳐서 고정된다. 상기

주 몸체(72)의 후방 단부에서의 개구에 대하여, 상기 테일 스톱퍼(78)가 가압 끼워맞춤되어 고정된다. 또한, 상기 물 흡수

기(74)는 주 몸체(72)의 내부에서 유지된다.

펜촉(73)으로서는, 합성수지 섬유(아크릴 섬유의 로드형 수지 작업 부재는 그 전방 단부가 뽀족형상 또는 돔형상으로 절단

된다)의 수지 작업 부재가 사용된다. 또한, 물 흡수기(74)로서는, 섬유 다발 작업 부재(예를 들면, 원주가 합성수지막으로

피복되는 폴리에스터 섬유 다발과 같은 합성수지 섬유다발)가 사용된다.

상기 펜촉(73)과 물 흡수기(74)는 또한, 섬유 작업 재료 또는 합성수지 다공성 재료의 단일 부재, 또는 섬유 작업 재료 또는

합성수지 다공성 재료의 다수의 재료의 조합이 될 수 있다.

상기 주 몸체(72)의 내부는 축방향으로 연장되는 다수의 길이방향 리브(721)(특히, 4개의 리브)를 가지고 전방부에서 일

체적으로 제공된다. 상기 길이방향 리브(721)는 상기 물 흡수기(74)가 주 몸체(72)의 내부에서 유지되고 전방부 원주에서

직경방향에서 내향으로 압력이 유지되도록 한다. 또한, 물 흡수기(74)가 직경방향에서 유지되는 압력을 발생시키는 길이

방향 리브(721)의 부분에 대하여 전방 방향에서, 상기 물 흡수기(74)의 전방 단부가 축방향에서 테라스(terrace)(721a)에

접촉 지지될 수 있도록 상기 테라스(721a)가 형성된다.

상기 테일 스톱퍼(78)는 합성수지(예를 들면, 폴리에틸렌)로 사출성형되어 얻어지는 원통형 몸체이다. 상기 테일 스톱퍼

(78)는 축방향에서 물 흡수기(74)의 후방 단부와 접촉하게 되는 접촉 부분(781)과, 상기 접촉 부분(782)에 인접되게 제공

되며 또한 가압 끼워맞춤되며 상기 주 몸체(72)의 후방 단부 개구의 내부면에 고정되는 가압 끼워맞춤 고정 부분(782)와,

상기 가압 끼워맞춤 부분(782)에 인접되게 후방방향으로 제공되고 또한 축방향에서 주 몸체(72)의 후방 단부와 접촉하게

되는 칼러(783) 및, 상기 칼러(784)에 인접되게 후방방향으로 제공되고 또한 주 몸체(72)의 후방 단부로부터 돌출되는 실

린더(784)를 포함한다.

상기 접촉 부분(781)은 원통형 축 돌출부(781a)와, 상기 원통형 축 돌출부(781a)에 인접되게 제공되는 반경방향 돌출부

(781b)로 구성된다(도 7a). 상기 축 돌출부(781a)와 반경방향 돌출부(781b)는 물 흡수기(74)의 후방 단부가 축방향에서

지지체와 접촉하도록 한다. 또한, 상기 물 흡수기(74)가 외부 공기와 소통되는 소통 구멍(75)(내경이 2mm 내지 5mm)이

축방향에서 축 돌출부(781a)를 통해 제공된다.

상기 소통 구멍(75)이 테일 스톱퍼(78)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유아들이 주 몸체(72)의 후방 단부 개구로부터 상기 테일

러 스톱퍼(78)에 부착되고, 사고에 의해 상기 테일 스톱퍼(78)를 부풀리게 된다면, 상기 소통 구멍(75)은 어떠한 질식 사고

도 피하기 위하여 목구멍 내부에서 공기 흐름 통로를 형성하도록 작용할 수 없다. 또한, 상기 소통 구멍(75)이 주 몸체(72)

의 축(즉, 상기 물 흡수기(74)의 축)에 위치되기 때문에, 상기 물 흡수기(74)의 후방 부분은 상기 물 흡수기(74)가 이것의

후방으로부터 흡수함으로써 물이 공급될 때 물을 균이랗게 흡수하도록 제조될 수 있다.

상기 테일 스톱퍼(78)의 내부에서, 상기 소통 구멍(75)과 소통되고 또한 후방으로 개방되는 리세스(785)가 형성된다. 따라

서, 물이 주 몸체(72)의 후방으로부터 공급될 때, 상기 주 몸체(72)의 후방부는 물로 침투되고, 물은 리세스(785)를 통해

소통 구멍(75)에 빠르게 안내된다. 따라서, 흡수함으로써 물이 공급되는 물 흡수기(74)에 필요한 시간은 단축될 수 있다.

상기 펜촉 홀딩 부재(77)는 합성수지(예를 들면, 폴리아세탈)를 사출 성형함으로써 얻어지는 원통형 부재이다. 펜촉 부착

구멍(771)은 펜촉 홀딩 부재(77)의 내부를 통해 제공되고, 상기 펜촉(73)은 펜촉 부착 구멍(771)에 가압 끼워맞춤되고 그

곳에서 유지된다. 또한, 상기 펜촉 홀딩 부재(77)는 주 몸체(72)의 전방 단부 개구에 가압 끼워맞춤됨으로써, 상기 홀딩 부

재의 외면은 주 몸체의 전방 단부 개구에 고정된다. 상기 펜촉 홀딩 부재(77)의 외면에서는, 축방향으로 연장되는 2개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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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향 홈(772)이 서로에 대하여 대향된 위치에 제공되고, 이것에 의해 소통 구멍(76)은 상기 펜촉 홀딩 부재(77)가 주 몸

체(72)의 전방 단부 개구의 내부면에 가압 끼워맞춤된 이후에 상기 주 몸체(72)의 전방 개구 단부의 내부면과, 상기 펜촉

홀딩 부재(77)의 외부면 사이에 형성될 수 있다.

도 9는 본 실시예에서 주 몸체(72)의 전방으로부터 물을 공급하는 예를 도시한다. 물(712)은 주 몸체(72)의 외경보다 더

큰 내경을 갖는 저부 케이싱으로 형성된 용기(711)에 유지된다. 상기 펜촉(73)을 갖는 주 몸체(72)의 전방부(즉, 펜촉(73)

과 소통 구멍(76)이 있는)는 물(712)로 적시지게 되고, 동시에 상기 주 몸체(72)의 후방부(즉, 상기 소통 구멍(75))는 외부

에 노출된다. 이러한 경우에, 물은 주 몸체(72)의 전방부에서 펜촉(73)과 소통 구멍(76)로부터 주 몸체(72)의 내부로 들어

가게 되고, 주 몸체(72)(즉, 물 흡수기(74)에서)에 존재하는 공기는 주 몸체(72)의 후방부에서 소통 구멍(75)로부터 외부로

방출된다. 따라서, 물 흡수기(74)의 전방부는 주 몸체(72)의 전방부가 물로 젖혀지는 깊이의 정도까지 즉시 물로 적셔진다.

따라서, 상기 물 흡수기(74)는 짧은 시간과 기록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흡수함으로써 물이 내부로 공급된다.

도 10은 본 실시예에서 주 몸체(72)의 후방부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예를 도시한다. 동시에, 물(712)은 도 4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용기(711)에 유지된다. 주 몸체(72)의 후방부(즉, 소통 구멍(75))는 물(712)로 적셔지고, 동시에 상기 주 몸체(72)

의 전방부(즉, 펜촉(73)과 소통 구멍(76))는 외부에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물은 테일 스톱퍼(78)에 제공되는 소통

구멍(75)로부터 주 몸체(72)의 내부로 들어가게 되고, 주 몸체(72)(즉, 물 흡수기(74))에 존재하는 공기는 상기 주 몸체

(72)의 전방부에서 펜촉(73)(즉, 펜촉(73)의 모세관 갭)와, 소통 구멍(76)으로부터 외부로 방출된다. 따라서, 상기 물 흡수

기(74)의 후방부는 주 몸체(72)의 후방부가 물로 적셔지는 깊이의 범위까지 물로 즉시 적셔지게 된다. 따라서, 상기 물 흡

수기(74)에는 짧은 시간에 기록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물이 내부에 공급된다.

도 11은 본 실시예의 수변색체용 필기구가 기록에 사용되는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주 몸체(72)에서 물이 공급되는 수

변색체용 필기구(71)에서, 이미지는 수변색체(710)(예를 들면, 수변색성 직물 시트)의 표면에 기록될 수 있다. 기록에 사

용되는 동안에, 상기 소통 구멍 75 및 76은 물이 기록으로 소모될 때 상기 주 몸체(72)의 내부 압력이 하강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공기 흐름 관통 구멍으로서 작용하고, 이것은 펜촉(73)으로부터 물이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보장한다.

실시예 6

상기 필기구(71)의 제 2 실시예는 아래에 설명된다(도 12 및 도 13a 내지 도 13c 참조).

이 실시예는 제 1 실시예에서 테일 스톱퍼(78)를 변경한 것이다. 제 1 실시예와 다른 것은 테일 스톱퍼(78)의 축에서 제 1

실시예에서와 같이 어떠한 소통 구멍(75)도 제공하지 않고, 상기 주 몸체(72)의 후방 단부 개구의 내부면과, 상기 테일 스

톱퍼(78)의 외부면 사이에서 소통 구멍(75)을 형성하기 위하여 가압 끼워맞춤 고정 부분(782)과 칼러(783)의 전방면에 길

이방향 홈(786)이 제공되고, 제 1 실시예에서와 같이 어떠한 실린더(784)도 테일 스톱퍼(78)의 칼러(783)의 후방에 제공

되지 않는다. 다른 구성은 제 1 실시예와 동일함으로써 설명은 생략한다.

실시예 7

다음, 상기 필기구(71)의 제 3 실시예가 설명된다(도 14 및 도 15a 내지 도 15c참조).

이 실시예는 제 1 실시예에서 테일 스톱퍼(78)의 변경예이다. 상기 제 1 실시예와 다른 점은, 펜촉(73)이 전방 단부에 제공

되고, 또한 다른 펜촉(79)가 테일 스톱퍼(78)에 가압 끼워맞춤되며(즉, 이중 단부형 필기구가 주 몸체(72)의 양쪽 단부에서

특별하게 언급되는 서로 다른 크기 또는 형상의 상기 펜촉 73 및 79를 갖는 펜촉로 구성되는 점과, 상기 길이방향 홈(786)

이 테일 스톱퍼(78)의 리세스(785)의 내부면과 펜촉(79)의 외부면 사이에서 소통 구멍(75)을 형성하기 위하여 리세스

(785)(즉, 펜촉 부착 구멍)의 내부면에 제공된다.

상기 테일 스톱퍼(78)에 제공되는 펜촉(79)는 실시예에서와 같이 섬유 수지 작업 부재이며, 이것의 전방 단부는 끌형상 모

서리로 절단된다. 다른 구성은 제 1 실시예와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실시예 8

상기 필기구(81)의 예가 다음 설명된다(도 16 내지 도 22 참조).

상기 필기구(81)는 기본적으로, 펜촉(82)과, 상기 펜촉(82)이 고정되는 홀더(83) 및, 상기 홀더(83)가 분리 가능하게 결합

되는 용기(86)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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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펜촉(82)은 섬유 다발(즉, 폴리에스테르 섬유 또는 폴리아미드 섬유의 수지 작업 부재)의 로드형 수지 작업 부재이다.

이것은 단부로 테이퍼진 팁을 가지며, 상기 팁과 상기 팁 촉(82)의 후방방향으로 놓여 있는 외부면 사이에 견부(shoulder)

가 형성된다.

상기 용기(86)는 유출 개구(861)가 개방되는 전방 단부와, 폐쇄되는 후방 단부에서 저부로 있는 케이싱이다. 이것은 합성

수지(예를 들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를 블로워 성형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상기 용기(86)의 전방 단부에서,

제한부(862)가 형성되고, 또한 상기 견부(863)는 상기 제한부(862)와 용기(86)의 후방방향으로 놓여 있는 외부면의 경계

에 형성된다. 또한, 외부 나사부(862a)가 상기 용기(86)의 제한부(862)의 외부면에 제공된다. 물은 용기(86) 내로 직접 유

지되게 된다.

상기 홀더(83)는 전방 방향의 작은 직경부(841)와 후방의 큰 직경부(842)를 갖는 외부 실린더(84)와, 내부 실린더(85)로

구성된 이중벽의 원통형 몸체이고, 상기 내부 실린더의 전방 단부에서의 외부면은 외부 실린더(84)의 내부면에 가압 끼워

맞춤되거나 접착된다(즉, 상기 작은 직경부(841)의 내부면). 상기 외부 실린더(84)와 내부 실린더(85)는 합성수지(예를 들

면, ABS 수지)가 사출 성형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상기 외부 실린더(84)의 큰 직경부(842)의 내부면에서, 용기(86)의

전방 단부의 외부면에 제공되는 외부 나사부(862a)와 결합 가능한 내부 나사(842a)가 제공되고, 또한 원형 테라스(842b)

가 외부 실린더(84)의 큰 직경부(842)의 내부면에 형성된 내부 나사(842a)의 전방 부분에 형성된다. 상기 내부 실린더(85)

가 이것의 후방 단부에서 저부를 갖는 저부 실린더이고, 상기 후방부는 외부 실린더(84)의 후방 단부로부터 후방으로 돌출

된다.

상기 홀더(83)는 용기(86)의 유출 개구(861)에 결합되고, 여기에서 외부 실린더(84)의 내부면(내부 나사(842a))은 용기

(86)의 제한부(862)(외부 나사부(862a))의 외부면과 결합되고, 또한 상기 외부 실린더(84)의 후방 단부는 용기(86)의 견

부(863)과 접촉하게 된다. 동시에, 상기 내부 실린더(85)는 유출 개구(861)로부터 용기(86)의 내부로 느슨하게 삽입되고,

상기 외부 실린더(84)의 내부면에서의 원형 테라스(842b)와, 상기 유출 개구(861)의 개방 단부는 서로에 대하여 밀접하게

접촉하게 된다. 따라서, 물(87)은 외부로 누설되는 것이 방지된다. 또한, 물(87)이 용기(86) 내로 공급되거나(유출되거나),

또한 물이 용기(86)로부터 방출될 때, 홀더(83)는 용기(86)으로부터 분리된다. 따라서, 상기 외부 실린더(84)의 원형 테라

스(842b)와 상기 유출 개구(861)의 개방 단부 사이의 밀접한 접촉 상태가 해제된다.

도 19 및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홀더(83)의 내부 실린더(85)의 내부면(즉, 상기 펜촉 홀더의 내부면)과, 축방향으로 연

장되는 복수의 리브(851)(여기에서는 6개의 리브)가 동일한 간격으로 제공된다. 상기 리브(851)는 펜촉(82)을 이것의 외

부면에서 가압 결합되게 유지하고, 이러한 점은 안정된 코팅 또는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상기 펜촉(82)이 직경방향에서 흔

들리도록 한다. 또한, 상기 리브(851)는 펜촉(82)이 이것의 외부면에서 가압 결합 유지되도록 하기 때문에, 모세관력을 가

지고 축방향으로 연장되는 갭(88)이 상기 펜촉(82)의 외부면과, 서로에 대하여 인접된 리브(851)의 상화 공간에서 내부 실

린더(85)의 내부면 사이에 형성된다.

상기 내부 실린더(85)의 내부면으로부터 돌출되는 리브(851)는 후방으로 향하여 보다 작게되는 범위에서 직경방향에서

돌출하도록 설정된다. 따라서, 상기 직경방향에서 갭(88)의 폭(S)은 후방으로 항햐여 점차적으로 작게 될 수 있도록 설정

된다. 결과적으로, 상기 갭(88)의 모세관력은 후방으로 향하여 점차적으로 크게 될 수 있도록 설정된다. 여기에서, 특별하

게 언급된 바와 같이, 상기 갭(88)의 직경방향에서의 폭(S)은 도 19에 도시된 것과 같이 0.3 mm로, 그리고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0.15 mm로 설정된다.

또한, 내부 실린더(85)는 제한된 후방 단부를 구비한다. 다수의 소통 구멍(852)(여기에서 3개의 구멍)은 상기 용기(86)의

내부가 소통 구멍(852)을 거쳐서 내부 실린더(85)의 내부(즉, 갭(88)과 소통되는 펜촉(82)의 후방 단부)와 소통될 수 있도

록 후방 단부(도 21)에서 측벽에 제조된다. 상기 내부 실린더(85)의 후방 단부로부터 약간 전방으로 있는 위치의 내부면에

서, 스톱퍼 리브(853)가 후방 단부에서 내부 실린더(85)의 측벽에 대하여 인접되게 제공된다. 상기 스톱퍼 리브(853)는 펜

촉(82)의 후방 단부와 접촉하게 된다.

상기 홀더(83)의 작은 직경부(841)의 전방 단부에서, 전방 단부 개구(841a)이 제공되고, 펜촉(82)의 전방 단부가 이것으로

부터 돌출되게 된다. 또한, 전방 단부의 개구(841a)의 내부면과, 상기 펜촉(82)의 전방 단부의 외부면 사이에 형성된다.

또한, 상기 펜촉(82)은 전방 단부의 후방 외부면에서, 상기 펜촉(82)이 홀더(83)로부터 나오는 것이 방지될 수 있도록 외경

은 전방 단부 개구(841a)의 내경보다 약간 더 크다. 또한, 전방 단부의 후방 방향 외면에서 상기 펜촉(82)은 작은 직경부

(841)의 내부면에 제공되는 복수의 리브(843)(여기에서 6개의 리브)로 유지됨으로써, 이것과 상기 작은 직경부(841)의 내

부면 사이에는 공기 흐름 경로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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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된 실시예에서, 상기 펜촉(82)의 외부면과, 상기 펜촉 홀딩 부재의 내부면 사이에 형성된 갭(88)은 홀더(83)의 펜촉 홀

딩 부재의 내부면에 제공되는 리브(851)에 의해 형성되지만, 다른 방법, 즉 펜촉(82)의 외부면에 제공되는 리브(또는 홈)

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우수한 변형 강도와, 내(耐)스크래치성(scratch resistance), 방수성(water resistanc) 등을 제공하며, 일반적

인 목적으로 수변색성 기록 시트에 사용될 수 있으며, 수변색성 이미지가 바람직하게 형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그

위를 걸어다니거나 또는 유아들에게 충분히 큰 영역을 제공하는 수변색성 시트를 제공하며, 또한 인형의 옷과 완구의 피부

가 재료와 같은 완구 분야, 그리고 수영복 분야 및 인공꽃, 우산, 레인코트, 방수 신발 등의 다른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수

변색성 직물 시트를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수변색성 직물 시트의 예를 도시하는 확대 수직 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수변색성 직물 시트의 다른 예를 도시하는 확대 수직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수변색성 직물 시트의 또 다른 예를 도시하는 확대 수직 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수변색성 직물 시트의 또 다른 예를 도시하는 확대 수직 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수변색성 직물 시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필기구의 제 1 실시예를 도시하는 수직 단면도.

도 7a는 도 6의 A-A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

도 7b는 도 6의 B-B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

도 7c는 도 6의 C-C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

도 8은 도 6에 도시된 필기구의 펜촉 유닛(pen point unit) (즉, 펜촉과 펜-촉 유지 부재의 조립)의 정면도.

도 9는 도 6에 도시된 필기구의 주 몸체의 전방을 통해 흡수함으로써 물을 공급하는 것을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도 6에 도시된 필기구의 주 몸체의 후방을 통해 흡수함으로써 물을 공급하는 것을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도 6에 도시된 필기구로 기록하는 상태를 도시하는 사시도.

도 1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필기구의 제 2 예를 도시하는 수직 단면도.

도 13a는 도 12의 A-A선을 따라서 취한 단면도.

도 13b는 도 12의 B-B선을 따라서 취한 단면도.

도 13c는 도 12의 C-C선을 따라서 취한 단면도.

도 14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필기구의 제 3 예를 도시하는 수직 단면도.

도 15a는 도 14의 A-A선을 따라서 취한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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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b는 도 14의 B-B선을 따라서 취한 단면도.

도 15c는 도 14의 C-C선을 따라서 취한 단면도.

도 16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필기구의 제 1 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17은 도 16의 D-D선을 따라서 취한 확대 단면도.

도 18은 도 16의 E-E선을 따라서 취한 확대 단면도.

도 19는 도 16의 F-F선을 따라서 취한 확대 단면도.

도 20은 도 16의 G-G선을 따라서 취한 확대 단면도.

도 21은 도 16의 H-H선을 따라서 취한 확대 단면도.

도 22는 필기구의 홀더가 용기로부터 분리될 때에 도 6에 도시된 필기구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도시하는 수직 단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수변색성 직물 시트 2: 지지체

3: 다공성 층 4: 착색층

71: 필기구 72: 주 몸체

73: 펜촉 74: 물 흡수기

도면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697964

- 18 -



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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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a

도면7b

등록특허 10-0697964

- 20 -



도면7c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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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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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a

도면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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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c

도면14

도면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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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b

도면15c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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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도면18

도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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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0

도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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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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