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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폴리올레핀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블렌드를 함유하는 다성분 중합체 스트랜드
로부터 제조된 부직포

요약

본 발명은 다성분 중합체 스트랜드로부터 제조된 부직포를 제공한다. 이 부직포는 다성분 중합체 스트랜
드의 한쪽 또는 시드에 폴리올레핀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의 블렌드를 함유한다. 이 부직포는 개선
된 내마모성, 강도, 인성 및 연성을 갖는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다성분 물질이 내부의 용융 취입층의 
양쪽 면에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복합 물질을 제공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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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폴리올레핀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블렌드를 함유하는 다성분 중합체 스트랜드로부터 
제조된 부직포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태양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 라인의 개략도.

제2(a)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한 실시 태양에 따라 제조된 중합체 성분 A 및 B가 병행 배열된 필라멘트
의 횡단면의 개략도.

제2(b)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한 실시 태양에 따라 제조된 중합체 성분 A  및  B가  이심(離心) 시드
(sheath)/코어 배열된 필라멘트의 횡단면의 개략도.

제2(c)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한 실시 태양에 따라 제조된 중합체 성분 A 및 B가 동심 시드/코어 배열
된 필라멘트의 횡단면의 개략도.

제3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한 실시 태양에 따라 제조된 다층 물질의 점 결합형 샘플에 대한 부분 투시
도.

제4도는 제3도의 다층 물질의 직물의 횡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공정 라인                    12a 및 12b : 압출기

14a 및 14b : 호퍼(hopper)         16a 및 16b : 중합체 회로

18 : 방사구금                     20 : 급냉 송풍기

22 : 섬유 연신 유닛               24 : 가열기

26 : 다공성 형성 표면             28 : 안내 롤

30 : 진공                         32 : 압축 롤

34 : 압연 롤                      42 : 권취 롤

52 : 액체 투과 방지 중간 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중합체 직물에 관한 것이며,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성분 중합체 부직포에 관
한 것이다.

부직포는 특정 수준의 연성, 강도, 내구성, 균일성, 흡수성과 같은 액체 처리성, 액체 차단성 및 기타 물
리적 특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는데 이용된다. 이러한 제품으로는 타올, 공업용 와이프, 실
금용 제품, 기저귀와 같은 유아용 위생 용품, 흡수성 여성용 위생 용품 및 의료용 의복과 같은 가먼트가 
있다. 이 제품들은 종종 목적하는 복합적인 특성을 얻기 위해 다층 부직포를 이용하여 제조된다. 예를 들
면, 부직포로 제조된 일회용 유아용 기저귀는 아기의 피부에 인접하여 고정되며 연성이면서 강도를 가지
는 다공성 라이너층, 강도를 가지며 연성인 불투과성 외피층 및 연성이며 흡수성인 1개 이상의 내부 액체 
처리층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부직포는 일반적으로 용융 방사된 열가소성 물질에 의해 제조된다. 이러한 부직포는 스
펀본드  물질이라고  불리며,  스펀본드  중합체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은  널리  공지되어  있다. 도르쉬너
(Dorschner)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4,692,618호 및 아펠(Appel)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4,340,563호에는 
열가소성 물질을 방사구금을 통해 압출시키고, 압출된 물질을 고속 공기 스트림을 이용하여 필라멘트로 
연신시키고, 수집 표면 상에 랜덤 웹을 형성함으로써 열가소성 물질로부터 스펀본드 부직 웹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도르쉬너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3,692,618호에는 속도가 매우 빠른 공
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인출 건(gun)으로 중합체 필라멘트 다발을 연신시키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아펠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4,340,563호에는 고속 공기 스트림을 이용하여 1개의 폭을 갖는 노즐을 통해 열가
소성 필라멘트를 연신시키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키니(kinney)의 미합중국 특허 제3,338,992호; 
키니의 미합중국 특허 제3,341,394호; 레비(Levy)의 미합중국 특허 제3,502,538호; 하르트만(Hartmann)의 
미합중국 특허 제3,502,763호; 하르트만의 미합중국 특허 제3,909,009호; 도보(Dobo)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3,542,615호; 및 하르몬(Harmon)의 캐나다 특허 제803,714호에도 대표적인 용융 방사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바람직한 물리적 특성들을 복합적으로 갖는 특히, 연성, 강도 및 내구성을 복합적으로 갖는 스펀본드 물
질이 제조되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쳐 왔다. 예를 들면, 몇몇 응용 분야의 경우,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중
합체 물질은 바람직한 수준의 강도를 갖지만 바람직한 수준의 연성은 갖지 못한다. 다른 한편, 몇몇 경우
에서 폴리에틸렌과 같은 물질은 바람직한 수준의 연성은 갖지만 바람직한 수준의 강도는 갖지 못한다.

바람직한 물리적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는 부직 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다성분 또는 이성분 
부직포가 개발되어 왔다. 이성분 부직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은 널리 공지되어 있으며, 스태니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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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istreet)의 미합중국 특허 제4,068,036호(재발행 번호 제30,955호), 데이비즈(Davies) 등의 미합중
국 특허 제3,423,266호 및 데이비즈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3,595,731호와 같은 특허 문헌에 기재되어 있
다. 이성분 부직포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제1 및 제2중합체 성분을 포함하는 중합체 섬유 또는 필라멘트
로부터 제조된다. 본 명세서에서, 필라멘트라는 용어는 어떤 물질의 연속 스트랜드를 의미하고, 섬유라는 
용어는 한정된 길이를 갖는 절단된 또는 불연속 스트랜드를 의미한다. 다성분 필라멘트의 제1 및 제2성분
은 필라멘트의 횡단면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분리된 대역에 배열되고, 필라멘트의 길이를 따라서 연속적으
로 연장된다. 일반적으로, 한 성분이 다른 한 성분과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 필라멘트는 이 두 성분
의 특성을 모두 나타낸다. 예를 들면, 한 성분은 비교적 강성인 폴리프로필렌이고 다른 한 성분은 비교적 
연성인 폴리에틸렌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들로부터 얻어지는 최종 물질은 강성이지만 연성인 부직포
이다.

데이비즈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3,423,266호 및 미합중국 특허 제3,595,731호에는 이성분 필라멘트를 용
융 방사시켜서 중합체 부직포를 형성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부직 웹은 용융 방사된 필라멘트를 스테
이플 섬유로 절단한 후 본디드 카디드 웹을 형성하거나 또는 형성 표면 상에 이성분 연속 필라멘트를 침
착 시킨 후 웹을 결합시킴으로써 형성시킬 수 있다.

이성분 부직 웹의 부피를 증가시키기 위해, 종종 이성분 섬유 또는 필라멘트에 크림프(crimp)를 형성시킨
다. 데이비즈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3,595,731호 및 제3,423,266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성분 필라멘트
에 기계적으로 크림프를 형성시키고 이와 같이 하여 얻은 섬유를 부직 웹으로 형성하거나 또는 적당한 중
합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성된 웹을 열처리함으로써, 이성분 섬유 또는 필라멘트에 형성된 잠재적인 나
선형 크림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때, 열 처리는 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부직 웹으로 형성한 후에 섬
유 또는 필라멘트 내에 있는 나선형 크림프를 활성화시키는데 이용된다.

특히, 일회용 유아용 기저귀의 외피층과 같은 외피 물질의 경우에는 중합체 부직포의 내구성 및 연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합체 부직포의 내구성은 부직포의 내마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개선시킬 
수 있다. 내마모성은 부직포의 기브(give)를 증가시킴으로써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과 
같은 연성 성분 및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고강도 성분을 포함하는 다성분 부직포에서 다성분 부직포 사이
의 결합의 경우, 스트랜드는 충분한 하중이 가해질 때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내구성이 더 좋은 부직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성분 중합체 스트랜드들 간의 결합 및 다성분 부직포와 이 다성분 부직포가 
적층되는 다른 중합체 물질 시이트 간의 결합의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특히 흡수성 개인 위생 용품 및 가먼트 물질을 위한 외피 물질과 같은 용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성 및 내구성의 수준이 증가된 중합체 부직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개선된 부직포 및 그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연성, 강도, 내구성, 균일성 및 흡수성과 같은 물리적 특성이 바람직스럽게 복
합된 부직포 및 그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일회용 유아용 기저귀와 같은 흡수성 개인 위생 용품을 위한 연성을 갖지만 내
구성이 있는 부직 외피 물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의료용 의복과 같은 제품을 위한 연성을 갖지만 내구성이 있는 부직 가먼트 물
질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한 성분이 폴리에틸렌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블렌드를 함유하는 것
인 다성분 중합체 스트랜드로 이루어지는 부직포를 제공한다.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는 부직
포의 스트랜드 간의 결합에 보다 더 많은 내구성을 제공함으로써 부직포의 내마모성을 증가시킨다. 더 구
체적으로 말하자면,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는 그들의 결합 지점에서 부직포의 스트랜드의 기
브를 증가시키므로, 부직포는 더 많은 기브 및 더 높은 내마모성을 가지게 된다. 동시에, 에틸렌 알킬 아
크릴레이트 공중합체는 부직포의 다른 강도 특성을 증가시키며, 부직포의 연성, 드레이프 및 동형성을 개
선시킨다. 또한,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를 첨가함으로써 다성분 스트랜드의 천연 나선형 크
림프가 증가되는데, 이러한 크림프의 증가는 부직포의 부피를 증가시킨다. 상세하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첨가로 인해 스트랜드는 저온에서도 높은 수준의 크림프를 생성시
킬 수 있다. 적당하게 결합되는 경우, 본 발명의 부직포는 일회용 유아용 기저귀와 같은 흡수성 신체 보
호 제품의 외피 물질로 이용하고 또한 의료용 의복과 같은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가먼트 물질로 이용하는
데 특히 적당하다. 본 발명의 부직포가 외피 물질 또는 가먼트 물질로 이용되는 경우, 본 발명의 부직포
는 폴리에틸렌 필름과 같은 중합체 필름에 적층시킬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본 발명의 부직포는 다성분 스트랜드의 횡단면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분리된 대
역에 배열되며 다성분 스트랜드의 길이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연장되며 제1 및 제2중합체 성분을 포함하는 
압출된 다성분 중합체 스트랜드로 이루어진다. 이들 스트랜드는 스펀본드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연속 
필라멘트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스트랜드의 제2성분은 다성분 스트랜드의 길이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다
성분 스트랜드의 주변 표면의 적어도 일부를 구성하며, 폴리올레핀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
체의 블랜드를 포함한다. 다성분 스트랜드 사이의 결합은 열을 이용하여 형성시킬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첨가는 다성분 스트랜드 사이의 결합의 내구성을 
증가시킨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본 발명의 다성분 스트랜드의 제1중합체 성분은 스트랜드의 약 20 내지 약 80중
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제2중합체 성분은 스트랜드의 약 80 내지 약 20중량%의 양으로 존재한다. 바람직
하기로는, 본 발명의 다성분 스트랜드의 제1중합체 성분은 스트랜드의 약 40 내지 약 6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제2중합체 성분은 스트랜드의 약 60 내지 약 40중량%의 양으로 존재한다. 이밖에,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는 제2성분의 약 2 내지 약 5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폴리올레
핀은 제2성분 중에 제2성분의 약 98 내지 약 50중량%의 양으로 존재한다. 더 바람직하게는,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는 제2성분의 약 5 내지 약 25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폴리올레핀은 제2성분 중
에 제2성분의 약 95 내지 약 75중량%의 양으로 존재한다. 훨씬 더 바람직하게는,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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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공중합체는 제2성분의 약 10 내지 약 2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폴리올레핀은 제2성분 중에 제2성분
의 약 90 내지 약 80중량%의 양으로 존재한다.

적당한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로는 에틸렌 부틸 아크릴레이트, 에틸렌 에틸 아크릴레이트 및 
에틸렌 메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가 있다. 바람직한 공중합체는 에틸렌 n-부틸 아크릴레이트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면에서는 복합 부직 웹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복합 부직포는 다성분 스트랜드의 제2
성분에 폴리올레핀과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블렌드를 함유하는 다성분 중합체 스트랜드를 
포함하는 상기와 같이 압출된 다성분 중합체 스트랜드의 제1웹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복합 웹은 
압출된 중합체 스트랜드의 제2웹으로 이루어지는데, 제1 및 제2웹의 각각의 표면이 정면으로 향하여 적층
되도록 배치되며,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일체화된 직물을 형성한다. 제1웹의 다성분 스트랜드의 제2성분
에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를 첨가하면 제1웹과 제2웹 사이의 결합의 내구성이 증가한다. 이
러한 점은 전체 복합체의 내마모성 및 기브를 개선시킨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본 발명의 복합체의 제2웹의 스트랜드는 통상의 용융 취입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2웹의 스트랜드는 폴리올레핀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
합체로 된 제2 블렌드를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웹 및 제2웹에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
체가 존재함으로써 웹 사이의 결합 및 복합체의 전체적인 내구성을 증진시킨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본 발명의 복합 부직포는 제1웹에서와 같이 배열된, 제1 및 제2중합체 성분
을 함유하는 압출된 다성분 중합체 스트랜드의 제3웹으로 이루어지고, 제2성분은 폴리올레핀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로 된 제3 블렌드를 함유한다. 제2웹의 한쪽 면에는 제1웹이 결합되고, 제2웹
의 반대쪽 면에는 제3웹이 결합된다.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가 존재함으로써 세개의 웹 사이
의 결합의 내구성 및 복합 부직포의 전체적인 내구성을 개선시킨다.

바람직하기로는, 본 발명의 다층 부직포에서, 제1 및 제3웹의 스트랜드는 스펀본딩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연속 필라멘트이고, 제2 또는 중간 웹의 스트랜드는 용융 취입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복합 부직포는 가먼트 물질로서 이용하거나 또는 개인 위생용 흡수 제품을 위한 외피 물질로서 이용하기
에 특히 적당한 클로드류 물질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 및 본 발명의 광범위한 응용은 후술하는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당업계 숙련자에게 
명백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 내에서의 여러가지 변화 및 변경은 하기 상세한 설명
으로부터 당업계 숙련자에게 명백해지기 때문에,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태양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예
시를 위한 것이다.

제1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태양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 라인에 대한 개략도이다.

제2(a)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태양에 따라 제조된 중합체 성분 A 및 B가 병행 배열된 필라멘트의 
횡단면을 예시하는 개략도이다.

제2(b)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태양에 따라 제조된 중합체 성분 A 및 B가 이심 시드/코어로 배열된 
필라멘트의 횡단면을 예시하는 개략도이다.

제2(c)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태양에 따른 중합체 성분 A 및 B가 동심 시드/코어로 배열된 필라멘
트의 횡단면을 예시하는 개략도이다.

제3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태양에 따라 제조된 다층 직물의 점 결합형 샘플의 절단된 부분 투시도
이다.

제4도는 제3도의 다층 직물의 횡단면도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다성분 중합체 스트랜드로 제조된 연성을 가지면서 내구성을 가지는 클로드
류(cloth-like) 부직포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부직포는 2 성분들 중의 한 성분으로서 폴리올레핀 및 에
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블렌드를 함유하는 압출된 다성분 스트랜드로 이루어진다. 이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는 다성분 스트랜드 사이의 결합 지점에 약간의 기브를 제공하므로, 직물이 
응력을 보다 더 양호하게 분배시킬 수 있다. 이 결과, 본 발명의 부직포는 개선된 인장 신장도, 인장 에
너지, 내마모성 및 연성을 갖는다.

또한,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는 다성분 스트랜드의 천연 나선형 크림프를 증가시킴으로써, 
스트랜드가 저온에서도 높은 수준의 크림프를 생성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부직포는 개인 위생 용품 및 가먼트 물질을 위한 외피 물질로 이용하기에 특히 적당하다. 적당
한 개인 위생 용품으로는 일회용 유아용 기저귀와 같은 유아용 위생 용품, 소아용 속팬츠와 같은 어린이
용 위생 용품 및 실금용 제품 및 여성용 보호 제품과 같은 성인용 위생 용품이 있다. 적당한 가먼트 물질
로는 의료용 의복 및 작업복과 같은 물품이 있다. 외피 물질 또는 가먼트 물질로 이용하기 위해서, 본 발
명의  부직포는  액체  차단제로서  작용할  수  있는  폴리에틸렌  필름과  같은  중합체  필름에  적층시킬  수 
있다.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는 부직포와 중합체 필름 사이의 결합의 내구성을 증진시킨다.

적당한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로는 에틸렌 부틸 아크릴레이트, 에틸렌 에틸 아크릴레이트 및 
에틸렌 메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가 있다. 바림직한 공중합체는 n-부틸 아크릴레이트이다.

이밖에,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이 다성분 중합체 스트랜드를 함유하는 부직포로 이루어진 제1웹 및 이 
제1웹과 표면이 정면으로 향하여 적층되도록 배치되어 제1웹과 결합된 압출된 중합체 스트랜드로 이루어
지는 제2웹을 포함하는 복합 부직포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한 실시 태양에 따르면, 이러한 복
합 물질은 제2웹의 반대쪽 면과 결합된 압출된 다성분 중합체 스트랜드의 제3웹을 포함하여 3층 복합체를 
형성한다. 각 층은 복합체의 전체적인 내마모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폴리올레핀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
레이트 공중합체의 블렌드를 함유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스트랜드라는 용어는 다이와 같은 형성 오리피스를 통하여 중합체를 통과시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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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신장된 압출체를 의미한다. 스트랜드에는 한정된 길이를 갖는 불연속 스트랜드인 섬유 및 물질의 
연속 스트랜드인 필라멘트가 있다. 본 발명의 부직포는 스테이플 다성분 섬유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이
러한 스테이플 섬유를 카디드 및 본디드시켜 부직포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부직포는 연속 스펀본드 다성분 필라멘트를 압출, 연신 및 이동형 형성 표면 상에 침착시킴으로써 제조한
다. 본 발명의 부직포를 제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아래에서 상세히 후술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부직 웹”및 “부직포”라는 용어는 확인 가능한 반복적인 방식으로 편성되는 
독립적인 스트랜드의 구조체를 생성하는 제직 공정을 이용하지 않고 형성되는 물질 웹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 상호 교환하여 사용된다. 부직 웹은 용융 취입법, 스펀본드법, 필름 천공법 및 스테이플 섬유 카드법
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부직포는 제1 및 제2중합체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압출된 다성분 중합체 스트랜드를 포함한다. 
제1 및 제2성분은 다성분 스트랜드의 횡단면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분리된 대역에 배열되며 다성분 스트랜
드의 길이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연장되어 있다. 다성분 스트랜드의 제2성분은 다성분 스트랜드의 길이를 
따라 연속적으로 다성분 스트랜드의 주변 표면의 일부를 구성하며 폴리올레핀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
트 공중합체의 블렌드를 함유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태양은 제1중합체 성분 A 및 제2중합체 성분 B로 이루어지는 이성분 필라멘트를 
포함하는 중합체 부직포이다. 제1 및 제2성분인 A 및 B는 이들로부터 얻어지는 필라멘트가 높은 수준의 
천연 나선형 크림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a)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병행 배열 또는 제2(b)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심 시드/코어 배열로 배치될 수 있다. 시드/코어 배열에서 중합체 성분 A는 스
트랜드의 코어이고 중합체 B는 스트랜드의 시드이다. 또한, 제1 및 제2성분은 제2(c)도에 나타낸 바와 같
이 동심 시드/코어 배열 또는 기타 다른 다성분 배열로 배치될 수 있다. 다성분 중합체 스트랜드들을 이
와 같은 배열로 압출시키는 방법은 당업계 통상의 숙련자에게 널리 공지되어 있다.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 태양은 이성분 필라멘트에 관해 설명하고 있지만, 본 발명의 부직포는 2개의 초과하는 성분을 갖는 
스트랜드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다성분 스트랜드의 제1성분 A는 제2성분보다 더 높은 융점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바람직하기로는, 
제1성분 A는 폴리올레핀을 함유하고 제2성분은 폴리올레핀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의 블렌드를 함유
한다. 제1성분 A에 적당한 폴리올레핀으로는 폴리프로필렌, 프로필렌 및 에틸렌의 랜덤 공중합체 및 폴리
(4 - 메틸 - 1 - 펜텐)이 있지만, 제1성분 A는 또한 폴리에스테르 또는 폴리아미드와 같은 다른 열가소성 
중합체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제2성분 B에 적당한 폴리올레핀으로는 
폴리에틸렌, 및 프로필렌 및 에틸렌의 랜덤 공중합체가 있다. 제2성분 B에 이용하기에 바람직한 폴리에틸
렌으로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이 있다.

성분 A 및 B를 위한 중합체의 바람직한 조합은 (1) 제1성분 A로서 폴리프로필렌 및 제2성분 B로서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및 에틸렌 n-부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블렌드인 조합 및 (2) 제1성분 A로서 폴리
프로필렌 및 성분 B로서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랜덤 공중합체 및 에틸렌 n-부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블렌드인 조합이다.

본 발명의 부직포의 다성분 스트랜드를 제조하기에 적당한 물질로는 PD-3445 폴리프로필렌(미합중국 텍사
스주 휴스톤 소재 엑손(Exxon)사로부터 입수 가능함), 프로필렌과 에틸렌의 랜덤 공중합체(엑손사로부터 
입수 가능함), 아스펀(ASPUN) 6811A, 6808A 및 6817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미합중국 미시간주 미들랜드 
소재 다우 케미칼 캄파니(Dow Chemical Company)로부터 입수 가능함) 및 에나텐(ENATHENE) 720-009 에틸
렌  n-부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미합중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소재  퀀텀  케미칼  코포레이션  (USI 
Division)으로부터 입수 가능함)가 있다.

본 발명의 다성분 스트랜드의 주성분들은 상기한 바와 같지만, 이러한 중합체 성분들은 본 발명의 목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타 다른 물질들을 함유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중합체 성분 A 및 B는 안료, 산
화 방지제, 안정화제, 계면활성제, 왁스, 유동 촉진제, 고체 용매, 입자 및 본 발명의 조성물의 가공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들을 함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물질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한 실시 태양에 따르면, 다성분 스트랜드는 제1중합체 성분 A 약 20 내지 약 80중량% 
및 제2중합체 성분 B 약 80 내지 약 20중량%를 함유한다. 제2성분 B는 폴리올레핀 약98 내지 약 50중량%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약 2 내지 약 50중량%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바람직
하기로는, 제2성분 B는 폴리올레핀 약 95 내지 약 75중량%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약 5 
내지 약 25중량%로 이루어진다. 훨씬 더 바람직하기로는, 제2 성분 B는 폴리올레핀 약 90 내지 약 80중량
%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약 10 내지 약 20중량%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한 실시 태양에 따르면, 부직포는 중합체 성분 A 50중량% 및 중합체 성분 B 50중량%
가 병행 배열되어 이루어진 연속 스펀본드 이성분 필라멘트를 포함하고, 이 중합체 성분 A는 폴리프로필
렌 100중량%로 이루어지고, 중합체 성분 B는 폴리에틸렌 85%  및 에틸렌 n-부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15%로 이루어진다. 또다른 실시 태양에서는, 이 제2중합체 성분 B에서 폴리에틸렌 대신에 에틸렌 및 프로
필렌의 랜덤 공중합체를 사용한다.

제1도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한 실시 태양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 라인(10)을 기재한다. 공정 라인
(10)은 이성분 연속 필라멘트를 제조하도록 배열되어 있지만, 본 발명은 2개를 초과하는 성분을 갖는 다
성분 필라멘트로부터 제조되는 부직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부직포는 3 또는 4가지 성분을 갖는 필라멘트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공정 라인(10)은 중합체 성분 A 및 중합체 성분 B를 독립적으로 압출시키기 위하여 1쌍의 압출기(12a) 및 
(12b)를 포함한다. 중합체 성분 A는 제1호퍼(14a)로부터 독립적인 압출기(12a)에 공급되고, 중합체 성분
(B)는 제2호퍼(14b)로부터 독립적인 압출기(12b)로 공급된다. 중합체 성분 (A) 및 (B)는 압출기(12a) 및 
(12b)로부터 각각의 중합체 회로(16a) 및 (16b)를 통과하여 방사구금(18)로 공급된다. 이성분 필라멘트를 
압출시키기 위한 방사구금은 당업계 통상의 숙련자에게 널리 공지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상세히 기술하
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방사구금(18)은 중합체 성분 A 및 B를 각각 독립적으로 방사구금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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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통과시키기 위한 유동 통로를 형성하도록 개구부들이 배열된 패턴으로 한 플레이트 위에 다른 한 플레
이트를 쌓아 놓은 다수의 플레이트를 포함하는 방사 팩을 함유하는 하우징(housing)을 포함한다. 방사구
금(18)은 1개 이상의 줄로 배열된 개구부를 갖는다. 방사구금의 개구부들은 중합체들이 방사구금을 통해 
압출될 때 하향 연장되는 필라멘트 커튼을 형성한다. 바람직하기로는, 방사구금(18)은 병행 배열 또는 이
심 시드/코어 배열의 이성분 필라멘트를 형성하도록 배치될 수 있다. 이러한 배치는 각각 제2(a)도 및 제
2(b)도에 나타내었다.

또한,  공정 라인(10)은  방사구금(18)로부터 연장하는 필라멘트 커튼에 인접하여 배치되는 급냉 송풍기
(20)을 포함한다. 급냉 공기 송풍기(20)으로부터 나오는 공기는 방사구금(18)로부터 연장되는 필라멘트를 
급냉시킨다. 급냉 공기는 제1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필라멘트 커튼의 한쪽 면에 또는 필라멘트 커튼의 양
쪽에 공급될 수 있다.

섬유 연신 유닛 또는 애스퍼레이터(aspirator)(22)는 방사구금(18)의 아래쪽에 위치하며, 급냉된 필라멘
트를 수용한다. 중합체를 용융 방사하는데 이용하기 위한 섬유 연신 유닛 또는 애스퍼레이터는 상기한 바
와 같이 널리 공지되어 있다. 본 발명의 공정에 이용하기에 적당한 섬유 연신 유닛으로는 미합중국 특허 
제3,802,817호에 기재된 유형의 선형 섬유 애스퍼레이터 및 미합중국 특허 제3,692,698호 및 제3,423,266
호에 기재된 유형의 배출 건이 있으며, 이들 특허 문헌에 기재된 사항을 본 명세서에서는 참고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섬유 연신 유닛(22)는 신장된 수직 통로를 포함하며 이 통로에서는 통로의 측면으
로부터 들어와서 통로를 따라 하향 유동하는 공기를 흡입함으로써 필라멘트들을 연신시킨다. 흡입 공기는 
섬유 연신 유닛을 통하여 필라멘트 및 주위 공기를 연신시킨다. 필라멘트에 높은 수준의 천연 나선형 크
림프가 형성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흡입 공기를 가열기(24)에 의해 가열시킨다.

무한 다공성 형성 표면(26)은 섬유 연신 유닛(22)의 아래쪽에 위치하며, 섬유 연신 유닛의 유출구로부터 
연속 필라멘트를 수용한다. 형성 표면(26)은 안내 롤(28) 주위를 움직인다. 필라멘트가 침착되는 형성 표
면(26)의 아래쪽에 위치하는 진공(30)은 형성 표면에 있는 필라멘트를 연신시킨다.

공정 라인(10)은 가열될 수 있는 압축 롤(32)를 더 포함하며, 이 압축 롤(32)는 웹이 형성 표면(26)으로
부터 배출될 때 안내 롤(28)의 최전방부와 함께 웹을 수용한다. 이밖에, 공정 라인은 이성분 필라멘트들
을 서로 결합시키고 웹을 완성하여 최종적인 직물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열 처리에 의한 점 결합을 위한 
압연 롤(34) 한쌍을 포함한다. 최종적으로, 공정 라인(10)은 최종적인 직물을 회수하기 위해 권취 롤(4
2)를 포함한다.

공정 라인(10)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호퍼(14a) 및 (14b)를 각각 중합체 성분 A 및 B로 충전시킨다. 중
합체 성분 A 및 B를 용융시키고, 중합체 회로(16a)와 (16b) 및 방사구금(18)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압출기
(12a) 및 (12b)에 의해 압출시킨다. 용융 중합체의 온도는 사용되는 중합체에 따라 좌우되어 변화하지만, 
성분 A 및 B로서 각각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에틸렌이 이용되는 경우에 중합체의 바람직한 온도는 약 188
℃(370℉) 내지 약 277℃(530℉)이고, 더 바람직하게는 199℃(390℉) 내지 약 232℃(450℉)이다.

압출된 필라멘트들이 방사구금(18)의 아래쪽으로 연장될 때, 급냉 송풍기(20)으로 부터 나오는 공기 스트
림은 필라멘트들을 적어도 일부분 급냉시켜서 필라멘트 내에 잠재적인 나선형 크림프를 발생시킨다. 바람
직하게는, 급냉 공기는 약 7.2℃(45℉) 내지 약 32.2℃(90℉)의 온도 및 약 30.4m/분 (100ft/분) 내지 약 
123.2m/분(400ft/분)의 속도로 필라멘트의 길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수직인 방향으로 유동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급냉 후, 필라멘트들은 섬유 연신 유닛(22)를 통과하는 공기의 유동에 의해 섬유 연신 유닛의 수직 통로
로 연신된다. 섬유 연신 유닛은 방사구금(18)의 저부로부터 하향 76.2 내지 152.4cm(30 내지 60인치) 되
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라멘트들이 최소의 천연 나선형 크림프를 갖기를 원하는 경우, 흡
입 공기의 온도는 주위 온도이다. 필라멘트가 높은 수준의 크림프를 갖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열기(2
4)로부터 가열된 공기를 섬유 연신 유닛(22)에 공급한다. 롤은 수준의 크림프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가
열기(24)로부터 공급되는 공기의 온도는 필라멘트에 흡입되는 차가운 주위 공기와의 혼합으로 인해 약간 
냉각된 후 그 공기가 필라멘트의 잠재적인 크림프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온도로 필라멘트를 가열하기
에 충분한 온도이다. 필라멘트의 잠재적인 크림프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온도는 약 43.3℃(110℉) 내
지 제2성분 B의 융점 미만의 최대 온도이다. 가열기(24)로부터 공급되는 공기의 온도 및 필라멘트가 가열
되는 온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상이한 수준의 크림프를 생성시킬 수 있다. 목적하는 수준의 크림프를 생성
하기 위해 필라멘트와 접촉하는 공기의 온도는 필라멘트 중의 중합체 유형 및 필라멘트의 데니어와 같은 
인자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기 온도가 높으면 더 많은 수의 크림프가 생성된다. 필라멘트의 크림프 생성 정도는 필라
멘트와 접촉하는 섬유 연신 유닛(22) 중의 혼합 공기의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섬유 연신 유닛 중의 공기의 온도를 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부직포의 밀도, 공극 크
기 분포 및 드레이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연신된 필라멘트는 섬유 연신 유닛(22)의 바깥쪽 개구부를 통해 이동성 형성 표면(26) 상에 침착된다. 진
공(20)은 형성 표면(26)에 침착된 필라멘트를 연신시켜서 연속 필라멘트의 비결합 부직 웹을 형성한다. 
이어서, 웹을 압축 롤(32)로 약하게 압축시키고, 결합 롤(34)를 이용하여 열처리에 의해 점 결합시킨다. 
열처리에 의한 점 결합 기술은 당업계 숙련자에게 널리 공지되어 있으므로 본 명세서에서는 상세히 기술
하지 않는다. 미합중국 특허 제3,855,046호에 따른 열처리에 의한 점 결합법이 바람직하고, 본 명세서에
서는 이 특허 문헌을 참고한다. 결합 패턴의 종류는 목적하는 직물 강도의 정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또한, 결합 온도는 필라멘트 중의 중합체와 같은 인자에 따라 좌우되어 변화할 수 있지만, 약 116 내지 
124℃(240 내지 255℉)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열처리에 의한 점 결합은 유아용 기저귀와 같은 흡수성 
개인 위생 용품의 외피 및 의료용 의복과 같은 제품을 위한 가먼트 물질로 이용하기 위한 클로드류 물질
을 제조하는 경우에 바람직하다. 이러한 열처리에 의한 점 결함형 물질을 제3도에 나타내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웹은 권취 롤(42) 상에 권취되며, 후속 처리 또는 이용을 위한 준비 상태에 놓인다. 
액체 흡수 제품을 제조하는데 이용하는 경우, 본 발명의 부직포는 부직포의 습윤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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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표면 처리법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통상의 중합체 첨가제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부직포는 미합중국 특허 제5,057,361호에 기재된 폴리알칼라인 - 디옥사이드 변성 폴리디메틸 - 실록산과 
같은 폴리알칼라인-옥사이드 변성 실록산 및 실란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표면 처리는 부직포의 
습윤성을 증진시키므로, 이 부직포는 여성용 위생 용품, 유아용 위생 용품, 어린이용 위생 용품 및 성인
용 실금용 제품을 위한 라이너 또는 서지 처리 물질로서 적당하다. 또한, 본 발명의 부직포는 당업계 숙
련자에게 공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전기 방지제, 알코올 휘발제 등과 같은 기타 다른 처리제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얻은 물질은 연성이지만 내구성을 갖는다. 에틸렌 알킬 아크릴 레이트 공중합체의 첨가는 
부직포의 연성을 감소시키지 않은채 부직포의 내마모성 및 기브를 증진시킨다.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는 다성분 필라멘트 사이의 결합 지점에 기브를 제공함으로써 응력을 더 양호하게 분배시킬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부직포가 개인 위생 용품을 위한 외피 물질로 이용되는 경우, 본 발명의 부직포는 약 1 내지 
약 12 dpf의 데니어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바람직하게는 약 2 내지 약 3.5 dpf의 데니어를 갖는 것
이 좋다. 데니어가 낮으면 부직포에 클로드류 촉감 특성이 제공된다. 이러한 외피 물질의 기초 중량은 약 
0.4 내지 약 3.0 osy인 것이 바람직하다.

제1도에 나타낸 결합 방법은 열처리에 의한 점 결합이지만, 클로드류 직물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
의 부직포를 오븐 결합, 초음파 결합, 하이드로엔탱글링법(hydroentangling)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같은 기
타 다른 수단에 의해 결합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합 기술은 당업계 통상의 숙련
자에게 널리 공지되어 있으므로 본 명세서에서는 상세히 기술하지 않는다. 올이 듬성한 물질이 필요한 경
우, 본 발명의 부직포는 통기 결합법과 같은 비압축 수단을 이용하여 결합시킬 수 있다. 통기 결합법은 
당업계 숙련자에게 널리 공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본 발명의 부직포는 부직포가 천공형 롤 
위를 통과할 때 그 부직포를 통해서 필라멘트의 제2성분 B의 융점보다 높은 온도를 갖는 공기를 주입시킴
으로써 통기 결합법에 의해 결합시킬 수 있다. 더운 공기는 저융점 성분 B를 용융시킴으로써 이성분 필라
멘트 사이에 결합을 형성하여 웹을 완성시킨다. 이와 같이 올이 매우 듬성한 물질은 유아용 기저귀의 라
이너 또는 서지 처리부와 같은 개인 위생용 흡수 제품의 유체 처리층으로 유용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면에 따르면, 상기 부직포를 1개 이상의 중합체 부직포에 적층시켜 복합 물질을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피 물질은 상기 열처리에 의해 점 결합된 스펀본드 부직포를 중합체 필름에 적층
시켜서 형성할 수 있다. 중합체 필름은 액체 차단제로서 작용하고,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과 같은 
폴리올레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약 1mil 미만의 두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밀도 폴리
에틸렌 및 비교적 연성인 폴리프로필렌이 특히 바람직하다. 또한, 중합체 필름은 예를 들면 부직 물질에 
인접하는 층에 에틸렌 메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와 같은 접착성 중합체 및 외부층에 저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폴리올레핀을 포함하는 공압출된 필름일 수 있다. 접착층은 공압출된 필름의 
약 20중량%인 것이 바람직하고 외부층은 공압출된 필름의 약 80중량%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
른 실시 태양에 따르면, 상기와 같이 제조된 압출된 다성분 중합체 스트랜드의 제1웹을 압출된 중합체 스
트랜드의 제2웹에 결합시키는데, 이때 제1 및 제2웹은 각 표면이 정면으로 향하여 적층되도록 배치된다. 
제2웹은 스펀 본드 물질일 수 있지만, 의료용 의복을 위한 가먼트 물질과 같은 응용의 경우, 제2층은 널
리 공지된 용융 취입 기술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용융 취입된 층은 액체 차단층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용융 취입 기술은 미합중국 특허 제4,041,203호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으며, 본 명세서에서는 
이 특허 문헌을 참고한다. 미합중국 특허 제4,041,203호는 용융 취입 기술에 관한 다음 간행물을 참고하
며, 이 문헌도 또한 본 명세서에 참고한다[INDUSTRIAL ＆ ENGINEERING CHEMISTRY 제48권 제8호 제1342 내
지 1346페이지에 기재된 “Superfine Thermoplastic Fibers”이라는 논문(미합중국 워싱톤에 소재하는 해
양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  해양  연구소  보고서  제111,437호(1954년  4월  15일);  미합중국  특허 제
3,715,251호, 제3,704,198호, 제3,676,242호; 제3,595,245호; 및 영국 명세서 제1,217,892호].

용융 취입층은 제1웹의 다성분 스트랜드의 제2성분 B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성으로 이루어진다. 이 두개
의 웹은 서로 열처리에 의해 점 결합하여 클로드류 물질을 형성한다. 제1 및 제2웹이 서로 결합하고, 에
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가 제1웹의 다성분 스트랜드의 제2성분 B 및 제2웹 모두에 존재하는 경
우, 웹 사이의 결합은 보다 더 내구성이 있으며, 복합 물질은 증가된 내마모성을 갖는다.

제1웹에서와 같은 다성분 중합체 스트랜드를 포함하는 부직포로 이루어진 제3층은 제1웹과는 반대쪽에 위
치하는 제2웹의 면에 결합할 수 있다. 제2웹이 용융 취입층인 경우, 용융 취입층은 다성분 물질로 된 2개
의 층 사이에 삽입시킨다. 이러한 물질(50)을 제3도 및 제4도에 예시하였으며, 이 물질은 액체 투과 방지 
중간층(52)를 함유하고, 이 층은 보다 더 양호한 연성 및 촉감을 제공하기 위해 각 면에 비교적 연성 직
물층(54) 및 (56)을 가지기 때문에 의료용 가먼트 물질로서 유리하다. 물질(50)은 열처리에 의해 점 결합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처리에 의해 점 결합되는 경우, 독립적인 층(52), (54) 및 (56)은 결합 지점
(58)에서 서로 결합한다.

이러한 복합 물질은 웹을 개별적으로 형성한 후 서로 결합시키거나, 또는 한 웹을 다른 웹 위에 형성하는 
연속 공정에 의해 형성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당업계 숙련자에게 널리 공지되어 있으므로 
본 명세서에서는 더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미합중국 특허 제4,041,203호에는 이러한 복합 물질을 제조
하는 연속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며, 본 명세서에서는 이 문헌을 참고한다.

다음 실시예 1∼9는 본 발명의 특정 실시 태양을 예시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본 발명을 수행하는 방법으
로 당업계 숙련자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비교예 1 및 2는 본 발명의 잇점을 예시하기 위한 것이다. 
당업계 숙련자들은 사용되는 특정 가공 장치 및 주위 조건에 따라 좌우되어 다음 실시예에 제공된 변수로
부터 어느 정도 본 발명의 변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비교예 1]

상기 제1도에 예시한 방법에 따라서 연속 이성분 필라멘트로 이루어지는 부직 웹을 제조하였다. 필라멘트
는 병행 배열이었으며, 한쪽 면에 대한 다른 한쪽 면의 중량비는 1:1이었다. 스핀 호올의 기하는 0.6mmD
이었으며 L/D 비는 4:1이었고, 방사구금은 기계 방향으로 1인치 당 50개의 개구부를 갖도록 배열된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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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645개 가졌다. 성분 A의 조성은 PD-3445 폴리프로필렌(미합중국 텍사스주 휴스톤 소재 엑손사 제품) 
100중량%이었고, 성분 B의 조성은 아스펀 6811A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미합중국 미시간주 미드랜드 소
재 다우 케미칼 컴파니 제품) 100중량%이었다. 방사 팩 중의 용융 온도는 232℃(450℉)이었고, 스핀 호올 
처리량은 0.5GHM이었다. 급냉 공기의 유속은 15scfm이었고 급냉 공기의 온도는 11.7℃(53℉)이었다. 애스
퍼레이터 공급 온도는 177℃(350℉)이었고, 매니포올드 압력은 4.2psi이었다. 이와 같이 하여 얻은 웹은 
패턴/앙빌(anvil) 결합 온도 117℃(242℉)/117.2℃(243℉)에서 열처리에 의해 점 결합시켰다. 결합 패턴
은 일정 간격으로 떨어진 결합 영역을 가지며, 1평방 인치 당 250개의 결합 지점 및 전체 결합 영역 15%
를 가졌다.

[실시예 1]

상기 제1도에 예시한 방법에 따라서 연속 이성분 필라멘트로 이루어지는 부직 웹을 제조하였다. 필라멘트
는 병행 배열이었으며, 한쪽 면에 대한 다른 한쪽 면의 중량비는 1:1이었다. 스핀 호올의 기하는 0.6mmD
이었으며 L/D 비는 4:1이었고, 방사구금은 기계 방향으로 1인치 당 50개의 개구부를 갖도록 배열된 개구
부를 645개 가졌다. 성분 A의 조성은 PD-3445 폴리프로필렌(미합중국 텍사스주 휴스톤 소재 엑손사 제품) 
100중량%이었고, 성분 B의 조성은 아스펀 6811A 폴리에틸렌(미합중국 미시간주 미드랜드 소재 다우 케미
칼 컴파니 제품) 95중량% 및 에나텐 720-009 에틸렌 n-부틸 아크릴레이트(퀀텀사 제품) 5중량%이었다. 방
사 팩 중의 용융 온도는 222℃(432℉)이었고,  스핀 호올 처리량은 0.7GHM이었다.  급냉 공기의 유속은 
16scfm이었고 급냉 공기의 온도는 11.7℃(53℉)이었다. 애스퍼레이터 공급 온도는 187℃(368℉)이었고, 
매니포울드  압력은  3.8psi이었다.  이와  같이  하여  얻은  웹은  패턴/앙빌(anvil)  결합  온도 118℃(244
℉)/119℃(246℉)에서 열처리에 의해 점 결합시켰다. 결합 패턴은 일정 간격으로 떨어진 결합 영역을 가
지며, 1평방 인치 당 250개의 결합 지점 및 전체 결합 영역 15%를 가졌다.

[실시예 2]

상기 제1도에 예시한 방법에 따라서 연속 이성분 필라멘트로 이루어지는 부직 웹을 제조하였다. 필라멘트
는 병행 배열이었으며, 한쪽 면에 대한 다른 한쪽 면의 중량비는 1:1이었다. 스핀 호올의 기하는 0.6mmD
이었으며 L/D 비는 4:1이었고, 방사구금은 기계 방향으로 1인치 당 50개의 개구부를 갖도록 배열된 개구
부를 645개 가졌다. 성분 A의 조성은 PD-3445 폴리프로필렌(미합중국 텍사스주 휴스톤 소재 엑손사 제품) 
100중량%이었고, 성분 B의 조성은 아스펀 6811A 폴리에틸렌(미합중국 미시간주 미드랜드 소재 다우 케미
칼 컴파니 제품) 90중량% 및 에나텐 720-009 에틸렌 n-부틸 아크릴레이트(퀀텀사 제품) 10중량%이었다. 
방사 팩 중의 용융 온도는 227℃(431℉)이었고, 스핀 호올 처리량은 0.7GHM이었다. 급냉 공기의 유속은 
15scfm이었고 급냉 공기의 온도는 11.7℃(53℉)이었다. 애스퍼레이터 공급 온도는 182℃(359℉)이었고, 
매니포울드 압력은 3.8psi이었다. 이와 같이 하여 얻은 웹은 패턴/앙빌(anvil)  결합 온도 117.2℃(243
℉)/119℃(247℉)에서 열처리에 의해 점 결합시켰다. 결합 패턴은 일정 간격으로 떨어진 결합 영역을 가
지며, 1평방 인치 당 250개의 결합 지점 및 전체 결합 영역 15%를 가졌다.

[실시예 3]

상기 제1도에 예시한 방법에 따라서 연속 이성분 필라멘트로 이루어지는 부직 웹을 제조하였다. 필라멘트
는 병행 배열이었으며, 한쪽 면에 대한 다른 한쪽 면의 중량비는 1:1이었다. 스핀 호올의 기하는 0.6mmD
이었으며 L/D 비는 4:1이었고, 방사구금은 기계 방향으로 1인치 당 50개의 개구부를 갖도록 배열된 개구
부를 645개 가졌다. 성분 A의 조성은 PD-3445 폴리프로필렌(미합중국 텍사스주 휴스톤 소재 엑손사 제품) 
100중량%이었고, 성분 B의 조성은 아스펀 6811A 폴리에틸렌(미합중국 미시간주 미드랜드 소재 다우 케미
칼 컴파니 제품) 85중량% 및 에나텐 720-009 에틸렌 n-부틸 아크릴레이트(퀀텀사 제품) 15중량%이었다. 
방사 팩 중의 용융 온도는 222℃(431℉)이었고, 스핀 호올 처리량은 0.7GHM이었다. 급냉 공기의 유속은 
15scfm이었고 급냉 공기의 온도는 11.7℃(53℉)이었다. 애스퍼레이터 공급 온도는 182℃(359℉)이었고, 
매니포울드 압력은 3.8psi이었다. 이와 같이 하여 얻은 웹은 패턴/앙빌(anvil)  결합 온도 117.2℃(243
℉)/119℃(247℉)에서 열처리에 의해 점 결합시켰다. 결합 패턴은 일정 간격으로 떨어진 결합 영역을 가
지며, 1평방 인치 당 250개의 결합 지점 및 전체 결합 영역 15%를 가졌다.

비교예 1 및 실시예 1∼3에서 얻은 직물 샘플을 그들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시험하였다. 이 시
험으로부터 얻은 데이타를 표 1에 나타내었다. 그랩(grab) 인장은 ASTM D 1682에 따라서 측정하고, 드레
이프 강성은 ASTM D 1388에 따라서 측정하였다.

트래피조이드(trapezoid) 인열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하중을 샘플의 길이와 평행하게 적용할 때의 직물의 
인열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트래피조이드 인열은 인열 하중을 최저 피이크 및 최고 피이크의 평균치가 
아니라 최초 피이크 및 최고 피이크의 평균치로 계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ASTM D 1117-14에 따라 측정하
였다.

마르틴달(Martindale) 마모성 시험은 마르틴달 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가벼운 압력하에 편직포 상에서의 
필(pill) 및 기타 다른 표면 변화 형성에 대한 내성을 측정한다. 마르틴달 마모성은 얻어지는 값이 마르
틴달 시험 장치에 의해 직물 샘플에 1.27cm(0.5인치)의 호올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사이클 횟수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ASTM 04970-89에 따라서 측정하였다.

내마모성은 이중 헤드 회전식 플랫포옴(테이버(Tabor)) 시험에 의해 측정하였다. 이 테이버 시험은 125g
의 고무 바퀴를 이용하여 ASTM D-1175에 따라서 수행하였다. 내마모성은 포토에 대한 사이클로 측정하였
다.

컵(cup) 분쇄 시험은 직물의 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컵 모양의 직물이 그에 가해진 변형을 균일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컵 모양의 직물을 약 6.5cm 직경의 실린더로 둘러싼 상태에서, 4.5cm 직경의 반구 토
양 푸트(foot)가 직경 약 6.5cm 및 높이 약 6.5cm의 역위된 컵 모양으로 형성된 직물 22.7×22.7cm(9×9
인치) 조각을 분쇄하는데 필요한 피이크 하중을 측정한다. 푸트 및 컵은 컵 벽과 푸트 사이의 접촉이 피
이크 하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배열한다. 피이크 하중은 모델 PTD-
G-500 하중 셀(이용 범위: 500g, 미합중국 뉴저지주 펜사우켄 소재 샤에비츠 캄파니(Schaevitz Company)
로부터 입수 가능함)을 이용하여 푸트를 약 0.64cm/초(0.25인치/초, 15인치/분)의 속도로 하강시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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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표 1]

표 1의 데이타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시예 1∼3으로부터 얻은 샘플의 내마모성은 비교예 1로부
터 얻은 샘플의 내마모성에 비해 상당히 컸다. 이러한 점은 1층 웹으로 형성되는 다성분 필라멘트의 제2
성분에 에틸렌 부릴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를 첨가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를 입증한다.

또한, 표 1은 기계 방향에서 측정한 피이크 하중에 의해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에틸렌 부틸 아크릴레이트
의 첨가가 부직포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변형율(%) 및 피이크 에너지 값의 증가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직포의 인성을 증가시키며, 컵 분쇄 하중 및 에너지 값의 감소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직
포의 연성 및 동형성을 증가시키고, 캘리퍼의 증가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직포의 부피를 증가시
킨다는 점을 입증한다.

[비교예 2]

상기 제1도에 예시한 방법에 따라서 연속 이성분 필라멘트로 이루어지는 부직 웹을 제조하였다. 필라멘트
는 동심 시드/코어 배열이었으며, 코어에 대한 시드의 중량비는 1:1이었다. 스핀 호올의 기하는 0.6mmD이
었으며 L/D 비는 4:1이었고, 방사구금은 기계 방향으로 1인치 당 50개의 개구부를 갖도록 배열된 개구부
를 525개 가졌다. 코어의 조성은 PD-3445 폴리프로필렌(미합중국 텍사스주 휴스톤 소재 엑손사 제품) 100
중량%이었고, 시드의 조성은 아스펀 6811A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미합중국 미시간주 미드랜드 소재 다
우 케미칼 컴파니 제품) 100중량%이었다. 방사 팩 중의 용융 온도는 221℃(430℉)이었고, 스핀 호올 처리
량은 0.7GHM이었다. 급냉 공기의 유속은 22scfm이었고 급냉 공기의 온도는 12.8℃(55℉)이었다. 애스퍼레
이터 공급 온도는 128℃(55℉)이었고, 매니포울드 압력은 5psi이었다. 이 웹은 아스펀 6811A 폴리에틸렌 
100중량%로 이루어지는 중간에 위치하는 용융 취입 부직 웹의 반대쪽에 결합되도록 열처리에 의해 점 결
합시켰다. 이 용융 취입 웹은 미합중국 특허 제4,041,203호에 따라 제조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얻은 복
합체는 127℃(260℉)의 결합 온도에서 열처리에 의해 점 결합시켰다. 결합 패턴은 일정 간격으로 떨어진 
결합 영역을 가지며, 1평방 인치 당 270개의 결합 지정 및 전체 결합 영역 18%를 가졌다.

[실시예 4]

상기 제1도에 예시한 방법에 따라서 연속 이성분 필라멘트로 이루어지는 부직 웹을 제조하였다. 필라멘트
는 동심 시드/코어 배열이었으며, 코어에 대한 시드의 중량비는 1:1이었다. 스핀 호올의 기하는 0.6mmD이
었으며 L/D 비는 4:1이었고, 방사구금은 기계 방향으로 1인치 당 50개의 개구부를 갖도록 배열된 개구부
를 525개 가졌다. 코어의 조성은 3445 폴리프로필렌(미합중국 텍사스주 휴스톤 소재 엑손사 제품) 100중
량%이었고, 시드의 조성은 아스펀 6811A 폴리에틸렌(미합중국 미시간주 미드랜드 소재 다우 케미칼 컴파
니 제품) 85중량% 및 에나텐 720-009  에틸렌 n-부틸 아크릴레이트(미합중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소재 
USI Division인 퀀텀 케미칼 코포레이션 제품) 15 량%이었다. 방사 팩 중의 용융 온도는 221℃(430℉)이
었고, 스핀 호올 처리량은 0.7GHM이었다. 급냉 공기의 유속은 22scfm이었고 급냉 공기의 온도는 12.8℃
(430℉)이었다. 애스퍼레이터 공급 온도는 128℃(55℉)이었고, 매니포울드 압력은 5psi이었다. 이 웹은 
아스펀 6811A 폴리에틸렌 100중량%로 이루어지는 중간에 위치하는 용융 취입 부직 웹의 반대쪽에 결합되
도록 열처리에 의해 점 결합시켰다. 이 용용 취입 웹은 미합중국 특허 제4,041,203호에 따라 제조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얻은 복합체는 127℃(260℉)의 결합 온도에서 열처리에 의해 점 결합시켰다. 결합 패턴은 
일정 간격으로 떨어진 결합 영역을 가지며, 1평방 인치 당 270개의 결합 지점 및 전체 결합 영역 18%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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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5]

실시예 4에서 용융 취입층이 3495G 폴리프로필렌(엑손사 제품) 100중량%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4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서 복합 부직포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6]

실시예 4에서 스펀본드층의 필라멘트의 시드가 2355 고밀도 폴리에틸렌(다우 케미칼 캄파니 제품) 85중량
% 및 에나텐 720-009 에틸렌 n-부틸 아크럴레이트 공중합체(퀀텀사 제품) 15중량%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
외하고는 실시예 4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복합 부직포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7]

실시예 4에서 스펀본드층의 필라멘트의 시드가 25355 고밀도 폴리에틸렌(다우 케미칼 캄파니 제품) 85중
량% 및 에나텐 720-009 에틸렌 n-부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퀀텀사 제품) 15중량%로 이루어지고, 용융 
취입층이 3495G 폴리프로필렌(엑손사 제품) 100중량%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4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복합 부직포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8]

실시예 4에서 스펀본드층의 필라멘트의 시드가 아스펀 6808A 폴리에틸렌(다우 케미칼 캄파니 제품) 85중
량% 및 에나텐 720-009 에틸렌 n-부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퀀텀사 제품) 15중량%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4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복합 부직포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9]

실시예 4에서 스펀본드층의 필라멘트의 시드가 아스펀 6808A 폴리에틸렌(다우 케미칼 캄파니 제품) 85중
량% 및 에나텐 720-009 에틸렌 n-부틸 아크럴레이트 공중합체(퀀텀사 제품) 15중량%로 이루어지고 용융 
취입층이 3495G 폴리프로필렌(엑손사 제품) 100중량%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4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복합 부직포를 제조하였다.

비교예 2 및 실시예 4-9에서 이용된 마르틴달 마모성 시험은 마르틴달 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가벼운 압력 
하에서 편직포 상에서의 필 및 기타 다른 표면 변화 형성에 대한 내성을 측정한다. 마르틴달 마모성은 얻
어지는 값이 마르틴달 시험 장치에 의해 직물 샘플에 1.27cm(0.5인치)의 호올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사이
클 횟수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ASTM 04970-89에 따라 측정하였다.

[표 2]

표 2의 데이타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시예 4-9로부터 얻은 샘플의 내마모성은 비교예 2에서 얻
은 샘플의 내마모성보다 상당히 컸다. 이것은 다성분 필라멘트의 제2성분에 에틸렌 부릴 아크릴레이트 공
중합체를 첨가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를 입증한다. 실시예 4-9로부터 얻은 샘플의 강도 및 연성 특성은 
스펀본드 및 용융 취입층에 존재하는 폴리올레핀에 따라 좌우되어 변화하였다. 실시예 2를 실시예 4와 직
접 비교해 볼 때, 에틸렌 부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첨가가 복합 부직포의 강도 특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층 웹을 형성하는 다성분 필라멘트에 에틸렌 부틸 아크릴레이트를 첨가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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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와는 달리, 연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본 발명을 특정 실시 태양과 관련시켜서 상세히 기술하였지만, 당업계 숙련자들이 상기 설명을 이해할 때 
이들 실시 태양에 대한 변경, 변화 및 균등물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인식한다. 따라서 본 발
명의 범위는 첨부하는 특허 청구의 범위 및 그의 균등물의 범위로서 평가하여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성분 스트랜드가 횡단면, 길이 및 주변 표면을 가지고, 제1 및 제2성분이 다성분 스트랜드의 횡단면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분리된 대역에 배열되며 다성분 스트랜드의 길이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연장되며, 제2
성분이 다성분 스트랜드의 길이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다성분 스트랜드의 주변 표면의 적어도 일부를 구성
하며 폴리올레핀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블렌드를 함유하는, 제1 및 제2중합체 성분을 
포함하는 압출된 다성분 중합체 스트랜드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가 제2성분의 약 2 내지 약 5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폴리올레핀이 제2성분의 약 98 내지 약 5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부직포.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가 제2성분의 약 5 내지 약 25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폴리올레핀이 제2성분의 약 95 내지 약 75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부직포.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가 제2성분의 약 10 내지 약 2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폴리올레핀이 제2성분의 약 90 내지 약 8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부직포.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중합체 성분이 스트랜드의 약 20 내지 약 8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제2중합
체 성분이 스트랜드의 약 80 내지 약 2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부직포.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중합체 성분이 스트랜드의 약 40 내지 약 6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제2중합
체 성분이 스트랜드의 약 60 내지 약 4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부직포.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랜드가 연속 필라멘트인 부직포.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가 에틸렌 부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에틸렌 
에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및 에틸렌 메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부직포.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성분의 폴리올레핀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및 에틸렌 및 프로필렌의 공중
합체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부직포.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성분의 폴리올레핀이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제1융점을 가지며, 제2성분이 제1융점보다 낮은 제2융점을 갖는 부직포.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제1융점을 가지며, 제2성분이 제1융점보다 낮은 제2융점을 가지며, 제2
성분이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제1융점을 가지며, 제2성분이 제1융점 보다 낮은 제2융점을 가지며, 제2
성분이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제1융점을 가지며, 제2성분이 제1융점보다 낮은 제2융점을 가지며, 제1
성분이 폴리올레핀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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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제1융점을 가지며, 제2성분이 제1융점보다 낮은 제2융점을 가지며, 제1
성분이 폴리프로필렌, 및 프로필렌 및 에틸렌의 공중합체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제2성분이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제1융점을 가지며, 제2성분이 제1융점보다 낮은 제2융점을 가지며, 제1
성분이 폴리프로필렌, 및 프로필렌 및 에틸렌의 공중합체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제2성분이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제1융점을 가지며, 제2성분이 제1융점보다 낮은 제2융점을 가지며, 제1
성분이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지고, 제2성분이 프로필렌 및 에틸렌의 랜덤 공중합체로 이루어지는 부직
포.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중합체 성분이 스트랜드의 약 20 내지 약 8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제2중합
체 성분이 스트랜드의 약 80 내지 약 2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며; 상기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
체가 제2성분의 약 2 내지 약 5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폴리올레핀이 제2성분의 약 98 내지 약 50중량
%의 양으로 존재하는 부직포.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지고, 제2성분이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지고, 제2성분이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중합체 성분이 스트랜드의 약 20 내지 약 8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제2중합
체 성분이 스트랜드의 약 80 내지 약 2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며; 상기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
체가 제2성분의 약 5 내지 약 25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폴리올레핀이 제2성분의 약 95 내지 약 75%의 
양으로 존재하는 부직포.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지고, 제2성분이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지고, 제2성분이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중합체 성분이 스트랜드의 약 20 내지 약 8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제2중합
체 성분이 스트랜드의 약 80 내지 약 2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며,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가 
제2성분의 약 10 내지 약 2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폴리올레핀이 제2성분의 약 90 내지 약 8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부직포.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지고, 제2성분이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지고, 제2성분이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2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랜드가  웹을  형성하고,  이  웹에  결합되는  중합체  필름층을  더  포함하는 
부직포.

청구항 28 

다성분 필라멘트가 횡단면, 길이 및 주변 표면을 가지고, 제1 및 제2성분이 다성분 필라멘트의 횡단면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분리된 대역에 배열되며 다성분 필라멘트의 길이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연장되고, 제2
성분이 다성분 필라멘트의 길이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다성분 필라멘트의 주변 표면의 적어도 일부를 구성
하며 폴리올레핀 약 98 내지 약 50중량%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약 2 내지 약 50중량%의 
블렌드를 함유하는, 제1중합체 성분 약 20 내지 약 80중량% 및 제2중합체 성분 약 80 내지 약 20중량%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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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연속 다성분 중합체 필라멘트로 이루어진 부직포.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지고, 제2성분이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지고, 제2성분이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31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가 에틸렌 부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에틸
렌 에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및 에틸렌 메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
는 부직포.

청구항 32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필라멘트가 웹을 형성하고, 이 웹에 결합되는 중합체 필름층을 더 포함하는 부직
포.

청구항 33 

(a) 다성분 스트랜드가 횡단면, 길이 및 주변 표면을 가지며, 제1 및 제2성분이 다성분 스트랜드의 횡단
면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분리된 대역에 배열되며 다성분 스트랜드의 길이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연장되고, 
제2성분이 다성분 스트랜드의 길이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다성분 스트랜드의 주변 표면의 적어도 일부를 
구성하며 폴리올레핀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제1블렌드를 함유하는, 제1 및 제2중합체 
성분을 포함하는 압출된 다성분 중합체 스트랜드로 이루어지는 제1웹; 및 (b) 단일 중합체 성분이 폴리올
레핀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제2블렌드를 포함하는 압출된 단일 성분 중합체 스트랜드
로 이루어지는 제2웹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1 및 제2웹의 각각의 표면이 정면을 향하여 적층되도록 배
치되어 서로 결합하여 일체화된 직물을 형성한 부직포.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2웹의 스트랜드가 용융 취입된 부직포.

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다성분 스트랜드가 횡단면, 길이 및 주변 표면을 가지며, 제1 및 제2성분이 다성분 스
트랜드의 횡단면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분리된 대역에 배열되며 다성분 스트랜드의 길이를 따라서 연속적
으로 연장되고, 제2성분이 다성분 스트랜드의 길이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다성분 스트랜드의 주변 표면의 
적어도 일부를 구성하며 폴리올레핀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제3블렌드를 함유하고, 상
기 제1웹은 제2웹의 한쪽 면에 결합되고 제3웹은 제2웹의 반대쪽 면에 결합되는, 제1 및 제2중합체 성분
을 포함하는 압출된 다성분 중합체 스트랜드의 제3웹을 포함하는 부직포.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제2웹의 스트랜드가 용융 취입된 부직포.

청구항 37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가 제1 및 제2블렌드 중에 약 2 내지 약 50중
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폴리올레핀이 제1 및 제1블렌드 중에 약 98 내지 약 5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부직포.

청구항 38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가 제1 및 제2블렌드 중에 약 5 내지 약 25중
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폴리올레핀이 제1 및 제2블렌드 중에 약 95 내지 약 75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부직포.

청구항 39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가 제1 및 제2블렌드 중에 약 10 내지 약 20중
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폴리올레핀이 제1 및 제2블렌드 중에 약 90 내지 약 8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부직포.

청구항 40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웹의 스트랜드가 연속 필라멘트인 부직포.

청구항 41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가 에틸렌 부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에틸
렌 에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및 에틸렌 메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
는 부직포.

청구항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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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웹의 제2성분의 폴리올레핀 및 제2웹의 폴리올레핀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
렌, 및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공중합체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부직포.

청구항 43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웹의 제2성분의 폴리올레핀 및 제2웹의 폴리올레핀이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4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제1융점을  가지며,  제2성분이  제1융점보다  낮은  제2융점을  갖는 
부직포.

청구항 45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제1융점을 가지며, 제2성분이 제1융점보다 낮은 제2융점을 가지며, 제2
성분이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46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제1융점을 가지며, 제2성분이 제1융점보다 낮은 제2융점을 가지며, 제2
성분이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47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제1융점을 가지며, 제2성분이 제1융점보다 낮은 제2융점을 가지며, 제1
성분이 폴리올레핀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48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제1융점을 가지며, 제2성분이 제1융점보다 낮은 제2융점을 가지며, 제1
성분이 폴리프로필렌, 프로필렌과 에틸렌의 공중합체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제2성분이 폴리
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49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제1융점을 가지며, 제2성분이 제1융점보다 낮은 제2융점을 가지며, 제1
성분이 폴리프로필렌, 및 프로필렌과 에틸렌의 공중합체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제2성분이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50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제1융점을 가지며, 제2성분이 제1융점보다 낮은 제2융점을 가지며, 제1
성분이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지고, 제2성분이 프로필렌과 에틸렌의 랜덤 공중합체로 이루어지는 부직
포.

청구항 51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중합체 성분이 스트랜드의 약 20 내지 약 8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제2중합
체 성분이 스트랜드의 약  80 내지 약 2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며,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가 
제2성분의 약 2 내지 약 5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폴리올레핀이 제2성분의 약 98 내지 약 5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부직포.

청구항 52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지고, 제2성분이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53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지고, 제2성분이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5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중합체 성분이 스트랜드의 약 20 내지 약 8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제2중합
체 성분이 스트랜드의 약 80 내지 약 2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며,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가 
제2성분의 약 5 내지 약 25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폴리올레핀이 제2성분의 약 95 내지 약 75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부직포.

청구항 55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지고, 제2성분이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56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지고, 제2성분이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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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7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중합체 성분이 스트랜드의 약 20 내지 약 8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제2중합
체 성분이 스트랜드의 약 80 내지 약 2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며,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가 
제2성분의 약 10 내지 약 2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폴리올레핀이 제2성분의 약 90 내지 약 8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부직포.

청구항 58 

제57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지고, 제2성분이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59 

제57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성분이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지고, 제2성분이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60 

(a) 다성분 필라멘트가 횡단면, 길이 및 주변 표면을 가지며, 제1 및 제2성분이 다성분 필라멘트의 횡단
면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분리된 대역에 배열되며 다성분 필라멘트의 길이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연장되고, 
제2성분이 다성분 필라멘트의 길이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다성분 필라멘트의 주변 표면의 적어도 일부를 
구성하며 폴리올레핀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제1블렌드를 함유하는, 제1 및 제2중합체 
성분을 포함하는 연속 다성분 중합체 필라멘트로 이루어지는 제1웹; (b) 단일 중합체 성분이 폴리올레핀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제2블렌드로 이루어지는 압출된 중합체 스트랜드의 제2웹; 및 
(c) 다성분 필라멘트가 횡단면, 길이 및 주변 표면을 가지며, 제1 및 제2성분이 다성분 필라멘트의 횡단
면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분리된 대역에 배열되며 다성분 필라멘트의 길이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연장되고, 
제2성분이 다성분 필라멘트의 길이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다성분 필라멘트의 주변 표면의 적어도 일부를 
구성하며 폴리올레핀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제3블렌드를 함유하는, 제1 및 제2중합체 
성분을 함유하는 연속 다성분 중합체 필라멘트로 이루어지는 제3웹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1, 제2 및 제
3웹의 각각의 표면이 정면을 향하여 적층되도록 배치되어 제1웹이 제2웹의 한쪽 면에 결합되고, 제3웹이 
제2웹의 반대쪽면에 결합되어 일체화된 직물을 형성하는 부직포.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제2웹의 스트랜드가 용융 취입된 부직포.

청구항 62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제1중합체 성분이 필라멘트의 약 20 내지 약 8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제2중합
체 성분이 필라멘트의 약 80 내지 약 2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며,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가 
제1 및 제3웹의 제2성분 및 제2웹의 단일 성분 중에 약 2 내지 약 5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폴리올레
핀이 제1 및 제3웹의 제2성분 및 제2웹의 단일 성분 중에 약 98 내지 약 50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부직
포.

청구항 63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가 에틸렌 부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에틸
렌 에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및 에틸렌 메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
는 부직포.

청구항 64 

제6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3웹의 제1성분이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지고, 제1 및 제3웹의 제2성분 
및 제2웹의 단일 성분이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65 

제6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3웹의 제1성분이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지고, 제1 및 제3웹의 제2성분 
및 제2웹의 단일 성분이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부직포.

청구항 66 

(a) 다성분 스트랜드가 횡단면, 길이 및 주변 표면을 가지고, 제1 및 제2성분이 다성분 스트랜드의 횡단
면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분리된 대역에 배열되며 다성분 스트랜드의 길이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연장되고, 
제2성분이 다성분 스트랜드의 길이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다성분 스트랜드의 주변 표면의 적어도 일부를 
구성하며 폴리올레핀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제1블렌드를 함유하는, 제1 및 제2중합체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압출된 다성분 중합체 스트랜드의 제1웹; 및 (b) 압출된 중합체 스트랜드로 이루어
지는 제2웹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1 및 제2웹의 각각의 표면이 정면을 향하여 적층되도록 배치되어 서
로 결합하여 일체화된 직물을 형성하는 부직포.

청구항 67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가 에틸렌 부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에틸
렌 에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및 에틸렌 메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
는 부직포.

청구항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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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성분 스트랜드가 횡단면, 길이 및 주변 표면을 가지고, 제1 및 제2성분이 다성분 스트랜드의 횡단면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분리된 대역에 배열되며 다성분 스트랜드의 길이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연장되고, 제2
성분이 다성분 스트랜드의 길이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다성분 스트랜드의 주변 표면의 적어도 일부를 구성
하며 폴리올레핀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블렌드를 함유하는, 제1 및 제2중합체 성분을 
포함하는 압출된 다성분 중합체 스트랜드로 이루어지는 부직포층으로 이루어지는 개인 위생 용품.

청구항 69 

제68항에 있어서, 상기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가 에틸렌 부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에틸
렌 에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및 에틸렌 메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
는 개인 위생 용품.

청구항 70 

제68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랜드가 웹을 형성하고, 이 웹에 결합되는 중합체 필름층을 더 포함하는 개인 
위생 용품.

청구항 71 

(a) 다성분 스트랜드가 횡단면, 길이 및 주변 표면을 가지며, 제1 및 제2성분이 다성분 스트랜드의 횡단
면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분리된 대역에 배열되며 다성분 스트랜드의 길이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연장되고, 
제2성분이 다성분 스트랜드의 길이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다성분 스트랜드의 주변 표면의 적어도 일부를 
구성하며 폴리올레핀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제1블렌드를 함유하는, 제1 및 제2중합체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압출된 다성분 중합체 스트랜드의 제1웹; 및  (b) 단일 중합체 성분이 폴리올레핀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제2블렌드를 함유하는 압출된 중합체 스트랜드의 제2웹으로 이
루어지고, 상기 제1 및 제2웹의 각각의 표면이 정면을 향하여 적층되도록 배치되어 서로 결합하여 일체화
된 직물을 형성한 부직포층으로 이루어지는 가먼트.

청구항 72 

제7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웹의 스트랜드가 용융 취입된 가먼트.

청구항 73 

제71항에 있어서, 상기 부직포층이, 다성분 스트랜드가 횡단면, 길이 및 주변 표면을 가지고, 제1 및 제2
성분이 다성분 스트랜드의 횡단면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분리된 대역에 배열되며 다성분 스트랜드의 길이
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연장되고, 제2성분이 다성분 스트랜드의 길이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다성분 스트랜
드의 주변 표면의 적어도 일부를 구성하며 폴리올레핀 및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제3블렌
드를 함유하고, 상기 제1웹은 제2웹의 한쪽 면에 결합되고 제3웹은 제2웹의 반대쪽 면에 결합되는, 제1 
및 제2중합체 성분으로 이루어진 압출된 다성분 중합체 스트랜드의 제3웹을 포함하는 가먼트.

청구항 74 

제73항에 있어서, 상기 제2웹의 스트랜드가 용융 취입된 가먼트.

청구항 75 

제71항에 있어서, 상기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가 에틸렌 부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에틸
렌 에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및 에틸렌 메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
는 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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