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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발열체 및 이 발열체의 제조방법

요약

[목적]

본 발명은, 제조시의 분진의 발생을 방지하고, 또한, 발열조성물의 발열반응을 억제하여, 제조때의 발열
반응에  의한  손실,  발열조성물의  품질  저하나  응고를  방지하는  것으로,  또한  스크린인쇄나  코팅등의 
인쇄, 전사법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열조성물의 균등한 분포를 가능하게 하고, 더구나 발열조성물의 
두께나 분포의 정밀도가 더욱 향상되어 제품품질의 안정화를 꾀할수 있는 것외에, 고속으로 초박형의 발
열체를 간편히 제조할 수 있고, 또한, 발열조성물을 흡수성의 발포필름·시트, 부직포, 직포 또는 다공질
필름·시트, 혹은 이들의 위에 형성된 흡수층상에 전사함으로써, 발열조성물을 포 재에 균등하게 분포, 
고정시킬 수 있는 결과, 발열조성물의 이동, 편중을 방지하며, 또한, 발열체의 박형화에 따라서 발열조성
물의 지나친 발열반응을 극력 피하는 잉크상태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 및 이것을 사용한 발열체 및 
이 발열체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구성]

본 발명은 발열물질과 흡수성폴리머 및/또는 증점제와, 탄소성분 및/또는 금속으 염화물과 물을 필수성분
으로 하고, 전체로서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며, 이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을 이용한 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을 구성으로 한다.

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발열체 및 이 발열체의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관한 발열체의 단면모식도이다.

제2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관한 발열체의 단면모식도이다.

제3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관한 발열체의 단면모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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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도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관한 발열체의 사시도이다.

제5도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관한 발열체의 요부 단면도이다.

제6도는 발열조성물의 안정성을 조사하는 시험방법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한 부호의 설명

1 : 포 재                           

2 : 본 발명물(잉크 내지 크림상의 발열조성물)

3, 3b : 기재                                        3a, 3c : PET 제습식부직포

4 : 피복재                                           4a : 폴리에틸렌제다공질 필름

4b : 나일론제 부직포                            5 : 점착제층

10 : 비커                                             11 : 온도센서 

L : 시일폭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산업상의 이용 분야]

본 발명은, 발열조성물을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형성하여, 이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
을 포 재에 고속으로 전사함으로써 초박형(超薄形)의 발열체를 제조할 수 있고, 또한, 발열조성물을 포
내에 균등한 두께로 분포시킬수 있으며, 발열조성물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 내에 고정하여 그 이동

을 방지하여, 엷고, 유연하고 사용감이 현저히 우수한 잉크상태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 및 이를 이용
한 발열체 및 이 발열체의 제조방법에 관한다.

[종래의 기술]

근래, 소위, 1회용의 형태로서, 통풍성 또는 기밀성을 가지는 필름상내지 시트상의 기재와, 통풍성을 가
지는 필름상 내지 시트상의 피복재로 된 편평한 포 내에 발열조성물을 봉입한 발열체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이 포 의 한면에 점착제층을 형성하여, 속옷이든지 생체표면에 직접 붙일수 있도록 한 발열체도 
이용되고 있고, 더욱, 이 점착제층에 찜질제를 함유 또는 담지시키어 온습포로 이용하기도 하고, 경피(經
皮)흡수성약품을 함유 또는 담지시키어, 소위 약물의 경피흡수제로서 이용하는 것도 제안되어 있다(특개
평2-149272호공보참조).

이 발열체의 제조방법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기재의 소정영역에 발열조성물을 투하한후, 통풍성을 가지는 
피복재를 씌우고, 그다음에, 기재와 피복재의 주연부를 전체 주위에 걸치어 히트시일, 호트멜트계접착제 
등에 의해서 봉하는 방법이 채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하여 제조된 발열체는 사용때까지의 발열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밀성의 외장내에 빌봉
되어 보존되거나 유통에 제공된다.

종래의 발열조성물로서는, 발열반응에 필수인 금속가루 및 물과 그 외에 발열을 촉진하기 위한 카본이든
지 활성탄 등의 탄소성분, 금속가루의 표면의 산화막을 파괴하여 발열반응을 연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금속
의 염화물과 또한 목분(木粉) 등의 보수제(保水劑) 등을 배합한 분말상의 것이 사용하고 있다.

이 분말상의 발열조성물을 투하하는 방법으로서는, 기재를 간헐적으로 이동시키어, 기재의 정지중에 분말
상의 발열조성물을 투하하는 방법과, 기재를 일정속도로 이동시킴과 동시에, 분말상의 발열조성물을 투하
하는 투하구를 기재와 동속도로 이동시키면서 기재상에 분말상의 발열조성물을 투하하는 방법이 있지만, 
제조의 고속화를 꾀하는 이외에는 후자의 방법이 우수하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종래와같이, 발열조성물이 분말상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 분말상의 발열조성물은 발열반응, 요컨  산화
반응이 발생하기 쉬운 최적의 상태로 배합되어 있고, 더구나 분말상으로 다공질체로 표면적이 넓고 공기
와의 접촉이 지극히 양호한 외에 공기와 접촉하면 즉시 산화반응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발열조성물을 적정한 배합비로 배합하고 있는 사이, 및 발열조성물을 제조하여, 이것을 기재상에 
투하하여 피복재로 피복하여 발열체를 제조하기까지의 사이에 공기와의 산화반응, 요컨  발열반응이 일
어나서, 발열조성물의 발열반응에의한 손실이 생김과 같이 발열조성물의 품질이 저하하는 외에, 발열반응
에 의해서 생성한 생성물이 응고하여 여러 가지의 페해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는, 예컨 , 응고물제거에
의한 가공의 경우의 저하, 취급의 곤란성, 제조장치의 메인테이넌스의 번잡성, 제조장치의 가동 시간내지 
작업자의 취업시간에 한 제약, 응고물처리의 곤란성 등의 폐해를 초래한다. 

또한, 발열조성물이 분말상이고, 전술한 것과 같이 발열체을 제조하고, 얻어진 발열체를 기밀성의 외포
내에 밀봉하기까지의 사이에 공기와의 산화반응이 발생하여, 발열체의 품질 저하, 그 신뢰성이 낮게 되는 
등의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한다.

이러한 발열조성물의 산화반응을 막기위해서, 혼합장치를 기밀성으로 하고, 또한 혼합장치내의 공기를 질
소치환하고 나서 발열조성물의 성분이 균일히 혼합되지만, 이렇게되면 혼합장치가 복잡하고 비싸게 되는 
것 뿐만아니라, 발열조성물이나 발열체가 비싸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더욱, 발열체를 제조함에 있어서, 기재를 간헐적으로 이동시키어, 기재의 정지중에 발열조성물을 투하하
는 방법으로서는, 기재의 정지, 기동을 빈번히 되풀이하기 때문에 제조속도가 느리게 된다고 하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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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기재를 일정속도로 이동시킴과 함께, 발열조성물을 투하하는 투하구를 기재와 동속도로 이동시키면
서 기재상에 발열조성물을 투하하는 방법으로서는, 기재의 정지, 기동이 거의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제조
속도를 높일수 잇다.

그렇지만, 이 경우, 발열조성물을 투하하는 투하구를 기재와 동속도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복잡한 기구가 
필요하게 되는 외에, 발열조성물에는 수분의 첨가에 의해서 습윤성 부여되고 있고, 더구나 분말상에서는, 
유동성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기구를 이동시키는 속도에 큰 한계가 생기거나, 발열조성물의 충전성이 결
핍되고, 또한 발열조성물의 충전량이 흩어지거나, 발열조성물이 포 재내에서 한쪽으로 편중되는 결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발열조성물은 수분에 의해서 습윤성이 부여되고 있지만, 수분의 배합율이 발열반응에 적당한 정도
로 낮기 때문에, 분말상에서는 유동성이 모자라고, 이것을 단지 투하하는 것만으로서는 기재상의 소정범
위내에 균등히 분포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것 때문에, 피복재를 씌우고 시일을 할 때에, 로울러 등에 의해서 발열조성물의 분포를 어느정도, 균등
화시키고 있지만, 이 방법에서는 포 재의 송부방향으로 발열조성물의 분포가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포
재의 송부방향의 발열조성물의 분포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발열체를 두텁게 하여, 에컨  사용때에 손

으로 흔드는 등에 의해 분포량의 치우침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발열체전체가 수 mm 정도로 두껍게 되어, 촉감이 버석버석하여 느낌이 나쁘고, 유연성이 저
하하여 몸표면이 복잡한 요철이나 곡률이 작은 곡면에 동화하기 힘들게 되고 또한, 신장성 또는 신축성이 
저하하여 신체의 동작에 따라서 변형하거나, 이동하는 등의 몸표면에의 추종성이 나쁘고, 뻣뻣하거나 위
화감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구두의 속에 발열체를 넣어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열체의 박육화를 꾀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만, 수 mm 정도의 두꺼운 종래의 발열체로서는 큰 불만이 존재한다.

특히, 종래의 1회용형의 카이로는 발열조성물을 분말충전하고 있기 때문에 발열체내부에서 발열조성물이 
이동에 의해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신체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발열온도분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
에 같은 곳에 고정하여 사용하면 화상의 원인이 된다.

근래,  다공질막에  의한  발열때의  감압을  이용하여  발열조성물의  치우침을  방지한  제품이  보급되어 
왔지만, 제조공정, 수송단계, 사용단계에서 완전히 치우침방지는 되지 않은 것이 현상이다.

또한, 사용전에, 외포 (보존포 )안에 수납된 상태로서는, 발열체내부는 감압상태가 되지 않고 수송단계
에서는 발열조성물이 발열체내로 이동할 수가 있고, 또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께의 균일성을 
유지하여 발열때의 온도분포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발열조성물이 치우친 것은 불량품으로서 유
통단계에서 반품되기도 하고, 소비자로부터의 교환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현상이고, 이 결과, 수송단계에
서 발열조성물의 두께의 균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그래서, 특개소 62-347호공보에 있어서, 발열조성물을 접착제로 고정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지만, 실제의 
제조에 있어서는, 분체의 발열조성물을 발열체자루의 안쪽에 접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비록 가능
하더라도 접착강도는 약하고 완전한 고정이 불가능하고 사용중에 박리되거나, 유연성이 모자란 판상으로 
되기때문에 사용감이 나쁘게 되거나, 덧붙여, 접착제의 혼재에 의해서, 발열조성물과 공기와의 접촉이 나
쁘게 되는 결과, 온도얼룩짐이나 온도 불균형의 원인이 되어, 실용성이 나쁘게 된다.

그리하여, 본 발명자는, 상기 기술적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열조성물의 발열반응을 억제하여, 제조때
의 발열반응에 의한 발열조성물의 손실, 발열조성물의 품질 저하 및 발열조성물의 응고에 따르는 여러 가
지의 폐해를 방지하여, 고속이고 초박형의 발열체를 제조할 수 있고, 더구나 발열조성물을 포 체내에 균
등히 분포, 고정시킴에 의하여 해당 발열조성물의 이동과, 치우침을 방지하는 외에, 발열조성물의 지나친 
발열반응을 확실하게 피할 수 있는 발열체에 관하여 예의 검토를 거듭하여 왔다.

그 결과, 1회용형 카이로 등의 발열원리는, 금속가루가 산화되는 때의 발열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 산
화반응, 요컨  발열반응은, 특히 수분량이, 그 속도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즉, 이 산화반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지나치게 많아도, 지나치게 적어도 반응은 현저하게 느리
고,  적절한  습기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알맞은  습기가  있는  상태가,  수분과,  금속가루에의 
공기(산소)의 공급의 밸런스가 이루어져서 산화반응, 요컨  발열반응의 속도가 최 가 된다.

수분이 지나치게 적으면, 공기는 충분하지만 반응에 필요한 수분이 부족하고, 한편, 수분이 지나치게 많
으면, 이 수분이 베리어층이 되어 금속가루에의 공기의 공급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반응은 느리게 된다.

그래서, 본 발명자는 발열조성물을 점조화(粘稠化)시키어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하면, 스크린인쇄나 
코팅 등에 의한 적층이 지극 용이하고, 또한 고속이고 초박형의 발열체를 제조할 수 있고, 더구나 발열조
성물을 포 재에 균등하게 분포시킬수 있는 외에,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을, 발포필름·시
트, 티슈페이퍼나 타올용지 등의 가정용 박엽지등과 골판지나 골판지중심 등의 두꺼운 종이(이하, 종이류
라고 한다), 부직포, 직포 또는 다공질필름·시트의 위에 적층하면, 이 잉크상태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
성물은 침입·투묘성이 높고, 이것들의 필름 내지 시트의 세공(細孔)에 먹어들어가서 그 이동이나 치우침
이 저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특히 이들의 필름내지 시트가 흡수성을 가져서, 이 필름 내지 시트의 위에 잉크상태 내지 크림
상태의 발열조성물을 적층하던가, 혹은 상기의 필름 내지 시트의 위에 더욱 흡수층을 형성하고, 이 흡수
층상에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을 적층하면, 해당 발열조성물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이 발포
필름·시트, 종이류, 부직포, 직포 또는 다공질필름·시트, 혹은 이들의 위에 형성된 흡수층에 한층더 고
정되기 쉽게 되는 결과, 그 이동, 편중이 방지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본 발명자는, 발열조성물을 잉크상태내지 크림상태로 형성하면, 분말상의 발열조성물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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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표면적이 현저하고 작게 되어, 공기와의 접촉이 지극히 제한되어 공기와의 산화반응이 현저히 억
제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한, 본 발명자는,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에 있어서는, 과잉의 물 혹은 유리된 물 및/또
는 수분을 포함한 겔이, 금속가루를 포위하여 공기차단층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공기속에서 지극히 안정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 경우에 있어서, 발열조성물중에 수분이 과다하게 배합되어 있으면, 요컨  잉크상태의 발열조성물과 
같이 수분이 지나치게 배합되어 있으면, 이 과잉수분이 배리어층으로서의 기능을 발현하여, 한층더, 공기
와의 발열반응(산화반응)이 억제되어, 더욱 안정성이 향상하는 것이다.

한편,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은 반드시 수분이 지나치게 배합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크림
상태의 발열조성물과 같이 비교적 수분이 적더라도 좋고, 이 경우에는 유리된 물 및/또는 수분을 포함한 
겔(함수겔)이 금속가루를 포함한 공기차단층(배리어층)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함으로 공기중에서 안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잉크상태의 탄산소재와 같이, 과잉의 수분이 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잉수분을, 지지체, 피
복제 혹은 잉크상태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의 한 면 또는 양면에 가하여 흡수재들중 적어도 1종에 흡
수시키거나, 또한,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에 있어서도 유리된 물 및/또는 함수겔중의 수분의 일부들, 지
지체, 피복제 혹은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의 한 면 또는 양면에 가하여 흡수재들중 적어도 
1종에 흡수시킴에 의해 배리어층이 없어져서 발열조성물이 다공질로 되어 공기와의 접촉이 양호하게 되어 
발열반응이 원활히 행하여 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발열조성물을 배합하고 있는 사이, 및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을 제조하여, 이것을 
기재상에 인쇄나 코팅 등에 의해서 적층한후, 피복재로 피복하여 발열체를 제조하기까지의 사이에 공기와
의 산화반응, 요컨  발열반응이 거의 발생하는 것이 없고, 발열조성물의 발열반응에 따르는 손실이나 발
열조성물의 품질 저하가 방지되는 것 외에, 발열조성물의 응고가 방지된다. 이 때문에, 보류나 취급성이 
향상하여, 제조장치의 메인테이넌스가 용이하고, 더구나 제조장치의 가동시간 내지 작업자의 취업시간에 
하여 제약이 없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한, 발열조성물이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이면, 전술한 바와 같이, 발열체를 제조하여, 얻어진 발열체
를 기밀성의 외포 내에 밀봉하기까지의 사이에 공기와의 산화반응이 거의 없고, 따라서, 발열체의 품질
이 안정되어, 그 신뢰성이 높게 되는 등의 이점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더욱, 본 발명자는 이와 같이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은 공기속에서 안정하기 때문에 혼합
장치를 기밀성으로 할 필요가 없고, 더구나 혼합장치내의 공기를 질소치환하는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간편
한 혼합장치에서도 좋고, 따라서, 발열조성물이나 발열체가 염가로 제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본 발명자는 전술의 것과 같이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을 사용하면, 스크린인쇄든지 
코팅 등에 의한 전사, 적층이 지극히 용이하고, 또한 고속으로 초박형의 발열체를 제조할 수 있고, 더구
나 발열조성물을 포 에 균등하게 분포시킬수 있는 것 외에, 사용중이나 취급중에 방열조성물의 이동, 편
중이 저지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더욱, 본 발명자는 스크린인쇄 등의 인쇄나 코팅 등에의한 적층법에 의하면, 이발열체를 극히 얇게 할 수 
있고, 또한, 발열체가 얇으면, 단위시간 당의 발열반응량이 저하하는 결과, 발열조성물의 지나친 발열반
응이 저지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덧붙여서, 본 발명자는 흡수제의 점성수용액을 발포필름·시트, 종이, 부직포, 직포 또는 다공질필름·시
트 등의 포 제에 함침, 취기, 연입(練入), 인쇄 또는 코팅 등의 도장공법 등에 의해서 적층, 건조하기도 
하거나, 흡수제를 압착이나 연입 등에 의해서 함유, 담지시키어 포 재에 흡수성을 부여한후, 그 위에 잉
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을 스크린인쇄나 코팅등으로 전사, 적층하면 분체의 투입공정이 없어
지고 장래의 의료용구나 의약품제조에 있어서의 GMP 기준을 만족시키는 공장 관리가 간단히 가능하게 된
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본 발명자는, 과잉수분이나 유리된 물 혹은 함수겔중의 수분의 일부를 기재, 피복재 혹은 잉크상
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의 한 면 또는 양면에 가하여 흡수재들중 적어도 1종에 흡수시키면, 베리
어층이 상실되어, 사용시에는 다공질의 발열조성물로 되어 공기와의 접촉이 양호하게 되는 결과, 우수한 
발열특성이 얻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본 발명은, 상기 기술적지식에 근거하여 완성된 것이며, 발열체제조때의 분진의 발생을 방지하고, 또한, 
발열조성물의 발열반응을 억제하여, 제조때의 발열반응에 의한 손실, 발열조성물의 품질 저하 및 발열조
성물의 응고를 방지하는 것이고, 또한 스크린인쇄나 코팅 등의 인쇄, 전사법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
열조성물의 균등한 분포를 가능하게하며, 더구나 발열조성물의 두께나 분포의 정밀도가 높아서 제품의 품
질의 향상을 꾀하는 것 외에, 고속으로 초박형의 발열체를 간편히 제조할 수 있으며, 더욱, 발열조성물을 
흡수성의 기재나 피복재, 혹은 이들의 위에 형성된 흡수층상에 전사, 적층함으로써 발열조성물을 포 재
에 균등하게 분포, 고정시킬수 있는 결과, 발열조성물의 이동, 편중을 방지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발열
체의 박형화에 의하여 발열조성물의 지나친 발열반응을 극력 피하는,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
물 및 이것을 이용한 발열체 및 이 발열체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흡수제의 점성수용액을 포 재에 함침, 취기, 연입, 인쇄 또는 코팅 등의 도장공법 등에 
의해서 적층, 건조하거나, 흡수제를 압착 또는 연입등에 의해서 함유, 담지시키어 포 재에 흡수성을 부
여한후, 그 위에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을 스크린인쇄나 코팅등으로 전사, 적층하면 분체
의 전사공정이 없어져서 장래의 의료용구나 의약품제조에 있어서의 GMP 기준을 만족시키는 공장 관리가 
간단히 가능하게 되는,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 및 이것을 사용한 발열체 및 이 발열체 제
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과제를 해결하기위한 수단]

24-4

1019960027427



본 발명의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이하, 본 발명물이라고 한다)은, 상기 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 발열물질과, 흡수성폴리머 및/또는 증점제(增粘劑)와, 탄소성분 및/또는 금속의 염화물과 물
을 필수성분으로 하여, 전체로서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속하는 발열체(이하, 본 발명발열체라고 한다.)는,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물
이 시트상포 재내에 적층, 봉입되고, 이 포 재의 적어도 일부가 통풍성을 가지는 것으로, 더구나 상기 
본 발명물의 수분의 일부를 상기 시트상포 재에 흡수시키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속하는 제1의 발열체의 제조방법(이하, 본 발명 제1방법이라고 한다.)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 본 발명을 형성하고, 이 본 발명물을 필름상 내지 시트상의 기재표면의 적어도 한곳의 소정영
역에 적층한후, 이 본 발명물을 피복하는 것같이 필름상 내지 시트상의 피복재를 씌우고, 또한 상기의 기
재와 피복재중 적어도 한편 혹은 일부가 통풍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속하는 제2의 발열체의 제조방법(이하, 본 발명 제2방법이라고 한다.)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 본 발명물을 형성하고, 이 본 발명물을 필름상 내지 시트상의 기재표면의 적어도 한 곳의 소
정영역에 적층한 후, 이 본 발명물 상면에 철분, 탄소성분 또는 흡수제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을 적층 
혹은 살포하고, 이어서, 이 본 발명물 및 철분, 탄소성분 또는 흡수제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을 피복하
는 것같이 필름상내지 시트상의 피복재를 씌우고, 또한 상기의 기재와 피복재중 적어도 한편 혹은 일부가 
통풍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속하는 제3의 발열체의 제조방법(이하, 본 발명 제3방법이라고 한다.)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 필름상 내지 시트상의 기재상에 본 발명물을 적층하고, 이어서, 그위에서 필름상 내지 시트상
의 피복재를 씌우고, 상기 본 발명물의 점성에 의해, 상기 기재와 피복재를 붙이고 합치어, 이어서, 얻어
진 적층체를 임의의 형상으로 타공하여서, 또한 상기의 기재 또는 피복재중 적어도 한편 혹은 일부가 통
풍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물 및 발열체 및 본 발명 제1, 2, 3방법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이 분발상의 것이 아니고,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점조화시킨 발열조성
물, 즉 본 발명물을 이용하는 점에 특징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본 발명물로서는,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발열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으로 이루어지어, 더구
나 외력을 가하면 유동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이면 특정하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에컨  본 발명물을 구성하는 각 성분에 있어서, 수분이든지 흡수성폴리머 및/또는 증점제
와 다른 성분과의 배합비율을 조성함으로써 얻어진다.

본 발명물은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에 기술하는 여러 가지의 메리트가 발
생하는 것이다.

즉, 본 발명물은 잉크상태내지 크림상태이기 때문이고, 예컨  후도인쇄(厚塗印刷)그라비아인쇄, 오프세
트인쇄, 스크린인쇄, 취기등 공지의 인쇄기술을 이용한 인쇄이거나, 또는 헤드 코터, 로울러, 아플리케이
터-등에 의한 도공(塗工)이나 코팅에 의해서, 지극히 용이하게 전사, 적층할 수 있는 것외에, 고속으로 
초박형의 발열체를 제조할 수 있고, 더구나 본 발명물을 포 재에 균등하게 분포시킬수 있다.

또한, 본 발명물을 발포필름·시트, 종이, 부직포, 직포 또는 다공질필름·시트의 위에 전사, 적층하면, 
이 본 발명물은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이기 때문이고, 침투·투묘성이 높고, 이것들의 필름 내지 시트의 
세구멍에 먹어들어가서, 그 이동, 편중이 저지되고, 더구나 공기와의 접촉면적이 현저하게 작고, 공기의 
공급량이 감소하여 산화반응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이 경우, 특히 이들의 필름 내지 시트가 흡수성을 가지어, 이 필름 내지 시트의 위에 본 발명물을 적층하
던가,  혹은  상기의  필름  내지  시트의  위에  더욱  흡수층을  형성하고,  이  흡수층상에  본  발명물을 
적층하면, 해당 발열조성물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이 발포필름·시트, 종이, 부직포, 직포 또는 다공질필름
·시트, 혹은 이들의 위에 형성된 흡수층에 한층더 고정되기 쉽게 되는 결과, 그 이동, 편중이 더욱 방지
된다.

또한, 스크린인쇄나 코팅 등에 의한 적층법에 의하면, 이 발열체를 극히 얇게 할 수가 있고, 또한 발열체
가 얇으면 단위시간 당의 발열반응량이 저하하는 결과 발열조성물의 지나친 발열반응이 저지되지만, 본 
발명물이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더욱 층두께가 얇기 때문에, 발열조성물의 이동, 편중이 저지된다.

그외에, 흡수제의 점성수용액을 발포필름·시트, 종이, 부직포, 직포 또는 다공질필름·시트등의 시트상
포 재에 함침, 취기, 인쇄 또는 코팅등의 도공등에 의해서 적층, 건조하거나, 흡수제를 압착 또는 연입
등에 의해서 함유, 담지시키어 시트상포 재에 흡수성을 부여한후, 그 위에 본 발명물을 스크린인쇄나 코
팅등으로 전사, 적층하면 분체의 투입공정이 없어져 장래의 의료용구나 의약품제조에 있어서의 GMP 기준
을 만족시키는 공장 관리가 간단히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 흡수제로서는, 주로, 후술하는 흡
수성폴리머나 증점제가 사용된다.

또한, 본 발명은 발열조성물의 수분의 배합율, 더욱 흡수성폴리머 및/또는 증점제를 배합, 조정하여 잉크
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점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쇄나 코팅 등에 의한 전사, 적층이 근히 용이하고, 또
한 고속으로 초박형의 발열체를 제조할 수 잇고, 더구나 잉여수분이 배리어층이 되기 때문에, 공기의 공
급량이 감소하여 발열반응을 실질적으로 정지하는 결과, 한층더 공기속에서 안정되어, 제조때의 발열반응
에 의한 손실, 발열조성물의 품질 저하 및 발열조성물의 응고가 일층 방지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즉, 종래의 분말상발열조성물에 있어서는, 전술의 여러가지가 증 한 폐해가 발생하지만, 본 발명물과같
이, 발열조성물을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점조화시키면 스트린 인쇄나 코팅등에 의한 전사, 적층이 용
이하고, 또한 고속으로 초박형의 발열체를 제조할 수 있고, 더구나 이 잉여수분, 혹은 유리된 물이 없고 
함수겔이 배리어층으로 되기 때문에 공기의 공급량이 감소하여 발열반응이 거의 생기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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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있어서, 잉여수분 혹은 유리된 물, 또한 함수겔중의 수분의 일부를 기재 및/또는 피복재 등의 
포 재에 흡수시키면, 배리어층이 상실하여, 더구나 수분이 포 재에 흡수됨에 따라 본 발명물이 다공질
이 되는 결과, 공기와의 접촉이 양호하게 되어, 발열특성이 양호한 본 발명발열체가 얻어지는 것이다.

본 발명물에 있어서는, 발열물질과, 흡수성폴리머 및/또는 증점제와, 탄소성분 및/또는 금속의 열화물과 
물을 필수성분으로 하여, 전체로서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형성된 것을 열거할 수 있고, 그 배합비율
은 발열물질 100중량부에 하여, 흡수성폴리머 0.1-7.5중량부 및/또는 증점제 0.1-10중량부와, 탄소성분 
1.5-20중량부 및/또는 금속의 염화물 1-10중량부를 필수성분으로 하고, 또한 물이 배합되어, 전체로서 잉
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형성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본 발명물을 제조함에 있어서, 우선, 그 고형성분만을 혼합장치에 투입하고, 이것들의 성분을 
균일히 혼합한후, 이것에 물 혹은 금속의 염화물의 수용액 내지 분산액을 가하여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
로 형성하여도 좋고, 혹은 발열조성물의 전체성분을 혼합장치에 투입하고, 이것들의 성분을 혼합하여 잉
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에 형성하더라도 좋다.

이들 성분의 혼합장치로서는, 수분이 지나친 경우, 특히 잉크상태의 발열조성물의 경우에는 균일히 혼합
할 수 있는 장치이면 특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수분이 비교적적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의 경우에
는, 니더(kneader)나 믹서 등의 혼련장치가 발열조성물을 크림상태로 형성하기 쉽고, 더구나 발열물질의 
표면을 유리된 물이나 함수겔이 덮기 쉽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그리고, 본 발명물은, 전술한 것과 같이,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형성되지만, 그 점도(온도20℃)가, 
이하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1,000-7,500,000cps의 범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발열조성물의 점도가 
1,000cps 미만으로 지나치게 낮으면, 발열조성물의 인쇄나 코팅 등에 의한 전사성이 나쁘게 되거나, 수분
이 극히 과잉되어 지나치게 성분의 전사량이 부족하고, 발열시간이 짧게 되거나, 발열조성물의 기재상의 
소정의 영역밖으로 퍼져나가거나, 전사후에 수분을 다량으로 기재 등에 흡수시킬 필요가 있고, 특수한 구
조의 기재 등을 사용하거나, 발열체의 구조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한편, 
7,500,000cps를 초과하면 전사성이 나쁘게 되어 전사량에 불균형이 생기기도 하고, 표면에서 발열반응이 
생기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들의 이유로, 10,000-6,500,000cps의 범위, 특히 바람직하게는 50,000-5,500,000 cps의 범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도로는 2,000,000cps 미만의 경우에는,TOKI MEC INC. 제(VI SCOME TERBH형점도계)로, 더구나 # 7의 
로타를 사용하고, 회전수 2rpm으로 하여, 비커내경(85ømm)의 비커를 사용하여 측정온도 20℃로 측정한 
값이고, 또한, 2,000,000cps를 넘는 경우에는, 동기산업(주)사제(R110 형점도계, RE110U시스템, 검출헤드 
RE100U, 콘트롤러 RC100A)로서, 더구나 SPP 로터를 쓰고, 회전수 0.2rpm(D= 0.4(1/S))로 하여, 측정온도 
20℃로 측정한 값이다.

한편, 이 점도는 전사, 적층때의 값이다.

본 발명물의 성분으로서는, 수분이나 흡수성폴리머 및/또는 증점제와, 다른 성분, 요컨  발열반응에 필
수인 발열물질 외에, 발열을 촉진하기 위한 카본이나 활성탄 등의 탄소성분 및/또는 금속가루의 표면의 
산화피막을 파괴하여, 발열반응을 연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금 속의 염화물을 필수성분으로 하는 것이고, 
소망에 따라서는, 무기계 혹은 유기계의 부수제, pH 조정제, 분산성을 높이는 계면활성제, 
소포제(消泡劑)등이 배합되어, 전체로서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형성된 것이다.

본 발명물의 배합비율로서는, 사용하는 흡수성폴리머나 증점제의 종류, 발열물질 더욱 탄소성분의 종류, 
금속의 염화물의 종류 등에 의해서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발열물질 100중량부에 하여, 흡수성폴리머 
0.1-7.5중량부, 중점제 0.1-10중량부, 탄소성분 1.5-20중량부 및 금속의 염화물 1-10중량부의 범위로 하
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이 혼합물에는 물을 덧붙여, 전체로서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형성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금속의 염화물의 소정량을 물에 용해 내지 분산하고, 이것을 흡수성폴리며 및/또는 증
점제와 탄소성분 및/또는 금속의 염화물로 이루어지는 혼합물에 가하여, 전체로서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
태로 형성하여도 좋다.

이 경우, 이와 같이 고형성분만을 균일하게 혼합한후, 물 혹은 금속의 염화물의 수용액 내지 분산액을 배
합하는 신에 상기 고형성분에 적량의 물을 가하여, 이 전체성분을 균일히 혼합하여 본 발명물을 얻더라
도 좋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도, 상기의 경우와 같이, 이 본 발명물은, 그 점도(온도20℃)가, 상기의 방법으
로, 일반적으로 1,000-7,500,000cps의 범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물에 있어서는, 전술한 것과 같이, 수분이나 흡수성폴리머 및/또는 증점제와, 다른 성분, 
즉 발열물질이나 탄소성분과 또한 금속의 염화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도 원하는 발열특성이 얻어지면 덧
붙여, 온도의 안정성을 일층 향상하고, 또한 발열시간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욱, 소망에 따라, 무
기계 혹을 유기계의 보수제, pH 조정제, 분산성을 높이는 계면활성제, 소포제등이 배합되어, 전체로서 잉
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형성된 것도 유익하다.

즉, 발열물질 100중량부에 하여, 흡수성폴리머(중합체) 0.1-7.5중량부, 증점제 0.1-10중량부, 탄소성분 
1.5-20중량부 및 금속의 염화물 1-10중량부로 이루어지고, 이 발열조성물에는 더욱 발열물질 100중량부에 

하여, 무기계 혹은 유기계의 보수제 0.5-10중량부, pH 조정제 0.1-5중량부, 분산성을 높이는 계면활성
제 0.1-5중량부 및 소포제 0.1-5중량부에서 선택된 1종이 배합되고, 본 발명물에 있어서는, 특히, 이 혼
합물에는 물을 가하여, 전체로서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형성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금속의 염화물
의 소정량을 물에 용해 내지 분산하고, 이것을 상기 혼합물에 가하여, 전체로서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
로 형성한 것이 특히 우수한 발열특성이 얻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고형성분만을 
균일하게 혼합한 후, 물 혹은 금속의 염화물의 수용액내지 분산액을 배합하는 신에, 상기 고형성분에 
적량의 물을 가하여, 이 전체 성분을 균일하게 혼합하여 본 발명물을 얻더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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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도, 상기의 경우와 같이, 본 발명물은, 그 점도(온도20℃)가 상기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1,000-7,500,000cps의 범위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물에 있어서, 흡수성폴리머로서는, 주로, 물이나 금속의 염화물수용액을 원활하고, 또한 량으로 
흡수하는 고분자재료를 들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예컨  특공소 49-43395호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전분
-폴리아크릴로니트릴공중합체,  특공소51-39672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가교폴리 알킬렌옥시도, 특공소
63-13495호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비닐에스테르-에틸렌계불포화카르복실산공중합체염화물, 특공소54-30710
호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역상현탁중합법에 의해서 얻어지는 자기가교폴리아크릴산염, 특개소54-200963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폴리비닐알코올계중합체와 환상무수물과의 반응생성물, 특개소59-84305호공보에 개
시되어 있는 폴리 아크릴산염가교물, N-비닐아세트아미드가교체(흡수제)(쇼오와전공주식회사제 상품명NA-
010)등으로부터 선택된 1종 또는 2종이상의 혼합물을 들 수 있고, 더욱, 이들을 계면활성제로 
처리하거나, 이들과 계면활성제를 조합시켜 친수성을 향상하여도 좋다. 이들 흡수성폴리머중에는 물이나 
금속의 염화물수용액을 흡수하여 증점성을 부여하는 것이 있지만, 주로, 물이나 금속의 염화물수용액을 
원활하고, 또는 량으로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이 흡수성폴리머로서는, 시판의 것을 사용하면 좋고, 예컨  산요화성사제의 선웨트 IM-300, 선웨트 IM--
300MPS, 선웨트 IM-1000, 선웨트 IM-1000MPS,선웨트 IM-5000, 선웨트 IM-5000MPS, 제철화학사제의 아쿠아
가입 4S나 아쿠아키입4SH,  Sumitomo화학사제의 스미카겔 NP-1020,  스미카겔 NP-1640,  스미카겔 SP-520, 
스미카겔 N-1040, 쿠라레사제의 KI 겔201-K, KI 겔201K-F2, Nihon촉매사제의 아쿠아클릭 CS-6, 아쿠아클
릭 CS-7, Arakawa화학제의 아라소푸 800 , 아라소푸 800F등이 그 예로서 들 수 있다.

이들 시판의 흡수성폴리머중에서는, 물이나 금속의 염화물수용액을 신속히 흡수하고, 더구나 그들의 흡수
량이 높은, 산요화성사제의 선웨트 IM-300MPS, 선웨트 IM-1000MPS, 선웨트 IM-5000MPS Sumitomo화학사제
의 스미카겔 NP-1020, 스미카겔 NP-1040, 쿠라레사제의 KI 겔201-K, KI 겔201-F2, Arakawa화학사제의 아
라소푸 800F등이 특히 바람직하다.

본 발명물에 있어서, 증점제로서는, 주로, 물이나 금속의 염화물수용액을 흡수하여, 조도(稠度)를 증 시
키던가 틱소트로피(thixotropy)성을 부여하는 물질을 들 수 있고, 벤토나이트, 스테아르산염, 폴리아크릴
산나트륨등의 폴리아크릴산염, 젤라틴, 폴리에틸렌옥사이드, 폴리비닐알코올, 폴리비닐피롤리돈, 아라비
아검, 트라가칸트검, 로카스트빈검, 구아검, 아라비아검, 알긴산나트륨등의 알긴산염, 펙틴, 카르복시비
닐폴리머, 덱스트린, α화전분, 가공용전분등의 전분계흡수제, 카라기난, 한천등의 다당류계증점제, CMC, 
식초산에틸셀롤로즈,  히드록시에틸셀룰로즈,  메틸셀룰로즈 또는 히드룩시프로필셀줄로즈등의 셀룰로즈유
도체계증점제, 아크릴술폰산계고분자물질(예컨 , Nihon촉매주식회사제, 상품명 : CS-6HS), 수용성셀루로
즈 에테르 또는 폴리 N-비닐아세트아미드등으로 부터 선택된 1종 또는 2종이상의 혼합물을 들 수 있고, 
더욱,  이들을  계면활성제로  처리하기도  하거나,  이들과  계면활성제를  조합하여  친수성을  향상하여도 
좋다. 이것들의 증점제는, 주로, 물이든지 금속의 염화물수용액을 흡수하여, 조도를 증가시키던가, 틱소
트로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상기 수용성셀룰로즈 에테르로서는, 구체적으로는, 예컨  셀룰로즈를 메톡실기로 에테르화한 메틸셀룰로
즈(Sin-etsu화학공업주식회사제,  상품명  :  메틀로즈  SM15,  메틀로즈  SM25,메틀로즈  SM400,  메틀로즈 
SM4000등), 셀룰로즈를 히드록시에톡실기로 에테르화한 히드록시에틸메틸셀루로즈 등의 수용성 셀룰로즈
에테르 (Sin-etsu화학공업주식회사제, 상품명 : 메틀로즈 60SH-50, 메틀로즈 60SH-4000, 메틀로즈 90SH-
4000, 메틀로즈 90SH-30000, 메틀로즈 90SH-1100000등), 셀룰로즈를 히드록시에톡실기로 에테르화한 히드
록시에틸셀룰로즈(Sin-etsu화학공업주식회사제, 상품명 : 메틀로즈 60SH-50, 메틀로즈 60SH-4000, 메틀로
즈 90SH-4000, 메틀로즈 90SH-30000, 메틀로즈 90SH-100000등), 다이이치공업제약제의 셀로겐 EP, 셀로겐 
BSH-12, 세스카 MC, 세스카 MHEC, 세스카 MHPC등의 수용성 셀룰로즈에테르를 들수 있다.

이 수용성 셀룰로즈에테르의 수용액을 가열하면, 예컨  소정온도(소정縕度)까지는 점도가 저하하지만, 
더욱 이 온도이상으로 가열하면, 흡착수분을 방출하여 점도가 높아지고 겔화하여(이하, 이 현상을 엘겔화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 유리수분이 배리어층으로 되고 발열반응을 감소시키는 한편, 이 겔을 냉각하면, 
수분을 흡착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수용성셀루로즈에테르의 증점개시온도는, 에테르화제의 종류, 치환율, 셀루로즈분자량, 용액으로서 첨가
하는 경우에는 그 농도, 다른 첨가물을 첨가한 경우에는 그 첨가제의 종류나 첨가량(농도)등의 것 외에, 
승온속도나 냉각속도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증점제로서 수용성셀룰로즈에테르를 쓰는 경우에는, 에테
르화제의 종류, 치환율, 셀룰로즈분자량, 용액의 농도, 다른 첨가물의 종류나 첨가량(농도)등을 적당히 
선택하기도 하거나, 발열체 조성물의 조성, 사용량등을 적당히 선택하고 승온속도나 냉각속도를 제어함으
로써, 최고발열온도를 적당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 , 상기 수용성셀룰로즈에테르(예컨 , Sin-etsu화학공업주식회사제, 상품명 : 메틀로즈SM4000)의 2
중량% 수용액으로서는, 첨가물이 없는 경우, 증점개시온도는 55℃이지만, 염화나트륨(NaCl), 혹은 탄산나
트륨(Na2CO3·10H2O)을 5중량% 첨가한 경우 등에는 증점개시온도는 40℃로 되고,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경

우에는, 메틀로즈 SM4000는 안전온도(43℃)이하에서 흡착수분을 방출하여 발열반응을 억제한다.

이 메틀로즈 SM4000의 증점개시온도 Al2(SO4)3·18H2O를 5중량% 첨가한 경우에도45℃로 되고, 이온도에서 

메틀로즈 SM4000는 흡착수분을 금속가루의 주위에 방출하여 발열반응을 억제한다.

또한, 예컨  수용성 셀룰로즈에테르(Sin-etsu화학공업주식회사제, 상품명 : 메틀로즈 60SH-4000)의 2중
량% 수용액으로서는, 첨가물이 없는 경우, 증점개시온도는 75℃이지만, 염화나트륨(NaCl)를 5중량% 첨가
한 경우등에는 증점개시온도는 70℃로 되고, 탄산나트륨(Na2CO3·10H2O)을 5중량% 첨가한 경우 등에는 증

점개시온도는 45℃로 되며, 이들의 온도에서 메틀로즈 60SH-4000는 흡착수분을 주위에 방출하여 발열반응
을 억제한다.

더욱, 메틀로즈 60SH-4000의 증점개시온도는 Al2(SO4)3·18H2O를 5중량% 첨가한 경우에도 50℃로 되고, 이 

온도에서 메틀로즈 60SH-4000가 흡착수분을 방출하여, 금속가루주위의 유리수분량을 증 시키어 발열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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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억제한다.

상기 증점제의 증점개시온도를 조정하는 첨가물로서는, 전기의 염화나트륨이나, 탄산나트륨과 또는 황산
알루미늄등의 무기물이나 수화물, 에탄올등의 저급알코올, 폴리에틸렌글리콜이나 클리세린등의 다가알코
올, 상기의 흡수성폴리머나 증점재등을 그 예로서 들 수 있다.

상기 폴리 N-비닐아세트아미드로서는, N-비닐아세트아미드를 라디칼 중합시키어 얻어지는 것이고, 물에 
가용성인 직쇄구조의 것과, 물에 불용성인 가교구조를 가지는것등이 있고, 이 불용성의 폴리 N-비닐아세
트아미드에는, 그 가교밀도의 차에 의해, 겔화제로서 작용하는 미크로겔을 들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예
컨  N-비닐아세트아미드아크릴산  나트륨공중합체(쇼오와전공주식회사제  상품명GE  1167),  N-비닐아세트 
아미드호모폴리머(쇼오와  전공주식회사제  상품명GE-191)또는  N-비닐아세트아미드 가교체(미크로겔)(쇼오
와전공주식회사제상품명GX-205)등으로 부터 선택된 1종 또는 2종이상의 혼합물을 들수 있고, 더욱, 이들
을 계면활성제로 처리하기도 하거나, 이들과 계면활성제를 조합하여 친수성을 향상하여도 좋다. 이것들의 
증점제는 주로, 물이나 금속의 염화물수용액을 흡수하여, 조도를 증 시키든가 도는 틱소트로피성을 부여
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본 발명물로서는 발열물질로서, 유기물을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응에 따라서 다른 냄새가 발생하지 않
는 철분, 아연가루, 알루미늄가루 또는 마그네슘분 혹은 이것들의 2종이상의 금속으로 이루어지는 합금의 
분말, 또한, 이들중 2종이상을 혼합한 혼합금속분등이 사용되지만, 특히, 이들 금속분중에서는 안전성, 
취급성, 코스트, 보전성및 안정성등의 관점을 종합하여 가장 우수한 철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탄소성분으로서는 카본블랙, 흑연 또는 활성탄등이 그 예로서 열거되고, 금속의 염화물로서는 
염화나트륨, 염화칼륨등의 알칼리금속의 염화물,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등의 알칼리 토금속의 염화물등
을 그 예로서 들 수 있다.

상기 무기계 혹은 유기계의 보수제로서는, 물을 보수하여, 발열조성물중의 수분이 부족하고, 발열반응이 
둔화하면 물을 방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발열조성물중의 공극율을 향상시키어 공기와 발열조성물과의 접
촉을 양호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예컨  퍼라이트,  크리스트바라이트,  바미큐라이트,  실리카계다공질물질,  규산 칼슘등의 
규산염, 규석, 규조토, 알루미나등의 반토, 운모분이나 쿠레등의 반토규산질, 활석등의 고토규산질, 실리
카분 또는 목분이나 펄프분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상기 pH 조정제나 계면활성제 또한 소포제로서는 폴리인산나트륨등의 통상의 pH 조성제외에, 이 분
야에서 쓰이는 것이 사용된다.

본 발명물에 있어서는, 수분의 일부를 기재 및/ 또는 피복재등에 흡수시키고, 이것에 의해서, 사용할 때
에는 공기와의 접촉이 잘 되도록 하면 된다.

다음에, 본 발명 발열체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 발열체의 특징은, 본 발명물을 적어도 일부가 통기성을 가지는 시트상포 재내에 적층, 봉입되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이 본 발명물로서는 전술의 것을 들 수 있는 것이고, 더구나 상기 본 발명물의 수분의 일부를 상
기 시트 상포 재에 흡수시키도록 구성하고 있다.

본 발명 발열체에 있어서, 시트 상포 재가, 필름상 또는 시트상의 기재와 필름상 또는 시트상의 피복재
로부터 되어, 이 개재와 피복재중 적어도 한편 혹은 일부가, 통기성을 가짐과 동시에 흡수성을 가지는 것
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 발열체에 있어서는, 인쇄든지 코팅등에 의해서, 초박형의 발열체가 형성되지만, 발열체가 얇게 
형성되면, 포 내에 있어서의 발열조성물에 의한 공기중의 산소가 소비됨에 따르는 감압만으로서는, 발열
체의 박형화(두께1mm정도이하),경량화를 꾀하면, 단위시간 당의 발열반응량이 저하하는 결과, 발열조성물
의 이동, 편중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감압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유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재및/ 또는 피복재등에 발열조성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정시키어 그 이동, 편중을 
막는것이 바람직히다.

구체적으로는, 예컨  기재및/ 또는 피복재에 있어서의 적어도 본 발명물과의 접촉개소에서 그 표면에 물
리적으로 요철을 형성하거나 또는, 기재및/ 또는 피복재가 흡수성을 가지는 필름상 내지 시트상의 흡수재
로 형성되어 있고, 이에 의해서, 기재및/ 또는 피복재에 있어서의 본 발명물과의 접촉개소에 요철을 형성
함으로써, 본 발명물로부터의 흡수에 따르는 말착성과 이들의 요철에 의해서 본 발명물과의 결합성을 높
이어 그 이동, 편중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 발열체에 있어서는, 기재및/ 또는 피복재가, 비통기성 혹은 통기성의 필름 또는 시트의 한
면 혹은 양면에, 흡수성을 가지는 흡수재를 적층하고, 이것에 의해서, 기재및/ 또는 피복재에 있어서의 
본 발명물과의 접촉개소에 요철을 형성하는 것에 의해, 본 발명물로부터의 흡수에 따르는 밀착성과 이들
의 요철에 의해서 본 발명물과의 결합성을 높이어 그 이동, 편중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기재및/ 또는 피복재로서는 흡수성을 가지는 흡수재로 형성된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흡수재로서는 
흡수성을 가지는 필름상 내지 시트상의 것이면 특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흡수재로서는, 그 소재자체가 흡수성을 가지는가 아닌가를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흡수성을 가지는 것
이면 특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컨  흡수성을 가지는 발포필름·시트(흡수성발포폴리우레탄등의 발포체)나  종이류, 흡
수성을 가지는 섬유로 형성된 부직포든지 직포, 혹은 흡수성을 가지는 섬유를 포함하는 부직포나 직포, 
또는 흡수성의 다공질필름·시트등의 흡수재의 것외에 흡수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발포필름·시트, 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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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직포 또는 다공질필름·시트에, 흡입제를 함유, 함침, 연입, 전사 또는 담지시키어 흡수성을 부여내
지 증 시키기도 하고, 흡수성의 유무를 막론하고, 발포필름·시트, 종이류, 부직포, 직포 또는 다공질필
름·시트에, 본 발명물의 평면형상으로 절단한 흡수성의 발포필름·시트, 종이류, 부직포, 직포 또는 다
공질필름·시트등의 흡수성소재를 본 발명물의 한면 또는 양면에 가하여 흡수성이 부여된 것을 들 수 있
다.

본 발명 발열체에 있어서는, 특히, 기재및/ 또는 피복재에 있어서의 적어도 본 발명물과의 접촉개소에는 
흡수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기재및/ 또는 피복재에 있어서의 본 발명물과의 접촉
개소에는 흡수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본 발명물의 주연부에 있어서, 기재와 피복재를 점착 또는 열접
착 혹은 열융착하기 쉽게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본 발명 발열체에 있어서는, 기재및/ 또는 피복재의 표면의 요철및/ 또는 흡수층에 본 발명물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매설내지 접합하고, 이것에 의해서, 본 발명물의 이동, 편중을 일층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본 발명물이 포 내로 이동하는 것이 방지되기 때문에, 발열조성물이 편중되어 발열온도가 흩
어지거나 특이하게 높은 온도로 발열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그런데, 상기 흡수층으로서는 전술한 흡수성폴리머및/ 또는 증점제로 형성된 층, 혹은 전술의 필름상내지 
시트상의 흡수재를 들수 있다.

또한, 기재및/ 또는 피복재의 표면은 평활면만으로도 좋지만, 본 발명물과의 결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적어도 38 dyne이상, 바람직하게는 40 dyne이상의 습윤지수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기재및/ 
또는 피복재가, 표면이 평활한 필름 또는 시트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표면을 코로나처리등의 물리적처
리에 의해서 조황화(粗荒化) 즉 요철화하고, 이것에 의해서 습윤지수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기재및/ 또는 피복재에 있어서의 본 발명물의 접촉개소에 흡수층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발
열조성물의 수분을 흡수하는 힘에 의해서 해당 발열조성물에 있어서의 수분이외의 다른 성분이나 기재및/ 
또는 피복재에 가가이 당겨지고, 그 일부분이 흡수층에 침윤하여 강력한 앵커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특별히 표면을 조황화하는 처리는 불필요하다.

전술한 것과 같이, 본 발명발열체로 사용되는 기재및/ 또는 피복재는, 공기와의 접촉에 의해 발열하는 발
열조성물을 열원으로 하고 있는 결과, 기재와 피복재로 형성된 포 재의 적어도 한쪽 혹은 일부가 통기성
을 가지는 것을 요하지만, 이 기재및/ 또는 피복재로서는, 단일층의 것과, 두께방향에 복수층을 적층한 
것이 포함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적층으로는 히트셋트, 접착, 점착, 라미네이션등에 의해서 층이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
적으로 접합되거나, 혹은 각층이 단지 포개여지고, 예컨  주연부나 중앙부등의 국부로 층을 히트시일, 
호트멜트계접착제 혹은 점착제등으로 접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본 발명물에 있어서는,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발열조성물을 고속의 인쇄나 코
팅등에 의해서 적층할 수 있고, 기재상에 전사, 인쇄, 모형처리한 판을 깊은 그라비아 인쇄, 취기 또는 
코팅등에 의해서 적층함으로써, 예컨 , 기재의 송부속도가 매분160-200m/ 분 정도로 고속이고, 적어도 1
개소의 소정영역에 예컨  0.02-1.5mm 정도의 얇은 막두께에, 더구나, 두께를 균일적층시키는 것이 가능
하게 된다.

이 경우, 본 발명물을 기재상에 놓을 수 있는 적어도 1개소의 소정영역에 고정밀도로 또한 균일하게 적층
하고, 또한 전체에 걸쳐서 균일한 막두께를 예컨  0.02-1.5mm 정도, 바람직하게는 0.1-0.5mm 정도에 얇
게 하여 적층시킬 수 있는 결과, 전체로서, 0.5-2mm 정도의 초박형의 발열체를 제조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처리의  고속화,  부착영역제어의  고정밀도화,  박육화및  막후의  균일화를  꾀하기 
위해서, 롤필름상 또는 로울시트형상의 기재를 일정속도, 예컨  160-200m/분 정도의 고속으로 보내면서, 
그 기재상에 본 발명물을 적층하고, 더욱 그 위에서 롤필름상 또는 로울시트상 피복재를 피복하면 좋다. 
이때, 본 발명물이 접착제와 같은 역활을 하여, 기재와 피복재를 접합하기 때문에, 반드시 발열조성물 주
위를 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 발열체는 이와 같이 필름상 도는 시트상의 기재표면에 있어서의 
적어도 1개소의 소정영역에 막두께가 얇은 본 발명물을 적층시킨 후, 이 발열조성물을 덮도록 하는 것 같
이 필름상 또는 시트상의 피복재를 씌우고, 기재와 피복재를 본 발명물을 통해 이룬다. 즉, 본 발명물이 
점착제와 같은 역활을 하는 것이다. 물론, 품질 및 신뢰성을 한층 더 향상하기 위해서, 기재와 피복재를, 
본 발명물의 주위부에서, 점착, 열접착 또는 열융착에 의해서 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재및/  또는  피복재가,  단일층(단일의  필름또는  시트)의  경우에는,  전술의  것과  같이,  본  발명물의 
이동, 편중을 막기 위해서, 표면평활성 필름·시트로서는 그 표면을 거친면(요철면)으로 하기도 하고, 발
포필름·시트, 종이, 부직포, 직포 또는 다공질필름·시트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들이 흡수성을 가
지는 소재, 예컨  흡수성의 섬유로 형성되어 있는 때에는 그 로 쓰기도 하지만, 이들의 흡수성을 가지
지 않은 소재로 형성되어 있는 때에는, 이들에 흡수제를 함유, 함침, 전사 또는 담지시키어 흡수성를 발
현시켜도 좋다. 이 경우에 있어서, 스폰지등의 발포필름·시트, 종이, 부직포, 또는 직포등을 쓰면, 후술
하는 점착제층과의 밀착성이 양호하게 된다. 또한, 기재가 복수층, 즉 2종이상의 필름 또는 시트를 적층
한 것으로서는 전술의 것을 들 수 있다.

덧붙여, 본 발명물을 기재와 피복재의 사이에 개재하는데 있어서, 기재표면에 적층된 본 발명물상에  철
분, 탄소성분 또는 흡수제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을 적층혹은 살포하여, 사용때의 발열온도의 시작을 
빠르게 하거나, 사용때의 온도특성을 변화시키는 것도 좋다. 이 경우, 그 적층 혹은  살포량은, 온도특성

을 악화시키기 않은 범위이면 특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1-250g/m
2
의 범위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흡수제로서는 상기의 흡수성폴리머나 증점제를 들 수 있다.

또한, 본 발명 발열체에 있어서는, 본 발명물 상면에 탄소성분으로 코팅한 철분, 혹은 철분(A)과 탄소성
분(B)와, 이 (A)와(B)의 합계량에 하여 5중량% 이하의 물을 가한 혼합물이 적층되고, 이에 의해서 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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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거나, 사용때의 발열온도의 시작을 빠르게 하기도 하고, 또한 사용때의 온도특
성을 변화시켜도 좋다.

이 경우에 있어서, 탄소성분으로 철분을 코팅하는 방법으로서는, 압압형(狎壓型)의 혼합기, 예컨  호소
카와미클론사제 AM-15F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철분100중량부에 하고, 탄소성분 0.1,10중량부의 비율
로 하여, 회전수 500-1500rpm에서, 그리고 10-80분 혼련하여 얻어진다.

또한, 철분(A)과 탄소성분(B)와, 이 (A)와(B)의 합계량에 하여 5중량% 이하의 물을 가한 혼합물을 얻는 
방법으로서는  호소카와미클론사제  AM-15F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철분100중량부에  하고,  탄소성분 
0.1-10중량부,  물 0.3-5중량부,  특히 물 0.5-3중량부의 비율로 하여,  회전수 500-1500rpm에서,  그리고 
10-80분 혼련하여 얻어진다.

이와 같이 미량의 물을 첨가함으로써, 분진의 비산을 한층 더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 발열체에 있어서는, 기재상에 본 발명물을 적층하고, 더욱이 본 발명물을 피복재로 피복할 
때, 필름상 내지 시트상의 흡수재를 본 발명물의 적층형상으로 절단한 것, 특히 압지나 티슈페이퍼등의 
가정용 박엽지등, 흡수성이 높은 필름 또는 시트를 본 발명물의 적층형상으로 절단한 것을 이용하여, 이
것을 상기 본 발명물의한 면위에 재치하거나, 혹은 이것으로서 본 발명물의 양면을 협지하고, 이어서, 피
복재로 봉하여도 좋다. 

그런데, 본 발명에 있어서, 필름 또는 시트에 흡수제를 담지시키는 방법으로서는, 필름 또는 시트에 흡수
제의 용액을 함침시키고, 용매를 증포시키거나, 혹은 필름 또는 시트에 흡수제를 내뿜어, 도착(塗着), 연
입, 압착, 적층 또는 배합등에 의해서 부착시키거나, 흡수성의 섬유를 부직포나 직포에 짜넣거나, 혼합하
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기재및/ 또는 피복재는 인장강도등이 필요한 기계적강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더구나, 몸표면에
의 친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로서 유연한 것이 바람직하다.

즉, 본 발명 발열체에 있어서는, 인체에 있어서의 만곡부나 신축부와 굴신부에 더욱안락하게 적용되고, 
또한 이 신축부와 굴신부에 일층 더 쉽게 융화하기 위해서, 기재 및 피복재가, 즉 발열체의 포 재가, 신
장성의 필름 혹은 시트, 특히, 신축성의 필름 혹은 시트로 형성된 것이 바람직하다.

즉, 시트상포 재가 신장성의 소재, 특히 신축성의 소재로 형성된 것이, 극히 신축하기쉽고, 팔꿈치든지 
무릎등의 관절부와 어개나 팔등의 인체에 있어서의 만곡부나 신축부와 굴신부에 한층 더 우수한 밀착성을 
가지고, 더구나 사용중에 뻣뻣한 값이나 위화감이 없기 때문에, 더욱 사용감이 양호한 것 외에, 사용중의 
박리가 확실히 방지되기 때문에, 한층 더 우수한 온열효과를 발현시키는 것으로서 가장 바람직하다.

이 신장성의 기재및 피복재로서는, 예컨  신장성이 높은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등의 합성 수지로 
형성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신축성의 기재 및 피복재, 요컨  신축성의 필름 혹은 시트로서는, 신축성의 소재로 형성된 것이면 
특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특히, 신축성으로서, 또한 본 발명물과의 결합성이 높은, 신축성의 발포필
름·시트, 부직포, 직포 또는 다공질필름·시트등을 들 수 있고, 이들자체가 흡수성을 가지든가 혹은 흡
수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들 자체에, 흡수제를 함유, 함침, 부착, 연입, 전사, 적층 또는 담지시키어 
흡수성을 부여내지 향상시킨 것이, 본 발명물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배리어층을 제거하고, 본 발명물의 다
공질로, 공기와의 접촉이 적당한 상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축성의 필름 혹은 시트의 소재로서는, 예컨  천연고무, 합성 고무 또는 열가소성탄성중합체를 들 수 
있지만, 신축성이 높아 취급이 쉽고, 또한 열가소성탄성중합체는 열융착성을 가지기 때문에, 본 발명 발
열체의 제조가 극히 용이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물론, 본 발명 발열체에 있어서, 기재와 피복재가 점착성, 열융착성 혹은 열접착성을 갖는지의 여부는 문
제가 안되지만, 품질과 신뢰성의 가열층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 기재와 피복재를 발열조성물의 주위부
에 걸쳐서 점착, 열접착 혹은 열융착에으해 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합성 고무로서는, 구체적으로는, 예컨  부타디엔고무, 이소푸렌고무, 스티렌-부타디엔고무, 아크릴
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클로로푸렌고무,  이소부틸렌이소푸렌고무,  폴리알킬렌·술피드,  실리콘고무, 폴
리(클로로·트리폴로로에틸렌), 플루르프화비닐리덴-6플루오프화르로필렌·코폴리머, 우레탄고무, 프로필
렌옥시드고무, 에피쿨로로히드린고무, 아크릴산에스테르-아크릴로니트릴·고폴리머, 또는 아크릴산에스테
르-2-클로로에틸비닐에테르·코폴리머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상기 열가소성탄성중합체로서는, 구체적으
로는, 예컨  올레핀계탄성중합체, 폴리우레탄계탄성중합체 또는 폴리에스테르계탄성중합체등을 들 수 있
다.

상기 올레핀계탄성중합체로서는,  구체적으로는,  예컨  에틸렌-프로필렌·코폴리머, 에틸렌-프로필렌-디
엔·디폴리머, 클로로술폰화 폴리에틸렌, 염소화폴리에틸렌 또는 에틸렌-아세트산비닐·코폴리머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상기의 기재 및 피복재의 두께로서는, 용도에 의해서 크게 달라서, 특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구
체적으로는, 발에 착용하는 경우 10,5000㎛, 인체에 직접 붙이어 사용하는 경우 10-500㎛정도, 특히 12-
250㎛으로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일반적으로는, 10-2500㎛, 특히, 12-1000㎛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기재및 피복재의 막후가 10㎛미만의 경우에는, 필요한 기계적강도를 얻을 수 없는 것외에, 막두께를 균일
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편, 기재의 막두께가 5000㎛을 넘는 경우에는 스폰지등의 발포체만으로도 유연성이 저하하여 몸표면에
의 친밀성이 현저히 저하함과 같이, 몸표면의 변형이나 이동에 하는 밀착이 저하하는 것외에 느낌이 나
쁘게 되어, 또한, 발열체전체의 두께가 두껍게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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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히 기재의 두께를 10-2500㎛의 범위, 특히 12-1000㎛의 범위로 하면, 소요의 기계적강도가 얻
어짐과 동시에, 소요의 유연성이 얻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기재및/ 또는 피복재로서는, 고분자재료로 이루어지는 발포 혹은 비발포의 필름 또는 시트를 들 수 있지
만, 발포된 필름 또는 시트에 본 발명물을 식입시켜서  그 이동과 편중을 일층 방지할 수 있다.

이 고분자 재료로서는, 예컨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트레르, 폴리염화비닐,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우레탄, 폴리스티렌, 에틸렌-아세트산비닐공중합체등을 열거할 수 있다.

적층형의 기재나 피복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통기성을 가지는 필름 또는 시트로 구성할 수가 
있다. 이 통기성을 가지는 필름 또는 시트로서는, 발포 또는 비발포의 필름 또는 시트, 종이류, 부직포, 
직포 도는 다공질필름·시트, 포등이 사용되고, 포로서는, 직포, 편포, 부직포등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비발포의 고분자재료로 이루어지는 필름 또는 시트에 통기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서는, 필름 또는 
시트를 형성하는 때에 연신시키어 통기공을 형성하는 방법, 또한 이 필름 또는 시트로부터 특정성분을 추
출하여 통기공을 형성하는 방법외에, 필름에 형성한 후에 펀칭이나 세침(細針) 등에 의한 천공에 의해 기
계적으로 통기공을 형성하는 방법등을 들 수 있고, 이에 의해서, 다공질의 필름 또는 시트가 얻어진다.

또한, 고분자재료로 이루어지는 발포시킨 필름 또는 시트는, 발포에 의해 표리양면에 열린 독립기포 또는 
연속기포가 형성되고, 또한, 발포후에 필름 또는 시트를 압박하여 그 내부에 형성된 독립기포 또는 연속
기포를 파열시키어 표리양면에 연통시킴으로써 통기성이 부여된것으로, 발포에 의해서도 통기성을 가지지 
않는 기밀성의 것을 들 수 있다.

종이류, 직포, 편포 혹은 부직포등의 포는 조직상, 표리양면에 연통하는 통기공 내지 통기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기성을 가진다. 포를 구성하는 섬유로서는 천연섬유, 비스코스섬유등의 천연소재를 쓴 재
생섬유, 반합성 섬유, 합성 섬유 및 이들중 2종이상의 혼합물등을 사용할 수 있다.

천연섬유로서는, 면, 삼등의 식물성 섬유, 비단, 짐승의 털등의 동물성 섬유를 들 수 있고, 또한, 합성섬
유를 구성하는 고분자재료로서는, 예컨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폴리염
화비닐,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우레탄, 폴리스티렌, 에틸렌-아세트산비닐공중합염화물 또는 에틸렌-아세
트산비닐공중합체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 발열체에 있어서는, 포 재에 있어서, 그 측방향 혹은 기재와 피복재중 적어도 한방향 또는 일부
가 통기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기재와 피복재중 적어도 한쪽 혹은 일부가 통기성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통기성은, 발열조성물의 
반응속도 내지 발열온도의 제어에 큰 영향을 부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온열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저온
화상을 방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기성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통기성을 고
정밀도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습도로써 필름 또는 시트의 통기성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체적으

로는, 투습도가 릿시법(Lyssy법 L80-4000H형)으로 50-10,000g/m
2
·24hr의 범위내로 해야하고, 특히 200-

6,000g/m
2
·24hr의 범위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재및/또는 피복재가 복수층의 통기성 필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로서의 투습도를 릿시법

(Lyssy법)으로 50-10,000g/m
2
·24hr의 범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투습도가 50g/m
2
·24hr미만으로서는 발열량이 적어져서, 충분한 온열효과가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람

직하지 못하고, 한편, 10,000g/m
2
·24hr를 초과하면 발열온도가 높게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발열

시간이  짧게  되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통기성필름의  투습도를 100-

1,000g/m
2
·24hr의 범위로 함에 의하여, 안전하고 충분한 온열효과가 장시간에 걸치어 얻어지기 때문에 특

히 바람직하다.

그런데, 릿시법(Lyssy법)으로서는 세계각국의 공업규격에 준한 방법이고, 예컨  JISZ0208로서는, 온도40
℃, 상 습도차90% RH에 유지하도록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장치로는, 100%상 습도의 상태에 있는 하
부챔버와, 고감도의 습도센서를 설치한 상부챔버의 경계면에 측정 샘플이 삽입되어, 습도센서가 있는 상
부쳄버의 상 습도를 10%RH(100%-90%)에 유지하도록 하고, 이것을 중심으로하고, 약 ±1%의 폭(△RH) 즉 
약 9%로부터 약11%로 습도가 증가하는데 필요한 시간(수초)를 측정하여, 미리 투과도 기지의 표준샘플을 
이용하여 동일조건으로 행한 캘리브레이션이 결과와 비교하는 것에 의해 투과도을 구하는 방식이다.

본 발명 발열체에 있어서는, 기밀성의 외포 재에 봉입하기 까지의 임의의 시점에서, 기재 또는 피복재에 
있어서, 그 어느쪽이 한편의 노출면의 적어도 일부에 점착제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경
우, 그 어느쪽의 통기성을 갖는 쪽이, 직접 몸표면이나 착의에 해당 발열체를 점착, 고정할 수 있기 때문
에 바람직하다.

이 점착제층으로서는 외리에 점착가능한 층이면 특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예컨  습포
제 또는 점착제로 형성된 층을 들 수 있다.

상기  점착제층으로서는,  용제형점착제,  유탁액형점착제  또는  호트멜트형점착제로  형성된  층을  들  수 
있다.

점착제층으로서는, 구체적으로는, 예컨  고무계점착제, 아세트산비닐계점착제, 에틸렌-아세트산비닐계점
착제, 폴리비닐알코올계점착제, 폴리비닐아세탈계점착제, 염화비닐계점착제, 아크릴계점착제, 폴리아미드
계점착제, 폴리에틸렌계점착제, 셀룰로즈계점착제, 폴리술파이드점착제 또는 호트멜트형고분자 물질을 함
유하는 점착제로 형성된 층을 들수 있지만, 이들중, 피부점착성이 양호하고, 더구나 피부자극이 적은 것 
외에, 온열을 부여하더라도 점착력의 저하가 적은 등의 이유에 의하여, 고무계점착제, 아크릴계점착제 또
는 호트멜트형고분자물질을 함유하는 점착제로 형성된 층이 바람직하고, 특히 호트멜트형고분자물질을 함

24-11

1019960027427



유하는 점착제의 층은, 초기점착력이 강하고, 가온때의 점착성이 단히 우수하다.

이 점착제층의 두께로서는 특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5-1000㎛, 특히, 10-500㎛, 더욱 바람직하게는 
15-250㎛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점착제층의 두께가, 5㎛미만이 되면 소요의 점착력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한편, 1000㎛을 넘으면 부풀어서 사용감이 나쁘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나쁘게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 발명 발열체로 쓰이는 호트멜트형고분자물질로서는, 구체적으로는, 예컨  A-B-A형블록공중합체, 포화
폴리에스테르계고분자물질, 폴리아미드계고분자물질, 아크릴게고분자물질, 우레탄계고분자물질, 폴리올레
핀계고분자물질 또는 폴리올레핀계공중합체 혹은 이것을의 변성체, 혹은 이것들의 2종이상의 혼합물을 들 
수 있다.

이 변성체로는, 호트멜트형고분자물질의 성분의 일부를 다른 성분으로 체하여 호트멜트형고분자물질의 
성질, 예컨  호트멜트형고분자물질의 점착성의 개선이나 안정성등을 변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상기 A-B-A형블록공중합체에 있어서, A블록은 스티렌, 메틸스티렌등의 단일비닐치환방향족화합물A로, 비
탄성종합체블록이고, B블록은 부타디엔, 이소프렌등의 공역 디엔의 탄성중합체블록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예컨  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블록공중합체,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블록공중합체등을  들  수  있고, 

또한,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여도 좋다.

A-B-A형블록공중합체의 시판품의 예로서는, 구체적으로는 칼리훌렉스 TR-1101, 칼리훌렉스 TR-1107, 칼리
훌렉스 TR-1111(shell화학제), 혹은 필립 패트롤리엄제의 솔푸렌 418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점착제에는, 소망에 의해, 다른 성분, 예컨  다른 점착제, 점착제부여제, 노화방지제, 충전
제, 점착조정제, 점착개량제, 착색제, 소화제, 증점제, 개질제, 곰팡이방지제, 항균제, 살균제, 소취제 
또는 탈취제등이 적당향 배합되더라도 좋다.

이 점착제층은, 직접 기재 또는 피복재의 어느쪽 한편의 노출면에 점착제층을 형성시킬수 있지만, 이 경
우에는 점착제층의 기재 또는 피복재에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재 또는 피복재의 노출면을 거칠게 
하기도 하고, 기재 또는 피복재의 노출면을 종이, 직포, 편포, 부직포, 발포필름등의 표면이 거친 필름 
또는 시트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  발열체에  있어서는,  기재및/  또는  피복재의  노출면에서의  점착제층이,  습포제를  함유하는 
습포층, 혹은 경피흡수성약품을 함유 또는 담지하고 있는 약품함유층인 것이, 온열효과에 부가하여, 습포
효과나 약품에 의한 치료 내지 약리효과가 얻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본 발명발열체에 있어서는, 점착제층에 경피흡수성의 약품을 배합하는 것에 의해, 국소치료효과를 향상시
키거나, 전신치료효과를 향상시키거나, 온열효과에 의해서 순환이 활발해진 혈액등에 약물을 흡수시키어 
더욱 효과적으로 생체내의 각부에 약물을 순환시킬 수 있기때문에, 각부위의 투여효과를 더욱 높이는 데
에 있어서 극히 바람직하다. 

상기 겸피흡수성약품으로서는, 경피흡수성의 것이면 특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는, 예컨  
피부자극제, 진통소염제, 중추신경작용제(수면진정제, 항간질제, 정신신경용 약제), 이뇨제, 혈압강하제, 
관(冠)혈관확장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부정맥용 약제, 강심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국소마취제등
을 들수있다. 이들 약품은 일종 또는 필요에 응해서 2종이상 배합되어 쓰인다.

이 약품의 함유량으로서는 약효를 기 할 수 있는 범위이면 특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약리효과나 경
제성과 점착력등의 관점에서, 경피흡수성의 약물의 함유량이 점착제 100중량부에 하여 0.01-25중량부, 
특히 0.5-15중량부의 범위로 적당히 결정된다.

본 발명발열체에 있어서는, 소망에 의해, 원적외선효과를 발현시키는데에 있어서, 발열조성물중 및 /또는 
발열체에 있어서의 점착제층측에,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세라믹의 분말 혹은 성형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즉, 본 발명발열체조성물과 같이, 혹은 이것 신에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세라믹을 쓸수 있고, 이 세라믹
은 해당 발열조성물과 같이 포 재에 봉입하거나, 본 발명물과 같이 하여 담지체에 담지시키거나 할 수가 
있어, 또한 이 세라믹은 점착층에 담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발열체의 제조에 있어서, 경피흡수성약품을 쓰는 경우에는, 상술한 발열체, 혹은 원적외선을 방사
하는 세라믹등을 병용하여, 온열효과에 의해 혈행등의 전신작용을 높이는 것에 의해, 약품의 경피흡수성
을 높이어 전신치료효과나 국소치료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이렇게하여 얻어진 발열체는, 겨울철에는, 단지, 인체에 온열을 공급하여 추위를 이기게하여, 쾌적히 지
낼수 있는것 뿐만아니라, 국소응고, 동통 및 추위에 따르는 증상, 예컨  견비통, 근육통, 근육응고, 요
통, 손발냉증, 신경통, 류마티즘, 타박상, 염좌등의 질환에 사용되고, 온열에 의한 치료효과를 충분히 기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발명에 속하는 발열체에 있어서는, 기재 및 /또는 피복재나, 비통기성 혹은 통기성 필름 또는 시트의 
한 면 혹은 양면에 적층된 발포필름·시트, 부직포, 직포 또는 다공질필름·시트로 형성되어 있어서, 한
면에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을 적층하여, 발열조성물의 이동, 편중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
에 바람직하고, 특히 이 경우에 있어서, 다른 면에 부직포든지 직포를 사용하면 느낌이 좋게 되고 사용감
이 양호하게 되기때문에 특히 바람직하다.

다음에, 본 발명 제1방법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 제1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점조화시킨 발열조성물, 즉 본 발명물을 
제조하는 공정(A)을 설치한다.

본 발명물로서는 전술의 것과 같은 것을 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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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 발명물을 제조함에 있어서, 상기 전체성분을, 혼합기에 투입하고, 이어서, 균일하게 혼합하더
라도 좋고 이 신에, 상기 전체성분중 고형성분만을 혼합기에 투입한후, 이 혼합기로 이들 성분을 균일
하게 혼합하고, 이어서, 이것에 물, 혹은 금속의 염화물의 수용액 또는 분산액을 투입하여 혼합하고, 이
것에 의해서, 전술의 본 발명물을 얻어도 좋다. 이 경우, 상기 각 고형성분을, 혼합기에 투입하고, 이어
서, 이것을 균일하게 혼합한후, 여기에 물을 투입, 혼합하여, 얻어진 본 발명물의 품질은 안정된 것으로
서 바람직하다.

본 발명 제1방법으로 쓰이는 혼합기로서는 본 발명물을 구성하는 성분을 균일하게 혼합하는 것이면 특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컨  리본 믹서, 스파프탄믹서, 스크류블렌더, 로울 믹서, 벤버
리믹서 또는 니더-등을 들수 있다.

그런데, 본 발명물을 제조함에 있어서, 수분이 잉여의 경우, 예컨  잉크상태의 발열조성물의 때에는 어
떠한 혼합장치를 쓰더라도 좋다. 한편,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의 때에는, 수분의 비율이 비교적 적고, 따
라서, 믹서나 니더-등과 같이, 성분을 가압하면서 개어넣는 것 같은 장치가, 발열조성물을 크림상태로 하
기 쉽고, 더구나 짜내여진 수분이 유리물이 되거나,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을 제조후, 이 유리된 물을 발
열물질주변의 겔이 흡수하는 결과, 이 유리 된 물 혹은 함수겔이 배리어층(공기차단층)으로서의 역활을 
하여, 발열조성물의 안정화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공정(A)으로 얻어진 본 발명물을, 필름상 또는 시트상의 기재표면에 있어서의 적어
도 1개소의 소정영역에 전사, 적층하는 공정(B)을 실시한다.

여기서 쓰이는 기재로서는 본 발명발열체로 설명한 것과 같이 때문에,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한
다.

또한, 이 공정(B)에 있어서는, 기재표면에 스크린인쇄등의 인쇄나 코팅에 의해서 본 발명물이 임의의 형
상으로 전사, 적층되지만, 이 본 발명물은, 기재표면에 있어서의 폭방향에서 1개소 혹은 2개소이상 적층
하거나, 기재의 길이 방향으로 엇갈리게 적층하여도 좋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본  발명물을  피복하도록  필름상  또는  시트상의  피복재를  씌우는  공정(C)을 
실시한다.

여기서 쓰이는 피복재로서는 본 발명발열체로 설명한 것과 같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
한다.

이 경우, 기재와 피복재를 본 발명물을 통해 합친다. 즉 본 발명물이 점착제와 같은 역활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와 피복재를, 본 발명물의 주위부에서, 봉착할 필요는 없지만, 품질이나 신뢰성을 더욱 향상
하기위해서, 기재와 피복재를, 본 발명물의 주위부에서, 점착, 열접착 또는 열융착에 의해서 봉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거, 본 발명 제1방법에 있어서는, 공기와의 접촉에 의해서 발열하는 본 발명발열체를 얻는 것이기 때
문이고, 상기의 기재와 피복재중 적어도 한편 혹은 일부가 통기성을 가지는 것이다.

본 발명 제2방법에 있어서는, 본 발명물의 한 면 혹은 양면에 필름상 또는 시트상의 흡수재를 놓고, 이 
흡수재에 본 발명물의 수분의 일부를 흡수시켜도 좋다.

이 흡수재로서는 상술한 것을 들수 있다.

본 발명 제1방법에 있어서는,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거, 이하에 기술하는 여러
가지의 메리트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이와 같이, 본 발명 제1방법에 있어서는,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 요컨  본 발명물을 
사용하면, 스크린인쇄등의 인쇄나 코팅등에 의한 적층이 극히 용이하고, 또한 고속으로 초박형의 발열체
를 제조할 수 있고, 더구나 발열조성물을 포 재에 균등하게 분포시킬수 있는 것 외에, 본 발명물을, 발
포필름·시트, 종이류, 부직포, 직포 또는 다공질 필름·시트로 형성된 기재나 피복재로 협착하면, 이 본 
발명물은 침입·투묘성이 높아서, 이들의 기재나 피복재의 세공에 식입되어, 그 이동, 편중이 저지된다.

이 경우, 특히 기재 및/또는 피복재가 흡수성을 가지고, 이 기재상에 본 발명물을 적층하던가, 혹은 상기 
기재상에 더욱 흡수층을 적층하고, 이 흡수층상에, 본 발명물을 적층하여, 피복재로 피복하면, 해당 발열
조성물의 전부 혹은 일부가 흡수성의 기재 및/또는 피복재, 혹은 이것들의 위에 형성된 흡수층에 일층 고
정되기 쉽게 되는 결과, 그 이동, 편중이 방지된다.

또한, 인쇄나 코팅등에 의한 적층법에 의하면, 이 발열체를 극히 얇게 할 수 있고, 또한, 발열체가 얇으
면, 단위시간 당의 발열반응량이 저하하는 결과, 발열조성물의 지나친 발열반응이 지지되는 것 외에, 유
연하게 외피의 신축에 추종하기 쉽고, 사용감이 양호하게 된다.

덧붙여서, 본 발명 제1방법에 있어서는, 흡수제의 점성수용액을, 발포필름·시트, 종이, 부직포, 직포 또
는 다공질필름·시트등의 시트상포 재에, 함침, 취기, 연입, 인쇄 또는 코닝등의 도장공법등에 의해서 
적층, 건조하거나, 흡수제를 압착이나 연입등에 의해서 함유, 파지시키고, 즉 시트상포 재에 흡수성을 
부여한후, 그 위에 본 발명물을 스크린인쇄나 코팅등으로 전사, 적층하면 분체의 투입공정이 없어지게 되
어 장래의 의료용구나 의약품제조에 있어서의 GMP 기준을 만족하는 공장관리가 간단히 가능하게 되는 것
이다. 여기서 쓰이는 흡수제로서는, 전술의 흡수성폴리머나 증점제를 들 수 있다.

또한, 본 발명 제1방법에 있어서는, 본 발명물은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술
한 바와 같은 여러가지의 메리트가 있지만, 특히, 본 발명물은, 인쇄나 코팅등에 의한 전사, 적층이 극히 
용이하고,  또한  고속으로  초박형의  발열체를  제조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분말상의  발열조성물과 

비교하여, 표면적이 현저하게 작고, 공기의 공급량이 감소하여 발열반응을 실질적으로 정지하는 결과, 제
조때의 발열반응에 의한 손실, 발열조성물의 품질 저하 및 발열조성물의 응고가 방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본 발명 제1방법에 있어서, 잉여수분이나 유리된 물과 함수겔중의 수분의 일부를 기재 및/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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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재등의 포 재에 흡수시키면, 배리어층이 상실하여, 발열조성물이 다공질이 되어 공기와의 접촉이 양
호하게 되는 결과, 사용때의 온도특성은 양호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본 발명 제2방법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 제2방법은, 본 발명물을 형성하여, 이 본 발명물을, 필름상 또는 시트상의 기재표면에 있어서의 
적어도 1개소의 소정영역에 적측한 후, 이 본 발명물 상면에 철분 탄소성분 또는 흡수제로부터 선택된 적
어도 1종을 적층 혹은 살포하고, 이어서, 이 발열조성물, 및 철분, 탄소성분 또는 흡수제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을 피복하는 것같이 필름상 또는 시트상의 피복재를 씌우고 또한, 상기의 기재와 피복재 중 적
어도 한편 혹은 일부가 통기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본 발명 제2방법에 있어서는, 본 발명물의 한 면 혹은 양면에 필름상 또는 시트상의 흡수재를 놓고, 이 
흡수재에 본 발명물의 수분이 일부를 흡수시켜도 좋다.

이 흡수재로서는 상술한 것을 들수있다. 이경우, 본 발명물의 한면 혹은 양면과는, 본 발명물을 상면에 
철분, 탄소성분 또는 흡수제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을 적충 혹은 살포한 상태로 그 한 면 혹은 양면의 
것을 말한다.

따라서, 피복재가, 본 발명물, 철분, 탄소성분 또는 흡수제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 및 흡수재를 피복하
는 것같이 피복된다.

본 발명 제2방법에 있어서는, 공기와의 접촉에 의해서 발열하는 본 발명발열체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상
기의 기재와 피복재로  이루어지는 포 재의 적어도 일부가 통기성을 가지는 것으로, 또한, 기재 및 피복
재로서는 본 발명발열체에서 설명한 것과 같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한다.

즉, 본 발명 제2방법은, 본 발명 제1방법에 있어서, 본 발명물 상면에 철분, 탄소성분 또는 흡수제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을 적층 혹은 살포하고, 이어서, 이 발열조성물, 및 철분, 탄소성분 또는 흡수제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을 덮는 것같이 필름상 또는 시트상의 피복재를 피복하는 점에 특징을 가지는 것이고, 
그 밖에 점은 본 발명 제1방법과 같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한다.

다음에, 본 발명 제3방법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 제3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필름상 또는 시트상의 기재상에 본 발명물을 적층하고, 이어서, 그 
위에서 필름상 또는 시트상의 피복재를 씌우고, 상기 본 발명물의 점성에 의해, 상기의 기재와 피복재를 
합쳐서 적층체를 얻는다.

이 경우, 본 발명물의 한 면 또는 양면에 필름상 내지 시트상의 흡수재를 붙여도 좋은 것이다.

본 발명 제3방법에 있어서, 사용되는 본 발명물로서는, 전술한 것과 같은 것을 들수 있으므로, 중복설명
을 피하기 위해서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본 발명 제3방법에 있어서도, 전술한 경우와 같이, 본 발명물의 수분의 일부가 흡수성의 기재 및/ 또는 
피복재에 흡수될때까지는, 공기와 접촉하더라도 본 발명물의 산화반응, 요컨  발열반응이 억제되기 때문
에, 제조때의 발열반응에 의한 발열조성물의 손실, 발열조성물의 품질 저하 및 발열조성물의 응고가 확실
히 방지되는 것외에, 본 발명물이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균일한 두께로 적층할 
수 있고, 더구나 본 발명물이 점성을 갖고 있어서, 포 재와의 접착도 되고 발열조성물의 이동, 편중을 
방지하고, 또한 발열조성물의 지나친 발열반응을 극력 피할 수 있다.

본 발명 제3방법에 있어서, 기재상에 본 발명물을 적층하는 방법으로서는 특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는, 예컨  헤드 코타등의 코타, 로울러, 아플리케이터-등에 의하는 도공이나 코팅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 제3방법에 있어서는, 공기와의 접촉에 의해서 발열하는 본 발명발열체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상
기의 기재와 피복재중 적어도 한편 또는 일부가 통기성을 가지고, 또한, 기재 및 피복재로서는 본 발명발
열체에서 설명한 것과 같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한다. 

본 발명 제3방법에 있어서는, 이어서, 얻어진 적층체를 임의의 형상으로 타발(打拔)하여 발열체를 얻는 
것이다. 따라서, 기재와 피복재는 그 타공이 용이한 것이 바람직하고 이 관점에 볼때, 기재 및 피복재로
서는 종이류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적층체를 소정의 형상으로 타발하는 공정은, 해당 적층체를 정지시켜도 좋고, 이 경우에는 동시에 
적층체의 송부방향 및 이에 직각의 폭방향으로 나란히 복수의 적층체를 동시에 타발하는 것에 의해 한번
에 다량의 발열체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결과, 코스트 다운을 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방법으로서는, 전술한 것과 같이, 예컨  롤필름상 또는 로울시트상의 기재를 예컨  매분 
160~200m/분으로 보냄이면서, 그 위에 본 발명물을 적층시킨후, 롤 필름상 또는 로울시트상의 피복재를 
로울로 그 위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피복재를 본 발명물에 씌우고, 이에 의해서, 적층체를 얻는 경우에는 
타발공정에서 적층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일단, 적층체를 로울상에 권취하고, 이 로울을 간헐적으로 풀
어 내면서 타발할 필요가 있게 되어, 제조공정이 복잡하게 됨 동시에, 제조시간이 길게 되는 것외에, 타
발작업이 간헐적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작업효율을 높이는데에 있어서 한계가 생긴다.

따라서, 본 발명 제3방법에 있어서는, 제조공정을 간단히 함과 동시에, 제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적층체를 그 제조때의 송부속도, 예컨  매분 160~200m/분으로 보내면서, 롤프레스를 사용하여, 임의의 
형상으로 타공하고, 이것에 의해서, 본 발명발열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같이, 롤플레스를 쓰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적층체의 타공을 할 수 있는 것외에 적층체의 제조와 타
공을 일관해서 연조업할 수 있기때문에, 단시간에 다량의 발열체를 완성시킬수 있는 결과, 적층체를 정지
시키고 타발하는 방법에 비교하면 단히 폭적인 코스트 다운를 꾀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적층체에 있어서 폭방향에 1개소 혹은 2개소 이상 연속하여 타발하거나, 적층체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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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길이 방향으로 엇갈리게 복수 연속하여 타발함으로써, 단시간에 더욱 다량의 본 발명발열체를 제조
하고, 한층더 폭적인 코스트 다운을 꾀할 수 있다.

이  적층재의  타공형상에  관하여는,  얻어진  발열체의  용도에  응해서,  임의  부위를  덮는  형상으로 
타발한다. 즉, 본 발명 제3방법에 있어서, 얻어진 적층체가 원하는 임의의 형상으로 타발하지만, 이 타발
에 의하여 얻어진 본 발명발열체는, 예컨  발용, 어깨용, 허리용등, 특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임의의 
형상의 것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본 발명 제3방법에 있어서는, 본 발명물의 점성에 의해서, 기재와 피복재가 협쳐지지만, 합쳐진
후에, 수분의 일부가 기재와 피복재에 흡수되고, 더구나 이 발열체는 비통기성의 외포 재에 봉입되어 유
통되는 결과, 그 로 상품으로서 판매되더라도 좋다. 

그렇지만, 이 타발된 본 발명발열체를 2매의 필름 또는 시트의 사이에 개재하여, 이 개재와 동시에, 또는 
, 이 개재후에, 2매의 필름 또는 시트를 해당 본 발명발열체 이상의 형으로 타공하고, 타공과 동시에, 
혹은 타공후에, 상기 본 발명발열체의 주연부에서, 상기 2매의 필름 또는 시트를 봉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 경우, 상기 2매의 필름 또는 시트중 적어도 한편 또는 일부가 통기성을 가지는 것이 사용되고, 이리 
하여 더욱 신뢰성이 높은 본 발명발열체가 얻어진다.

즉, 이 공정에 의해서 임의 형상의 본 발명발열체가 얻어지지만, 그 내부의 발열조성물에 공급되는 공기
량이 이 2매의 필름의 통기성에 의해서 제어되는 것이고, 이 때문에 본 발명물에의 통기성관리는 본 발명
발열체에 있어서의 기재 및/또는 피복재의 통기관리와 같게 투습성을 기준으로 하여 관리되는 것이고, 또
한, 투습도, 즉 2매의 필름중 1매의 필름과 기재 또는 피복재와의 적층필름 내지 시트의 투습도는 본 발
명물 및 본 발명발열체의 경우와 같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상기 2매의 필름 또는 시트는 비통기성의 것과 통기성의 것을 들 수 있고, 더구나, 이것은, 점착성을 갖
는 것 외에, 열접착성 내지 열융착성의 것을 들수 있다.

상기 점착성을 가진는 필름 또는 시트로서는, 베이스필름 또는 베이스시트에 있어서, 그 전면에 호트멜트
계의 점착제로 통기성의 점착층을 형성하거나, 혹은 그 전면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통기성 혹은 비통기성
의 점착층을 형성한 것을 들 수 있고, 이 베이스필름 또는 베이스시트로서는 그 자체가 열접착성 내지 열
융착성을 갖는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 발명 제3방법에 있어서는, 긴 모양의 발열체를 형성한 이후이면, 이 긴형상의 발열체의 타발전에, 그 
타발과 동시에, 혹은 타발후에 2매의 필름 또는 시트를 발열체의 주연부에서 봉착된다.

여기에 있어, 발열체이상으로 형으로 타발하면, 해당 발열체의 크기이상이면 특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
지만, 특히, 발열체의 형상과 닮은형 혹은 거의 닮은형으로서, 그 형상보다 수mm-20mm폭정도로 전제주위
에 걸치어 연장된 형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본 발명 제3방법에 있어서는, 이 연장부분을 봉착하고, 즉 발열체의 주연부에 있어서, 상기 2매
의 필름 또는 시트를, 점착, 열접착 또는 열융착에 의해서 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상기 본 발명 제1-3방법에 있어서, 본 발명발열체의 어느 한쪽의 노출면의 전체면 또는 일부에 
점착체층이 형성되어 있고, 또한 그 어느 다른 쪽의 적어도 일부가 통기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착제층으로서는 습포제를 함유하는 찜질층, 혹은 경피흡수성약물을 함유 또는 파지시킨 약물함유층
이라도 좋지만, 이들은 본 발명발열체의 경우와 같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한다.

이 점착제층에는, 원적외선 방사체 또는 자기체중의 적어도 1종이 함유 또는 파지되어도 좋다.

또한, 상기 본 발명 제1-3방법에서, 얻어진 발열체는 그 제조로부터 사용되기까지의 사이에 본 발명물중
의 수분의 일부가 기재 및/또는 피복재 혹은 본 발명물의 한 면 또는 양면에 놓인 흡수재에 
흡수시키거나, 본 발명물중의 유리된 물 또는 함수겔중의 수분의 일부가 기재 및/ 또는 피복재 혹은 본 
발명물의 한 면 또는 양면에 놓인 흡수재에 흡수되는 결과, 다공질로서 공기와의 접촉이 양호하고, 더구
나 공기와 잡촉하면 빠르게 발열반응이 생기는 발열체가 얻어지는 것이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이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
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관한 본 발명발열체는, 제1도의 단면모식도에 도시한 것처럼, 세로130mm, 가로
95mm의 직사각형의 편평한 포 (포 재)(1)내에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 요컨  본 발명물
(2)을 봉입한 것으로, 상기 포 (1)는, 이 경우, 비통기성을 가지는 기재(3)와, 통기성을 가지는 피복재
(4)로 이루어지고, 또한, 상기 기재(3)의 노출면에는 두께100㎛의 점착제층(5)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기재(3)는 충분한 유연성이 얻어지도록, 두께40㎛의 비통기성 폴리에틸렌필름(3b)에서, 그 한 면에 

흡수성폴리머함유 폴리에스테르부직포(두께 210㎛  산요화성사제선에트  IM-5000MPS10g/m
2
)(3a)를,  또한, 

기타 면에 레이욘섬유함유량 60중량%의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혼합부직포(두께 140㎛)(3c)를 사용하였다. 

또한, 상기 피복재(4)는 기계적강도를 높임과 동시에 충분한 유연성이 얻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컨  
두께 100㎛의 폴리에틸렌제다공질필름(4a)의 한 면에 두께 150㎛의 나일론제부직포(4b)를 적층한 것을 사
용하고 있다. 또, 이 피복재(4)의 투습도는 투습량이 릿시법으로 400g/m2·24hr가 되도록 조정되어 있다.

더욱, 상기 접착제층(5)은 이피가축에 점착하기 위한 것이고, 이 점착제층(5)은 스티렌-이소프렌-스틸렌
블록공중합체계의 접착제로 형성되어 있다.

상기 본 발명물은(2)은, 이하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이다. 즉, 유효성분인 철분(통화철분사제DKP)70중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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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탄소성분으로서의 활성탄(노릿트사제 GL-50)10중량부, 금속의 염화물로서 식염(염화나트륨)2
중량부, 증점제로서(Sin-etsu화학사제 상품명 메틀로즈 60SH-4000) 0.7중량부, 계면활성제  카오주식회사
제상품명 데몰 EP  0.2중량부 및 pH 조정제로서 트리폴리인산 나트륨 0.1중량부를 혼합하고, 이 배합물에 
물을 가하여,온도 20℃에서의 점도가 250,000cps 정도가 되도록 조제한다.

요컨 , 활성탄, 증점제, 계면활성제, pH 조정제, 식염 및 철분의 순으로, 또한 상기 배합비율로 혼합기
(특수기화공업주식회사제 T. K. high 비스 mix2P-100형 용량 100 liter)에 투입하고, 5분간 교반한후, 다
시 교반하면서 물을 투입하고, 15분간 혼련을 한다.

그 후, 블레이드, 용기내의 부착물을 청소하고 다시, 20분간 혼련하고, 점도측정 및 비중측정을 한다. 점
도가 하기방법으로 25만cps 전후로 되도록 수분조정을 한다. 수분량은 철분(동화철분사제 DKP) 100중량부
에 하여, 40중량부이었다. 얻어진 본 발명물은 점도가 23만cps 이었다.

한편 블레이드의 회전수는 출발부터 종료까지 10rpm으로 행하였다.

이 본 발명물을 10℃로 1시간 보존한바 점도가 상승하지만, 다시 혼련하면 점도가 하기방법으로 25만cps
이고, 이것을 기재(3)상에 스크린인쇄에 의해서 적층하였다. 이 경우도 블레이드의 회전수는 출발으로부
터 종료까지 10rpm에서 행하였다.

또한, 상기 점도는 TOKI MEC INC. 제(VISCOMETER BH형 점도계)로, # 7의 로타를 사용하고, 회전수 2rpm으
로 하여, 비커내경(85ømm)의 비커를 사용하고 측정온도 20℃로 측정한 값이다.

이 본 발명물(2)은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표면적이 작고, 공기와의 접촉면적이 제한되는 것외에, 유
리된 물 내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겔이 철분과 공기와의 접촉을 억제함으로써, 단위시간 당의 산화량이 
현저히 제한되는 결과, 그 위에 필림상 혹은 시트 상의 피복재로 적층 되고, 발열체가 얻어지기 까지의 
사이의 산화반응이 거의 저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발명물(2)은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점조체고, 이 본 발명물(2)은 스크린인쇄에 의해서 
기재(3)에 있어서 이 흡수성폴리머함유 폴리에스테르부직포(3a)표면에 적층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적층영역의 제어를 고정밀도로 행할 수 있음과 동시에, 막후를 단히 얇고, 더구나 균일히 제어할 수 있
는게 되고, 또한 기재(3)에 있어서의 흡수성폴리머함유 폴리에스테르 혼합부직포(3a)와 본 발명물(2)과의 
결합력에 의해서 본 발명물(2)이 포 (1)내에서 이동하는 것이 방지되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이 본 발명
물(2)의 막후를 얇게 하는 것에 의해 발열체를 초박형으로 할 수 있다.

이 실시예로서는, 폭 130mm의 폴필름상의 기재(3)를 매분 180m의 속도로 수평으로 송부하면서, 그 상면에 
본 발명물(2)을 막두께 약 0.5mm 스크린인쇄하고, 이 스크린인쇄의 직후에 피복재(4)를 피복하고, 연이어
서, 그 인쇄영역의 주위를 히트시일에 의해서 봉하고, 폭방향의 히트시일영역의 중앙에서 잇달아 제단함
으로써, 각 발열체의 주위의 시일폭(L)이 7mm에서, 더구나 초박형의 봄 발명발열체를 제조하였다.

또, 재단된 각 본 발명발열체는, 잇따라, 포장공정에 보내지고, 도시하지않은 기밀성을 가지는 외포 내
에 봉입된다.

본  발명물(2)은,  기재(3)표면에  스크린인쇄된  다음,  그  수분의  일부가  서서히  기재(3)에  흡수되는 
것이고, 또한, 그 위에서 피복재(4)가 피복된다. 그렇지만, 본 발명물(2)이 기재(3)에 스크린인쇄되고 나
서 외포 에 봉입되기까지의 시간은 극히 단시간이고, 그사이에 발열반응이 가능하게 되는 정도로 본 발
명물(2)의 수분이 기재(3)에 흡수되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제조공정에서의 본 발명물(2)의 발열이 일어나는 염려는 거의 없고, 발열반응에 의한 손실이나, 
발열조성물의 품질저하가 발생할 염려는 전혀 없다.

또한, 본 발명물(2)의 배합으로부터 기재(3)에서 스크린인쇄까지의 공정에서 본 발명물이 응고하는 염려
도 거의 없어지고, 응고에 의한 보류의 저하, 조업의 중단, 조업시간에 재한 제약, 제조장치의 세정의 곤
란성  및  위험성,  제조장치의  세정의  빈번성,  응고물처리의  곤란성등의  여러가지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외포 에 봉입한후, 24시간 경과하고 나서 외포 를 찢어서 사람의 몸표면에 점착시키어, 통상으로 
사용한바 1, 2분정도롤 발열온도가 약 38℃까지 승온하고, 이후 38-41℃로 9시간이상에 걸쳐서 발열하였
다. 이 사용중, 본 발명물(2)은 전혀 포 (1)내에서 이동함이 없이, 전면에 걸쳐 평균적인 발열이 확인 
되었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관하는 본 발명발열체는, 제2도의 단면모식도에 도시한 것처럼, 세로 130mm, 가로 
95mm의 직사각형의 편평인 포 (포 재)(1)내에 본 발명물(2)을 봉입한 것으로, 상기 포 (1)는, 비통기
성을 가지는 기재(3)와, 통기성을 가지는 피복재(4)로 이루어지고, 이 경우, 상기 기재(3)의 노출면에는 
두께 100㎛의 스티렌-이소푸렌스티렌블록 공중합체계의 점착제층(5)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기재(3)는, 
충분한 유연성이 얻어지도록, 두께 40㎛의 폴리에틸렌필름(3b)의 양면에, 두께 140㎛로 또한 레이욘섬유 
함유량 60중량%의 레이욘·폴리에스테르 혼합부직포(3a·3c)를 라미네이트한 것이다.

또한, 상기 피복재(4), 상기 본 발명물(2) 및 상기 접착제층(5)으로서는 상기 제1실시예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발명물(2)을 스크린인쇄로 기재(3)표면에 적층시키어, 그 후, 본 발명물(2) 표면에, 수작업으

로 흡수제(Nihon 촉매제고흡수성수지 아쿠아클릭 CS-6HS)를 살포하고 흡수층(눈금량 20g/m
2
)(6)을 형성하

고, 그 후, 피복재(4)를 씌우고 히트시일주위를 히트시일에 의해서 봉함으로써, 각 발열체의 주위의 시일
폭(L)이 7mm로, 더구나 초박형의 본 발명발열체를 제조하였다.

결국, 이 제2실시예에 있어서는, 본 발명물(2)의 수분의 일부가 흡수층(6)에도 흡수되는 것을 제외하면, 
이 본 발명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이나 그 밖의 구성은, 상기 제1실시예 및 전례의 것과 같고, 따라서, 그
들의 작용 내지 효과도 상기 제1실시예와 같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의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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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관하는 본 발명발열체는, 제3도의 단면모식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흡수층(6)과 
본 발명물(2)과의 상하관계가 반 로 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면 전례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요컨 , 이 본 발명발열체는, 기재(3)상에, 이하의 방법으로 평량(坪量)20g/m
2
의 흡수층(6)을 형성하였다. 

즉, 흡수제(Nihon 촉매제고흡수성수지 아쿠아클릭 CS16HS)를 사용하고, 그의 4중량%의 수용액을 스크린인

쇄로 두께 500㎛로 인쇄하고, 이것을 건조하여 평량 20g/m
2
의 흡수층(6)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제3실시예에 관하는 본 발명발열체는, 상기 기재(3)에 있어서의 흡수층(6)의 표면에 상기 본 발
명물(2)을 스크린인쇄하여 제조되는 것을 제외하면 전례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다.

결국, 이 본 발명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이나 그 밖의 구성은, 상기 제1실시예 및 전례의 것과 같고, 따라
서, 그들의 작용 내지 효과는 전례와 같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의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에, 본 발명에 관하는 제4실시예로서 신체중 어깨를 가온하기 위한 본 발명발열체를 제조하는 방법과 
그 방법에 의해 제조된 어깨를 덥히는 본 발명발열체의 일예로서, 제4도에 이 어깨용의 본 발명발열체의 
사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발열체는, 흡수성을 가지는 기재(3)을 풀어 내면서, 이 기재(3)상에 본 발명물(2)을 평면에서 보아 표
단(瓢簞)형상으로 스크린인쇄하고, 이어서, 이 본 발명물(2)의 주위의 노출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 
위에 피복재(4)를 로울러로 안내, 적층하고, 이에 의해서, 기재(3)와 피복재(4)를 상기 발열조성물(2)을 
협지하여 접착한 다음, 상기 기재(1)의 노출면에 두께 50㎛의 점착제층(5)을 형성하고, 이리하여 얻어진 
긴형상의 발열체를 로울프레스로 본 발명물(2)로부터 7mm 정도의 크기로 넓히고, 다음에 어깨의 소망부분
을 덮는 형상으로, 이 실시예로서는, 평면에서 보아 표단형상에 타발하는 순서로 제조된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하면, 기재(3)와 피복재(4)와의 본 발명물(2)에 의해서 합쳐진다.

제5도의 요부단면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상기 기재(3)로서는, 눈금량 80g/m
2
 정도의 흡수성의 레이욘부적

포(3a)와 비통기성을 가지는 두께 50㎛정도의 폴리에틸렌시트(3b)를 라미네이트하고, 이 기재(3)에 있어
서, 그 레이욘부직포(3a)상에 본 발명물(2)이 직접접촉하도록 인쇄되어 있다.

또한, 상기 피복재(4)는 눈금량 80g/m
2
 정도의 흡수성의 레이욘부직포(4a)상에 통기성을 가지는 두께 50μ

m정도의 폴리에틸렌시트(46)를 라미네이트한 것으로 그의 투습도는 300g/m
2
.  24hr의 것이며, 이 피복재

(4)에 있어서, 본 발명물(2)이 직접접촉하도록 해당 피복재(4)가 적층되어 있다.

상기 점착제층(5)에는,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블록공중합체계의 것이 사용되고, 이 접착제층(5)의 기재
(3)에의 점착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리 상기 기재(3)의 폴리에틸렌시트(3b)의 노출면을 코로나처리에 의
해 40 dyne이상의 습윤지수를 가지는 정도로 거칠게 만들었다.

상기 본 발명물(2)은, 발열물질인 철분(통화철분사제DKP)100중량부에 하여, 흡수성폴리머로서(산요화성
사제상품명 선웨트 IM-5000MPS) 0.21중량부, 증점제로서(다이이치 공업제약사제상품명 셀로겐 EP) 1.4중
량부, 활성탄 노릿트사제 SA-SUPER) 4.21중량부,금속의 염화물로서 염화나트륨 4.87중량부 및 pH 조정제
로서 트리폴리인산 나트륨 0.25중량부를 혼합하고, 이 배합물에 물을 가하여, 온도 20℃에서의 점도가 
300만 cps 정도가 되도록 조제하고 있다.

요컨 , 활성탄, 증점제, 흡수성폴리머, pH 조정제, 식염 및 철분의 순으로, 또한 상기 배합비율로 혼합
기(특수기화공업주식회사제 T. K. high 비스 mix2P-100형용량 100liter)에 투입, 5분간 교반한 다음, 다
시 교반하면서 물을 투입하여, 15분간 혼련한다.

그 후, 블레이드, 용기내의 부착물을 청소하고 다시, 20분간 혼련하고, 점도측정 및 비중측정을 한다. 점
도가 하기방법으로 300만cps 전후로 되도록 수분조정을 한다. 이경우, 수분량은 철분(동화철부사제 DKP) 
100중량부에 하여, 29.79중량부이었다. 얻어진 본 발명물은 점도가 303만cps 이었다.

한편, 블레이드의 회전수는 출발부터 종료까지 10rpm으로 행하였다.

이 본 발명물을 10℃로 1시간 보존한바 점도가 상승하지만, 다시 혼련하면 점도가 하기방법으로 305만cps
이고, 이것을 기재(3)상에 스크린인쇄에 의해서 적층하였다. 

이 경우도 블레이드의 회전수는 출발으로부터 종료까지 10rpm에서 행하였다.

또한, 이 점도는, 동기산업(주)사제(R110 형점도계, RE110U시스템, 검출헤드 RE100U, 콘트롤러RC100A)로 
더구나 SPP 로터를 사용하고, 회전수 0.2rpm  D=0.4(1/S))로 하고, 측정온도 20℃에서 측정한 값이다.

따라서, 이 본 발명물(2)은 유리된 물 내지 수분을 포함하는 겔이 철분과 공기와의 접촉을 방해하는 배리
어층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그 결과, 발열반응이 거의 생기지 않은 것이 인정되었다.

기재(3)상에 상기 본 발명물(2)을, 두께 820㎛이 되도록, 스크린인쇄하면, 이 본 발명물중의 유리된 물 
내지 수분을 포함하는 겔중의 수분이, 기재(3)에 있어서의 흡수성의 레이욘부직포(3a)에 흡수되기 시작하
여, 다시 피복제(4)를 씌운후에는, 이 피복재(4)에 있어서의 레이욘 부직포(4a)에 흡수되어, 이윽고, 발
열조성물(2)의 수분의 배합율이 설정된 발열온도를 발생시키도록 최적의 상태가 된다.

그렇지만, 상기 유리된 물 내지 수분을 포함하는 겔중의 수분이, 기재(3) 및 피복재(4)에 흡수되고, 소정
이 배합율에 도달하기 까지에는 빗나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하여, 얻어진 본 발명발열체가 비통기
성포 에 봉입되기까지의 시간은 지극히 단시간으로서, 그 사이에 본 발명물(2)의 수분배합율이 소정의 
발열온도를 생기는 것에 최적의 배합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이 본 발명발열체를 비통기성자루에 봉입하기 까지 본 발명물(2)이 발열하는 일은 없고, 발열
반응의 생성물이 응고하여 여러가지의 폐해, 예컨  보류저하, 취급의 곤란성, 제조장치의 메인테이넌스
의 번잡성, 제조장치의 가동시간 내지 작업자의 취업시간에 한 제약, 응고물처리의 곤란성등의 폐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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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 본 발명발열체가 비통시성포 에 봉입되어, 유통과정을 거쳐 사용자의 손에 닿기까지는, 본 
발명물(2)중의 잉여수분이 기재(3)에서 흡수성의 레이욘부직포(3a)와 피복재(4)에 있어서의 흡수성의 레
이욘부직포(4a)에 흡수되어, 소정의 발열온도를 얻기에 적합한 수분배합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통성기
성포 를 찢어서 공기에 접촉하기까지 발열조성물(2)의 품질이 저하하는 일이 없고, 발열조성물(2)의 품
질을 고품질로 유지할 수 있는 것외에, 비통기성포 를 찢고 본 발명발열체를 꺼내면 즉시 발열반응이 개
시되고, 빠르게 소정의 발열온도까지 승온한다.

더구나, 본 발명물(2)은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인쇄나 코팅등의 기술에 의해서 기재(3)상에 적충할 수 
있는 결과, 유동성이 없는 종래의 분말상발열조성물을 단지 기재(3)상에 투하하는 경우에 비교하여, 정확
히 또한 고속이고 소정의 범위에 또한 균일한 두께로 적층할 수가 있다.

상기 본 발명발열체를 비통기성포 에 봉입하고, 이것을 10일간방치후, 비통기성포 를 찢어 본 발명발열
체를 취출하고, 이어서, 이것을 점착제층(5)을 사용하여, 어깨부에 직접점착시키고 사용한바, 6시간이상
에 걸쳐서 우수한 온열효과가 얻어졌다.

상기 본 발명발열체를 적용할때, 이 발열체가 초박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로서 유연하게 되는 
결과, 어깨에의 감촉이 유화하게 되고, 어깨의 만곡부에 용이하게 밀착하여, 어깨의 움직임에 단히 잘 
추종하여 변형하고, 적용부위에 한 밀착성이 양호하고, 또한, 본 발명발열체가 사용중에 적용부위로부
터 벗겨지는 일이 없이, 우수한 채난효과가 얻어져, 효과적으로 어깨부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더욱, 이의 사용때에, 발열조성물(2)의 이동이 없이, 본 발명발열체의 발열온도분포가 균일하게, 저온화
상도 없고, 안전성이 높게 된다.

다음에, 도시하였는바 본 발명에 속하는 제5실기예로서의 배부(背部)를 가온하기 위한 본 발명발열체를 
제4실시예와 같이 하여 제조하였다.

상기  본  발명물(2)은,  발연물질인  철분(동화철분사제DKP)  100중량부에  하여, 활성탄(노릿트사제SA-
SUPER) 7.0중량부, 보수제로서 규조토(오브라이트 2.0중량부, 증점제로서(다이이치공업제약사제상품명 셀
로겐 EP) 1.4중량부, 흡수성폴리머로서(산요화성사제 상품명 선웨트 IM-5000MPS) 0.3중량부, 금속의 염화
물로서 염화나트륨 5.0중량부 및  pH조정제로서 트리폴리인산 나트륨 0.3중량부를 혼합하여, 이 배합물에 
물을 덧붙여, 온도 20℃에서의 점도가 250만cps 정도가 되도록 조제하였다.

즉, 활성탄, 규조토, 증점제, 흡수성폴리머, pH 조정제, 및 염화나트륨의 순으로 하여 상기 배합비율로 
혼합기(특수기화공겅주식회사제 T. K. high 비스 mix2P-100형 용량 100liter)에 투입하고, 밀봉상태에 뚜
껑을 덮은 다음,회전수 10rpm에서 교반하면서 투입구로부터 철분을 투입하여 3분간 교반하고, 다시 교반
하면서 물을 투입하여, 회전수를 15rpm으로 상승하여 5분간혼합한후, 일단 정지한다.

이어서, 혼합기의 블레이드, 케이징에의 부착물을 청소한후, 다시, 회전수 1rpm에서 5분간 혼합하고, 점
도측정 및 비중측정을 한다. 점도가 하기방법으로 250만cps전후로 되도록 수분조정을 한다. 이 경우, 수
분량은  철분(동화철분사제DKP  100중량부에  하여,  42.0중량부이었다.  얻어진  본  발명물의  비중은 
2,428g/㎖이고, 점도는 252만cps 이었다.

이 본 발명물을 10℃로 1시간 보존한바 점도가 상승하여서, 다시 혼련하고, 점도가 하기방법으로 255만
cps 이고, 이것을 기재(3)상에 스크린인쇄에 의해서 적층하였다.

이 경우, 블레이드의 회전수는 10rpm에서 행하였다.

또한, 이 점도는, 동기산업(주)사제(R110 형점도계, RE110U시스템, 검출헤드 RE100U, 콘트롤러RC100A)에
서,  그리고  SPP  로터를  사용하고,  회전수  0.2rpm  (  D=0.4(1/lS))로  하고,  측정온도  20℃로  측정한 
값이다.

따라서, 이 본 발명물(2)은 유리된 물 내지 수분을  포함하는 겔이 철분과 공기와의 접촉을 방해하는 배
리어층으로서 기능하여, 그 결과, 발열반응이 거의 생기지 않은 것이 인정되었다.

얻어진 본 발명발열체를 비통기성포 에 봉입하여, 이것을 10일간방치후, 비통기성포 를 찢어서 본 발명
발열체를 취출하고, 이어서, 이것을 점착제층(5)을 사용하여 뒷면에 직접 점착시키어 사용한바, 6시간이
상에 걸쳐서 우수한 온열효과가 얻어졌다.

상기 본 발명발열체의 적용의 때에, 이 발열체가 초박형으로 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로서 유연
하게 되는 결과, 등에의 감촉이 유화하게 되고 또는, 등의 움직임에 단히 잘 추종하여 변형하고 또는 
적용부위에 한 밀착성이 양호하고, 또한, 본 발명 발열체가 사용중에 적용부위로부터 벗겨지는 일이 없
고, 우수한 채난효과가 얻어져서, 효과적으로 어깨부를 따뜻하게 한다는 것이 안정되었다.

더욱, 이 사용의 때에 발열조성물(2)의 이동이 없고, 본 발명발열체의 발열온도분포가 균일하고, 저온화
상도 없고, 안전성이 높은 것이 인정되었다.

다음에, 이하의 방법으로 발열실험을 하였다.

철분(동화철분제DKP) 70중량부, 탄소성분으로서의 활성탄(노릿트제 활성탄 GL 150) 10중량부, 금속의 염
화물로서 염화나트륨 2중량부, 중점제(Sin-etsu화학제 메틀로즈 60SH-4000) 0.7중량부, 계면활성제(카오
주식회사제, 상품명 : 데몰 EP )0.2중량부 및 pH 조정제(트리폴리인산 나트륨) 0.1중량부에 물을 지나치
게 덧붙여, 온도 20℃로, 점도가 1만cps와 680만cps의 잉크상 내지 크림상태의 점액체를 제조하였다.

점도가 1만cps의 본 발명물과, 점도가 680만cps의 본 발명물을 이용하여 제6도에 도시한 것처럼, 그 발열
조성물을 200㎖의 비커(10)에 넣고, 그 표면과 중앙에 있어서의 표면에서 10mm아래의 위치D에 온도센서
(11)를 각각 삽입하여, 그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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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점도가 1만cps의 발열조성물은, 표면 및 중앙 모두가, 20분정도에서는 전혀 온도상승이 인지되
지 않았고, 점도가 680만cps의 발열조성물로서는, 표면에서는 5분정도에서 온도상승이 인정되었지만, 중
앙에서는 5분 정도로서는 거의 온도상승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비교예로서 철분 60중량부, 10중량%의 식염수 25중량부, 활성탄 13중량부 및 목분 14중량부로 이루
어지는 발열조성물을 이용하였다. 철분, 식염 및 활성탄은 상기 실시예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것
은 점도의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이 발열조성물을 사용하고, 상기와 같은 발열실험을 한바, 이 것은 표면 및 중앙 모두 즉시 온도상승이 
인정되고, 2분정도로 60℃를 넘는 것이 인정되었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상기 실시예1-3을 조합하여도 좋고, 또한, 본 발명물의 한 면 또는 양면에 필름상 
내지 시트상의 흡수재 특히 흡수성이 높은 종이류를 고, 본 발명물의 수분의 일부를 흡수함와 같이 본 
발명물을 이 종이류에 한층더 강고히 고정하여도 좋다.

[발명의 효과]

이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관한 발열조성물은,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점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열조성물을 인쇄나 코팅 등에 의해서 기재에 적층시킬수 있고, 더구나 적층 영역을 고정밀
도로 제어하고, 또한, 단히 얇은 막두께로, 또한 균일히 본 발명물을 기재에 적층할 수 있는 결과, 고
속이고 처박형의 본 발명발열체를 제조할 수 있는 효과가 얻어진다.

또한, 본 발명물은 기재표면에 적층되고, 그 위에서 피복재로 피복된후, 기재 및/또는 피복재와 흡수층 
등에 과잉수분혹은 유리된 물 또는 함수겔중의 수분을 흡수시키기 때문에, 제조때에 있어서, 본 발명물의 
발열반응이 거의 없고, 제조때의 발열반응에 의한 손실, 본 발명물의 품질 저하나 본 발명물의 응고를 방
지할 수 있는 것외에, 사용때까지는, 본 발명물중의 수분의 일부가 기재 및/또는 피복재와 흡수층 등에 
흡수되는 결과, 사용때에 있어서의 본 발명물의 수분의 배합율이 발열반응에 알맞은 상태로 되고, 공기와
의 접촉이 양호하게 되어, 원하는 발열온도가 얻어지는 효과를 갖는다.

더구나,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물은 인쇄나 코팅에 의해 기재에 적층되고, 본 발명물은 점착성이 있
기 때문이고, 해당 본 발명물이 기재나 피복재 혹은 흡수층 등에 접착, 고정되며, 따라서, 이 본 발병물
의 포 내에서의 이동이 확실히 방지되는 결과, 발열조성물의 온도의 불균형이 없게 되고, 포 내로 발열
조성물이 편중되어 고온개소가 발생하는 것을 확실히 방지하고, 저온화상의 발생을 확실히 방지하여, 안
전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얻어진다.

또한 본 발명발열체에 있어서는,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점조화시킨 발열조성물, 즉 본 발명물을 사용
하고  있기  때문에,  인쇄나  코팅  등에  의해서  해당  발열조성물을  초박형으로,  또한  균일히  적층할  수 
있고, 그 결과, 발열체가 초박형으로, 유연성이 높고, 어깨 등의 만곡부나 굴곡부에의 추종성이 지극히 
양호하고, 사용감이 우수한 효과를 갖는다.

또한, 본 발명발열체에 있어서는,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점조화시킨 발열조성물을 사용함으로, 과잉
수분 혹은 유리된 물이 없고 함수겔이 배리어층으로 되어, 제조사에 본 발명물이 발열반응을 생기게 하는 
것이 현저히 적어지어, 제조시의 발열반응에  의한 손실, 발열조성물의 품질 저하나 응고가 방지되는 한
편, 사용시까지 발열조성물중의 상기 수분이 포 재에 흡수되어, 사용시의 발열조성물의 수분의 배합율이 
발열반응에 알맞은 상태가 되고, 그 결과, 사용시에 원하는 발열온도를 얻을 수 있는 등, 품질이 우수하
고, 신뢰성이 현저하게 높게 되는 효과를 갖는다.

더구나, 본 발명발열체에 있어서는, 포 재와 본 발명물과의 결합력에 의해서 해당 발열조성물의 포 재
내에서의 이동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의 불균형을 없애고, 포 재내에서 발열조성물이 편
중되고 부분적으로 고온의 발열개소가 발생하는 것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저온화상
의 발생을 확실히 방지하여, 안전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얻어진다.

특히, 본 발명발열체에 있어서, 본 발명물이 직접 접촉하는 개소가 흡수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 
발명물중의 잉여수분 혹은 유리된 물이 없고 함수겔중의 수분을 흡수하는 것에 따라서 해당 발열조성물이 
기재 및/ 또는 피복재 혹은 흡수층에 가까이 당겨지고, 본 발명물의 일부가 기재 및/ 또는 피복재 혹은 
흡수재에 식입되어 앵커효과를 생기게 하고 이 앵커효과에 의해 본 발명물을 기재 및/ 또는 피복재 혹은 
흡수층에 고정할 수 있는 효과가 얻어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  기재  및/  또는  피복재와  본  발명물과의  접촉개소가,  흡수성의  발포필름·시트, 
부직포, 직포 또는 다공질필름·시트로 형성되어 있으면, 본 발명물과의 결합성이 더욱 양호하여, 본 발
명물의 이동, 편중이 일층더 확실히 방지되어, 본 발명물의 치우침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폐해가 더욱 확
실히 방지되는 효과를 갖는다.

본 발명발열체에 있어서, 기재 및 피복재가 신장성, 특히 신축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의의 부위가 복잡
한 요철형상으로 발열체를 밀착시키는 것이 더욱 용이하게 되는 것외에, 동작에 의한 요철형상의 변화에 

하여 추종성이 높게되고, 발열체의 박리 내지 적용부위로부터 들뜨는 현상이 확실히 방지되어, 생체와
의 밀착성이 양호하게 되기 때문에, 우수한 채난효과나 혈행축진효과가 얻어지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본 발명발열체에 있어서, 기재 및/또는 피복재 혹은 흡수층이 흡수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용때까지 본 
발명물중의 수분의 일부를 흡수하여, 본 발명물중의 수분 배합율을 발열에 알맞은 배합율에 조정할 수가 
있는 결과, 사용에 있어서 기밀성포 를 찢으면 즉시 발열이 개시되도록 할 수 있어서, 빠르게 소요의 발
열온도가 얻어지게 됨과 동시에, 발열반응의 진행에 따라 발열조성물로부터 증산된 수분을 기재 및/또는 
피복재로부터의 방수에 의해 보충할 수 있고, 장시간에 걸쳐 소요의 발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효
과가 얻어진다.

본 발명발열체에 있어서, 본 발명물의 한 면 또는 양면에 필름상 내지 시트상의 흡수재 특히 흡수성이 높
은 종이류를 고, 본 발명물의 수분의 일부를 흡수함과 동시에 본 발명물을 이 종이류에 더욱 강고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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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발명발열체에 있어서, 점착제층에 원적외선방사체, 자기체 도는 경피흡수성약품중의 적어도 1종을 함
유 또는 파지시키면, 원적외선가열효과, 적외선치료효과, 자기치료효과, 약품에 의한 치료효과등이 얻어
지는 것은 물론, 이것들의 효과가 발열체의 발열에 의한 혈행촉진 등의 전신작용이나 국부작용과 상승적
으로 촉진하여 일층더 그 효과가 높아지는 효과가 얻어진다.

본 발명 제1방법에 있어서는, 본 발명물을 형성하고, 이 발열조성물을 전사나 인쇄 등에 의해서 기재에 
적층시킬수 있는 것이고, 적층영역을 고정밀도로 제어하여, 다시, 단히 엷은 막두께로, 또한 균일히 발
열조성물을 기재에 적층할 수 있는 결과, 고속으로 초박형의 본 발명발열체를 제조할 수 있는 효과가 얻
어진다.

또한, 본 발명 제1방법에 있어서는,  본 발명물의 수분의 배합율을 높게 하여 잉크상 내지 크림상태로 점
액화시키어 기재에 적층시키고, 이다음, 기재 및/또는 피복재 혹은 흡수층에 수분을 흡수시키기 때문에, 
제조시에 본 발명물의 발열반응이 거의 없고, 제조시의 발열반응에 의한 손실, 발열조성물의 품질 저하나 
응고가 방지될 수 있는 것외에, 사용시까지 본 발명물중의 수분의 일부를 기재 및/또는 피복재 혹은 흡수
층에 흡수시키는 것에 따라 수분의 배합율이 발열반응에 알맞은 상태가 되어, 신뢰성이 높은 본 발명 발
열체가 얻어지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본 발명 제1방법에 있어서는, 사용되는 본 발명물이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형성되어, 기재상에 
놓을 수 있는 소정의 범위에 낭비 없이 정확히 적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온이 필요한 임의의 부위를 효
과적으로 가온하는 본 발명발열체가 얻어진다.

그 결과, 우수한 채난효과나 혈행촉진이 효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외에, 종래와 같이 주위에서 발열조성물
의 분진 쓰레기의 방산이 없고, 장래의 의료용구나 의약품제조에 있어서의 GNP 기준을 완전히 만족하는 
공장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각별현서한 효과가 얻어진다.

또한, 본 발명 제1방법에 있어서는, 기재상에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을 인쇄나 코팅에 의
해서 적층하고, 그 위에 피복재를 씌워 본 발명발열체를 형성하고, 또한, 이 발열체를 포장하기 까지의 
공정을 일관해서 극히 단시간내에 행할수 있기 때문에, 제조공정에서 발열조성물이 발열가능한 조건이 되
는 일이 없고, 제조공정중에 본 발명물이 발열하는 것이 방지된다.

이 결과, 발열체의 제조중에 본 발명물의 품질 저하나 응고 등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결과, 보유의 저
하, 취급의 곤란성, 제조장치의 메인테이넌스의 번잡성, 제조장치의 가동시간 내지 작업자의 취업시간에 
한 제약, 응고물처리의 곤란성 등의 여러가지 폐해를 없애줄 수 있어, 고품질로 신뢰성이 높은 본 발명

발열체를 더욱 염가로 얻게 되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 제2방법에 있어서는, 본 발명물, 즉 수분의 배합율을 높게 하여 잉크상 내지 크림상태로 점액화
시킨 발열조성물을 형성하고, 이 본 발명물을, 필름상 또는 시트상의 기재표면에 적어도 1개소의 소정영
역에 적층시킨후, 이 본 발명물 상면에 철분, 탄소성분 또는 흡수제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을 적층 혹
은 살포하고, 이어서, 이들을 피복하는 것같이, 필름상 또는 시트상의 피복재를 씌운 다음, 기재와 피복
재를 본 발명물로 접착하고, 더구나 상기 본 발명물의 수분의 일부를 기재나 피복재 또는 흡수제 등에 흡
수시키도록 한 것으로, 적층영역을 고정밀도로 제어하고 또한, 단히 얇은 막두께로, 또한 균일하게 본 
발명물을 기재에 적층하기도 하거나, 고속으로 초박형의 본 발명발열체를 제조할 수 있는 것외에, 철분 
등의 적층 혹은 살포에 의해서, 사용초기의 시작이 양호하고, 온도특성을 양호하게 하는 등의 효과가 얻
어진다.

또한, 본 발명 제2방법에 있어서는, 본 발명물중의 발열물질이 잉여수분 혹은 유리된 물이 없고 함수겔에 
의해서 피복되어, 공기중의 산소와의 접촉이 과잉수분 등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는 결과, 발열조성물의 발
열반응이 방지되어, 제조때의 발열반응에 의한 손실, 본 발명물의 품질 저하 및 응고가 방지되는 한편, 
발열체를 제조한후는, 본 발명물중의 상기 수분이 적층 혹은 살포된 흡수제나 기재와 피복재에 흡수되고, 
따라서, 발열체의 제조후, 사용때까지의 사이에 발열조성물중의 수분의 배합율이 발열반응에 알맞은 상태
의 발열체를 제조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본 발명 제2방법에 있어서는, 기재상에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을 앤쇄나 코팅에 의
해서 적층하고, 그 위에서 피복재를 씌우고 발열체를 형성하고, 더욱, 이 발열체를 포장하기까지의 공정
을 일관해서 극히 단시간내에 행할수 있기 때문에, 제조공정에서 발열조성물이 발열가능한 조건이 되는 
일이 없어서, 제조공정중에 본 발명물이 발열하는 것이 방지된다.

이 결과, 발열체의 제조중에 본 발명물의 품질 저하나 응고 등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결과, 보유의 저
하, 취급의 곤란성, 제조장치의 메인테이넌스의 번잡성, 제조장치의 가동시간 내지 작업자의취업시간에 
한 제약, 응고물처리의 곤란성 등의 여러 가지의 폐해를 없앨 수 있어, 고품질로 신뢰성이 높은 본 발

명발열체를 일층 저렴하게 염가로 얻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 제3방법에 있어서는, 필름상 또는 시트상의 기재상에, 본 발명물, 요컨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을 적층하고, 이어서, 그 위에서 필름상 또는 시트상의 피복재를 씌우고, 상기 본 
발명물의 점성에 의해, 상기의 기재와 피복재를 합치고, 이어서, 얻어진 적층체를 임의의 형상으로 타발, 
그리고 상기의 기재 또는 피복재 중 적어도 한편 또는 일부가 통기성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초박형의 발열체를 제조할 수 있고, 더구나 본 발명물, 즉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
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잉여수분 등에 의한 배리어층의 형성에 의해, 발열반응을 억제하여, 제조시의 
발열손실, 본 발명물의 품질 저하 및 본 발명물의 응고에 다르는 여러 가지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잇는 것
외에, 본 발명물을 포 내에 균등하게 분포, 고정시키는 것에 따라 해당 발열조성물의 이동, 편중을 방지
하여, 이 결과, 발열조성물의 지나친 발열반응을 극력 피하여 저온화상을 방지하고, 안전히 사용할 수 있
는 본 발명발열체를 제조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낸다.

본 발명 제1-3방법에 있어서, 본 발명의 한 면 또는 양면에 필름상 내지 시트상의 흡수재 특히 흡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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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종이류를 고, 본 발명물의 수분의 일부를 흡수함와 같이 본 발명물을 이 종이류에 더욱 강고히 고
정할 수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발열물질과,  흡수성폴리머  및/또는  증점제와,  탄소성분  및/또는  금속의  염화물과  물을  필수성분으로 
하고, 전체로서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발열조성물에는, 무기계 혹은 유기계의 보수재, pH 조정제, 계면활성제 및 소포제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이 배합되고, 전체로서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은  그  점도(온도  20℃)가 1,000-
7,500,000cp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

청구항 4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이 시트상 포 재내에 적층, 봉입되어 되고, 이 포 재의 적어도 일
부가 통기성을 갖는 것이며, 또한 상기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의 수분의 일부를 상기 시트
상 포 재에 흡수시켜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열체.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시트상 포 재가, 필름상 내지 시트상의 기재와 필름상 내지 시트상의 피복재로 이루어
지고, 이 기재와 피복재중 적어도 한편 혹은 일부가, 통기성을 가짐과 동시에, 흡수성을 갖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발열체.

청구항 6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상면에 철분, 탄소성분 또는 흡수제로
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이 적층 혹은 살포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열체.

청구항 7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상면에 탄소성분으로 코팅한 철분, 혹
은 철분(A)과 탄소성분(B)와, 이 (A)와(B)의 합계량에, 하여 5중량% 이하의 물을 가한 혼합물이 적층되
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열체.

청구항 8 

제4항 내지 제7항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의 주위부에서, 기재와 피
복재가 전체 돌레영역 혹은 부분적으로 점착 또는 열접착 또는 열융착에 의해서 봉착되어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발열체.

청구항 9 

제4항 내지 제8항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기재 및/또는 피복재가 흡수성을 가지는 필름상 내지 시트상의 
흡수재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열체

청구항 10 

제4항 내지 제9항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기재 및/또는 피복재에 있어서의 적어도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
태의 발열조성물과의 접촉개소에는 흡수성이 적층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열체.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흡수층이 필름상 내지 시트상의 흡수재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열체. 

청구항 12 

제4항 내지 제11항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기재 및/또는 피복재가, 비통기성 혹은 통기성의 필름 또는 시
트의 내면 혹은 양면에, 필름상 내지 시트상의 흡수재를 적층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열체.

청구항 13 

제9항, 제11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흡수재가 흡수성을 가지는 발포필름·시트, 종이류, 부직포, 직포 
또는 다공질필름·시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열체.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흡수재가 발포필름·시트, 종이류, 부직포, 직포 또는 다공질필름·시트에, 흡수제를 
함유,  함침,  연입,  적층,  전사  또는  담지시켜서  흡수성이  부여  혹은  증 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발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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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4항 내지 제14항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기재 및 피복재가 신장성의 소재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발열체.

청구항 16 

제4항 내지 제15항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포 재에 있어서, 그 측방, 혹은 기재와 피복재중 적어도 한편 
또는 일부가 통기성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열체.

청구항 17 

제4항 내지 제16항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기재 및 피복재에 있어서, 어느 한편의 노출면의 적어도 일부
에 점착재층이 적층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열체.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점착제층이, 습포제를 함유하는 습포층, 혹은 경피흡수성약품을 함유 또는 담지하고 있
는 약품함유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열체.

청구항 19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점조화시킨 발열조성물을 형성하고, 이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
을, 필름상 내지 시트상의 기제상면에 있어서의 적어도 1개소의 소정영역에 적층한 다음, 이 잉크상태 내
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을 피복하는 것같이 필름상 내지 시트상의 피복재를 씌우고, 또한 상기의 기재
와 피복재중 적어도 한편 혹은 일부가 통기성을 가진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열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20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로 점조화시킨 발열조성물을 형성하고, 이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
을, 필름상 내지 시트상의 기재상면에 있어서의 적어도 1개소의 소정영역에 적층한 다음, 이 잉크상태 내
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상면에  철분, 탄소성분 또는 흡수제로부터 선택된 1종을 적층 혹은 살포하고, 
이어서, 이 발열조성물, 및 철분, 탄소성분 또는 흡수제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을 피복하는 것같이 필
름상 내지 시트상의 피복재를 씌우고, 또한 상기의 기재와 피복재중 적어도 한편 혹은 일부가 통기성을 
가진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열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21 

필름상 내지 시트상의 기재상에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을 적층하고, 이어서, 그 위에 필름
상 내지 시트상의 피복재를 씌우고, 상기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의 점성에 의해, 상기의 
기재와 피복재를 첩합시키고, 이어서, 얻어진 적층제를 임의의 형상으로 타발하고, 또한 상기의 기재 또
는 피복재중 적어도 한편 혹은 일부가 통기성을 가진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열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서 얻어진 발열체를 2매의 필름 또는 시트의 사이에 개재시키고, 이 개재와 동시에, 또는, 이 개
재후에, 2매의 필름 또는 시트를 발열체이상의 형으로 타발하고, 타발과 동시에, 혹은 타발후에, 상기 
발열체의 주연부에 있어서, 상기 2매의 필름 또는 시트를 봉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열체의 제조방
법.

청구항 23 

제19항 내지 제22항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잉크상태 내지 크림상태의 발열조성물의 한 면 혹은 양면에는 
필름상 내지 시트상의 흡수재가 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열체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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