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필름 레이저 물전사지(A 타입)

(유광제품 : 세라믹, 유리, 금속, 플라스틱, 기타 용도)(특허출원:10-2014-0058440)
특징: 레이저 토너잉크만 전사되고 필름은 떨어져 나가는 신 개발 DIY 제품으로 당사가 세계 최초 개발, 제조 그리고 특허출원 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간단히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다양한 제품에 고급스럽게 전사하실 수 있습니다.
승화코팅된 재료가 필요 없고, 특별한 전사프린터와 전사 프레스기가 필요 없이 일반 프린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에서 견딜 수
있는 품질 수준의 전사를 누구나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코팅된 금속재질로 만들어진 다양한 제품에 응용 해 보십시오.

준비물: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헤어 드라이어, 알코올, 전기오븐, 칼, 가위, 고무스크래파, 물.
STEP 1 전사지의 광택면에 원하는 이미지를
인쇄합니다. 이미지는 반드시 뒤집기(반사)를
하셔야 합니다.
* 종이 조건을 120~180그람 두꺼운인화지
종류로 지정하시고 사진 포토그레이드는
가능한 최대 해상도로 설정합니다.

STEP 6 이미지 위치를 잘 잡은 후 손으로
필름을 적당히 펴 준다음 젖은 티슈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며 필름 밑에 갇힌
풀기를 제거합니다. 마른 휴지로 남은 물을
닦아 주고 고무스크래파로 좀더 세게
문질러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STEP 2 전사지를 2~3mm의 여백을 주고
디자인대로 잘라 주십시오.
그리고, 전사지 표면의 이물질이나 오일을
알코올 묻힌 휴지나 부드러운 천으로
빡빡 닦아주세요.(중요)

STEP 7 헤어 드라이어를 이용해서 뜨거운
열기로 1분 이상 충분히 말려 주세요..
처음에는 약한 바람으로 말리며 기포가
생기는지 확인 하고 점차 강하게 말리세요.
(열기로 뜨거워진 상태 그대로 오븐으로
이동합니다.)

STEP 3 전사지를 물에 담구고 약 10초
후 꺼냅니다.( 플라스틱에 작업 할 경우는
S2015 Gluue Water를 인쇄 표면에 골고루
발라 주고 1분 정도 지난 후 작업하세요)

STEP 8 오븐 온도를 220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머그컵을 넣고 9분간 가열 하세요.
전자레인지 사용시는 머그컵에 물을 약간
넣고 9분간 가열하세요.

STEP 4. 머그컵의 표면을 알코올로 닦아주고
그 위에 젖은 전사지를 뒤집어서 인쇄면이
안쪽으로 향하도록 붙이고 적당히 눌러 줍니다.

STEP 9 화상을 입지 않도록 두꺼운 장갑을
이용해서 제품을 꺼내십시오. 표면에 광택이
반지르하게 나고 필름색상이 살짝 변했다면
잘 된 것입니다.

STEP 5 한 손으로 전사지를 누르며 옆으로
밀면 종이가 미끄러져 떨어지며
제품에는 인쇄 필름만 남습니다.
필름면의 미끄러운 풀기를 젖은 티슈로
닦아줍니다

STEP 10 냉각 후 여백의 탑 코팅층 한쪽 끝을
칼 끝으로 떼어내어 필름을 벗기시면
인쇄층만 전사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필름 제거 후 완전한 강도를 위해서 한번
더 구워주세요. 오븐 220도/30분 또는
오븐 250도/10분 이상.
전자레인지는 물 없이 10분 이상.

(가열 온도, 시간 및 기타 정보)
1.
2.
3.
4.

오븐 온도는 간접열 기준이므로 직열을 사용할 경우는 온도를 내리거나 시간을 짧게 해 주세요.
한꺼번에 여러개를 작업하면 온도와 시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도를 150도로 내리고 시간을 길게 한시간 정도 가열하십시오.
백색 알미늄 텀블러는 1차 180도/15분, 필름 제거후 180도/15분 이상 가열하세요. 코팅 안된 금속은 도자기 조건에 준합니다.
PS, PET, PETG, ABS, ACRYL 등 플라스틱 : S2015 Glue Water를 알코올 닦은 전사면에 바르고 오븐온도 약 70도에서 20~30분 가열하세요.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토너방식의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하십시오.
OKI 프린터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여타 프린터 토너는 마지막 전사 필름을 떼어낼 때 노랑 칼라가 일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접착 풀, 알코올, 고무스크래파 등은 저희 홈페이지 “소 도구” 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유기 용제를 사용한 제품이므로 식품이 직접 닿는 곳에 전사하지 마십시오.
엠이케이, 아세톤 등 휘발성 신너에 전사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작업 실패 한 경우 아세톤으로 지우고 다시 사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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