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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보조 사(絲)를 구비한 제지기(製紙幾)용 직물

요약

    
제지기(製紙幾)용 직물(20)은 인접하는 기본 CMD사의 각각의 쌍 사이에 위치한 제1 및 제2 보조 CMD사(40b, 42a, 
42b, 44a, 44b, 46a)를 더 구비하는 제지기용 직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인터레이스된 기본 CMD사(40, 42, 44, 46) 
및 MD사(22, 24, ..., 34)를 갖는 베이스 직물구조를 포함한다. 각각의 제1 보조 CMD사(42a, 44a, 46a)는 인접하는 
기본 CMD사(40,44)의 제1 쌍과 동일한 MD사에 대하여 인터레이스 패턴을 가지며, 각각의 제2 보조 CMD사(40b, 4
2b, 44b)는 인접하는 기본 CMD사(42,46)의 제2 쌍과 동일한 MD사에 대하여 인터레이스 패턴을 가진다. 제1 보조 
CMD사는 제2 기본 CMD사 및 보조 CMD사 사이에 위치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직물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제지기(製紙幾)용 직물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통상적인 포드리니어(fourdrinier) 제지공정에 있어서, 종이 '원료(stock)'로 알려진 셀룰로오즈 섬유(fiber)의 워터 
슬러리(water slurry)나 현탁액은 두개 이상의 롤러 사이에서 회전하며 우븐(woven) 와이어 및/또는 합성재료로 이
루어진 순환벨트의 상부에 연속적으로 공급된다. '직물 형성체(forming fabric)'로 종종 불리우는 이러한 벨트는 젖은 
상태의 종이 웹(web)을 형성하기 위하여 수용매질로부터 종이원료인 셀룰로오즈 섬유를 분리시키기 위한 필터로 작용
하는 제지면(papermaking surface)을 그 상부 표면상에 형성한다. 상기 수용매질은 직물의 저면(즉, '기계쪽 면')상
에 위치한 진공장치나 중력에 의해서, 배출구멍으로 알려진 상기 직물 형성체의 그물구멍을 통하여 배출된다.
    

이러한 형성부를 거친 후, 종이 웹은 종이 제조장치의 압착부로 이송되어 통상적으로 '프레스 펠트(press felt)'로 불리
는 또 하나의 직물로 덮여진 하나 이상의 압착 롤러쌍의 닢(nip)을 통과하게 된다. 롤러의 압력으로 웹의 잔여 수분을 
제거하는데, 프레스 펠트의 '배트(batt)'층에 의해 수분 제거가 더 잘 이루어진다. 이어서, 상기 종이는 수분을 더 제거
하기 위하여 건조부로 이송된다. 건조 후, 상기 종이는 2차 공정과 포장공정을 위해 준비된다.

    
통상적으로, 제지기(製紙幾)용 직물은 두가지 기본적인 직조 기술중 하나에 의해 순환벨트로 제조된다. 이들 기술중 첫
번째 기술에 있어서, 직물은 평직 공정으로 제직된 평직물로, 그 말단은 잘 알려진 여러가지 연결방법중 한가지 방법에 
의해 순환벨트를 형성하도록 연결되는데, 예를 들면, 말단을 풀어 다시 제직하거나(보통 겹쳐잇기법(splicing)으로 알
려져 있음), 각각의 말단이나 꺽어 접은 부분 위에 핀 심머블 플랩(pin seamable flap)을 꿰메고, 이어서, 이들이 핀 
심머블 루프(pin seamable loop)를 형성하도록 다시 제직한다. 평직된 제지기(製紙幾)용 직물에서 경사(warp yarn)
는 기계 방향으로 뻗어있고 필링사(filling)는 기계 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뻗어있다. 두번째 기술에 있어서, 직물은 
순환 제직공정에 따라 연속적인 벨트의 형태로 직접 제직된다. 순환 제직공정에 있어서, 경사는 기계방향과 교차하여 
뻗어있고 필링사는 기계 방향으로 걸쳐진다. 여기서 사용된 바와 같이, '기계 방향'(MD) 및 '기계와 교차하는 방향'(C
MD)이란 용어는 제지기상의 제지기용 직물이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 및, 직물 표면과 평행하며, 직물이 움직이는 
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을 각각 의미한다. 전술한 두가지 제직방법은 본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여기서 사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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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벨트(endless belt)'라는 용어는 이들 방법중 어느 한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벨트를 의미한다.
    

    
제지공정, 특히 젖은 웹이 처음 형성되는 제지기의 성형부에 있어서, 쉬트 및 섬유 지지체의 성능과 와이어 마킹(mark
ing)의 존재여부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와이어 마킹은 우수한 등급의 종이를 형성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데, 그 이
유는 와이어 마킹이 쉬트 마크, 다공성, 투시성 및 핀 홀링(pin holing)과 같은 종이의 주요 성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와이어 마킹은 각각의 셀룰로오즈 섬유가직물 형성체의 사(絲)들 사이의 공간에 그 말단이 위치하도록 종이 웹 
내에 배향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종이 섬유가 사(絲)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하는 
직물의 사(絲)에 가교될 수 있도록, 코-플래너(co-planar) 표면을 갖는 투과성 직물구조를 형성하므로써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된 바와 같이, '코-플래너'는 종이 형성 표면을 한정하는 사(絲)의 상단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높이에 
있다는 것, 즉 실질적으로 '평평한' 표면이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카보나이징, 담배, 전기 콘덴서, 양질의 
프린팅 및 양질의 종이에 사용되는 우수한 등급의 종이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매우 섬세한 조직으로 제직되거나 섬세
한 와이어 메쉬로 형성된 직물상에서 제조되어 왔다.
    

그러나, 이렇게 섬세하게 제직된 직물은 약하고 기계 방향 및/또는 기계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의 치수 안정성이 부족하
여, 직물의 사용수명이 감소한다(특히 사용중에). 또한, 섬세한 조직은 반대로 직물의 배수성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직
물 형성체로 바람직하지 않다.

배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직물 형성체의 내구성을 개선하는 해결책이 윌슨의 미국 특허 제4,987,929호에 개시
되어 있다.

    
윌슨은 종이가 접촉하는 표면상에 하나의 부유(float) MD 너클(knuckle)을 구비한 베이스 직물층을 포함하는 제지기
용 직물 형성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CMD사(絲)를 지지하는 부가적인 섬유가 이 최초 직물층 내로 제직되는데; 이들 
부가적인 CMD사들은 베이스 직물층의 사(絲)보다도 작은 직경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CMD사를 지지하는 부가적인 
섬유는 보통 거의 동일한 직경을 갖는 부가적인 CMD 로케이터사(locator yarns)에 의해, 직물층의 CMD사 사이에 고
정된다. 윌슨의 미국 특허 제5,518,042호에는 이러한 개념이 확장되어서, 부가적인 CMD사들의 일부분이 직물의 반대
쪽 표면상에 나타나도록 교직되므로, 부가적인 CMD사가 로케이터사 및 서포트사로서 작용한다.
    

일부 직물에 있어서 이러한 형태의 잠재적인 단점중 하나는 로케이터사는 제자리에 위치하더라도 서포트사가 베이스 
직물층의 인접하는 CMD사중 하나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동이 일어나면, 서포트사와 다른 인접하
는 CMD사 사이의 공간이 커지며, 따라서, 서포트사는 베이스 직물에 인접하는 CMD사 사이의 셀룰로오즈 섬유에 대한 
필수적인 '가교'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게 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전술한 관점에서, 본 발명의 목적은 기본(primary) CMD사 사이의 중앙에 견고하게 위치한 부가적인 CMD사를 구비한 
제지기용 직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다양한 직물 조직 패턴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직물형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들은 베이스 직물의 인접하는 CMD사 사이의 중앙에 견고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교직된 부가적인 CMD사
를 구비한 제지기용 직물을 포함하는 본 발명에 의해 달성된다. 제지기용 직물은 제지면을 형성하기 위하여 인터레이스
된 기본 CMD사 및 MD사를 구비한 베이스 직물구조를 포함한다. 제지기용 직물은 인접하는 기본 CMD사의 각각의 쌍 
사이에 위치한 제1 및 제2 보조 CMD사를 더 포함한다. 각각의 제1 보조 CMD사는 MD사에 대하여 인접하는 기본 CM
D사의 쌍의 제1 기본사와 동일한 인터레이스 패턴을 가지며, 각각의 제2 보조 CMD사는 MD사에 대하여 인접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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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CMD사의 쌍의 제2 기본사와 동일한 인터레이스 패턴을 갖는다. 제1 보조 CMD사는 제2 기본 CMD사와 제2 보조 
CMD사 사이에 위치한다.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 각각의 보조 CMD사는 오직 보조 CMD사에 의해 분리된 기본 CMD사와 동일한 조직 패턴을 갖
는다. 동일하게 제직된 기본 CMD사의 유사성 때문에 보조 CMD사는 기본 CMD사 쪽으로 바이어스 된다. 동시에, 인접
하는 보조 CMD사는 인접하는 기본 CMD사에 대한 유사성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바이어스 된다. 이러한 정반대 바이어
스의 결과로서, 보조 CMD사는 인접하는 기본 CMD사의 공간 내의 중앙에 위치하려고 한다.

이러한 직물 형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베이스 직물과도 사용될 수 있으나, 2 보다 큰 하니스(harness) 반복단위, 즉 
반복단위(하니스)를 형성하는데 요구되는 기본 CMD사의 수가 2 보다 큰 반복단위를 갖는 베이스 직물을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조 CMD사의 직경은 실질적으로 코플래너한 제지면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본 CMD사 보다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2 ×1 트윌 직물의 종이쪽 면의 평면도이다.

도 2는 MD사, 기본 CMD사 및 보조 CMD사 사이의 상호관계를 대표적으로 나타낸 도 1의 2-2 라인을 따라 얻은 단면
도이다.

도 3은 보조 CMD사 상호간 및 이들에 인접한 기본 CMD사에 대한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도 1의 직물의 확대된 부분 투
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8 하니스 2중층 직물의 종이쪽 면의 평면도이다.

도 5는 직물의 종이쪽 면 직물층의 MD사, 기본 CMD사, 보조 CMD사 및 직물의 직기쪽 면 직물층의 CMD사 사이의 상
호관계를 나타낸 도 4의 5-5 라인을 따라 얻은 단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5 하니스 새틴 직물의 종이쪽 면의 평면도이다.

도 7은 MD사, 기본 CMD사 및 보조 CMD사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도 6의 7-7 라인을 따라 얻은 단면도이다.

    실시예

본 발명은 이하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을 참조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고, 여기에 나타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실시예들은 당업자에게 본 발명의 범위를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직물은 특이적인 조직 패턴을 갖는 제지기용 직물이다. 본 발명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에 
설명되는 직물은 베이스 직물층이 먼저 제직되고, 이어서 부가적인 사(絲)가 첨가되는 것처럼 기술될 것이다. 상기 가
설에 근거한 베이스 필름층은 '기본' CMD사로 불리는 CMD사 및 MD사를 포함한다. 부가적인 사(絲)는 '보조' CMD사
로 칭한다. 물론, 본 발명의 제지기용 직물은 일단계 제직공정으로 전형적으로 제직될 것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도 1 내지 도 3은 도면 부호 20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2 ×1 트윌 형성 직물을 나타낸다. 상기 트윌 
형성 직물(20)은 MD사(22, 24, 26, 28, 30, 32 및 34)를 포함한다. 이들 기계 방향의 사(絲)들은 2 ×1 트윌 직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기본 CMD사(40, 42, 44 및 46)와 교직된다.

    
당업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에 사용된 2 ×1 트윌은 CMD사(40, 42, 44 및 46)의 각각이 인접하는 두 개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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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 위로 통과하고, 그 다음 인접하는 MD사 하나의 아래로 통과하며, 이러한 패턴이 CMD사의 길이 방향을 따라 연속
적으로반복되는 직물이다. 인접한 CMD사는 이와 유사하게 '오버 투 언더 원(over 2 - under 1)' 패턴을 따르지만, 기
계 방향과 교차하는 사(絲) 각각의 패턴은 인접하는 CMD사로부터 나온 하나의 MD사에 의해서 보완되고, MD '너클'

(MD사가 하나의 기본 CMD사 위로 통과하는 위치)은 또한 연속되는 기본 CMD사 각각에 대하여 하나의 MD사가 기계 
방향과 교차하여 보완된다. CMD사(40, 42, 44 및 46)의 '부유(float) 부분'(두개의 MD사 위로 배열된 CMD사 부분 
가운데 2개가 도 1의 도면부호 41 및 43에 나타나 있음)은 MD사에 대하여 약 45도의 각도로 상기 직물(20)을 가로지
르며 계속되는 트윌 패턴을 형성한다.
    

    
기본 CMD 사(絲)(40, 42, 44 및 46)에 부가하여, 상기 직물(20)은 또한 인접하는 기본 CMD사의 각 세트 사이에 위
치하는 한 쌍의 보조 CMD사를 구비한다. 이들 보조 CMD사(도 1 및 도 2에서 40b, 42a, 42b, 44a, 44b 및 46a)는 
MD사에 대하여 기본 CMD사 각각과 두 개의 보조 CMD사가 동일한 조직 패턴을 갖도록 MD사(40, 42, 44 및 46)와 
인터레이스된다. 기본 CMD사와 동일한 직조 패턴을 갖는 보조 CMD사는 기본 CMD사 및 인접하는 기본 CMD사 사이
에 위치하고, 인접하는 기본 CMD사는 또한 보조 CMD사와 다른 보조 CMD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명백히, 보조 CM
D사는 동일한 조직 패턴을 갖는 기본 CMD사와 동일한 성분 수를 갖는 것으로 도 1 내지 3에서 확인된다.
    

    
예를 들면, 보조 CMD사(42a, 42b)는 기본 CMD사(42)와 동일한 직조 패턴을 가진다. 보조 CMD사(42a)는 기본 CM
D사(40)와 기본 CMD사(42) 사이에 위치하고, 보조 CMD사(42b) 또한 보조 CMD사(42a)와 기본 CMD사(42) 사이
에 위치한다. 기본 CMD사(42)의 반대쪽 면에서는 보조 CMD사(42b)가 기본 CMD사(42)와 동일한 조직 패턴을 가지
고 기본 CMD사(42)와 기본 CMD사(44) 사이에 위치하며, 보조 CMD사(44a)는 보조 CMD사(42b)와 기본 CMD사(
42) 사이에 위치한다.
    

    
이러한 기본 CMD사와 보조 CMD사 사이의 동일한 교직 패턴은 기본 CMD사 각각에 대하여 계속된다. 즉, 기본 CMD
사(44)의 조직 패턴은 보조 CMD사(44a 및 44b) 및 보조 CMD사(46a 및 42b)의 패턴과 동일하며, 보조 CMD사(46
a 및 42b)는 각각 보조 CMD사(46a 및 42b)와 기본 CMD사(44) 사이에 끼워진다. 기본 CMD사(40, 46)도 동일한데, 
이들 각각(40, 46)은 동일한 조직 패턴을 가진 두 개의 보조 CMD사(각각의 경우, 하나만이 도 1에 나타나 있음)를 구
비하며, 각 면위에 끼워진 하나의 보조 CMD사에 의해 대응하는 보조 CMD사로부터 분리된다.
    

    
이러한 형태의 장점, 즉 기본 CMD사의 직조 패턴과 조화되는 보조 CMD사를 구비하나 다른 하나의 보조사에 의해 분
리된 형태의 장점이, 상기 직물(20)의 일부분을 확대한 도 3에 잘 나타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MD사(22)는 기본 
CMD사(40) 위의 위치로부터 기본 CMD사(42) 아래의 위치로 통과함에 따라 직물(20)의 종이쪽 표면으로부터 기계
쪽 표면 아래방향으로 뻗어나온 경사부분(23)을 가지고 있다. 유사하게, 사(絲)(24)는 기본 CMD사(40) 아래로부터 
기본 CMD사(42) 위쪽 위치로 경사진 경사부분(25)을 가지고 있다. 보조 CMD사(40b)가 MD사(24)의 경사부분(25)
을 통과하기 때문에, 보조 CMD사(40b)는 압력을 받거나 또는 기본 CMD사(40) 쪽으로 기울게 된다. 따라서, 보조 C
MD사(40b, 42a) 각각은 다른 보조 CMD사(42a, 40b)에 의해 분리된 기본 CMD사 쪽으로 압력을 받는다. 인접하는 
보조 CMD사의 반대쪽 바이어스는 기본 CMD사가 한쪽 또는 다른쪽 기본 CMD사에 근접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접한 기본 CMD사들 사이의 공간 중앙에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결과적으로, 종이원료의 섬유들은 중앙에 위치
한 보조 CMD사에 의해 효과적으로 지지된다.
    

    
상기 직물(20)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장점은 3가지 분리 트윌 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가지 트윌 라인(41, 43, 
45 등)은 도 1의 부유부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접하는 기본 CMD사의 부유에 의해 형성된다. 다른 트윌 라인(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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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3a, 45a, 47a 등)은 대응하는 기본 CMD사 위에 위치한 보조 CMD사 세트에 의해 형성된다. 또 다른 트윌 라인(
도 1의 41b, 43b, 45b 등)은 대응하는 기본 CMD사 각각의 아래에 위치한 보조 CMD사 세트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다수의 트윌 라인은 종이 위에 직물(20)의 마킹이 형성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감추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개념은 각각의 기본 CMD사 쌍 사이에 한 쌍의 보조 CMD사를 구비하는 모든 직물에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
다. 이러한 개념을 구체화한 다른 전형적인 직물이 도 4 및 도 5에 나타나 있다. 이들 도면은 8 하니스 2중층 직물(50)
을 나타내고 있다. 8 ×8 반복단위를 포함하는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직물(50)은 MD사(52, 54, 56, 58, 60, 62, 6
4 및 66)를 포함하고 있다. 8개의 기본 CMD사(70, 72, 74, 76, 78, 80, 82 및 84)는 각각의 CMD사가 7개의 MD사 
위로 통과하고, 하나의 MD사 밑으로 통과하며,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트윌 패턴으로 MD사와 교직된다. 도 1 내지 
도 3의 2 ×1 트윌 직물(20)과는 달리, 8 하니스(harness) 직물(50)은 너클에 인접한 기본 CMD사가 3개의 MD사에 
의해 기계 방향과 교차하여 보완되도록 구성되는데, 예를 들면, CMD사(70)는 MD사(52) 밑으로 통과하고 CMD사(7
2)는 MD사(58) 밑으로 통과한다.
    

    
도 5는 베이스 직물(50, '이중 층'이라는 명칭으로부터)의 기계쪽 층을 나타낸다. 기계면의 CMD사(90, 92, 94, 96, 
98, 100, 102 및 104)는 전술한 기본 CMD사(70 내지 86) 밑에 위치한다. 기계쪽 면의 CMD사를 교직하기 위하여 
직물(50)의 종이쪽 면으로부터 통과하는 전형적인 CMD사(60)가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경우, CMD사(60)는 기계쪽 
CMD사(90, 92, 94)의 위, 기계쪽 CMD사(96)의 아래, 기계쪽 CMD사(98)의 위, 기계쪽 CMD사(100)의 아래 및 기
계쪽 CMD사(102 및 104)의 위를 통과한다.
    

    
다시 도 4 및 도 5를 참조하면, 한 쌍의 보조 CMD사는 기본 CMD사의 쌍 각각 사이에 위치한다. 2 ×1 트윌 직물(20)
에 대해 전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보조 CMD사는 오직 하나의 다른 보조 CMD사에 의해서 분리된 기본 CMD사와 동일
한 조직 패턴을 가진다. 따라서, 보조 CMD사(70b)는 CMD사(70)와 동일한 조직 패턴을 가지고, 보조 CMD사(72a, 
72b)는 CMD사(72)와 동일한 조직 패턴을 가지고, 보조 CMD사(74a, 74b)는 기본 CMD사(74)와 동일한 조직 패턴
을 가진다. 보조 CMD사(76a, 76b, 78a, 78b, 80a, 80b, 82a, 82b, 84a, 84b 및 86a)도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번호
를 갖는 기본 CMD사와 동일한 조직 패턴을 가진다(보조 CMD사(86a)는 8 하니스 반복단위가 다시 시작하는 보조 C
MD사(84b)에 인접한, 라벨링하지 않은 기본 CMD사와 동일한 조직 패턴을 가짐). 각각의 경우에, 보조 CMD사는 다
른 하나의 보조 CMD사에 의해 대응하는 기본 CMD사로부터 분리되며, 물론 하나의 보조 CMD사는 제1 보조 CMD사에 
의하여 대응하는 기본 CMD사로부터 분리된다.
    

    
2 ×1 트윌 직물(20)에 대해 전술한 바와 같이, 두개의 기본 CMD사 사이에 동일한 조직 패턴을 갖는 보조 CMD사가 
위치하게 되면 동일한 조직 패턴을 갖는 기본 CMD사 쪽으로 보조 CMD사가 밀리게 된다. 그러나, 각각의 보조 CMD사
와 대응하는 기본 CMD사 사이에 위치하며 대응하는 보조 CMD사와 반대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제2 보조 CMD사가 있기 
때문에(동일한 조직 패턴에 기인하여그 자신의 제1 보조 CMD사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보조 CMD사의 쌍들은 기본 
CMD사 사이의 공간내 중앙에 위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2 ×1 트윌 직물(20)과 마찬가지로, 8 하니스 2중층 직물(50) 또한 각각의 기본 CMD사 및 보조 CMD사의 부유부분 
모두가 트윌 라인에 기여하도록 하는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트윌 밀도는 직물에서 생산되는 종이 위에 직물이 마킹되
는 것을 시각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본 기술분야에서 숙련된 자들에게 잘 알려진 구조인 7 하
니스 2중층 직물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2중층 직물에 확장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아래에 상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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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더욱 상세한 실시예가 5-하니스 새틴 직물(120)이 도시된 도 6 및 도 7에 나타나 있다. 상기 직물(120)은 
기계 방향의 사(絲)(122, 124, 126, 128 및 130)를 구비한다. 이들은 기본 CMD사(140, 142, 144, 146 및 148)와 
새틴 패턴(본 기술의 숙련된 자에게 잘 알려진 교직)으로 교직된다. 상기 직물(120)은 또한 보조 CMD사(140b, 142
a, 142b, 144a, 144b, 146a, 146b, 148a, 148b 및 150a)를 포함한다. 보조 CMD사 각각은 그 대응하는 기본 CMD
사와 인접하는 기본 CMD사 사이에 다른 보조 CMD사가 끼워져서 위치하도록 한다. 또한, 보조 CMD사 각각은 대응하
는 기본 CMD사와 동일한 직조 패턴을 갖도록 MD사와 교직된다(보조 CMD사(150)는 5 하니스 반복단위가 다시 시작
되는, 보조 CMD사(148b)에 인접한 기본 CMD사와 동일한 조직 패턴을 가짐).
    

전술한 상기 직물(20 및 50)과 같이, 대응하는 기본 CMD사와 관련된 이들 보조 CMD사의 위치와 조직 패턴은 각각의 
보조 CMD사가 대응하는 기본 CMD사쪽으로 바이어스되도록 하고, 반대로 보조 CMD사의 쌍들은 인접하는 CMD사들 
사이의 공간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러한 개념은 4 하니스 새틴 패턴을 포함하여, 다른 새틴 직조 패턴에 확장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기술에 숙련된 자들은 반대로 인접한 기본 CMD사 쪽으로 기울어진 보조사들에 관한 이러한 개념이 평직, 트윌, 새
틴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직물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통상적인 MD사(상기 직물(50)과 같
은)로 인터레이스되거나, 또는 젤의 미국 특허 제5,277,967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분리된 직물층으로 형성되거나 관계
없이, 단일층, 이중층 및 3중층의 직물의 종이면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직물은 2 보다 큰 하니스 반복단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직물에 이용되는 사(絲)의 형태는 희망하는 최종 제지기용 직물 성질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사(絲)는 멀티필라멘트사, 모노필라멘트사, 꼬인 멀티필라멘트사, 꼬인 모노필라메니트사, 방적사 또는 이들의 
모든 조합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직물에 사용되는 사(絲)를 포함하는 재료는 통상적으로 제지기용 직물에 사용되
는 것들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사(絲)는 면, 양모,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 아라미드, 나일론 등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숙련된 기술자들은 최종적인 직물의 특유한 용도에 따라 사(絲)의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보조 CMD사는 베이스 구조 직물을 구성하는 MD사 및 CMD사보다 작은 직경을 가진 것이 바람직하다. 보조 CMD사의 
크기는 통상적으로 베이스 직물의 제지기(製紙幾) 표면 CMD사의 크기 및 공간에 따라 더욱 작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보조 CMD사의 직경은 기본 CMD사 직경의 약 이분의 일이다. 기본 CMD사와 보조 CMD사의 적절한 직경이 다음
의 표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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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본 CMD사 보조 CMD사
갯수/인치 직경(mm) 직경(mm)
50 .22 .104
45 .22 .105
40 .22 .106
35 .22 .107
30 .22 .108
40 .23 .101
40 .24 .115
40 .25 .120
40 .26 .124

전술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예시이며, 본 발명이 이들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본 발명은 하기의 청
구범위로 규정되며, 이들 청구범위의 균등물도 여기에 포함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지면을 형성하기 위하여 인터레이스되는 기계 방향의 사(絲) 및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기본 사(絲)를 포함하고, 상기 
기계 방향의 사(絲) 및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기본 사(絲)는 2 보다 큰 하니스 반복단위를 갖는 패턴으로 인터레이스
된 베이스 직물구조; 및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인접한 기본 사 각각의 쌍 사이에 위치한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제1 및 제2 보조 사(絲)를 
포함하며,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각각의 제1 보조 사(絲)는 상기 기계방향의 사(絲)에 대하여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인접한 기본 사(絲)의 쌍의 제1 기본사와 동일한 인터레이스 패턴을 가지고,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각각의 제2 보조 사(絲)는 상기 기계방향의 사(絲)에 대하여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인접한 기본 사(絲)의 쌍의 제2 기본사와 동일한 인터레이스 패턴을 가지며,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제1 보조 사(絲)는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제2 기본 사(絲) 및 제2 보조 사(絲) 사이
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기용 직물.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제2 보조 사(絲)는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제1 기본 사(絲)와 상기 
제1 보조 사(絲)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기용 직물.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반복되는 하니스 패턴은 트윌 패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기용 직물.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트윌 패턴은 2 ×1 트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기용 직물.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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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반복되는 하니스 패턴은 새틴 패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기용 직물.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새틴 패턴은 5 하니스 새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기용 직물.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기본 사(絲)는 제1 직경을 갖고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보조 사(絲)
는 상기 제1 직경보다 작은 제2 직경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기용 직물.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 방향의 사(絲)와 인터레이스되어 기계쪽 표면을 형성하는, 기계 방향과 교차하는 부가적인 
사(絲)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기용 직물.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 직물은 7 및 8의 하니스 이중층 직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제지기용 직물.

청구항 10.

제지면을 형성하기 위하여 인터레이스되는 기계 방향의 사(絲) 및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기본 사(絲)를 포함하고, 상기 
기계 방향의 사(絲) 및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기본 사(絲)는 반복되는 하니스 패턴으로 인터레이스되고, 상기 기계 방
향과 교차되는 기본 사(絲)는 제1 직경을 갖는 베이스 직물구조; 및

상기 제1 직경보다 작은 제2 직경을 가지며,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인접한 기본 사(絲) 각각의 쌍 사이에 위치하
는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제1 및 제2 보조 사(絲)를 포함하며,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각각의 제1 보조 사(絲)는 상기 기계방향의 사(絲)에 대하여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인접한 기본 사(絲)의 쌍의 제1 기본사와 동일한 인터레이스 패턴을 가지고,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각각의 제2 보조 사(絲)는 상기 기계방향의 사(絲)에 대하여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인접한 기본 사(絲)의 쌍의 제2 기본사와 동일한 인터레이스 패턴을 가지며,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제1 보조 사(絲)는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제2 기본 사(絲) 및 제2 보조 사(絲) 사이
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기용 직물.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제2 보조 사(絲)는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제1 기본 사(絲)와 상기 
제1 보조 사(絲)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기용 직물.

청구항 12.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반복되는 하니스 패턴은 트윌 패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기용 직물.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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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트윌 패턴은 2 ×1 트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기용 직물.

청구항 14.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반복되는 하니스 패턴은 새틴 패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기용 직물.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새틴 패턴은 5 하니스 새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기용 직물.

청구항 16.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 방향의 사(絲)와 인터레이스되어 기계쪽 표면을 형성하는, 기계 방향과 교차하는 부가적
인 사(絲)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기용 직물.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 직물은 7 및 8의 하니스 이중층 직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기용 직물.

청구항 18.

제지면을 형성하기 위하여 인터레이스되는 기계 방향의 사(絲) 및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기본 사(絲)를 포함하고, 상기 
기계 방향의 사(絲) 및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기본 사(絲)는 2 보다 큰 하니스 반복단위를 갖는 패턴으로 인터레이스
된 베이스 직물구조; 및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인접한 기본 사(絲) 각각의 쌍 사이에 위치한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두개의 보조 사(絲)를 
포함하며,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각각의 제1 보조 사(絲)는 상기 기계방향의 사(絲)에 대하여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인접한 기본 사(絲)의 쌍의 제1 기본사와 동일한 인터레이스 패턴을 가지고,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각각
의 제2 보조 사(絲)는 상기 기계방향의 사(絲)에 대하여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인접한 기본 사(絲)의 쌍의 제2 
기본사와 동일한 인터레이스 패턴을 가지며,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제1 보조 사(絲)는 상기 기계 방향과 교차되는 
제2 기본 사(絲) 및 제2 보조 사(絲) 사이에 위치하는 제지기용 직물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제지기용 직물에 종이원료를 공급하는 단계; 및

상기 종이원료로부터 수분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이 제조방법.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직물은 트윌 패턴으로 직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이 제조방법.

청구항 20.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직물은 새틴 패턴으로 직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이 제조방법.

청구항 21.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직물은 기계쪽 표면을 형성하며 기계 방향과 교차하는 부가적인 사(絲)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종이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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