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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요약요약요약

본  발명은  지지체  표면에  도포시키기  위해,  장식용(전)면  및  작용(후)면을  가지는  벽커버링  같은 
시트  재료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한가지  방법은  장식용  표면에  방출층을  도
포시키고,  방출층에  패턴을  인쇄시켜  방출층의  부분을  커버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압력-만감성  접
착층을  작용  표면에  도포시키면,  시트  재료가  롤링되어  롤이  형성되는  동안에,  압력-민감성  접착
층에  패턴이  접착되고,  롤이  풀리는  동안에,  방출층은  압력-만감성  접착층으로  전달된다.  본  발명
에  기재된  또다른  방법은  잉크,  접착제  및  방출층을  가지는  장식용  시트를  순차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중간시트, 즉 롤링되기 전의 시트 재료를 기재하고 있다.

대표도대표도대표도대표도

도도도도1111

명세서명세서명세서명세서

[발명의 명칭]

재배치가능한 벽커버링 및 그것을 위한 중간시트의 제조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방출  코이팅을  가지며,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장식용  시트의  롤의  바람직한  제1
구체예의  투시도이고;  제2A도는  제1도의  롤의  제조에  사용되는  본  발명의  중간시트의  축면도이고; 
제2B도는  제1도의  장식용  시트의  측면도이고;  제3도는  제1도의  롤을  제조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한 
도면이고;  제4A도는  방출  시트를  가지는  본  발명의  제2구체예를  제조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한  도
면이고;  제4B도는  제4A의  장치에  의해  제조되는,  방출  시트상에  인쇄된  스페이서를  포함하는  방출 
시트의  측면도이고;  제4C도는  제4A도의  장치에  제조된  PSA가  코우팅된  장식용  시트의  측면도이고; 
제4D도는  방출층을  가지고,  제4A도의  장치에  의해  제조된,  장식용  시트의  롤의  투시도이고;  제5도
는  방출  시트를  가지며,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장식용  시트의  롤의  바람직한  제3구체예
의  투시도이고;  제6A도는  제5도의  롤의  제조에  사용되는  본  발명의  중간  시트의  측면도이고;  제6B
도는  제5도의  장식용  시트의  부분적인  분해도이고;  제7도는  제5도의  롤을  제조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한  도면이고;  제8A도는  장식용  시트의  제1부분의  평면도이고;  및  제8B도는  장식용  시트의  제2
부분의 평면도이다.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575757) ) ) ) 청구의 범위청구의 범위청구의 범위청구의 범위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1 1 1 1 

전면  및  후면을  가지는  방출층을  장식용  시트의  장식용  전면상에  도포시켜,  방출층  후면을  장식용 
전면에  접촉시키는  단계;  방출층  전면상에  비-점착성  잉크  스페이서의  패턴을  인쇄시키는  단계; 
장식용  시트의  후면상에  압력-민감성  접착성  코우팅을  피복시키는  단계;  및  방출층이  접착성  코우
팅과  접촉하도록  장식용  시트를  롤링시켜서  스페이서를  방출층에서  접착성  코우팅으로  전달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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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포함하는, 장식용 전면 및 후면을 가지는 자체-접착성 장식용 시트의 제조 방법.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2 2 2 2 

제1항에  있어서,  방출  코우팅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방출층이  장식용  전면상에  코우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3 3 3 3 

제1항에  있어서,  방출층이  장식용  전면상에  자유롭게  도포되는  방출  시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4 4 4 4 

제1항에 있어서, 패턴이 플렉소 인쇄에 방출층상에 인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5 5 5 5 

제1항에  있어서,  스페이서가  폴리우레탄,  폴리  염화비닐,  아크릴  중합체,  아세트산염,  폴리에틸
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및  그것들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재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6 6 6 6 

제1항에  있어서,  스페이서가  폴리  염화비닐  수지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재료로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7 7 7 7 

제1항에  있어서,  스페이서가  각각  0.05mil내지  0.50mil의  두께를  가지고,  접착층으로부터  0.05  내
지 0.25mil의 높이로 돌출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8 8 8 8 

제1항에 있어서, 스페이서가 방출층의 표면적의 5내지 35％를 커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9 9 9 9 

제1항에  있어서,  방출층이  종이상에  코우팅된  폴리  염화비닐  및  실리콘-함유  조성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재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10 10 10 10 

장식용  전면  및  후면을  가지는  장식용  시트;장식용  시트의  후면상에  도포되는  압력-민감성  접착
층;방출층  전면,  및  장식용  시트의  장식용  전면을  커버하는  방출층  후면을  가지는  방출층;  및  방
출층에  인쇄되어  방출층  전면의  부분을  커버하고,  접착층과  분리되는  비-점착성  잉크  스페이서의 
패턴을  포함하여,  벽과의  초기  접촉  후에  용이하게  재배치되는  자체-접착성  장식용  시트에  대한 
중간시트.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11 11 11 11 

제10항에  있어서,  방출층이  장식용  전면에  도포되는  방출  코우팅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간시트.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12 12 12 12 

제10항에  있어서,  방출층이  장식용  전면과  자유롭게  접촉될  수  있는  방출  시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간시트.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13 13 13 13 

제10항에  있어서,  스페이서가  폴리우레탄,  폴리  염화비닐,  아크릴  중합체,  아세트산염,  폴리에틸
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및  그것들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디는 재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간시트.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14 14 14 14 

제10항에  있어서,  스페이서가  폴리  염화비닐  수지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재료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간시트.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15 15 15 15 

제10항에  있어서,  스페이서는  0.05mil  내지  0.50mil의  두께를  가지며,  접착층으로부터  0.05mil  내
지 0.25mil의 높이로 돌출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간시트.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16 16 16 16 

평평안  제1면을  가지는  방출  시트를  제공하는  단계;  방출  시트상에  비-점착성  잉크  스페이서의  패
턴을  인쇄시켜,  방출  시트의  제1면의  제1부분을  커버하고,  스페이서에  의해  커버되지  않은  방출 
시트  제1면의  제2부분을  한정할뿐  아니라,  방출  시트  제1면으로부터  돌출시키는  단계;  장식용  시
트의  후면상에  압력-민감성  접착성  코우팅을  직접  피복시키는  단계;  및  압력-민감성  접착성  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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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을  스페이서,  및  압력-민감성  접착성  코우팅에  자유롭게  접착되는  방출  시트의  제2부분에  접착
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장식용 전면 및 후면을 가지는 자체-접착성 장식용 시트의 제조 방법.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17 17 17 17 

제16항에  있어서,  스페이서가  폴리우레탄,  폴리  염화비닐,  아크릴  중합체,  아세트산염,  폴리에틸
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및  그것들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재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18 18 18 18 

제16항에 있어서, 스페이서가 방출층 표면적의 5내지 35％를 커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19 19 19 19 

제15항에  있어서,  방출  시트가  종이상에  코우팅되는  폴리  염화  비닐  및  실리콘-함유  조성물로  이
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재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20 20 20 20 

평평한  표면을  가지는  방출  시트;  방출  시트의  평평한  표면에  자유롭게  접착되어,  그  표면으로부
터  돌출되고,  스페이서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방출  시트의  평평한  표면의  부분을  한정하는  잉크 
스페이서;  및  장식용  시트  후면상에  코우팅되어,  방출  시트의  평평한  표면의  커버되지  않은  부분 
및  잉크  스페이서에  접착되는  접착층을  포함하는,  벽커버링과의  초기  접촉후에  용이하게  재배치되
는 장식용 전면 및 후면을 가지는 자체-접착성 장식용 시트에 대한 중간시트.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21 21 21 21 

평평안  제1면을  가지는  방출  시트를  제공하는  단계;  방출  시트상에  비-점착성  잉크  스페이서의  패
턴을  인쇄시켜,  방출  시트의  제1면의  제1부분을  커버하고,  스페이서에  의해  커버되지  않은  방출 
시트  제1면의  제2부분을  한정할뿐  아니라,  방출  시트  제1면으로부터  돌출시키는  단계;  스페이서 
및  방출  시트의  제2부분상에  압력-민감성  접착성  코우팅을  직접  피복시키는  단계;  및  압력-민감성 
접착성  코우팅을,  그것을  자유롭게  접착되는  방출시트를  가지는  장식용  시트의  후면에  접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장식용 전면 및 후면을 가지는 자체-접착성 장식용 시트의 제조방법.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22 22 22 22 

제21항에  있어서,  스페이서가  폴리우레탄,  폴리  염화비닐,  아크릴  중합체,  아세트산염,  폴리에틸
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및  그것들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재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23 23 23 23 

제21항에  있어서,  스페이서가  폴리  염화비닐  수지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재료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24 24 24 24 

제21항에 있어서, 스페이서가 방출층 표면적의 5 내지 35％를 커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25 25 25 25 

제21항에  있어서,  방출  시트가  종이상에  코우팅되는  폴리  염화비닐  및  실리콘-함유  조성물로  이루
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재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26 26 26 26 

평평한  표면을  가지는  방출  시트;  방출  시트의  평평한  표면에  자유롭게  부착되어,  그  표면으로부
터  돌출되는  잉크  스페이서;  및  스페이서상에  코우팅되어,  평평한  표면에  접착하는  접착층을  포함
하는  벽커버링과의  초기  접촉후에  용이하게  재배치되는  자체-접착성  장식용  시트에  대한  중간시
트.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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