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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상부 직물 레이어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하는 상부 CMD얀의 세트와 배타적으로 직조되는 상부 MD 얀의 세트와 저부 직물

레이어의 적어도 일부를 형셩하는 저부 CMD 얀의 세트와 배타적으로 직조되는 저부 MD 얀의 세트를 가지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이 제공된다.

이러한 쌍의 얀을 포함하는 스티칭 MD 얀은 상기 쌍의 제 1 얀이 상부 직물 레이어에서 직조되고 상기 쌍의 제 2 얀이 상

기 저부 직물 레이어로 하강하도록 상부 직물 레이어 및 저부 직물 레이어에서 직조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저부 MD 얀을 구비한 저부 직물 레이어의 저부묜상에 나란한 기계 방향 너클을 형성하도록 각

스티칭 MD 얀이 직조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저부 직물 레이어로 하강하기 바로 전에 스티칭 MD 얀 쌍의

스티칭 MD 얀이 위로 통과하는 상부 CMD 얀의 적어도 일부는 상부 CMD 얀의 나머지보다 높은 계수를 가진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제지 성형 직물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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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2003년 3월 19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출원 10/391,827호의 일부 계속출원이며, 그 전체 내용은 본원에 편입된

다.

본 발명은 제지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제지 공정에서 사용되는 성형 직물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일반적인 포드리니아 제지과정(fourdrinier papermaking process)에서, 일명 종이 "스톡"(stock)인 셀룰로오스 섬유의

워터 슬러리 또는 부유물이 두 개 이상이 롤러 사이에서 진행하는 합성 재료 및/또는 직조된 와이어의 무한 벨트의 상부 주

행부의 상부로 공급되었다. "성형 직물"로 지칭되는 벨트는 수분 매개체(aqueous medium)로부터 종이 스톡의 셀룰로오

스 섬유를 분리하는 필터로서 작동하는 상부 주행부의 상부면상에 제지 표면을 제공하여, 젖은 종이 웹을 성형하였다. 상

기 직물의 상부 주행부의 하측 표면 (즉, "기계측)상에 위치된 중력 또는 진공에 의해 배수구로서 알려진 성형 직물의 메시

개구를 통하여 상기 수분 매개체가 배수된다.

성형부를 남긴 후에, 상기 종이 웹은 제지기의 프레스부로 이송되어, "프레스 펠트"(press felt)로 불려지는, 다른 직물로

덮힌 하나 이상의 가압 롤러의 닙(nip)을 통과한다. 롤러에서의 압력은 상기 웹에서 추가적인 습기를 제거하여, 이러한 습

기 제거는 프레스 펠트의 "배트"(batt)의 존재로 인하여 촉진된다. 상기 종이는 추가적인 습기 제거를 위하여 건조부로 이

송된다. 건조후에, 상기 종이는 2차적인 가압과 포장을 위하여 준비된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기계 방향(machine direction : MD)과 크로스 기계방향(cross machine direction : CMD)

은 각각 제지기상의 제지기 직물의 진행 방향과 정렬된 방향 및 상기 직물의 표면에 나란하고 진행방향을 가로지르는 방향

을 가리킨다. 유사하게, 상기 직물의 얀의 수직 관계의 방향(예를 들어, 상측, 하측, 상부, 저부, 아래, 등)은 직물의 제지 표

면이 직물의 상부이고 상기 직물의 기계측 표면이 직물의 저부인 것을 나타낸다.

제지 직물은 두가지 기본 직조 기술 중 하나에 의해 무한궤도 벨트로서 제조된다. 이러한 기술 중 첫 번째에서, 상기 직물

은 그 단부를 분해 및 재직조(일반적으로 가닥 꼬기로 알려짐) 또는 핀으로 시임(seam)된 플랩상에서 재봉질 또는 각 단부

상에서 절첩하여 핀으로 시임된 루프로 재직조하는 것과 같은 다수의 공지의 결합 방법 중 하나에 의해 무한 궤도 벨트를

형성하도록 결합된다. 다수의 자동 결합 기계가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데, 임의의 직물은 결합 과정의 적어도 일부를 자동

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평평하게 직조된 제지 직물에서, 날실 얀은 기계 방향으로 연장되고, 충진 얀은 크로스 기계방향

으로 연장된다.

제 2 기본 직조 기술에서, 직물은 무한궤도 직조 단계로써 연속적인 벨트의 형태로 직접 직조된다. 무한궤도 직조 단계에

서, 날실 얀(warp yarn)은 크로스 기계 방향으로 연장되며, 충진 얀은 기계 방향으로 연장된다. 전술한 두가지 직조 방법

은 공지기술로 알려져 있으며, 본원에서 사용되는 "무한궤도 벨트"라는 용어는 두가지 중 어느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벨트

를 가리킨다.

효과적인 시트 및 섬유 지지체는 제지 과정에 있어서, 특히 젖은 웹이 우선 성형되는 제지 기계의 성형부에서의 조건에 중

요하다. 추가적으로, 성형 직물은 제지 기계상에서 고속으로 작동할 때 양호한 성능을 나타내어야 하는데, 특히 제지 기계

의 가압부로 이송될 때 웹에 포함된 수분의 양을 감소시키도록 투과성이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 티슈와 정밀 종이 분야(즉,

고품질 프린팅, 카보나이징(carbonizing), 담배, 전기 컨덴서,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종이)에서, 제지 표면은 매우 정밀

하게 직조되거나 정밀한 와이어 메시 구조를 구비한다.

일반적으로, 정밀 종이나 티슈 분야에서 사용되는 정밀하게 직조된 직물은 적어도 어느 정도 작은 직경의 기계 방향 또는

크로스 기계 방향 얀을 구비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얀은 섬세하여 직물의 표면의 수명이 짧다. 그러나, 작은 얀을 사

용하면, 상기 직물의 기계적 내구성에 악영향(특히 휨 저항성, 좁은 특징 및 경직도)을 주어, 직물의 성능과 수명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친다.

정밀한 직조 직물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종이 성형을 촉진하는 종이 성형면상에 정밀한 메시 얀 및

강도와 내구성을 제공하는 기계 접촉부상의 거친 메시 얀으로써 멀티-레이어 성형 직물이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직물은

정밀한 종이 성형면과 내구성이 있는 기계측면을 가지는 직물을 형성하는 두개의 세트의 크로스 기계 방향 얀으로써 직조

된 기계 방향 얀의 한 세트를 채용하여 형성된다. 이러한 직물은 "이중 레이어" 직물로 불리는 직물 분류의 일부를 형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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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사하게, 직물들은 정밀한 메시 종이측 직물 레이어와 분리된 거친 기계측 직물 레이어를 형성하는 크로스 기계 방향

얀의 2개의 세트와 기계 방향 얀의 2개의 세트를 포함하여 형성된다. "삼중 레이어" 직물로 불리는 분류의 직물의 일부인

이러한 직물에서, 2개의 직물 레이어는 분리된 스티칭 얀에 의해 서로 결합된다. 그러나, 그들은 저부 및 상부 크로스 기계

방향 및 기계 방향 얀의 하나 이상의 세트로부터 얀을 함께 사용하여 결합된다. 단일 레이어 직물에 비교하여 이중 및 삼중

레이어 직물은 추가적인 세트의 얀을 구비하므로, 이러한 직물은 단일 레이어 직물보다 큰 두께(즉 더 두껍다)를 가진다.

도식적인 이중 레이어 직물이 톰슨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4,423,755호에 도시되며, 삼중 레이어 직물은 오스테르 베르그

에 허여된 미국 특허 4,501,303호, 보링거에 허여된 미국 특허 5,152,326호, 워드에 허여된 미국 특허 5,437,315호, 워드

에 허여된 미국 특허 5,967,195호에 도시되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양호한 배수 성능, 투과성, 기계 방향 얀 적층 특성을 나타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선 무늬가 감소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기계 방향 얀 스티칭된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삼중 레이어 제지 직물은, 상부 CMD 얀의 세트; 제지 표면을 가지는 상부 직물 레이어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하는 상부 CMD 얀이 배타적으로 직조된 상부 MD 얀의 세트; 기계 측 표면을 가지는 저부 직물 레이어의 적어

도 일부를 형성하는 저부 CMD 얀과 배타적으로 직조된 저부 MD 얀의 세트; 각각의 상부 MD 얀의 양측상에 위치된 추가

적인 MD 얀의 쌍을 포함하며, 추가적인 MD 얀의 각 쌍의 제 1 얀은 상부 직물 레이어에서 배타적으로 직조되며, 추가적인

MD 얀의 각 쌍의 제 2 얀은 제지 표면상의 추가적인 MD 얀의 각 쌍의 제 1 얀의 직조부를 완성하며, 상부 직물 레이어와

저부 직물 레이어를 서로 결합시키도록 저부 MD 스티칭 얀 너클을 형성하는 저부 CMD 얀 아래에 저부 직물 레이어로써

직조된다. 각각의 너부 스티칭 얀 너클은 인접한 저부 MD 얀이 저부 MD 너클을 형성하는 저부 CMD 얀 아래에 형성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은, 상부 CMD 얀의 세트; 제지 표면을 가지는 상부 직물 레이어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하는 상부 CMD 얀과 배타적으로 직조되는 상부 MD 얀의 세트; 저부 CMD 얀의 세트; 기계 측 표면을

가지는 저부 직물 레이어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하는 저부 CMD 얀과 배타적으로 직조된 저부 MD 얀의 세트로서, 저부

CMD 얀 아래를 통과할 때 저부 MD 너클을 형성하는 저부 MD 얀의 세트; 각각의 상부 MD 얀의 양측 상에 위치된 추가적

인 MD 얀의 쌍을 포함하며, 추가적인 MD 얀의 각각의 쌍의 제 1 얀은 상부 직물 레이어에서 배타적으로 직조되며, 추가적

인 MD 얀의 각각의 쌍의 제 2 얀은 제지 표면상의 각각의 쌍의 추가적인 MD 얀의 제 1 얀을 직조부를 완성하며, 상부 직

물 레이어와 저부 직물 레이어를 서로 결합하도록 저부 MD 스티칭 얀 너클을 형성하는 저부 CMD얀 아래에 저부 직물 레

이어로써 직조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각각의 추가적인 MD 얀은 상부 CMD 얀의 위로 통과함으로써 너클을 형성하며,

추가적인 MD 얀의 각 쌍의 제 1 얀에 의해 형성된 다수의 너클은 각 쌍의 제 2 얀에 의해 형성된 다수의 너클과 다르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종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포함한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16 개 하니스 삼중 레이어 형성 직물의 일실시예의 상부 직물 레이어를 평면도이다.

도 2는 도 1의 삼중 레이어 형성 직물의 저부 직물 레이어의 평면도이다.

도 3a-3p는 도 1 및 2의 3A-3A 내지 3P-3P선을 따라 기계 방향으로 취한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16개 하니스 삼중 레이어 형성 직물의 다른 실시예의 상부 직물 레이어의 평면도이다.

도 5는 도 4의 삼중 레이어 형성 직물의 저부 직물 레이어의 평면도이다.

도 6a-6d는 도 4 및 도 5의 6A-6A 내지 6D-6D를 따라 기계 방향으로 취한 단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16개 하니스 삼중 레이어 형성 직물의 다른 실시예의 상부 직물 레이어의 평면도이다.

도 8은 도 7의 삼중 레이어 형성 직물의 저부 직물 레이어의 평면도이다.

도 9a-9d는 도 7 및 도 9의 9A-9A 내지 9D-9D를 따라 기계방향으로 취한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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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본 발명의 20개 하니스 삼중 레이어 형성 직물의 상부 직물 레이어의 평면도이다.

도 11은 도 10의 삼중 레이어 형성 직물의 저부 직물 레이어의 평면도이다.

도 12a-12e는 도 10 및 도 11의 12A-12A 내지 12D-12D 선을 따라 기계방향으로 취한 단면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16개 하니스 삼중 레이어 형성 직물의 다른 실시예의 상부 직물 레이어의 평면도이다.

도 14는 도 13의 삼중 레이어 형성 직물의 저부 직물 레이어의 평면도이다.

도 15a-15d는 도 13 및 도 14의 15A-15A 내지 15D-15D 선을 따라 기계방향으로 취한 단면도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12개 하니스 삼중 레이어 형성 직물의 다른 실시예의 상부 직물 레이어의 평면도이다.

도 17은 도 16의 삼중 레이어 형성 직물의 저부 직물 레이어의 저면도이다.

도 18a-18d는 도 16 및 도 17의 18A-18A 내지 18D-18D 선을 따라 기계방향으로 취한 단면도이다.

도 19는 본 발명의 24개 하니스 삼중 레이어 형성 직물의 다른 실시예의 상부 직물 레이어의 평면도이다.

도 20은 도 19의 삼중 레이어 형성 직물의 저부 직물 레이어의 저면도이다.

도 21a-21d는 도 19 및 도 20의 21A-21A 내지 21D-21D 선을 따라 기계방향으로 취한 단면도이다.

도 22는 본 발명의 8개 하니스 삼중 레이어 형성 직물의 다른 실시예의 상부 직물 레이어의 평면도이다.

도 23은 도 22는 삼중 레이어 형성 직물의 저부 직물 레이어의 저면도이다.

도 24a-24b는 도 22 및 도 23의 24A-24A 내지 24D-24D선을 따라 기계방향으로 취한 단면도이다.

도 25는 본 발명의 8개 하니스 삼중 레이어 형성 직물의 다른 실시예의 상부 직물 레이어의 평면도이다.

도 26은 도 16의 삼중 레이어 형성 직물의 저부 직물 레이어의 저면도이다.

도 27a-27d는 도 25 및 도 26의 27A-27A 내지 27D-27D선을 따라 기계방향으로 취한 단면도이다.

실시예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도시된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하기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다양한 실시예를 구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제공된 실시예들은 당업자들에게 본 발명의

범위를 완전히 전달하게 될 것이다. 도면에서, 일부 구성요소의 크기는 명확화를 위하여 과장되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상부 직물 레이어와 저부 직물 레이어를 구비하는 기계 방향 얀 스티칭 삼중 레이어 제지기 형성 직

물에 관한 것이다. 상기 직물은 상부 직물 레이어에서만 직조되는 크로스 기계방향 얀과 및 기계방향 얀뿐만 아니라 저부

직물 레이어에서 직조되는 크로스 기계방향 얀과 기계방향 얀을 포함하는 진정한 삼중 레이어 직물이다. 상기 직물들은 제

지 표면(papermaking surface)상의 직조 패턴의 단일 기계 방향 얀의 균등물을 함께 교체하는 인접한 기계방향 얀의 쌍을

포함한다. 이러한 얀들은 제지 표면상에서 직조 패턴을 완성하기 위하여 상부 직물 레이어에서 쌍 중 하나의 얀이 직조될

때, 쌍 중에서 제 2 얀은 제지 표면 아래에서 직조되도록 직조된다. 직물을 통하여, 이러한 얀들은 그 위치를 교환하게 된

다. 쌍을 이룬 얀들 중 적어도 하나는 상부 및 저부 직물 레이어를 함께 결합하도록 하나 이상의 지점에서의 저부 직물 레

이어로 하강한다. 여기서, 이러한 얀의 쌍들은 "스티칭 MD 얀 쌍"(이러한 실시예에서, 쌍 중 단 하나의 얀만이 저부 직물

레이어에 실제로 스티칭된다)으로 불린다. 이러한 얀 쌍의 각각의 얀들은 "스티칭 MD 얀"으로 일반적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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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기계방향 스티칭된 삼중 레이어 직물의 일실시예는 도 1 내지 3에서 도면부호 100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 1은

삼중 레이어 직물(100)의 상부 직물 레이어(102)의 평면도(즉, 제지 표면의 도면)이며, 도 2는 직물(100)의 저부 직물 레

이어(104)의 평면도(즉, 상부 직물 레이어(102)가 제거된 채로 완전히 직조되는 얀들을 구비한 직물(100)의 도면)이다. 도

3a-3p는 직물(100)의 단위 반복 유닛에서의 기계 방향 얀들의 각각의 경로를 도시한다. 도 1-3의 삼중 레이어 직물(100)

은 16개 하니스(harness)상에서 직조되며, 따라서 직물의 단일 반복은 16개의 기계 방향 얀들을 관할한다. 도 1 및 2는 상

기 직물의 단일 반복 유닛을 도시하여, 당업자는 상업적인 면에서 도 1 및 2의 반복 유닛은 제지기 상에서 사용되기에 적절

한 대형 직물을 형성하도록 기계 방향과 크로스 기계방향으로 여러번 반복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 직물 레이어(102)의 반복 유닛은 서로 직조되는 상부 CMD 얀(130-145)의 세트와 MD 얀

(110-113)의 세트를 구비한다. 상기 상부 직물 레이어는 상부 CMD 얀(130-145)와 직조되는 4개의 스티칭 MD 얀 쌍

(120, 124; 121, 125; 122, 126; 123, 127)의 세트를 추가로 구비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스티칭 MD얀

쌍(120, 124)와 같은 스티칭 MD 얀 쌍은 얀(110-111)과 같은 인접한 상부 MD 얀의 각각의 쌍 사이에 제공된다. 각각의

스티칭 MD 얀 쌍(120, 124)은 직조되어, 얀(120)의 쌍 중 하나는 상부 직물 레이어(102)에서 직조 패턴을 완성하도록 상

부 직물 레이어(102)에서 직조되고, 스티칭 MD얀(124)의 다른 것은 상부 직물 레이어(102)와 저부 직물 레이어(104)를

함께 결합하도록 상기 저부 직물 레이어(104)로 하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티칭 MD 얀 쌍(120, 124; 121, 125; 122,

126; 123, 127)은 상부 레이어 직물(102)의 직조를 완성시키고 동시에 상부 및 저부 직물 레이어(102, 104)를 함께 결합

하는 역할을 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CMD 얀(130-145)의 세트를 구비하는 얀들은 상부 레이어 MD 얀(110-113) 및 스티칭 MD 얀

쌍(120, 124; 121, 125; 122, 126; 123, 127)의 세트를 제지 표면의 직조 지점이 되는 기계 방향 얀의 1X1 또는 "평평한

직조" 패턴으로 각각의 상부 CMD 얀(130-145)이 번갈아서 하부 방향과 그 다음의 상부 방향으로 직조된다. 예를 들어,

상부 CMD 얀(130)은 상부 MD 얀(110)의 아래와, 스티칭 MD 얀(120)의 위로, 상부 MD 얀(111)의 아래로, 스티칭 MD 얀

(121)의 위로, 상부 MD 얀(112)의 아래로, 스티칭 MD 얀(122)의 위로, 상부 MD 얀(113)의 아래로, 스티칭 MD 얀(127)

의 위로 통과하게 된다. 또다른 상부 CMD 얀(131-145)은 인접한 상부 CMD 얀(130-145)을 위한 하나의 기계방향 얀에

의해 이러한 패턴이 오프셋되더라도 동일한 "상부측 1/하부측 1"의 패턴을 따르게 된다.

도 2에 따르면, 상기 직물(100)의 저부 직물 레이어(104)의 상부면의 반복 유닛이 도시된다. 상기 반복 유닛은 저부 CMD

얀(160-167)의 세트와 직조되는 저부 MD 얀(150-153)의 세트를 포함한다. 상기 반복 유닛은 전술한 스티칭 MD 얀

(120, 124; 121, 125; 122, 126; 123, 127)을 추가로 구비한다.

도 2에 따르면, 상기 저부 CMD 얀(160-167)은 상기 직물(100)을 사용하는 동안에 상기 직물(100)의 기계측면과 제지기

사이의 마찰에 의해 발생되는 마모에 적합한 다소 큰 직경의 얀들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직물(100)은, 상기 저부 직물 레이어(104)의 기계측(즉 저부면)에서 볼 경우, 상기 CMD 얀이 통과하거나 다수의 인접한

기계방향 얀들위에 들뜨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도록, 상기 기계측면상에서 상당히 길다란 크로스 기계 방향의 "플로우트

"(float)를 제공한다. 이러한 구성은 대형의 튼튼한 CMD 얀들(160-167)이 제지기에 우선 접촉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리하

다.

전술한 바와같이,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직물에서, 상기 직물 레이어(102)(도 1) 및 저부 직물 레이어(104)(도 2)는 스티

칭 MD 얀 쌍(120, 124; 121, 125; 122, 126; 123, 127)에 의해 서로 결합된다. 도 1에서, 상기 상부 직물 레이어(102)와

직조되는 스티칭 MD 얀(120-127)의 이러한 부분들이 도시된다. 도 2에는, 스티칭 MD 얀(120-127)의 전제가 도시되는

데, 상기 상부 직물 레이어에서 직조되는 스티칭 날실 얀의 이러한 부분들은 파선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 3a-3p는 상기 직물(100)의 하나의 반복부에서의 16개의 MD 얀들의 각각의 기계방향 경로를 도시한다. 도 3a, 3e, 3i,

3m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MD 얀들(110-113)은 상기 상부 CMD 얀(130-145)로써 동일하게 상부측 1/하부측 1의 패

턴으로 직조된다. 이러한 상부 MD 얀(110-113)은 상기 저부 직물 레이어(104)로써 직조되지 않는다. 도 3b, 3f, 3j, 3k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저부 MD 얀들(150-153)은 상부측 4/하부측 1/ 상부측 2/하부측 1의 패턴으로 상기 저부 CMD얀

들(160-167)과 직조되어, 직물의 각 반복 유닛에서, 각각의 저부 MD 얀(150-153)은 저부 CMD 얀(160-167)에서의 4개

의 얀 위로, 다음의 저부 CMD 얀 아래로, 다음의 2개의 저부 CMD 얀 위로, 그리고 다음의 저부 CMD 얀 아래로 통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도 3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부 MD 얀(151)은 저부 CMD 얀(165-167, 160) 위로, 저부 CMD 얀(161)

아래로, 저부 CMD 얀(162-163) 위로, 그리고 저부 CMD 얀(164) 아래로 통과하게 된다. 다른 저부 CMD 얀들(150, 152-

153)은 그러한 패턴들이 비록 각각 인접한 저부 MD 얀(151-153)을 위한 두 개의 저부 CMD 얀(160-167)에 의해 오프셋

되더라도, 상부측 4/하부측 1/상부측 2/하부측 1의 패턴과 유사한 패턴을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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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c, 3g, 3k 및 3o는 스티칭 MD 얀(120, 121, 122 및 123)의 각각의 기계 방향 얀 경로를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얀들(120-123)은 상기 상부 CMD 얀(130-145) 및 저부 CMD 얀(160-167)과 동일한 패턴으로, 인접한 스티칭 MD 얀

(120-123)에 대하여 2개의 저부 CMD 얀(따라서 4개의 CMD 얀)에 의해 오프셋된 각각의 스티칭 MD 얀(120-123)으로

써 직조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도 3c에서, 스티칭 MD 얀(120-123)은 하부측 1/상부측 1/ 하부측 1/상부측

1/ 하부측 1/상부측 1/하부측 1/상부측 1/하부측 1/상부측 1/하부측 6의 패턴으로 상부 CMD 얀(130-145)와 직조된다.

상기 스티칭 MD 얀들은 상부측 7/하부측 1의 패턴으로 상기 저부 CMD 얀들(160-167)과 직조된다.

도 3d, 3h, 3l 및 3p는 각각의 스티칭 MD 얀들(124, 125, 126, 127)을 위한 각각의 기계 방향 얀의 경로들을 도시한다. 도

시된 바와 같이, 얀들(124-127)은 상부 CMD 얀(130-145) 및 저부 CMD 얀(160-167)과 동일한 패턴으로, 인접한 스티

칭 MD 얀들(124-127)에 대하여 2개의 저부 CMD 얀(따라서 4개의 상부 CMD 얀)에 의해 오프셋된 각각의 스티칭 MD 얀

(124-127)과 직조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도 3d에서, 스티칭 MD 얀(120-123)은 하부측 7/상부측 1/하부측

1/상부측 1/하부측 1/상부측 1의 패턴으로 상기 상부 CMD 얀들(130-145)과 직조된다. 상기 스티칭 MD 얀들(124-127)

은 상부측 7/하부측 1의 패턴으로 상기 저부 CMD 얀들(160-167)과 직조된다.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직물(100)의 기계 방향 얀들의 50%는 상부 직물 레이어(102) 및 저부 직물 레이어(104)

에서 직조된다. 이러한 형상의 결과, 기계방향으로 주행하는 얀들의 향상된 적층형상이 획득된다. 특히, 상기 상부 MD 얀

들(110-113)은 상기 저부 MD 얀들(150-153) 바로 위에 오도록 배치된다. 이러한 배열로 인하여, 상부 직물 레이어(102)

의 상부면에 도달하는 수분이 저부 직물 레이어(104)의 저부로 바로 나아가는 얀들 사이의 큰 배수구와 만나게 되도록 배

수구를 통한 직진성이 얻어진다. 이러한 배열체는 많은 제지 분야에서 목적하는 직물 특징인 배수 성능과 세척 편리성을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상기 상부 및 저부 직물 레이어(102, 104)에서 직조되는 기계 방향 얀들의 100% 이하를 가지게 됨

으로 인하여, 미국 특허 6,202,705 또는 독일 특허 WO 02/00996-02 A1에서 청구된 직물과 같은 스티칭 얀들로 구성된

기계 방향 얀들의 67% 또는 100%로 형성된 균등한 직물과 비교하여 투과성과 균일성이 향상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다양

한 제지 분야에서 유용하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저부 MD 얀들(150-153)은 각 측부에서 서로 인접하게 되는 스티칭 MD 얀들(120-127)

과 선택적으로 함께 가거나, 커플을 이루어 간다. 따라서, 예를 들어, 저부 MD 얀(151)은 저부 CMD 얀(164)의 인접부에

서 스티칭 MD 얀(121)과 연결되며, 저부 CMD 얀(161)의 인접부에서 스티칭 MD 얀(124)와 연결된다. 상기 저부 MD 얀

들(150-153)이 저부 CMD 얀들(160-167) 아래로 통과하여 제지기와 접촉하게 되는 것이 방지되는 위치에 인접한 곳에

서 쌍을 이루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종종, 당업자에 알려진 방법으로 두 개의 인접한 얀들이 연결되면, 쌍을 이룬 상기 두

개의 얀은 직조시에 서로 얀이 함께 가게되는 위치에서 쌍을 이룬다. 그러나, 본원에서 "스티칭 MD 얀"에 대한 참조번호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연결"이라는 용어는 직조시에 두 개의 얀이 함께 가는 상황을 묘사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상기 저부 MD 얀들(150-153) 및 상기 스티칭 MD 얀들(120-127) 사이에 형성된 연결 구조체는 응용 분야에서 몇가지 장

점이 있다. 첫째로, 이러한 위치에서 연결함으로써, 얀들은 서로를 보호하도록 작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 얀은 제지기

과 덜 접촉하게 된다. 직물의 파손 가능성이 있는 지점은 제지기와 접촉하게 되는 MD 얀들의 마모부이기 때문에, 작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기 CMD 얀들 아래로 MD 얀들이 들뜨게 되는 위치에서 두 개의 MD 얀들이 연결

되어, 그 위치에서 서부 CMD 얀 상에 상향력을 증가시키도록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증가된 상향력은 저부 직물 레이

어(104)로 들뜨게 된 기계측 MD 얀을 매립하는 것을 도와서, 상기 저부 MD 얀들(150-153)과 상기 스티칭 MD 얀들

(120-127) 상에 기계적 마모를 감소시키는 것을 보조한다. 셋째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당히 큰 배수구는 직물

(100)로부터 수분이 배수되는 것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도 1-3의 실시예에서, 모든 스티칭 MD 얀들(120-127)은 상기 직물 레이어를 서로 스티칭하기 위하여 상부 및 저부 직물

레이어(102, 104)에서 직조된다. 하기의 직물에 대한 설명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바와 같이, 모든 스티칭 MD 얀들이 스티

칭 기능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

본 발명의 교시내용에 따른 다른 직물(200)은 도 4-6에 도시된다. 도 4는 삼중 레이어 직물(200)의 상부 직물 레이어

(202)의 평면도(즉, 제지 표면의 도면)이며, 도 5는 직물(200)의 저부 직물 레이어(204)의 평면도(즉, 제거된 상부 직물 레

이어(202)에서 완전히 직조된 얀들로써 된 직물(200)의 도면)이다. 도 6a-6d는 상부 MD 얀(210), 저부 MD 얀(250), 및

스티칭 MD 얀들(224, 220)의 직조 패턴을 각각 도시한다. 당업자는 상기 직물의 도시된 부분이 상업적인 면에서 기계 방

향과 크로스 기계 방향으로 여러번 반복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상부 직물 레이어(202)는 직조되는 상부 CMD 얀들(230-245)의 세트와 상부 MD 얀들

(210-213)의 세트를 구비한다. 상기 상부 직물 레이어는 상부 CMD 얀들(230-245)와 직조되는 4개의 스티칭 MD 얀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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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224; 221, 225; 222, 226; 223, 227)의 세트를 추가로 구비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스티칭 MD

얀 쌍(220, 224)와 같은 스티칭 MD 얀 쌍은 인접한 상부 MD 얀(예를 들어 얀(210-211))의 각각의 쌍들 사이에 제공된다.

상기 스티칭 MD 얀 쌍은 직조되어, 쌍을 이룬 얀(220)들 중 하나는 상부 직물 레이어(202)의 직조 패턴을 완성하도록 상

부 직물 레이어(202)에서 직조되며, 쌍을 이룬 다른 얀(224)은 제지 표면 아래로 하강한다. 도 6c 및 6d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직물(200)의 실시예에서, 각 스티칭 MD 얀 쌍의 두 개의 얀 중 하나(예를 들어 스티칭 MD 얀 쌍(220, 224)의 얀

(224))는 상부 직물 레이어(202)아 저부 직물 레이어(204)를 함께 결합하도록 저부 직물 레이어(204)로 하강한다. 스티칭

MD 얀 쌍의 다른 얀(예를 들어 얀(220))은 제지 표면 아래로 하강하여, 스티칭 MD 얀 쌍의 제2 얀(예를 들어 얀(224))이

상부 직물 레이어(202)의 직조부를 완결하기 위하여 제지 표면 위로 나아가게 되는 직조부의 위치에서 상기 상부 직물 레

이어(202)와 저부 직물 레이어(204)사이에서 진행하게 된다.

도 5를 참조하면, 저부 직물 레이어(204)의 기계측면이 도시된다. 상기 저부 직물 레이어(204)는 저부 CMD 얀들(260-

267)의 세트로 직조된 저부 MD 얀들(250-253)의 세트를 포함한다. 반복 유닛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직물 레이어를 서로 결

합하도록 상부 직물 레이어(202)와 저부 직물 레이어(204)를 직조한 스티칭 MD 얀들(224-227)을 추가로 구비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직물(200)의 상기 저부 CMD 얀들(260-267)은 상기 직물(200)을 사용시에 제지기에 의해 발생

되는 마모를 견디기에 적합한 큰 직경의 얀들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직물(200)의 직조 패

턴은 기계측면 상에서 상당히 길다란 크로스 기계 방향 "플로우트"(float)들을 제공한다.

도 6a-6d는 직물(200)의 각 기계 방향 얀들의 기계방향 얀 경로를 도시한다. 도 6a는 상부 MD 얀(210)을 위한 기계 방향

얀 경로를 도시한다. 상기 MD 얀들(211-213)은 동일한 직조 패턴으로 직조된다.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상부

MD 얀(210-213)들은 상부 CMD 얀(230-245)로써 상부측 1/하부측 1의 패턴으로 직조되며, 상기 저부 직물 레이어

(204)에서 어떠한 얀들로도 직조되지 않는다.

도 6b는 저부 MD 얀(250)의 기계 방향 얀 경로를 도시한다.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부 MD 얀(250)은 상부측 3/하

부측 1/상부측 3/하부측 1의 패턴으로 저부 CMD 얀(260-267)으로써 직조하는데, 즉, 그것은 각각의 직물의 반복부에서

CMD 얀(267, 260-261) 위로, 저부 CMD 얀(262) 아래로, 저부 CMD 얀(263-265) 위로, 그리고 저부 CMD 얀(266)아래

로 통과한다. 다른 저부 MD 얀(251-253)은, 이러한 패턴의 시작 지점이 서로 인접한 저부 MD 얀(250-253)을 위한 2개

의 저부 CMD 얀(260-267)에 의해 오프셋되더라도, 유사한 "상부측 3/하부측 1/상부측 3/하부측 1의 패턴"인 직조 패턴

을 따른다.

도 6c는 스티칭 MD 얀(224)의 기계 방향 얀을 도시한다. 도 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티칭 MD 얀(224)는 상기 저부

CMD 얀(260-267)에 대하여 상부측 3/하부측 1/상부측 3/하부측 1의 패턴으로 직조되며, 상부 CMD 얀(230-245)에 대

하여 상부측 7/하부측 1/상부측 7/하부측 1의 패턴으로 직조된다. 스티칭 MD 얀(225-227)은 상기 패턴의 시작 지점이 각

각 인접한 스티칭 MD 얀(224-227)을 위한 2개의 저부 CMD 얀(260-267)(따라서 4개의 상부 CMD 얀(230-245))에 의

해 오프셋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스티칭 MD 얀(224)과 같이 저부 CMD 얀(260-267) 및 상부 CMD 얀(230-245)에 대하

여 동일한 패턴을 따르게 된다.

도 6d는 스티칭 MD 얀(220)의 기계 방향 얀 경로를 도시한다. 도 6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티칭 MD 얀(220)은 상기 상

부 CMD 얀(230-245)에 대하여 하부측 1/상부측 1/하부측 3/상부측 1/하부측 1/상부측 1/하부측 1/상부측 1/하부측 3/

상부측 1/하부측 1/상부측 1의 패턴으로 직조된다. 스티칭 MD 얀(220)은 상기 저부 CMD 얀(260-267)과 직조되지 않는

다. 스티칭 MD 얀(221-223)은 상기 패턴을 위한 시작 지점이 서로 인접한 스티칭 MD 얀(220-223)을 위한 4개의 상부

CMD 얀(230-245)에 의해 오프셋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스티칭 MD 얀(220)과 같이 상부 CMD 얀(230-245)에 대하여 동

일한 패턴을 따른다.

도 6c 및 6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스티칭 MD 얀 쌍(220, 224; 221, 225; 222, 226; 223, 227)은 제지 표면에서 직조

부를 완결하도록 "하강 너클 패턴"으로 직조한다. "하강 너클 패턴"에 의해, 다른 쌍의 각각의 얀(얀(220-223))중 하나는

제지 표면에서 직조부를 거의 완성하지만, 상기 얀은 다른 얀의 쌍(얀 (224-227))이 상부 직물 레이어와 짜맞추어지도록

상부측 1/하부측 1의 패턴으로 상부 CMD 얀 위로 결합하는 너클 중 하나를 생략한다. 생략된 너클 패턴은 질좋은 종이, 신

문 인쇄, 갈색 종이 분야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직물의 스티칭 MD 얀들의 위치는 직물의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해

야 한다. 예를 들어, 도 1-3의 직물(100)에서, 스티칭 MD 얀(124-127)은 저부 MD 얀(150-153)과 같은 동일한 날실 비

임으로 직조되며, 상기 스티칭 MD 얀(120-123)은 상부 MD 얀(110-113)과 동일한 날실 비임으로 직조된다. 도 1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이러한 직조 형상에서, 각각의 스티칭 MD 얀 쌍에서, 제지 표면상에서 반복부 마다 5개의 너클을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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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티칭 MD 얀은 제지 표면상에서 반복부 마다 3개의 너클을 형성하는 스티칭 얀(얀 (120-123))의 좌측(도 1의 지점

에서 보아)으로 약간 떨어진다. 따라서, 예를 들어, 도 1에서, 스티칭 MD 얀(120)은 스티칭 MD 얀(124)의 좌측으로 약간

떨어진다.

도 7은 상기 스티칭 MD 얀 상에서 역 직조부를 가지는 삼중 레이어 직물(300)의 상부 직물 레이어(302)의 평면도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상부 직물 레이어(302)의 반복 유닛은 서로 직조되는 상부 CMD 얀(330-345)의 세트와 상부

MD 얀(310-313)의 세트를 구비한다. 상기 상부 직물 레이어는 상기 상부 CMD 얀(330-345)으로 직조되며 인접한 상부

MD 얀이 각각의 쌍 사이에 제공되는 4개의 스티칭 MD 얀 쌍(320, 324; 321,325; 322, 326; 323, 327)의 세트를 추가로

포함한다. 상기 스티칭 MD 얀 쌍은 쌍 중 하나의 얀(예를 들어 얀(320))이 상부 직물 레이어(302)에서 직조 패턴을 완결하

도록 상부 직물 레이어(302)에서 직조하고, 쌍 중 다른 얀(예를 들어 얀(324))은 제지 표면 아래로 하강하도록 직조된다.

도 8은 상기 직물(300)의 저부 직물 레이어(304)의 기계 측면의 반복 유닛을 도시한다. 상기 반복 유닛은 저부 CMD 얀

(360-367)의 세트로써 직조되는 저부 MD 얀(350-353)의 세트를 구비한다. 상기 반복 유닛은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직

물 레이어를 서로 결합시키기 위하여 상부 질물 레이어(302)와 저부 직물 레이어(304)에서 직조되는 스티칭 MD 얀(320-

327)을 추가로 구비한다.

도 9a-9d는 직물(300)의 대표적인 기계방향 얀의 각각의 기계 방향 얀 경로를 도시한다. 도 9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

MD 얀(310)과 상부 MD 얀(311-313)은 상부 CMD 얀(330-345)으로써 상부측 1/하부측 1의 패턴으로 직조되며, 저부

직물 레이어(304)에서 어떠한 얀으로도 직조되지 않는다.

도 9b는 저부 MD 얀(350)의 기계 방향 경로를 도시한다. 도 9b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저부 MD 얀(350)은 상부측 4/하부

측 1/상부측 2/하부측 1의 패턴으로 CMD 얀(360-367)으로써 직조되는데, 환언하면, 이것은 직물의 각 반복부에서 저면

CMD 얀(367, 360-362) 위로, 저부 CMD 얀(363)아래로, 저부 CMD 얀(364-365) 위로, 저부 CMD 얀(366) 아래로 통과

한다. 다른 저부 MD 얀(351-353)은, 상기 패턴을 위한 시작 지점이 각각 인접한 저부 MD 얀(350-353)을 위한 2개의 저

부 CMD 얀(360-367)에 의해 오프셋되더라도, "상부측 4/하부측 1/상부측 2/하부측 1의 패턴"의 직조 패턴과 유사한 패

턴을 따른다.

도 9c는 스티칭 MD 얀(320)의 기계 방향 얀 경로를 도시한다. 도 9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티칭 MD 얀(320)은 상기 저부

CMD 얀(360-367)에 대하여 상부측 7/하부측 1의 패턴으로 직조되고, 상부 CMD 얀(330-345)에 대하여 하부측 7/상부

측 1/하부측 1/상부측 1/하부측 1/상부측 1의 패턴으로 직조된다. 스티칭 MD 얀(321-323)은 상기 패턴을 위한 시작 지점

이 서로 인접한 스티칭 MD 얀(324-327)을 위한 2개의 저부 CMD 얀(360-367)(따라서 4개의 상부 CMD 얀(330-345))

에 의해 오프셋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스티칭 MD 얀(320)과 같이 상기 저부 CMD 얀(360-367) 및 상기 상부 CMD 얀

(330-345)에 대하여 동일한 패턴을 따르게 된다.

도 9d는 스티칭 MD 얀(324)의 기계 방향 얀 경로를 도시한다. 도 9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티칭 MD 얀(324)은 상기 상

부 CMD 얀(330-345)에 대하여 하부측 1/상부측 1/하부측 1/상부측 1/ 하부측 1/상부측 1/하부측 1/상부측 1/하부측 1/

상부측 1/하부측 7의 패턴으로 직조된다. 상기 MD 얀(324)은 상부측 7/하부측 1 패턴으로 상기 저부 CMD 얀(360-367)

으로써 직조한다. 스티칭 MD 얀(325-327)은 상기 패턴을 위한 시작 지점이 서로 인접한 스티칭 MD 얀(324-327)을 위한

4개의 상부 CMD 얀(330-345)에 의해 오프셋되는 것을 제외하고 스티칭 MD 얀(324)과 같이 상부 CMD 얀(330-345)과

동일한 패턴을 따르게 된다.

도 7-9에 도시된 상기 직물(300)은 도 1-3에 도시된 직물(100)에 매우 유사한데, 단지 차이점이라면 스티칭 MD 얀 쌍의

위치가 2개의 직물에서 역전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물(100)에서, 제지 표면에서 반복부 마다 5개의 너클을 형성하

는 스티칭 MD 얀(120-123)은 상기 제지 표면상에서 반복부 마다 3개의 너클을 형성하는 스티칭 MD 얀(124-127)의 좌

측으로(도 1의 지점에서 볼 경우) 떨어지며, 직물(300)에서, 제지 표면상에서 반복부 마다 5개의 너클을 형성하는 스티칭

MD 얀(324-327)은 상기 제지 표면상에서 반복부 마다 3개의 너클을 형성하는 스키칭 MD 얀(320-323)의 우측(도 7의

지점에서 볼 경우)으로 떨어진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스티칭 MD 얀들의 역전부는 저부 직물 레이어(304)의 얀의 위치에 현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저부 직물 레이어(304)에서의 기계 방향 얀 직조부는 직물(300)의 배수구를 통한 직진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지그재그 패턴(도 2에 도시된 저부 직물 레이어(104)에 비교하여)을 보다 많이 구비한다. 각각의 스티칭 MD 얀은 특별

한 저부 MD 얀에 연결되기 때문에, 상기 지그재그 패턴은 그 결과 상기 스티칭 MD 얀처럼 동일한 저부 CMD 얀 아래를 통

과하는 상기 저부 MD 얀이 된다. 직물(300)에서, 각 저부 MD 얀과 스티칭 MD 얀은 다른 스티칭 MD 얀에 의해 분리된다.

그 결과, 각 저부 MD 얀과 이에 연결되어 있는 스티칭 MD 얀은 번갈아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직물을 가로질러 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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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지그재그 패턴을 더 제공한다. 예를들어, 저부 MD 얀(351)은 두 개의 얀이 저부 CMD 얀(361) 아래를 통과하는 스

티칭 MD얀(320)에 연결된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티칭 MD 얀(324)은 저부 MD 얀(351)와 스티칭 MD 얀(320) 사

이(그리고 그 위)에 놓인다. 그 결과, 저부 MD 얀(351)은 심하게 좌측으로 만곡되고 스티칭 MD 얀(320)은 심하게 우측으

로 만곡되어, 두 개의 얀은 양자가 저부 CMD 얀(361)을 통과하는 위치에서 서로 연결된다. 유사하게, 스티칭 MD 얀(321)

은 저부 MD 얀(351)과 스티칭 MD 얀(325) 사이(그리고 그 위)에 놓인다. 저부 MD 얀(351)은 심하게 우측으로 만곡되고

스티칭 MD 얀(325)은 심하게 좌측으로 만곡되어, 두 개의 얀은 이들이 저부 CMD 얀(364) 아래를 통과하는 위치에서 서

로 연결된다. 상기 저부 MD 얀과 스티칭 MD 얀의 이러한 경향은 (저부 직물 레이어에서 직조되는 위치에서) 처음 것이 좌

측으로 기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지그재그로 우측으로 기대게 한다.

직물(300)에서, 상기 스티칭 MD 얀 쌍이 저부 MD 얀에 연결되게 하는 힘에 의해 서로 당겨진다. 그 결과, 상기 스티칭

MD 얀은 저부 MD 얀(저부 MD 얀과 연결되는 위치를 제외) 사이의 거의 절반부에 정렬되어, 직물의 배수구를 통한 향상

된 직진성을 제공한다. 반대로, 도 1-3의 직물(100)에서, 각각의 스티칭 MD 얀 쌍의 상기 스트칭 MD 얀은 인접한 다른 저

부 MD 얀으로부터 당겨진다.

본 발명의 원리는 다른 반복 패턴으로 직조된 직물로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에 따른 20개 하니스 상에서 직조

된 삼중 레이어 직물(400)은 도 10-12에 도시된다. 도 10은 삼중 레이어 직물(400)의 상부 직물 레이어(402)의 평면도이

며(즉, 제지 표면의 도면), 도 11은 직물(400)의 저부 직물 레이어(404)의 평면도이다(즉, 제거된 상부 직물 레이어(402)

에서 배타적으로 직조된 얀을 구비한 직물(400)의 도면). 도 12A-12D는 각각 상부 MD 얀(410), 저부 MD 얀(450), 스티

칭 MD 얀(420, 425)의 직조 패턴을 도시한다. 도 10-12의 삼중 레이어 직물은 20개의 하니스로 직조되어, 상기 직물의

단일 반복부는 20개의 기계 방향 얀을 관할한다. 도 10 및 도 11은 상기 직물의 단일 반복 유닛을 도시하며, 당업자는 상업

적인 면에서 도시된 부분이 기계 방향과 크로스 기계 방향으로 여러번 반복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상부 직물 레이어(402)의 반복 유닛은 서로 직조되는 상부 CMD 얀(430-439)의 세트와

상부 MD 얀(410-414)의 세트를 포함한다. 상기 상부 직물 레이어는 상기 상부 CMD 얀(430-439)와 직조되는 5개의 스

티칭 MD 얀 쌍(420, 425; 421, 426; 422, 427; 423, 428; 424, 429)의 세트를 포함한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스티칭 MD 얀 쌍(420, 425)과 같은 스티칭 MD 얀 쌍은 인접한 상부 MD 얀(얀(410-411))의 각각의 쌍 사이에 제공

된다. 각각의 스티칭 MD 얀 쌍(예를 들어, 쌍(420, 425))은 직조되어 상기 쌍(예를 들어, 쌍(420))중 하나의 얀은 상부 직

물 레이어(402)에서 직조 패턴을 완결하도록 상부 직물 레이어(402)에서 직조되며, 다른 스티칭 MD 얀(예를 들어 얀

(425))은 상부 직물 레이어(402)와 저부 직물 레이어(404)를 서로 결합하도록 저부 직물 레이어(404)로 하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기 스티칭 얀 쌍(420, 425; 421, 426; 422, 427; 423, 428; 424, 429)은 상부 레이어 직물(402)의 직조부를

완결하고, 상부 및 너부 직물 레이어(402, 404)를 결합하는 역할을 한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같이, 상부 CMD 얀(430-

439)의 세트를 구비하는 얀은 평평한 직조 패턴으로 스티칭 얀 쌍(420, 425; 421, 426; 422, 427; 423, 428; 424, 429)과

상부 레이어 얀(410-414)의 세트로써 직조되어, 각각의 상부 층 얀(430-439)은 아래로 통과하며 그 다음에는 위로 통과

하여, 제지 표면에서 직조되는 지점에서 기계 방향 얀을 통과한다.

도 11을 참조하면, 직물(400)의 저부 직물 레이어(404)의 기계 측면의 반복 유닛이 도시된다. 상기 반복 유닛은 저부 CMD

얀(460-464)의 세트와 직조되는 저부 MD 얀(450-454)의 세트를 포함한다. 상기 반복 유닛은 전술한 바와 같이 스티칭

MD 얀 쌍(420, 425; 421, 426; 422, 427; 423, 428; 424, 429)을 추가로 포함한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직물(400)의 저부 CMD 얀(460-464)은 직물(400)을 사용시에 제지기에 의해 발생되는 마모에

견딜 수 있는 큰 직경의 얀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직물(400)의 직조 패턴은 기계 측면상에서

상당히 길다란 크로스 기계 방향 "플로우트"를 제공한다.

도 12a-12d는 직물(400)에서 대표적인 기계 방향 얀의 각각의 기계방향 얀 경로를 도시한다. 도 12a는 상부 MD 얀(410)

을 위한 기계 방향 얀 경로를 도시한다. 상부 MD 얀(411-414)은 동일한 직조 패턴으로 직조된다. 도 1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이러한 상부 MD 얀(410-414)은 상부 CMD 얀(430-439)로써 상부측 1/하부측 1의 패턴으로 직조되고(그리

고 각각의 상부 MD 얀(410-414)은 정확하게 동일한 상부 CMD 얀(430, 432, 434, 436, 438) 위로 통과한다), 상기 저부

직조 레이어(404)에서 어떠한 얀도 직조하지 않는다.

도 12b는 저부 MD 얀(450)의 기계 방향 얀 경로를 도시한다. 도 12b에 도시된 바와같이, 저부 MD 얀(450)은 상부측 2/하

부측 1/상부측 1/하부측 1의 패턴으로 저부 CMD 얀(460-464)와 직조되는데, 즉 그것은 상기 직물의 각 반복부에서 저부

CMD 얀(460-461)위로, 저부 CMD 얀(462) 아래로, 저부 CMD 얀(463) 위로, 저부 CMD 얀(464) 아래로 통과한다. 다른

저부 MD 얀(451-454)은 상기 패턴을 위한 시작 지점이 각 인접 저부 MD 얀(450-454)을 위한 하나의 저부 CMD 얀

(460-464)에 의해 오프셋되더라도, 유사한 "상부측 2/하부측 1/상부측 1/하부측 1의 패턴"의 직조 패턴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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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c는 스티칭 MD 얀(420)의 기계 방향 얀 경로를 도시한다. 도 1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티칭 MD 얀(420)은 상기

저부 CMD 얀(460-464)에 대하여 하부측 1/상부측 4 패턴으로 직조되며, 상기 상부 CMD 얀(430-439)에 대하여 하부측

7/상부측 1/하부측 1/상부측 1 패턴으로 직조된다. 스티칭 MD 얀(421-424)은 상기 패턴의 시작 지점이 서로 인접한 스티

칭 MD 얀(420-424)의 하나의 저부 CMD 얀(460-464)(따라서 두 개의 상부 CMD 얀(430-439))에 의해 오프셋되는 것을

제외하고 스티칭 MD 얀(420)과 같이 상기 저부 CMD 얀(460-464) 및 상기 상부 CMD 얀(430-439)에 대하여 동일한 패

턴을 따른다.

도 12d는 스티칭 MD 얀(425)의 기계 방향 얀 경로를 도시한다. 도 12d에 도시된 바와같이, 스티칭 MD 얀(425)은 상기 저

부 CMD 얀(460-464)에 대하여 상부측 4/하부측 1의 패턴으로 직조되며, 상기 상부 CMD 얀(430-439)에 대하여 하부측

1/상부측 1/하부측 5/상부측 1/하부측 1개/상부측 1개의 패턴으로직조된다. 스티칭 MD 얀(426-429)은 상기 패턴의 시

작 지점이 인접한 스티칭 MD 얀(425-429)의 하나의 저부 CMD 얀(460-464)(따라서 두 개의 상부 CMD 얀(430-439))에

의해 오프셋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스티칭 MD 얀(425)과 같이 상부 CMD 얀(430-439)에 대하여 동일한 패턴을 따른다.

본 발명의 다른 16개 하니스 삼중 레이어 직물의 실시예가 도 13-15d에 도시되며, 여기서 도면부호 500으로 도시된다. 상

기 직물(500)(그 반복 유닛은 도 13 및 14에 도시됨)은 4개의 상부 MD 얀(501-504), 16개의 상부 CMD 얀(511-526), 4

개의 저부 MD 얀(541-544), 8개의 저부 CMD 얀(551-558), 및 4쌍의 MD 스티칭 얀(531a-534b)을 구비한다. 이러한

얀들은 하기의 방법으로 직조된다.

상기 직물(500)의 상부 레이어는 상부 MD 얀(501-504), 상기 상부 CMD 얀(511-526) 및 스티칭 얀(531a-534b)의 스티

칭 부분의 직조부에 의해 형성된다. 도 1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상부 MD 얀(501-504)은 상부 CMD 얀(511-526)

으로써 직조되는 "상부측 1개/하부측 1개"의 순서를 따른다. 예를 들어, 상부 MD 얀(501)은 상부 CMD 얀(511) 위로, 상

부 CMD 얀(512) 아래로, 상부 CMD 얀(513) 위로, 그리고 상부 CMD 얀(526) 아래로 통과할 때까지 통과한다. 다른 상부

MD 얀은 동일한 상부 CMD 얀 위와 아래로 통과한다.

도 7에 도시된 직물(300)과 같이, 상기 스티칭 얀 쌍은 상기 직물(500)의 상부면상에 평평한 직물 패턴을 완결하도록 단일

의 얀으로서 작동하도록 결합된다. "a"로 표시된 각각의 스티칭 얀은 반복 유닛의 부분으로서 3개의 상부 CMD 얀 위로 통

과하며, "b"로 표시된 각각의 스티칭 얀은 반복 유닛의 부분으로서 5개의 상부 CMD 얀 위로 통과한다. 예를 들어, 스티칭

얀(532b)은 상부 CMD 얀(512, 514, 516, 518, 520) 위로 통과하며, 쌍을 이룬 스티칭 얀(532a)은 상부 CMD 얀(522,

524, 526) 위로 통과한다.

상부 MD 얀(501-504)은 스티칭 얀 쌍에 의해 서로 분리된다. 예를 들어, 스티칭 얀 쌍(532a, 532b)은 상부 MD 얀(501,

502) 사이에 위치된다. 따라서, 상부 MD 얀(501, 502)이 상부 CMD 얀(511)을 통과하면, 상기 스티칭 얀 쌍(532b)은 상

부 CMD 얀(511) 아래로 통과하며, 상부 MD 얀(501, 502b)가 상부 CMD 얀(512) 아래로 통과하면, 상기 스티칭 얀

(532b)는 상부 CMD 얀(512) 위로 통과하여, 직물(500)의 상부면을 평평하게 직조하여 형성한다.

스티칭 얀의 각 쌍은 4개의 상부 CMD 얀에 의해 이웃하는 스티칭 얀 쌍으로부터 오프셋된다. 이것은 도 13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스티칭 얀(531a, 531b)는 직물(500)의 상부 및 저부 레이어 사이로 진행할 때 상부 CMD 얀(525) 위로 통과한

다. 도 13을 참조하면, 상부 및 저부 레이어 사이에서 진행할 때, 이러한 얀들은 상부 CMD 얀(521)(4개의 상부 CMD 얀에

의해 상부 CMD 얀(525)으로부터 오프셋됨)아래로 통과하여 스티칭 얀(532a, 532b)에 이른다.

직물(500)의 저부 레이어는 도 14 및 15a-15d에 도시된다. 각각의 저부 MD 얀은 상부 MD 얀 아래에 위치되며, 각각의

저부 CMD 얀은 상부 CMD 얀 아래에 위치된다. 8개의 저부 CMD 얀과 16개의 상부 CMD 얀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다

른 상부 CMD 얀(예를 들어 상부 CMD 얀(511))은 그 아래에 어떠한 저부 CMD 얀도 구비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는 도

15a-15d에 도시되어 있다.

도 14를 참조하면, 각각의 저부 MD 얀(541-544)은 반복 유닛에서 "상부측 2/하부측 1/상부측 1/하부측 1/상부측 2/하부

측 1"의 순서로 상기 저부 CMD얀(551-558)과 직조된다. 예를 들어, 저부 MD 얀(544)은 저부 CMD 얀(551, 552) 위로,

저부 CMD 얀(553) 아래로, 저부 CMD 얀(554) 위로, 저부 CMD 얀(555) 아래로, 저부 CMD 얀(556, 557) 위로, 저부

CMD 얀(558) 아래로 통과한다. 각 저부 MD 얀은 2개의 상부 저부 CMD 얀에 의해 이웃하는 저부 MD 얀으로부터 오프셋

된다. 예를 들어, 저부 MD 얀(542)은 저부 CMD 얀(558)위로 "상부측 1"구성을 형성하며, 이웃하는 저부 MD 얀(543)은

저부 CMD 얀(556)위로 "상부측 1" 구성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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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 15b 및 15d를 참조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스티칭 얀의 쌍이 상부 CMD 얀과 직조되지 않을 때, 그것은 상부 CMD

얀의 아래로 통과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도 4-6d의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각 스티칭 얀 쌍의 스티칭 얀은 저부 CMD 얀

과 엮이지 않지만 그 위에 들떠있게 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각각의 "a" 스티칭 얀은 저부 CMD 얀과 엮이게 되고, 각각의

"b" 스티칭 얀은 그러하지 않다. 예를 들어, 도 14, 15b 및 15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티칭 얀(531a)은 저부 CMD 얀(556)

아래로 스티칭되지만, 쌍을 이룬 스티칭 얀(531b)은 저부 CMD 얀의 어느것과도 스티칭되지 않는다. "a" 스티칭 얀의 스티

칭 위치는 2개의 저부 CMD 얀에 의해 서로로부터 오프셋되는데, 예를 들어, 스티칭 얀(531a)은 저부 CMD 얀(556) 아래

로 스티칭되며, 스티칭 얀(532a)은 저부 CMD얀(554) 아래로 스티칭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a" 스티칭 얀에 의해 형성된 스티치는 이웃하는 MD 얀에 의해 형성된 저부 측면 너클에 인접하게 위

치된다. 예를 들어, 스티칭 얀(531a)은 저부 CMD 얀(556) 아래로 스티칭된다. 이웃하는 저부 MD 얀(541)은 저부 CMD얀

(556) 아래에서 저부 측면 너클을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상기 저부 측면 MD 얀 너클은 사용시에 제지기와 접촉에 의

해 발생되는 마모로부터 스티칭 너클을 보호하는 것을 보조한다. 모든 다른 저부 CMD 얀에서, 그 아래에 너클을 형성하는

저부 MD 얀은 서로 인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접한 저부 MD 얀(541, 542)은 저부 CMD 얀(551) 아래에 너클을 형성하

며, 인접한 저부 MD 얀(544, 541)은 저부 CMD 얀(553) 아래에 너클을 형성하며, 기타 저부 CMD 얀(555, 557) 상에 너

클을 형성한다.

이러한 16개의 하니스에 대한 실시예는 다른 직물보다, 특히 다른 MD 스티칭된 직물보다 대각선 무늬에 영향을 덜 받는

다. 대각선 무늬 특성에 있어서 잠재적인 향상점은 "b" 스티칭 얀과 저부 CMD 얀 사이의 직조부가 없고, "a" 얀의 주름부

가 감소되는 것을 포함하여 몇가지 요인에 기여한다.

도 16 및 17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12개 하니스 직물을 도시한다 . 상기 직물(600)의 반복 유닛은 3개의 상부

MD 얀(601-603), 12개의 상부 CMD 얀(611-622), 3개의 저부 MD 얀(631-633), 3개의 저부 CMD 얀(641-643) 및 3개

의 스티칭 얀 쌍(651a, 651b, 653a, 653b)을 포함한다. 이러한 얀들의 직조 패턴은 아래에서 설명된다.

도 16 및 18a-d를 참조하면, 각각의 상부 MD 얀(601-603)은 "상부측 1/하부측 1"의 순서로 상부 CMD 얀(611-622)을

번갈아 직조되며, 각 상부 MD 얀(601-603)은 동일한 상부 CMD 얀 위로 통과한다. 따라서, 상부 MD 얀(601)은 상부

CMD 얀(611) 위로, 상부 CMD 얀(512) 아래로, 상부 CMD 얀(613) 위로 통과하여, 기타 상기 패턴을 통과하게 된다.

각각의 스티칭 얀 쌍(651a, 651b-653a, 653b)은 3개의 상부 CMD 얀 아래로 통과하는 하나의 요소를 제외하고는 "상부

측 1/하부측 1"의 순서로 상기 상부 CMD 얀(611-622)과 직조되는 "a" 스티칭 얀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스티칭 얀

(651a)은 상부 CMD 얀(611) 아래로, 상부 CMD 얀(612) 위로, 상부 CMD얀(613) 아래로, 상부 CMD 얀(614) 위로, 상부

CMD 얀(615-617) 아래로, 상부 CMD 얀(618) 위로, 상부 CMD 얀(619) 아래로, 상부 CMD 얀(620) 위로, 상부 CMD 얀

(621)아래로, 상부 CMD 얀(622) 위로 통과한다. "b" 스티칭 얀의 각각의 쌍은 쌍을 이룬 "a" 스티칭 얀의 3개의 얀 요소의

중심을 형성하는 CMD 얀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부 CMD 얀 아래로 통과한다. 예를 들어, 스티칭 얀(651a)은 상부 CMD 얀

(615-617) 아래로 통과하는 스티칭 얀(651a)의 3개의 얀 요소의 중심에 있는 상부 CMD 얀(616) 위를 통과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티칭 얀(651a, 651b)은 함께 효과적으로 "상부측 1/하부측 1"의 순서를 가지는 상부 CMD 얀을 형성한다. 상

기 스티칭 얀 쌍의 상부면 너클은 하나의 상부 CMD얀에 의해 상부 MD 얀의 상부 너클로부터 오프셋되며, 상부 MD 얀 및

스티칭 얀 쌍은 상기 직물(600)의 상부면상에 평평한 직조면을 형성한다. "b" 얀에 의해 형성된 상부면 너클은 4개의 상부

CMD 얀에 의해 인접한 "b" 얀 상부면 너클로부터 오프셋된다.

도 17을 참조하면, 상기 직물(600)의 저면이 도시되고 있으며, 도 18a-18d를 참조하면, 각각의 저부 MD 얀(631-636)은

"상부측 1/하부측 5"의 순서로 저부 CMD 얀(641-646)과 직조된다(본원에서 사용되는 "상부측" 및 "하부측"이라는 용어

는 도 17에 도시된 저면에 아래를 향하고 있는 직물의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저부 MD얀(632)은 저부 CMD얀

(641-645) 아래로 통과하여 그 다음에는 저부 CMD 얀(646)의 아래를 통과한다. 인접한 저부 MD 얀은 2개의 저부 CMD

얀에 의해 서로 오프셋되며, 따라서, 저부 MD 얀(632)은 2개의 저부 CMD 얀에 의해 저부 CMD 얀(636)로부터 오프셋(저

부 MD 얀(631)이 아래로 통과)되는 저부 CMD 얀(644) 아래로 통과한다(따라서 저부 측면 너클을 형성).

"b" 스티칭 얀은 저부 CMD 얀 아래로 통과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b" 스티칭 얀은 5개의 상부 CMD 얀에 의해 "b" 얀이

통과하는 곳 위로 상부 CMD 얀으로부터 오프셋되는 상부 CMD 얀 바로 아래에 위치한 저부 CMD 얀 아래로 통과한다. 예

를 들어, 스티칭 얀(651b)은 상부 CMD 얀(612) 아래에 위치된 저부 CMD 얀(641) 아래와 상부 CMD 얀(616) 위를 통과

한다. 인접한 "b" 스티칭 얀은 2개의 저부 CMD 얀에 의해 서로 오프셋된다. 또한, "b" 스티칭 얀에 의해 형성된 저부 측면

너클은 하나의 저부 CMD 얀에 의해 인접한 하나의 저부 MD 얀으로부터 그리고 3개의 저부 CMD 얀에 의해 인접한 다른

저부 CMD 얀으로부터 오프셋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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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직물의 12개 하니스를 가진 경우의 실시예는 다른 유사한 직물보다 내구 수명이 향상되고 보다 낮은 캘리퍼를

가진다.

도 19, 20 및 21a-d는 700으로 표시된 본 발명의 24개 하니스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직물(700)의 반복 유닛은 6개의 상

부 MD 얀(701-706), 12개의 상부 CMD 얀(711-722), 6개의 저부 MD 얀(731-736), 6개의 저부 CMD 얀(741-746) 및

6개의 스티칭 얀 쌍(751a, 751b-756a, 756b)을 구비한다.

도 19 및 21a-d를 참조하면, 각각의 상부 MD 얀(701-706은 "상부측 1/하부측 1"의 순서로 상부 CMD 얀을 번갈아 직조

되며, 각각의 상부 MD 얀(701-706)은 동일한 상부 CMD 얀 위로 통과한다. 따라서, 상부 MD얀(701)은 상부 CMD 얀

(701) 위로, 상부 CMD 얀(702) 아래로, 상부 CMD 얀(703) 위로, 그리고 상기 패턴을 통하여 관통한다.

상기 스티칭 얀 쌍(751a, 751b-756a, 756b)은 상기 직물(700)의 상부 표면상에 평평한 직조 패턴을 완결하는 단일 얀으

로서 작용하도록 결합된다. 각각의 스티칭 얀은 상부 CMD 얀 위로 통과하는 3개의 상부 표면 너클을 형성하며, 상부 MD

얀(701-706)에 의해 아래로 통과되는 상부 CMD 얀 위에 형성된 6개의 상부 표면 너클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스티칭 얀

(751a)은 상부 CMD 얀(702, 704, 706) 위로 통과하며, 스티칭 얀(751b)은 상부 CMD 얀(708, 710, 712) 위로 통과하여,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상부 MD 얀을 형성한다. ("a"로 표시된 이러한 스티칭 얀들은 그 좌측(도 19의 지점으로부터 좌측)

으로 인접한 상부 MD 얀과 직조되며, "b"로 표시된 스티칭 얀들은 직조되어, 쌍 중 다른 스티칭 얀은 도 19의 좌측상에서

인접한 상부 MD 얀과 그것 사이에 위치된다.) 상기 상부 MD 얀(701-706)과 함께, 상부 CMD 얀(711-722) 및 이러한 스

티칭 얀(751a-756b)의 상부는 상기 직물(700)의 상부면상에 평평한 직조면을 형성한다.

직물(700)의 저부면을 도시하는 도 20과 도 21a-d를 참조하면, 각각의 저부 MD 얀(731-736)은 "상부측 2/하부측 1"의

순서로 저부 CMD 얀(741-746)과 직조된다 (본원에서 "상부측" 및 "하부측"이라는 용어는 도 20에서 도시된 저부면의 직

물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저부 MD 얀(732)은 저부 CMD 얀(741, 742) 위로, 저부 CMD 얀(743)의 아래로, 저부 CMD

얀(744, 745)의 위로, 저부 CMD 얀(746)의 아래로 직조된다. 인접한 저부 MD 얀들은 하나의 저부 CMD 얀에 의해 서로

오프셋된다.

도 20 및 21a-d를 참조하면, 각각의 스티칭 얀(751a-756b)의 저부는 하나의 저부 CMD 얀 아래로 스티칭되며, 스티칭 얀

쌍 내의 스티칭 얀의 스티칭 위치는 3개의 저부 CMD 얀에 의해 오프셋된다. 그 결과, 스티칭 얀의 저부는 "효과적인 저부

MD 얀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스티칭 얀(751a, 751b)은 각각 저부 CMD 얀(745, 742) 아래로 스티칭된다. 각각의 스티

칭 위치는 하나의 인접한 저부 MD 얀에 의해 형성된 저부 표면 너클의 바로 인접부이다. 그 결과, 저부측 너클 쌍은 하나의

저부 MD 얀 및 하나의 스티칭 얀에 의해 형성된다. 예를 들어, 저부 MD 얀(741) 및 스티칭 얀(752a)는 저부 CMD 얀

(746) 아래에서 저부 표면 너클을 형성한다.

상기 스티칭 얀(751a-756b)은, 동일한 상부 CMD 얀 위에 상부 표면 너클을 형성하는 스티칭 얀 쌍의 너클 위치가 "a" 얀

및 "b" 얀 사이에서 역전된다는 점에서, 도시된 실시예에서는 "역전된" MD 얀으로 직조된다. 예를 들어, 스티칭 얀(751b)

은 상부 CMD 얀(708, 710, 712) 위에 너클을 형성하며, 스티칭 얀(751a)은 상부 CMD 얀(702, 704, 706) 위에 너클을 형

성한다. 소위 스티칭 얀(754a, 754b)인 상부 CMD 얀의 동일한 부분집합 위로 너클을 형성하는 그 다음 쌍의 스티칭 얀들

은 역전되는데, 환언하면, "상부 CMD 얀(702, 704, 706) 위에 너클을 형성하는 것은 "b" 얀(754b)이며, 상부 CMD 얀

(708, 710, 712) 위에 너클을 형성하는 것은 "a" 얀이다. 이러한 형상은 선택적이며 (직물의 반복 유닛의 크기가 3개의 상

부 MD 얀, 3개의 저부 MD 얀, 3개의 스티칭 얀 쌍으로 감소하는 것을 채용하지는 않으며), 상기 직물의 이러한 실시예의

무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도 22, 23 및 24a-d는 직물이 전술한 상기 직물보다 반복 유닛에서 덜 자주 나타내는 스티칭 쌍으로써 스티칭된 MD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직물(800)을 도시한다. 직물(800)의 반복 유닛은 3개의 상부 MD 얀(801-803), 12개의 상부 CMD

얀(811-822), 3개의 저부 MD 얀(831-833), 8개의 저부 CMD 얀(841-848) 및 스티칭 얀 쌍(851a, 851b)을 포함한다.

이러한 얀들은 아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직조된다.

도 22, 24a-d를 참조하면, 각각의 상부 MD 얀(801-803)은 "상측부 1/하측부 1" 패턴으로 상부 CMD 얀(811-822)과 직

조된다. 상기 상부 MD 얀(803)은 평평한 직조 패턴을 형성하도록 하나의 상부 CMD 얀에 의해 상기 상부 MD 얀(801,

802)으로부터 오프셋된다. 이러한 패턴은 스티칭 얀 쌍(851a, 851b)에 의해 완결된다. 스티칭 얀(851a)는 반복 유닛에서

두 번 반복되는 "상부측 1/하부측 1/상부측 1/하부측 1"의 순서를 따른다. 보다 상세하게는, 스티칭 얀(851a)은 상부 CMD

공개특허 10-2005-0117569

- 12 -



얀(813, 815)위를 통과하며, 상기 순서를 다시 시작하드록 상부 CMD 얀(819) 위로 통과하기 전에 상부 CMD얀(816-

818) 아래로 통과한다. 스티칭 얀(851b)은 평평한 직조 상부면을 완결하도록 하나의 상부 CMD 얀(CMD 얀(817)) 위로

통과한다.

도 23, 24a-b를 참조하면, 각각의 저부 MD얀(831-833)은 대응하는 상부 MD 얀 아래에 위치되며, 저부 CMD 얀(841-

844)로써 "상부측 3/하부측 1"의 순서로 직조된다. 상기 스티칭 얀(851b)은 "상부측 3/하부측 1"의 순서로 스티칭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상부측 3" 요소에서 스티칭 얀(851b)는 상부 CMD 얀 위로 통과한다. 상기 저부 MD 얀(831-833) 및

스티칭 얀(851b)은 서로 오프셋되어, 직물(800)의 저부면의 너클은 파손된 능직물(twill) 패턴을 형성한다.

상기 직물(800)은 유사하게 형성된 직물 이상의 연장된 수평을 나타낸다. 추가하여, 상기 직물(800)은 유사한 직물보다 모

서리가 컬링되는 형상이 덜하며, 공극 부피도 작다. 비록 직물(800)은 상부 MD 얀 대 스티칭 얀 쌍의 비율이 3: 1이더라

도, 다른 비율(예를 들어 2:1 또는 3:2)도 가능하다.

추가적인 직물 실시예에서, 도 25, 26 및 27a-d에서 900으로 표시된 것은 MD 스티칭 구성이 평평한 직물 표면을 가지지

않는 삼중 레이어 직물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직물(900)의 반복 유닛은 4개의 MD 얀(901-934), 8개의 상부

CMD 얀(911-918), 2개의 저부 MD 얀(921, 922), 4개의 저부 CMD 얀(9310934), 및 2개의 스티칭 얀(941, 942)을 포함

한다. 이러한 직조에 대하여서는 아래에서 설명된다.

직물(900)의 상부 표면을 도시하는 도 25를 참조하면, 상부 MD 얀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상부 CMD 얀(911-918)에 대하여 "하부측 3/상부측 1"의 순서를 따르는 두 개의 상부 MD 얀(901, 903)을 포함하며, 다른

하나는 상부 CMD얀(911-918)에 대하여 "하부측 7/상부측 1"의 순서를 따르는 2개의 상부 MD 얀(902, 904)을 포함한다.

상기 직물(900)의 상부 표면의 나머지는 스티칭 얀(941, 942)에 의해 형성되는데, 그 각각은 상부 CMD 얀(911-918)으로

써 "상부측 1/하부측 7"의 순서로 직조된다.

첫 번째 집합의 상기 상부 MD 얀(901, 903)은 2개의 상부 CMD 얀에 의해 서로 오프셋된다. 두 번째 집합의 MD 얀(902,

904)에 의해 형성된 각각의 너클은 상부 MD 얀(901, 903)의 두 개의 너클 사이에 형성된 대각선(A)상에 위치된다. 스티

칭 얀(941, 942)에 의해 형성된 너클은 상부 MD 얀(903)의 동일한 너클과 상부 MD 얀(901)의 다음의 인접 너클 사이에

형성된 반대방향 대각선(B)을 따라 위치된다. 그 결과, 상기 직물(00)의 상부 표면상에는 일반적인 헤링본 패턴

(herringbone pattern)의 너클이 형성된다.

상기 직물(900)(도 26 및 27a-d 참조)의 저부면은 "상부측 3/하부측 1"의 패턴으로 저부 CMD 얀(93-934)으로써 저부

MD 얀(921, 922)과 직조되어 형성되며, 유사하게 "상부측 3/하부측 1"의 패턴으로 스티칭 얀(941, 942)을 스티칭함으로

써 형성된다. 저부 MD 얀(921, 922) 및 스티칭 얀(941, 942)에 의해 형성된 저부 표면 너클은 하나의 저부 CMD 얀에 의

해 서로 오프셋되어, 상기 저부 MD 너클은 직물(900)의 저부면상에 상당히 구별되는 대각선을 형성한다.

그 상부 표면에 헤링본 패턴을 가진 상기 직물(900)은 특히 티슈 종이를 형성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직물은 전술한 다른

직물의 평평하게 직조된 상부 표면과는 다른 패턴이 본 발명에 사용하기 더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발명은 (1) 상부 직물 레이어에서 배타적으로 각각 직조되는 MD 얀의 세트와 CMD 얀의 세트와, (2) 저부 직물 레이어

에서 서로 배타적으로 직조되는 MD 얀의 세트와 CMD 얀의 세트를 포함하는 삼중 레이어 직물을 의미하는, "진정한" 삼중

레이어 직물에 관한 것으로서, 이것은 기계방향 얀들에 의해 서로 스티칭된다. 이와 같이 기계 방향 얀으로 스티칭된 진정

한 삼중 레이어 직물은 종래의 이중 레이어 직물에 비교하여 평평한 직조 상부 표면에 향상된 섬유 지지력을 제공함과 아

울러 높은 수준의 크로스 기계 방향 얀 삼중 레이어 직물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기계 방

향 얀 스티칭된 진정한 삼중 레이어 직물은 기계 방향 얀들의 적층성이 향상되며, 투과성이 향상되며, 이중 레이어 직물에

비하여 높은 공극 부피를 가진다. 추가하여, 스티칭 얀들과 같이 제지 표면에서 직조부를 완성하는 얀 쌍을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위치에서의 직물 결합이 가능하게 되어, 레이어간 마모에 특히 적합하지 않은 안전한 직물을 제공하게 된다.

도면에 도시된 각각의 직물(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은 쌍을 포함하는 얀들이 직물의 각각의 반복

부와 동일하지 않은 횟수로 상부 직물 레이어와 엮이게 되는 MD 스티칭 얀 쌍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도 3b 및 3c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직물(100)의 각각의 스티칭 MD 얀 쌍(120, 124; 121, 125; 122, 126; 123, 127)은 반복될 때마다 5번 상부

직물 레이어(102)와 엮이는 스티칭 MD 얀(예를 들어 얀(120))과, 식물의 반복 유닛 마다 3번 상부 직물 레이어(102)와 엮

이는 스티칭 MD 얀(예를 들어 얀(124))을 포함한다. 이러한 "불균칙한 엮임 형상"은 상부 표면상에 양호한 직물 균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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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게 된다. 당업자에게 인식되는 바와 같이, 상기 직물이 두 개의 날실 비임으로 직조되면, 각각의 비임으로 직조된 날

실 얀의 주름은 서로 다르게 된다. 따라서, 상부 MD 얀을 상부 직물 레이어에서 여러번 엮게 하는 스티치 MD 얀과 동일한

날실로 직조함으로써, 보다 균일한 제지 표면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당업자는 다양한 변형례들이 전술한 직물로 제조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예를 들어, 상기 스티칭 MD 얀 쌍은 상부 직

물 레이어의 직조부를 완결하는 점에서 폭이 넓은 다양한 직조 패턴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제지 표면상에 평평한 직조

패턴을 완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스티칭 MD 얀이 위로 통과하는 다수의 상부 MD 얀들은 상부 직물 레이어의 내외로 얀들

이 통과하는 빈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서로 다른 직조 패턴이 1X2 능직, 2X2 능직, 1X3능직 및 1X4

능직의 제지 표면을 특히 포함하는 상부 직물 레이어뿐만 아니라 양호한 제지 표면을 제공하는 종래 기술인 4 또는 5개의

하니스 사틴(harness satin) 단일 레이어 직물에서 구체화된 것과 같은 끊어진 능직 패턴을 특별히 포함하는 전술한 직조

패턴의 다양한 파생물도 채용될 수 있다. 유사하게, 상부 대 저부 기계 방향 및/또는 크로스 기계 방향의 비율 및/또는 스티

치 지점의 빈도는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당업자는 청구된 발명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도록 제공된 청구된 직물의 도시된

예들에 대응하여,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다른 예시적인 변형례는 스티칭 MD 얀이 직조되는 날실 비임으로부터 각각 인접한 스티칭 MD 얀 쌍을 교대시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도 1-3의 직물은 상부 MD 얀(110-113)과 동일한 날실 비임으로 스티칭 MD 얀(120, 125, 122, 127)이 직

조되고, 이러한 변화를 위하여 저부 MD 얀(150-153)과 동일한 날실 비임으로 스티칭 MD 얀(124, 121, 126, 123)이 직

조되도록 변형된다. 이와 같이 역전된 스티칭 얀의 위치는 직물의 사선 패턴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직물의 품질을 향상시킨

다.

상기 스티칭 MD 얀 쌍은 상부 MD 얀들의 인접한 모든 쌍 들 사이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당업자는 이해한다. 대신

에, 스티칭 MD 얀 쌍은 모든 제2, 3, 4, 5 상부 MD 얀 다음에 제공된다. 서로 엮어지는 빈도가 본원에 도시된 직물에 도시

된 것으로부터 변형될 수 있다는 것도 당업자는 이해한다. 그러나, 상기 스티칭 MD 얀들은 직물 레이어들 사이의 과다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상부 및 하부 직물 레이어가 충분히 결합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다한 움직임은 레이어간

심한 마모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형된 다른 예는 서로에 대하여 도시된 실시예(또는 다른 실시예)의 저부 직물 레이어 및 상부 직물 레이어의 위치

를 변위시킨다. 예를 들어, 도 1-3의 직물(100)에서, 저부 직물 레이어(104)에 대한 상부 직물 레이어(102)의 위치는 하나

의 상부 CMD 얀에 의해 변위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상부 CMD 얀의 선택된 크기 및 강직도는 직물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변화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임의의 직물의 제지 표면은 스티칭 MD 얀 쌍의 스티칭 MD 얀들 중 하나가 제지

표면상에서 그 진행을 종료하고 직물의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며 스티칭 MD 얀 쌍의 제2얀이 제지 표면상에서 그 진행을

시작하도록 직물의 중심으로부터 나타나는 "전이 지점"을 구비한다. 이러한 전이지점의 예는 도 1의 상부 CMD 얀(140)

아래로 스티칭 MD 얀(120, 124)이 통과하는 지점이다. 이러한 전이지점에서, 스티칭 MD 얀 쌍의 얀은 얀이 내려갈수록

또는 나타날수록 심한 경사각으로 상기 직물로 들어가거나 나오며, 그 일부는 저부 직물 레이어(104)와 직조되는 진행부

이다. 스티칭 MD 얀에 그 지점에서 직물의 중앙으로 추가적으로 상부 CMD 얀을 당기도록 상부 CMD 얀상에 충분한 힘이

가해짐에 따라, 이러한 심한 경사각은 전이 지점에 인접한 최종 상부 CMD 얀 위로 그들이 통과하는 지점에서의 스티칭

MD 얀들 상에 주름을 증가시키는데, 환언하면, 스티칭 MD 얀(120)이 상부 CMD 얀(139) 위로 통과하고, 스티칭 MD 얀

(124)이 상부 CMD 얀(141) 위로 통과하는 지점에서 스티칭 MD 얀들 상에 주름을 증가시킨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전이지

점에 인접한 스티칭 MD 얀 너클의 주름 감소량은 각 전이지점을 가로받치는 상부 CMD 얀들을 위한 큰 직경의 상부 CMD

얀을 사용하여 감소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도 1의 직물에서, 이러한 것은 상부 CMD 얀(130, 132, 134, 136, 138, 140,

142, 144)보다 약간 큰 상부 CMD 얀(131, 133, 135, 137, 139, 141, 143, 145)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약

상부 CMD 얀(130, 132, 134, 136, 138, 140, 142, 144)이 그 직경이 0.15밀리미터라면, 상부 CMD 얀(131, 133, 135,

137, 139, 141, 143, 145)은 그 직경이 0.17 밀리미터이다. 상부 CMD 얀(131, 133, 135, 137, 139, 141, 143, 145)의 직

경을 변형하는 대신에, 전이지점에 인접한 직물로 당겨지는 경향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보다 강직한 얀(즉, 50% 이

상의 턴성 계수과 같은 높은 탄성 계수를 가진 얀)을 사용할 수도 있다.

큰 직경 및/또는 높은 계수를 가진 상부 CMD 얀들을 사용하는 것은 전이지점 자체에서 제지 표면의 균일성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얀들이 사용되지 않으면, 전지 지점 바로 위에 상기 상부 CMD 얀을 사용함으로써 형성되는 제지 표면 너클이 상기

상부 CMD 얀에 의해 형성된 나머지 너클보다 낮은데, 그 이유는 급격한 각으로 하강하는 위치에서의 스티칭 MD 얀은 상

부 CMD 얀에 지지력을 덜 주기 때문이다. 전이 지점에 걸친 상기 상부 CMD 얀 위치상에 큰 직경 또는 높은 계수의 얀을

사용함으로써, 전이 지점 위치에서의 전이 지점 위로 통과하는 상부 CMD 얀의 높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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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100, 200, 300, 400, 500)의 저부 직물 레이어(104, 204, 304, 404)에서, 저부 MD 얀의 세트와 저부 CMD얀의 세트

는 단일 플로우트 기계 방향 너클을 가지는 기계측 표면을 형성한다. "단일 플로우트" 기계측 기계방향 너클에 의해, 저부

직물 레이어가 위에서 볼 경우 어떠한 기계 방향 얀도 저부 직물 레이어의 상부 표면에 되돌아 통과하기 전에 하나의 연이

은 크로스 기계 방향 얀 (MD 얀이 기계측 표면상에 있는 경우)보다 더 아래로 통과하지 못한다. 본 발명의 삼중 레이어 형

성 직물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상기 저부 직물 레이어는 기계측 "단일 플로우트" 기계 방향 너클로 배타적으로 이루어진 기

계측 표면을 가지도록 직조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원에서 설명되고 청구된 도시된 직물은 정밀 종이 수준, 티슈 종이, 갈색 종이 및 신문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 채용

될 수 있는데, 특히 고급 종이, 신문지, 갈색 종이 분야에서 유용하다.

본 발명의 직물에 사용된 각각의 얀의 형상은 최종 제지사의 직물의 원하는 특징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얀은 멀티필라멘트 얀, 모노필라멘트 얀, 트위스팅된 멀티필라멘트 얀 또는 모노필라멘트 얀, 스펀 얀(spun yarn), 또는 그

조합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직물에 채용된 얀을 포함한는 소재는 제지사의 직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기 얀들은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또는 기타의 것으로 형성된다. 당업자는 최종 직물의 특정 분야에

따라 얀 소재를 선택하여야 한다.

얀의 치수면에 있어서, 얀의 특정 크기는 제지 표면의 메시에 의해 결정된다. 본원에서 설명된 삼중 레이어 직물의 일반적

인 실시예에서, CMD 얀의 직경과 MD 얀의 모든 직경은 약 0.10 내지 0.20 밀리미터 인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저부 CMD

얀의 직경은 약 0.22 내지 0.50 밀리미터인 것이 바람직하다. 당업자는 전순한 범위의 외경을 가지는 얀이 특정 분야에 사

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상기 상부 CMD 얀과 모든 MD 얀은 약 0.15 내지 0.17 밀리미터

의 직경을 가지며, 저부 CMD 얀의 직경은 약 0.25 내지 0.40 밀리미터이어서, 인치당 75X75의 타겟 상부 메시로써 직물

을 제공한다. 이러한 얀 크기를 가진 직물은 폴리에스테르 및 나일론 얀의 결합 또는 폴레에스테르 얀으로 채워진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종이를 제조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이러한 방법에 따르면, 본원에서 설명된 예시적인 제지

사의 형성 직물 중 하나가 제공되어, 종이는 상기 형성 직물에 종이 스톡을 가하고, 상기 종이 스톡으로부터 습기를 제거함

으로써 형성된다. 종이 스톡이 형성 직물에 가해지는 것과 습기가 종이 스톡으로부터 제거되는 자세한 내용은 당업자가 충

분히 잘 이해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대한 추가적인 상세한 사항은 본원에서 설명되지는 않는다.

전술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예시이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 발명은 본원에 포함된 하기의 청구항과 그에 균등한 것

에 의해 정의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부 CMD 얀의 세트;

제지 표면을 가지는 상부 직물 레이어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하는 상부 CMD 얀과 배타적으로 직조된 상부 MD 얀의 세트;

저부 CMD얀의 세트;

기계 측 표면을 가지는 저부 직물 레이어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하는 저부 CMD 얀과 배타적으로 직조된 저부 MD 얀의 세

트; 및

스티칭 MD 얀 쌍의 세트를 구비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로서,

각각의 스티칭 MD 얀 쌍의 스티칭 MD 얀들 중 적어도 하나는 상부 직물 레이어와 저부 직물 레이어에서 직조되며, 각 스

티칭 MD 얀 쌍에서의 스티칭 MD 얀들은 각 스티칭 MD 얀 쌍의 2개의 스티칭 MD 얀들 중 첫 번째는 상부 직물 레이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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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직조되며, 스티칭 MD 얀 쌍의 2개의 스티칭 MD 얀중 두 번째는 상부 직물 레이어 아래로 하강하여, 각각의 스티칭 MD

얀 쌍의 2개의 스티칭 MD 얀들은 상부 직물 레이어의 직조부를 완성하며, 스티칭 MD얀 쌍의 스티칭 MD 얀들 중 적어도

일부는 상부 직물 레이어와 저부 직물 레이어를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부 MD 얀에 인접하게 스티칭 MD 얀 쌍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부 MD 얀의 각 측부에는 스티칭 MD 얀 쌍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MD 얀, 상기 상부 CMD 얀, 상기 스티칭 MD 얀 쌍들은 평평한 직조 패턴을 가지는 상부 직물 레이어를 형성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직물의 각 반복부에서, 그것에 바로 인접한 상기 저부 MD 얀처럼 각각의 스티칭 MD 얀은 동일한 상기 저부 CMD 얀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각각의 스티칭 MD얀은 기계측 기계방향 너클을 나란하게 형성하도록 상기 스트칭 MD 얀들이 상기 저부 CMD 얀 아래로

통과하는 위치에서 상기 저부 MD 얀들 중 하나와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각각의 저부 MD 얀은 상기 직물의 각 반복부의 2개의 인접하지 않은 저부 CMD 얀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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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2개의 기계측 기계 방향 너클만이 상기 직물의 단일 반복부의 임의의 저부 CMD 얀상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

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바로 인접한 2개의 기계측 기계방향 너클은 상기 직물의 각 반복부의 각 저부 CMD 얀상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부 직물 레이어로 하강하기 바로 전에 상기 스티칭 MD 얀 쌍의 스티칭 MD 얀이 그 위로 통과하는 상부 CMD 얀들

중 적어도 일부는 상기 상부 CMD얀의 나머지보다 큰 직경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부 직물 레이어로 하강하기 바로 전에 상기 스티칭 MD 얀 쌍의 스티칭 MD 얀이 그 위로 통과하는 상부 CMD 얀의

적어도 일부는 상기 상부 CMD 얀의 나머지보다 높은 계수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부 MD 얀의 세트의 모든 얀들은 동일한 상부 CMD 얀 위로 직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MD 얀들이 위로 통과하는 상부 CMD 얀들은 상부 CMD 얀의 나머지 보다 작은 직경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MD 얀들이 위로 통과하는 상부 CMD 얀들은 상기 상부 CMD 얀의 나머지보다 낮은 탄성 계수를 가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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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스티칭 MD 얀의 각각의 쌍의 2개의 스티칭 MD 얀들은 상기 직물의 각 반복부의 다른 개수의 상부 CMD 얀과 엮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각각의 저부 MD 얀은 상기 저부 MD 얀이 저부 CMD 얀 아래로 통과하는 위치에서 상기 스티칭 MD 얀 쌍으로부터의 스티

칭 MD 얀 중 하나와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직물의 각 반복부에서, 각 스티칭 MD 얀 쌍의 제 1 스티칭 MD 얀은 각 스티칭 MD 얀 쌍의 제 2 스티칭 MD 얀에 바

로 인접한 저부 MD 얀처럼 동일한 저부 CMD 얀 아래로 통과하며, 각 스티칭 MD 얀 쌍의 제 2 스티칭 MD 얀은 각 스티칭

MD 얀 쌍의 제 1 스티칭 MD 얀에 바로 인접한 저부 MD 얀처럼 동일한 저부 CMD 얀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각 스티칭 MD 얀은 각 스티칭 MD 얀이 상기 저부 CMD 얀들 중 하나의 아래로 통과하는 위치에서 인접하지 않은 저부

MD 얀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각 스티칭 MD 얀 쌍의 스티칭 MD 얀은 상기 저부 직물 레이어에서 직조시에 서로를 향하여 인력이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20.

상부 CMD 얀의 세트로 배타적으로 직조된 상부 MD 얀의 세트를 포함하는 상부 직물 레이어;

저부 CMD 얀의 세트와 배타적으로 직조된 저부 MD 얀의 세트를 포함하는 저부 직물 레이어;

상기 상부 직물 레이어에 직조부를 완성하는 상부 CMD 얀이 세트로 직조된 스티칭 MD 얀 쌍의 세트를 구비하는 삼중 레

이어 제지 성형 직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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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스티칭 MD 얀 쌍의 얀들의 적어도 하나는 상부 직물 레이어와 접 직물 레이어를 결합하는 저부 CMD 얀의 세트와

직조되며,

상기 스티칭 MD 얀 및 저부 MD 얀은 나란한 기계측 기계방향 너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각 상부 MD 얀의 각 측부에는 스티칭 MD 얀 쌍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직물의 각 반복부에서 스티칭 MD 얀은 이에 바로 인접한 저부 MD 얀처럼 동일한 저부 CMD 얀 아래로 통과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23.

제 20 항에 있어서,

각 저부 MD얀은 상기 직물의 각 반복부의 인접하지 않은 2개의 저부 CMD 얀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24.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저부 직물 레이어로 하강하기 바로 직전에 상기 스티칭 MD 얀 쌍의 스티칭 MD 얀이 위로 통과하는 상부 CMD 얀 중

적어도 일부는 상기 상부 CMD얀의 나머지보다 큰 직경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25.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저부 직물 레이어로 하강하기 바로 전에 상기 스티칭 MD 얀 쌍의 스티칭 MD 얀이 위로 통과하는 상부 CMD 얀의 적

어도 일부는 상기 상부 CMD 얀의 나머지보다 큰 계수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26.

제 20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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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칭 MD 얀의 각 쌍의 2개의 스티칭 MD 얀은 상기 직물의 각 반복부의 서로 다른 개수의 상부 CMD 얀 위로 가로지르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27.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직물의 각 반복부에서, 각 스티칭 MD 얀 쌍의 제 1 스티칭 MD 얀은 각 스티칭 MD 얀 쌍의 제 2 스티칭 MD 얀에 바

로 인접한 저부 MD 얀처럼 동일한 저부 CMD 얀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28.

상부 CMD 얀의 세트;

제지 표면을 가지는 상부 직물 레이어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하는 상부 CMD 얀과 배타적으로 직조되는 상부 MD 얀의 세

트;

저부 CMD얀의 세트;

기계측 표면을 가지는 저부 직물 레이어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하는 상기 저부 CMD얀과 배타적으로 직조되며 각각의 저부

CMD 얀의 아래를 통과할 때 기계측 MD 너클을 형성하는 저부 MD 얀의 세트; 및

스티칭 MD 얀 쌍의 세트를 구비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로서,

각 스티칭 MD 얀 쌍의 스티칭 MD 얀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상부 직물 레이어와 상기 저부 직물 레이어에서 직조되며, 각

스티칭 MD 얀 쌍의 스티칭 MD 얀은 직조되어, 각 스티칭 MD 얀 쌍의 2개의 스티칭 MD 얀 중 첫 번째가 상기 상부 직물

레이어에서 직조되며, 상기 스티칭 MD 얀 쌍의 2개의 스티칭 MD 얀의 두 번째는 상구 직물 레이어 아래로 하강하여, 각

스티칭 MD 얀 쌍의 2개의 스티칭 MD 얀은 상기 상부 직물 레이어에서 직조부를 완성하며, 상기 스티칭 MD 얀 쌍의 스티

칭 MD 얀의 적어도 일부는 상부 직물 레이어 및 저부 직물 레이어를 서로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직물은 12개 하니스 상에서 직조되며, 상기 저부 MD 너클은 끊어진 능직 패턴을 이루는 것을 특징을 하는 삼중 레이

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30.

제 19 항에 있어서,

각 쌍 중 하나의 스티칭 얀은 저부 CMD 얀 아래로 통과할 때 저부 MD 스티칭 너클을 형성하며, 작 저부 MD 너클은 동일

한 저부 CMD 얀 아래에 형성된 저부 MD 스티칭 너클에 인접한 저부 CMD 얀 아래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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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직물은 24개의 하니스상에서 직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32.

제 28 항에 있어서,

상부 MD 얀 대 스티칭 얀 쌍의 비는 1:1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33.

제 28 항에 있어서,

성뷰 MD 얀 대 스티칭 얀 쌍의 비는 3:1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34.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MD 얀, 상부 CMD 얀, 스티칭 얀은 제지 표면이 헤링본 패턴을 가지도록 직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

이어 제지 성형 직물.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직물은 8개의 하니스상에서 직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 레이어 제지 성형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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