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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다층 제지용 성형 직물은 제지 표면에 결합 사를 사용한다. 본 발명의 직물은 반복 유닛으로서 형성되며, 각각

의 반복 유닛은 일군의 상부 MD 사, 일군의 하부 MD 사, 일군의 하부 MD 사와 상호 직조되는 일군의 하부 CMD 사, 및 기

계 교차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1 및 제2 결합 사의 쌍을 포함한다. 각 쌍의 제1 및 제2 결합 사는 상부 및 하부 MD 사와 상

호 직조되어서, 제1 결합 사의 섬유 지지 부분이 상부 MD 사와 상호 직조될 때에 제2 결합 사의 결합 부분은 상부 MD 사

의 아래에 위치하며, 제2 결합 사의 섬유 지지 부분이 상부 MD 사와 상호 직조될 때에 제1 결합 사의 결합 부분은 상부

MD 사의 아래에 위치한다. 제1 및 제2 결합 사는 위치 변경하는 상부 MD 사의 아래를 통과할 때 서로 교차한다. 제1 및

제2 결합 사의 각각의 결합 부분은 최소한 하나의 하부 MD 사의 아래를 통과한다. 결합 사의 섬유 지지 부분과 상부 MD

사는 제지 표면을 형성한다.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통상적으로 제지에 관한 것이며, 특히 제지에서 사용되는 직물(fabric)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통상적인 장망초지(長網抄紙)(fourdrinier) 제지 공정에서, 셀룰로스 섬유의 물 슬러리(slurry) 또는 현탁액(suspension)

(종이 "스톡"(stock)으로 공지됨)이 2개 또는 그 이상의 롤(roll) 사이를 이동하는 초지망(woven wire) 및/또는 합성재의

무한 벨트의 상행부(upper run)의 상부로 공급된다. 종종 "성형 직물"로 칭해지는 벨트는, 여과기로서 작용하여 수성의 중

간재(medium)로부터 종이 스톡(paper stock)의 셀룰로스 섬유를 분리하여 젖은 종이 직물을 성형하는, 상행부의 상부 면

상에 제지면을 구성한다. 수성 중간재는 직물의 상행부(즉 "기계 측")의 하부면에 위치한, 배수공으로 공지된 성형 직물의

망 개구(開口)를 통하여 중력 또는 진공에 의해 배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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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부를 통과한 후, 종이 직물은 제지기의 압축부로 이송되고, 전형적으로 "압축 펠트(felt)"로 불리우는 다른 직물로 싸

여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쌍의 압축 롤러 간격(nip)을 통하여 통과한다. 롤러의 압력은 종이 직물로부터 추가적으로 수분

을 제거하고, 압축 펠트의 "압축(batt)" 층의 존재로 인해 수분 제거 능력이 종종 향상된다. 그리고 나서, 종이는 추가적인

수분 제거를 위해 건조부로 이송된다. 건조 후, 종이는 제2차 공정 및 포장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

  전형적으로, 제지용 직물은 두가지의 기초 직조 기술중의 하나를 이용하여 무한 벨트로 제조된다. 첫번째 기술에서는, 그

끝을 해체(dismantling) 및 재재 직조(보통, 스플라이싱(splicing)으로 공지됨)하거나, 꿰맬수 있는 끝자락을 봉제하거나

또는 각각의 끝을 꺾어 젖혀서 꿰맬수 있는 루프로 재 직조하는 것과 같은, 다수의 공지된 접합(joining) 방법 중의 하나에

의해 그 끝이 만나서 무한 벨트를 형성하게하는 평 직조 공정(flat weaving process)에 의해서 직물을 평 직조하는 것이

다. 평 직조 제지 직물에서는, 날실(warp yarn)은 기계 방향으로 연장되고 씨실(filling yarn)은 기계의 교차 방향으로 연

장된다. 두번째 기술에서는, 직물을 무한 직조 공정으로 연속적인 벨트 형태로서 직접 직조한다. 무한 직조 공정에서는, 날

실은 기계의 교차 방향으로 연장되고 씨실은 기계의 방향으로 연장된다. 본원에서 사용하는 "기계 방향"(MD)과 "기계의

교차 방향"(CMD)이라는 용어는, 제지기 상의 제지 직물의 이동 방향에 따라 정렬된 방향, 및 직물 표면에 평행하고 이동

방향에는 횡단하는 방향을 각각 나타낸다. 상기한 직조 방법 양쪽 공히 당해 기술 분야에서 공지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사

용하는 "무한 벨트"라는 용어는 상기한 상기한 2가지의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벨트를 나타낸다.

  효율적인 시이트 (sheet) 및 섬유 지지체(fiber support)와 와이어 흔적(wire marking)의 부재(不在)는 제지 공정에서,

특히 젖은 종이 직물이 처음으로 성형되는 제지기의 성형부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와이어 흔적은 시이트 흔적

(sheet mark), 다공(多孔), 투시 및 작은 구멍과 같은 다수의 종이 특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정밀 제지 등급의 형성에 특히

문제가 된다. 와이어 흔적은, 셀룰로스 섬유의 끝이 성형 직물의 꼰실 또는 개개의 실 사이의 틈내에 존재하는 것과 같이

종이 직물내에서 발생하는 각 셀룰로스 섬유의 결과로써 생긴다. 이러한 문제는, 종이 섬유가 실 사이의 틈새로 침투하기

보다는 직물의 인접 실과의 연결을 허용하는 공면(共面)(coplanar)의 표면을 가진 침투성 있는 직물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대개 해결된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공면"은, 종이 성형 표면을 한정하는 실의 상부 끝단이 그 높이에서 실질적으로 평면을

나타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높이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품질 인쇄, 탄화, 담배, 전기 컨덴서에 사용하기 위한 정밀

제지 등급과 그와 동등한 정밀 제지 등급은, 매우 정밀하게 직조된 또는 정밀 와이어 망의 성형 직물상에서 지금까지 전형

적으로 성형되어 왔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정밀 직조 성형 직물은 종종 예민하고 기계 및 기계 교차 방향의 어느쪽 또는 양쪽에서 치수 안정

도가 부족하여(특히, 운전중에), 직물의 사용 수명이 단축된다. 또한, 정밀 직조는 직물의 배수 특성에 악영향을 주게 되어,

성형 직물로서는 덜 적합하게 된다.

  정밀 직조와 관련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지 성형을 용이하게 하는 제지 성형 표면상에 정밀 망사(網絲)를

가지고, 견고성과 내구성을 구비하는 기계 접촉 측상에는 조악(粗惡)한 망사를 가진, 다층 성형 직물이 개발되었다. 예를

들면, 정밀 망을 갖는 직물 층, 더 조악한 망을 갖는 다른 직물 층, 및 상기 층을 같이 연결하는 결합 사(stiching)를 포함하

는 직물이 만들어졌다. "3층" 직물로 공지된 이러한 직물은, 오스테르베르그(Osterberg)의 미합중국 특허 제4,501,303호,

보링거(Vohringer)의 미합중국 특허 제5,152,326호, 및 워드(Ward)의 미합중국 특허 제5,437,315호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직물이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으나, 결합 사의 포함에 관련하여 몇개의 결점을 가지고 있다. 전형적인 3층 성형 직

물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결합 사가 상부 및 하부층의 몇몇의 CMD 사 사이에 배치되고 상부 및 하부 MD 사와 상호 직

조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결합 사의 일부는 직물의 제지 표면의 일부분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상기 직물로 성형되는 종

이의 외양은 결합 사의 존재로 인해 영향 (때때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3층 직물은 중층 마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직물이 제지기에서 사용되므로, 상부 및 하부층은 롤에

의해 직물에 전해지는 장력으로 인해서 기계 방향과 기계 교차 방향 양쪽에서 서로에 관하여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소

위 "하이 랩(high wrap)" 기계와 같은 롤 몇개는 직물의 상층부와 접촉하는 다수의 롤을 포함하는 제지기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더 커진다. 이러한 이동(shifting)은, 직물의 마모와 두께 감소의 원인이 되며, 이는 직물의 배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따라서 제지의 성능에 악영향을 미친다. 많은 경우에서, 직물의 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제지기에 대하여 직물 기계의

기계측 표면의 마모보다는 이러한 중층 마모(interlayer wear)이다.

  더욱이, 3층 직물의 결합 사는 상부 CMD 사와는 다른 직조 패턴(즉, 상부 CMD 사는 하부 CMD 상호 직조가 안 되지만,

이는 하부 CMD 사와 상호 직조됨)을 갖게 됨으로써, 결합 사와 상부 CMD 사 사이에는 장력이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상

이점은 직물을 평면으로부터 일그러지게 유도하게 되어, 상기 직물로 생산되는 종이의 품질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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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3층 직물의 결합 사는, 상부 및 하부 층을 연결하고 하부 층이 제지기와 접촉하는 동안에 마모 및 마손 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이 강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되며, 또한 고 품질의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 충분히 섬세하여야 된다. 이러한 균

형을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전술한 관점에서, 상부 직물 층에서 거의 일그러짐이 없는 다층 성형 직물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본 발명의 목적이다.

  또한, 고 품질 종이를 생산하는 다층 성형 직물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본 발명의 목적이다.

  상부 및 하부 층을 견고한 연결 상태로 유지하는 다층 성형 직물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이다.

  중간 층의 마모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는 다층 성형 직물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본 발명의 그 다음 목적이다.

  제지 표면에서 결합 사를 사용하는 다층 제지용 성형 직물과 관련된 본 발명에 의해 상기한 여러 목적이 충족된다. 본 발

명의 직물은, 반복되는 유닛(unit)으로 형성되며, 각 유닛은 일군의 상부 MD 사, 일군의 하부 MD 사, 일군의 하부 MD 사

와 상호 직조된 일군의 하부 CMD 사, 및 기계 교차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1 및 제2 결합 사의 쌍을 포함한다. 각 쌍의 제1

결합 사 및 제2 결합 사는, 상부 및 하부 기계방향 사와 상호 직조되는 데, 제1 결합 사의 섬유 지지 부분이 상부 MD 사와

상호 직조될 때에 제2 결합 사의 결합 부분은 상부 MD 사의 아래에 위치하며, 제2 결합 사의 섬유 지지 부분이 상부 MD

사와 상호 직조될 때에 제1 결합 사의 결합 부분은 상부 MD 사의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제1 및 제2 결합 사는 위치 변경

하는 상부 MD 사의 아래를 통과할 때 서로 교차한다. 제1 및 제2 결합 사의 각각의 결합 부분은 하부 MD 사의 최소한 하

나의 아래를 통과한다. 결합 사의 섬유 지지 부분과 상부 MD 사는 제지 표면을 형성하게 되는 데, 이는 최소한 하나의 하부

MD 사의 아래도 통과하지 않는 CMD 사를 33% 이하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전혀 포함하지 않음). 이러한 구성에서는,

결합 사 양쪽은 하부 층을 상부 MD 사에 결합하며, 제지 표면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바람직한 한 실시 양태에서는, 결합 사의 섬유 지지 부분은 상부 MD 사와 평탄한 직조 제지 표면을 형성한다. 다른 바람

직한 실시 양태에서는, 결합 사의 섬유 지지 부분은 1x2 능직(twill)의 제지 표면을 형성한다. 각각의 경우에서, 결합 사의

밀집 상태는 직물의 층들을 단단하고 신뢰성있게 결합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평탄한 직조 상부 표면을 가진 본 발명의 20 통사(harness)-다층 성형 직물의 실시예의 평면도.

  도 1B는 도 1의 직물의 하부 표면의 평 단면도.

  도 2A부터 도 2J는 도 1A 및 도 1B의 직물의 결합 사의 단면도.

  도 3A는 1x2 능직 상부 표면을 가진 본 발명의 24 통사 다층 성형 직물의 평면도.

  도 3B는 도 3A의 직물의 하부 표면의 평 단면도.

  도 4A부터 도 4F는 도 3A 및 도 3B의 직물의 결합 사의 단면도.

실시예

  본 발명을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다음에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은 설명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으며, 본 실

시예는 당업자에게 본 발명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개시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10)으로 표시된 20 통사 다층 성형 직물을 도 1A 및 도 1B에 나타낸 바, 상기 직물의 단일 반복 유닛을 보여

준다. 직물(10)의 반복 유닛은, 10 가닥의 상부 MD 사(11-20), 10 가닥의 하부 MD 사(21-30), 10 가닥의 하부 CMD 사

(31-40), 및 (41a, 41b)로부터 (50a, 50b)까지의 결합 사 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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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도 1B에서는, 직물(10)의 하부 층의 반복 유닛을 나타낸다. 하부 MD 사(21-30)는, 각각의 하부 CMD 사가 1 가닥

의 하부 MD 사의 위, 4 가닥의 하부 MD 사의 아래를 통과하며 이러한 "위로 1/아래로 4"의 패턴을 반복하여서 통사 견수

자(絹繡子)(harness satin) 형식 패턴으로 하부 CMD 사(31-40)와 상호 직조된다. 예를 들면, 하부 CMD 사(31)는 하부

MD 사(21)의 위, 하부 MD 사(22-25)의 아래, 하부 MD 사(26)의 위, 하부 MD 사(27-30)의 아래를 통과한다. 다른 하부

CMD 사도 "위로 1/ 아래로 4"의 직조 패턴을 따르나, 각각은 이웃한 제일 가까운 하부 CMD 사로부터 2 가닥의 하부 MD

사 만큼 옵셋(offset)된다. 따라서, 하부 CMD 사(32)는 하부 MD 사(21 및 22)의 아래, 하부 MD 사(23)의 위, 하부 MD 사

(24-27)의 아래, 하부 MD 사(28)의 위, 하부 MD 사(29 및 30)의 아래를 통과한다. 따라서, 하부 MD 사(23)가 하부 CMD

사(32)의 아래를 통과함으로써 형성된 "너클(knuckle)"은 하부 MD 사(21)가 하부 CMD 사(31)의 위를 통과함으로써 형성

된 "너클"로부터 2 가닥의 하부 MD 사 만큼 옵셋된다.

  도 1A를 참조하면, 직물(10)의 상부 층은 상부 MD 사와 결합 사 쌍의 일부분에 의해 형성된다. 도 1A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결합 사와 상부 MD 사는 연합하여 평탄한 직조 상부 표면을 형성한다. 결합 사와 상부 및 하부 MD 사의 상호 직조는

도 1A 및 도 2A부터 도 2J까지를 검토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상기한 반복 유닛의 각각의 결합 사는, 상부 MD 사와 상호 직조되는 섬유 지지 부분과 하부 MD 사와 상호 직조되는 결합

부분의 두 부분으로 분할될 수 있다. 이것은, "위치 변경하는(transitional)" 상부 MD 사에서 분리되는 데, 그 아래에서는

한 쌍중의 한가닥의 결합 사가 그 쌍중의 다른 가닥과 교차된다. 각 쌍의 결합 사는, 쌍의 한가닥 실의 섬유 지지 부분이 그

쌍의 다른 가닥 실의 결합 부분 위에 위치하도록, 서로 간에 대하여 상호 직조된다. "a"(예, 41a, 42a, 43a)로 표시된 각 쌍

의 결합 사의 섬유 지지 부분은, 교번(alternating) 형식으로 5 가닥의 상부 MD 사(3 가닥의 상부 MD 사 위와 2 가닥의 상

부 MD 사 아래를 교대로 통과함)에 상호 직조되고, 쌍의 다른 결합 사("b"로 표시됨)는 상부 MD 사의 2가닥 위를 통과하

며 이 2 가닥 MD 사 사이에 위치한 한가닥의 상부 MD 사의 아래를 통과한다. 섬유 지지 부분에서, 각각의 결합 사는 인접

한 쌍의 결합 사의 섬유 지지 부분이 아래로 통과하는 상부 MD 사의 위로 통과하고, 인접한 쌍의 결합 사의 섬유 지지 부분

이 위로 통과하는 상부 MD 사의 아래를 통과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결합 사는 상부 MD 사와 평탄한 직조 패턴을 형성한

다(참조: 도 1A).

  결합 부분에서, 각각의 결합 사는 반복 유닛내에서 1 가닥의 하부 MD 사의 아래로 통과한다. 각각의 결합 사는, 결합 사

를 가운데에 두는 하부 CMD 사의 위에 인접한 하부 MD 사에 의해 형성되는 두개의 너클 사이에 위치하는 하부 MD 사의

아래를 통과한다. 결합 사 쌍의 연합된 결합 부분은, 직물(10)(참조: 도 1B)의 하부 표면 상에서 "위로 4/아래로 1"의 패턴

을 확립한다.

  결합 사(49a, 49b)가 상부 및 하부 MD 사에 상호 직조된 것을 나타내는 도 2I에서 결합 사의 직조 패턴을 예시한다. 섬유

지지 부분에서, 결합 사(49a)는 상부 MD 사(11, 13 및 15)의 위와 상부 MD 사(12 및 14)의 아래로 통과한다. 그리고 나서,

위치 변경하는 상부 MD 사(16)의 아래와 하부 MD 사(26)의 위로 통과한다. 결합 부분에서, 결합 사(49a)는 하부 MD 사

(27 및 29)의 위를 통과하면서 상부 MD 사(17-19)의 아래를 통과하고, 하부 MD 사(28)의 아래를 통과하여서 직물(10)의

하부 층을 결합한다. 그 다음, 결합 사(49a)는 위치 변경하는 상부 MD 사(20)와 하부 MD 사(30)의 사이를 통과한다. 도 2I

는, 또한, 결합 사(49b)는 결합 사의 결합 부분이 결합 사(49a)의 아래에 있도록 상호 직조되고, 결합 사(49b)가 하부 MD

사(21, 22, 24, 25)의 위와 하부 MD 사(23)의 아래를 통과하면서 상부 MD 사(11-15)의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나타낸다.

섬유 지지 부분에서, 결합 사(49b)는 상부 MD 사(17)의 위, 상부 MD 사(18)의 아래와 상부 MD 사(19)의 위, 및 위치 변경

하는 상부 MD 사(20)의 아래를 통과하여서 결합 사(49a)로써 확립되는 교번의 직조를 계속한다.

  도 2A 내지 도2H 및 도 2J(다른 결합 사 쌍의 상부 및 하부 MD 사와의 상호 직조 패턴을 나타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각 서로에 관하여서 결합 사(49a, 49b)에 대하여 상기한 동일 패턴후에는 다른 결합 사 쌍이 후속한다.

  도 1A와 도 1B를 재 참조하면, 인접한 결합 사의 쌍은 이러한 결합 사 쌍 사이에서 3 가닥의 MD 사 만큼 옵셋되도록 상

부 및 하부 MD 사에 상호 직조된다. 예를 들면, 결합 사(41a)는 상부 MD 사(15, 17 및 19)의 위와 하부 MD 사(32)의 아래

로 통과한다. 결합 사(42a)는 상부 MD 사(12, 14 및 16)의 위와 하부 MD 사(39)의 아래로 통과한다. 따라서, 결합 사(42a)

는 결합 사(43a)로부터 3 가닥의 상부 및 하부 MD 사 만큼 옵셋된다. 이 동일한 3 가닥의 MD 사 옵셋은 다른 결합 사의 상

호 직조에 대해서 후속한다.

  도 1A, 도 1B 및 도 2A로부터 도 2J에서, 결합 사 쌍이 각각의 "a" 사(3 가닥의 상부 MD사의 위를 통과하는 결합 사)는 2

가닥의 "b" 사(2 가닥의 상부 MD사의 위를 통과하는 결합 사)의 사이에 위치하고, 각각의 "b" 사는 2 가닥의 "a" 사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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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하도록 상부 및 하부 MD 사에 상호 직조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다. 이러한 배치는 결합 사 쌍(41a, 41b, 42a, 42b)

을 검사함으로써 나타난다. 도 1A 및 도 1B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결합 사(41b)는 결합 사(41a 및 42a)의 사이에 위치한다.

도 1A, 도 1B 및 도 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결합 사(42a)는 결합 사(41b 및 42b)의 사이에 위치한다.

  이러한 구성은 직물의 상부 표면의 제지 특성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치 변경하는 상부 MD 사에 관련하여

효과적인 것으로 발견되었다. 위치 변경하는 실이 한 쌍의 결합 사의 위를 통과하여 상부 표면 너클을 형성할 때, 이 너클

은 상부 MD 사가 결합 사 또는 상부 CMD 사의 위로 통과하는 다른 위치보다는 그 위치에서 결합 사로부터 상향의 지지를

덜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너클은 다른 상부 MD 너클보다 약간 낮게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도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치 변경하는 상부 MD 사에 의해 형성된 너클은 일련의 변칙적인 대각선으로 한정되며, 이러한 대각선의 한 예는

결합 사(41a, 41b 및 43a, 43b)위의 상부 MD사(14), 결합 사(44a, 44b 및 46a, 46b)위의 상부 MD 사(15), 결합 사(47a,

47b 및 49a, 49b)위의 상부 MD 사(16), 및 결합 사(50a, 50b)위의 상부 MD 사(17)에 의해 형성된 너클에 의해서 형성된

다. 이러한 상부 MD 사 너클로써 한정되는 변칙적인 대각선은 상기한 더 적은 상향 지지로 인하여 약간의 침하

(depression)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대각선의 너클은 나머지 상부 MD 너클에 비해 어느정도 낮게 위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물 위에서 성형되는 종이는 이러한 패턴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에 그위에 인쇄되는 형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b" 결합 사(2 가닥의 상부 MD 사의 위를 통과)가 후속하는 "a" 결합 사(3 가닥의 상부 MD 사의 위를 통과)의 교

번 형식의 결합 사를 포함하고, 나타낸 바와 같이 "a" 및 "b" 사를 옵셋시킴으로써, 근접하여 위치한 상부 MD 너클(즉, 상

부 MD 사(15, 16)에 의해 그 위에 형성된 너클의 아래를 통과하는 결합 사(46b, 47a)의 섬유 지지 부분)의 한 쪽 위에 위치

한 인접한 쌍의 결합 사의 섬유 지지 부분은 서로 인접하며, 이러한 너클의 다른 쪽 위에 위치한 그것의 쌍이 되는 실(즉,

결합 사(46a, 47b))의 섬유 지지 부분은 그 쌍의 다른 결합 사에 의해서 서로 분리된다. 결과적으로, 위치 변경하는 상부

MD 너클에 의해 형성된 대각선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덜 명료하게 윤곽이 나타난다. 이렇게 직물(10)위에서 성형되

는 종이는 이러한 너클로 인해서 덜 명료한 대각선 패턴을 갖게 되고, 종이 위에서의 인쇄도 개선된다.

  한 쌍 중의 "a" 결합 사의 직조는 그 쌍 중의 "b" 결합 사의 직조에 선행하고, 반복 유닛 전체를 통하여서 이러한 순서를 유

지함으로써 앞에 기술한 구성이 직물내에서 생성되는 것을 당업자는 이해할 것이다. 모든 결합 사의 쌍이 이러한 패턴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나, 결합 사 쌍의 단지 보다 적은 비율 (예를 들면, 25%, 33%, 40% 또는 50%)이 이러한 교번 순서를

따르도록 순서를 변경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점도 있다.

  당업자는 또한, 결합 사가 섬유 지지 부분과 결합 부분으로 상이하게 분리되는 다른 평탄한 직조 패턴이 구성될 수 있다

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면, 상기 직물은 한 쌍내의 각각의 결합 사가 섬유 지지 부분에서 2 가닥, 3 가닥, 4가닥, 또

는 더 많은 가닥의 상부 MD 사의 위를 통과하는 상부 층을 포함할 수 있다. 결합 사는 상이한 수의 상부 MD 사의 위를 통

과하거나, 또는 동일한 수의 위를 통과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합 사의 결합 부분에서 하부 너클의 적절한 위치 조정이

상부 표면에서 결합 사의 패턴을 변경함으로써 이루어져야 된다.

  본 발명의 다층 성형 직물의 또 다른 실시예는 도 3A, 도 3B 및 도 4A부터 도 4F에 나타나있으며, 대체로 (100)으로 표

시된 다층 성형 직물의 반복 유닛을 보여주고 있다. 반복 유닛은 12 가닥의 상부 MD 사(101-112), 12 가닥의 하부 MD 사

(141-152), 6 가닥의 하부 CMD 사(161-166), 및 12 가닥의 결합 사(181a, 181b-186a, 186b)를 포함한다.

  도 3B를 참조하면, 하부 MD 및 CMD 사에 의해 형성되는 직물(100)의 기계 쪽 표면은 "변칙적인 능직(broken twill)"의

패턴을 택한다. 각각의 하부 CMD 사는 하부 MD 사와 "위로 1/아래로 5"의 반복 패턴을 갖는다. 예를 들면, 하부 CMD 사

(161)는 하부 MD 사(141)의 위, 하부 MD 사(142-146)의 아래, 하부 MD 사(147)의 위, 및 하부 MD 사(148-152)의 아래

를 통과한다. 이러한 "위로 1/아래로 5"의 패턴은 나머지 CMD 사에서도 반복된다. 그러나, 하부 MD 사가 하부 CMD 사의

아래를 통과함으로써 형성된 하부 측 너클은 변칙적인 능직 패턴으로 배열되며, 하부 측 너클은 각각 하부 CMD 사(161-

166)의 위에 하부 MD 사(141, 143, 145, 142, 146, 144)에 의해 형성되고, 각각 하부 CMD 사(161-166)의 위에 하부

MD 사(147, 149, 151, 148, 152, 및 150)에 의해 형성된다. 도 3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너클은 능직 직물의 특징

인 명백한 대각선을 형성하지 못하는 대신에 "변칙적인 능직" 패턴을 형성한다.

  도 3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직물(100)의 상부 표면은 상부 MD 사, 및 결합 사의 일부분에 의해 형성되는 1x2 능직 패턴

을 갖는다. 앞서 기술한 직물(10)에서와 같이, 각 결합 사는 섬유 지지 부분과 결합 부분을 가지며, 이것은 그 아래에서 쌍

의 결합 사가 서로 교차하는 위치 변경하는 상부 MD 사로써 분리된다. 각 결합 사의 섬유 지지 부분은, 상부 MD 사와 상호

직조될 때 "위로 2/아래로 1/위로 2"의 패턴을 따른다. 결합 부분에서는, 각 결합 사는 1 가닥의 하부 MD 사의 아래를 통과

하는 예외를 가지고 상부 및 하부 MD 사의 사이를 통과한다. 결합된 하부 MD 사는, 각 결합 사의 섬유 지지 부분과 결합

부분을 분리시키는 위치 변경하는 MD 사로부터 1 또는 2 가닥의 MD 사 만큼 떨어져서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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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패턴은 도 4E에서 결합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결합 사(185a)에 의해예시된다. 결합 사(185a)는 위치 변경하는 상

부 MD 사(106)의 아래를 통과하기 전에 상부 MD 사(101 및 102)의 위, 상부 MD 사(103)의 아래, 및 상부 MD 사(104,

105)의 위를 통과한다. 결합 부분에서는, 결합 사(185a)는 위치 변경하는 상부 MD 사(112)의 아래 및 하부 MD 사(152)의

위를 통과하기 전에 하부 MD 사(147 및 148)의 위, 하부 MD 사(149)의 아래, 및 하부 MD 사(148, 149)의 위를 통과한다.

  결합 사의 쌍은 서로에 관하여 상부 MD 사와 상호 직조되어 섬유 지지 부분과 상부 MD 사는 1x2 능직 패턴을 형성한다.

다시 도 4E를 참조하면, 상기한 대로, 결합 사(185a)는 상부 MD 사(101 및 102)의 위, 상부 MD 사(103)의 아래, 및 상부

MD 사(104, 105)의 위를 통과한다. 결합 사(185a, 185b) 모두는, 위치 변경하는 상부 MD 사(106)의 아래를 통과한 후에,

결합 사(185b)의 섬유 지지 부분은 결합 사(185a)에 의해 처음에 확립된 위로 2/아래로 1의 능직 패턴을 계속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합 사(185b)는 위치 변경하는 상부 MD 사(112)의 아래를 통과하기 전에 상부 MD 사(107, 108)의 위, 상부

MD 사(109)의 아래 및 상부 MD 사(110, 111)의 위를 통과한다.

  도 5A에서는, 상기 결합 사가 상부 MD 사와 상호 직조되어, 각 섬유 지지 부분의 "위로 2" 부분이 그 결합 사 측면에 있는

인접한 결합 사 쌍의 결합 사의 "위로 2" 부분으로부터 1 가닥의 상부 MD 사 만큼 옵셋되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결

합 사(181a)는 상부 MD 사(102 및 103)의 위를 통과한다. 제일 가까운 상부 CMD 사(121 및 122)는, 각각 상부 MD 사

(101, 102 및 103, 104)의 위를 통과한다. 따라서, 1x2 능직의 명백한 대각선이 결합 사의 섬유 지지 부분으로써 형성된

다.

  또한, 도 3B에서 어떻게 결합 사가 하부 MD 사에 결합되는 가를 나타낸다. 도 3B에서, 각각의 결합 사가 하부 MD 사의

아래를 통과함으로써 형성되는 너클이, 한 방향에서는 2 가닥의 하부 CMD 사가 결합 사 너클과 하부 CMD 사 상에 그 하

부 MD 사로써 형성된 너클 사이에 존재하고, 반대 방향에서는 3 가닥의 하부 CMD 사가 결합 사 너클과 CMD 사 상에 그

하부 MD 사로써 형성된 그 다음 너클 사이에 존재하도록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결합 사(184a)는 하부 MD

사(141)의 아래를 통과하며 너클을 형성한다. 하부 MD 사(141)는 하부 CMD 사(161)의 아래를 통과하며 결합 사(184a)

로써 형성된 너클로부터 3 가닥의 하부 CMD 사(162, 163, 164) 만큼 분리된 너클을 형성한다. 다른 방향으로 상기 패턴

을 계속하면서, 하부 CMD 사(165 및 166)는 결합 사(184a)로써 형성된 너클과 하부 CMD 사(166) 뒤의 다음 하부 CMD

사(하부 CMD 사(161)와 동일한 직조 패턴을 보유함)의 아래의 하부 MD 사(141)로써 형성될 너클 사이에 위치한다. 따라

서, 결합 사(184a)의 결합 사 너클은 하부 MD 사 너클로부터 한 방향에서는 3 가닥의 하부 CMD 사 만큼, 다른 방향에서는

2 가닥의 CMD 사 만큼 분리된다.

  또한, 본 발명의 직물은 상부 층에서 다른 능직 패턴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는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직물

은 1x3 또는 1x4의 능직 상부 층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능직 패턴은, 직물(100)의 것과 같이 통상적인 능직일 수 있

고, 또는 통상적인 4 또는 5 통사의 견수자 단일 층 직물의 표면의 것과 같은 변칙적인 능직 패턴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결

합 사 쌍의 섬유 지지 부분이 상이한 수의 상부 MD 사의 위를 통과하는 직물이 구성될 수도 있다. 각각의 예에서, 당업자는

결합 사의 결합 부분을 적절히 변형시켜 섬유 지지 부분에서의 상이점을 조절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당업자는, 본원에서 나타내고 상세히 기술한 평직 및 능직의 직물이 바람직하지만, 다른 능직 및 견수자와 같은, 직물의

제지 표면에 통합되는 결합 사 쌍과 상부 MD 사를 사용하는 다른 직물의 직조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직

물(10 및 100)에서는 최소한 1 가닥의 하부 MD 사의 아래를 통과하지도 못하는 CMD 사가 없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

한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발명의 직물은 단지 상부 MD 사와만 상호 직조되는 몇몇 CMD 사를 또한 포함할 수도 있

다는 것이 고려된다. 이는, 직물의 상부 표면에 33% 이하 (즉, 이것은 매 2 쌍의 결합 사에 대하여 1 가닥의 CMD 사보다

많지 않아야 됨)를 포함해야 되고, 바람직하게는 상부 표면의 25% 또는 20% 이하를 포함하며, 제일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CMD 사를 상부 표면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결합 사 쌍이 하부 MD 사를 결합하는 어떠한 수의 하부 층 구성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도시한 직물은 동일한 수의 상부

및 하부 CMD 사와 결합 사 쌍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본 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아니고, 각각의 하부 CMD 사에

대하여 2 가닥의 결합 사 쌍과 같이 다른 비율이 또한 사용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직물에서 사용되는 각 실의 구성은, 요구되는 최종 제지용 직물의 성질에 따라서 변화된다. 예를 들면, 실은 다

중 필라멘트사, 단일 필라멘트사, 다중 필라멘트 연사 또는 단일 필라멘트 연사, 방적사 또는 이것의 다른 결합사 일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직물에서 사용하는 실을 구성하는 재료는 통상적으로 제지용 직물에서 사용하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실은 면, 모,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터, 아라미드(aramid), 나일론등으로 형성될 수 있다. 당업자는 최종 직물의 적

용 특징에 따라서 실의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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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의 칫수에 대하여는, 실의 특정 크기는 제지 표면의 크기와 여백에 의해 특히 제어된다. 통상적으로, 상부 MD 사의 직

경은 하부 MD 사의 직경과 대략 동일하거나 또는 작으며, 하부 CMD 사의 직경은 하부 MD 사의 직경보다 어느 정도 크다.

통상의 직물에서는, 상부 MD 사의 직경은 약 0.11mm와 0.15mm 사이이고, 하부 CMD 사의 직경은 약 0.20mm와

0.40mm 사이이며, 하부 MD 사의 직경은 약 0.17mm와 0.25mm 사이이다. 결합 사의 직경은 전형적으로 약 0.11mm와

0.17mm 사이이다.

  또한, 실은 탄성계수에서 유리하게 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쌍의 결합 사보다 적은 수의 상부 MD 사와 상호 직조되는

결합 사(직물(10)의 "b" 사와 같음)는 그 쌍의 결합 사보다 더 높은 탄성계수(전형적으로 약 10%와 50% 사이로 더 높음)를

갖는다.

  앞의 설명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직물은 종래 기술의 3층 성형 직물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한다. 본 발명의 직

물은 결합 사를 직물의 상부 표면으로서 사용하여 (평직, 능직, 견수자 또는 다른 패턴일 수 있음), 제지 표면의 적은 부분

을 구성하는 결합 사의 포함에 동반되는 제지 표면의 결점을 회피한다. 결합 사에 기인하는 직물의 통합은 또한 내부 층의

마모를 크게 감소시킨다(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경우). 더욱이, 결합 사가 제지 표면을 구성하기 때문에, 제지 표면을 일그

러뜨릴 수 있는, 종래 기술에 의한 직물의 상부 CMD 사와 결합 사 사이의 장력의 상위는 본 발명의 직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결합 사의 밀도는 직물의 상부 및 하부 층을 더 완전하게 결합시키며, 설계자가 제지 성형 특성, 내구성 및 마

모성에 균형을 맞추어서 실을 더 넓은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전술한 실시예는 본 발명의 예시이고, 거기에 한정되는 것으로 추론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은 다음의 청구 범위와 거

기에 포함되는 균등한 청구범위로써 한정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부 MD 사, 하부 MD 사, 하부 CMD 사, 및 제1 및 제2 기계 교차 방향 결합사 군을 포함하며, 다수의 반복 유닛으로 형

성되는, 제지용 직물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반복 유닛은:

  일군의 상부 MD 사(11-20);

  일군의 하부 MD 사(21-30);

  상기 하부 MD 사(21-30) 군과 상호 직조된 하부 CMD 사 군(31-40); 및,

  상기 기계 교차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1 및 제2 결합 사 쌍(41a, b-50a,b)으로서, 각 쌍의 상기 제1 및 제2 결합 사는 상

기 상부 및 하부 MD 사(11-20, 21-30)와 상호 직조되어, 상기 제1 결합 사의 섬유 지지 부분이 상기 상부 MD 사(11-20)

와 상호 직조될 때에 상기 제2 결합 사의 결합 부분은 상기 상부 MD 사(11-20)의 아래에 위치되도록 하며, 상기 제2 결합

사의 섬유 지지 부분이 상기 상부 MD 사(11-20)와 상호 직조될 때에 상기 제1 결합 사의 결합 부분은 상기 상부 MD 사

(11-20)의 아래에 위치되도록 하며, 상기 제1 및 제2 결합 사가 위치 변경하는 상부 MD 사의 아래를 통과할 때 서로 교차

하도록 하고, 상기 제1 및 제2 결합 사의 각각의 상기 결합 부분이 하나 이상의 상기 하부 MD 사(21-30)의 아래를 통과하

도록 하는, 제2 및 제2 결합 사 쌍(41a, b-50a,b)을 포함하는 데,

  상기 결합 사(41a, b-50a,b)의 상기 섬유 지지 부분 및 상기 상부 MD 사(11-20)는 제지 표면을 한정하고, 상기 제지 표

면은 하나 이상의 하부 MD 사(21-30)의 아래를 통과하지 못하는 33% 보다 많지 않은 CMD 사를 포함하는 제지용 직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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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 사(41a, b-50a,b)의 제1 교번 쌍의 섬유 지지 부분은 제1 군의 교번 상부 MD 사(11-20)의 위와 제2 군의 교번 상

부 MD 사(11-20)의 아래를 통과하고, 결합 사(41a, b-50a,b)의 제2 교번 쌍의 섬유 지지 부분은 상기 제2 군의 교번 상부

MD 사(11-20)의 위와 상기 제1 군의 교번 상부 MD 사(11-20)의 아래를 통과하며,

  결합 사의 상기 제1 및 제2 교번 쌍의 상기 섬유 지지 부분, 상기 제1 군의 교번 상부 MD 사, 및 상기 제2 군의 교번 MD

사는 상기 직물의 평탄한 직조 상부 표면을 형성하는 제지용 직물.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결합 사(41a-5a)의 상기 섬유 지지 부분은 제1 개수(number)의 상기 MD 사의 위를 통과하

고, 상기 제2 결합 사(41b-50b)의 상기 섬유 지지 부분은 제2 개수의 상기 MD 사의 위를 통과하며, 상기 제1 개수는 상기

제2 개수와 다른 제지용 직물.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개수는 상기 제2 개수보다 크고, 상기 제2 결합 사(41b-50b)는 상기 제1 결합 사(41a-50a)보

다 더 높은 탄성계수를 갖는 제지용 직물.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개수는 3이고, 제2 개수는 2인 제지용 직물.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결합 사(41a, b-50a,b)는 상기 상부 MD 사(11-20)보다 적은 직경을 갖는 제지용 직

물.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결합 사(41a, b-50a,b)의 각각의 상기 결합 부분은 상기 하부 MD 사(21-30)의 단지

하나의 아래를 통과하는 제지용 직물.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복 유닛은 10 가닥의 상부 MD 사(11-20)와 10 가닥의 하부 MD 사(21-30)를 포함하는 제지용

직물.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MD 사(101-112)와 상기 제1 및 제2 결합 사(181a,b-186a,b)의 상기 섬유 지지 부분은, 반복 패턴으로서 상

호 직조되어 각각의 상기 섬유 지지 부분은 제1 쌍의 인접한 상부 MD 사(101-112)의 위와, 상기 제1 쌍에 인접한 제3 상

부 MD 사의 아래와, 상기 제3 상부 MD 사에 인접하여 위치한 제2 쌍의 상부 MD 사의 위를 통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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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한 결합 사의 섬유 지지 부분(181a,b-186a,b)은, 1 가닥의 상부 MD 사 만큼 옵셋된 상부 MD 사 쌍의 위를 통과하

여, 상기 상부 MD 사와 상기 제1 및 제2 결합 사의 상기 섬유 지지 부분이 1x2 능직 패턴을 형성하도록 하는 제지용 직물.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지용 표면은 하나 이상의 하부 MD 사(21-30)의 아래를 통과하지 못하는 CMD 사가 없는 제지용

직물.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사(41a,b-50a,b)는 상기 상부 및 하부 MD 사(11-20, 21-30)와 상호 직조되어 결합 사의 인

접한 쌍은 3 가닥의 상부 MD 사 만큼 옵셋된 위치 변경하는 상부 MD 사의 아래에서 교차하는 제지용 직물.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25%와 50% 사이의 상기 제1 및 제2 결합 사(41a,b-50a,b)는 상기 상부 MD 사(11-20)와 교번으로 상

호 직조되는 제지용 직물.

청구항 13.

  상부 MD 사, 하부 MD 사, 하부 CMD 사, 및 제1 및 제2 기계 교차 방향 결합사 군을 포함하고, 다수의 반복 유닛으로 형

성되는, 제지용 직물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반복 유닛은:

  일군의 상부 MD 사(11-20);

  일군의 하부 MD 사(21-30);

  상기 하부 MD 사(21-30) 군과 상호 직조된 일군의 하부 CMD 사(31-40); 및

  기계 교차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1 및 제2 결합 사(41a,b-50a,b)의 쌍으로서,각 쌍의 상기 제1 및 제2 결합 사는, 상기 상

부 및 하부 MD 사(11-20, 21-30)와 상호 직조되어, 상기 제1 결합 사의 섬유 지지 부분이 상기 상부 MD 사(11-20)와 상

호 직조될 때에 상기 제2 결합 사의 결합 부분은 상기 상부 MD 사(11-20)의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며, 상기 제2 결합 사의

섬유 지지 부분이 상기 상부 MD 사(11-20)와 상호 직조될 때에 상기 제1 결합 사의 결합 부분은 상기 상부 MD 사(11-20)

의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며, 상기 제1 및 제2 결합 사는 위치 변경하는 상부 MD 사의 아래를 통과할 때 서로 교차하도록

하며, 상기 제1 및 제2 결합 사의 각각의 상기 결합 부분은 최소한 상기 하부 MD 사(21-30)의 하나의 아래를 통과하도록

하고, 25%와 50% 사이의 상기 결합 사(41a,b-50a,b)는 상기 상부 MD 사(11-20)와 교번으로 상호 직조되도록 하는, 제1

및 제2 결합 사(41a,b-50a,b)의 쌍을 포함하는데,

  상기 결합 사(41a,b-50a,b)의 상기 섬유 지지 부분과 상기 상부 MD 사(11-20)는 제지 표면을 한정하며, 상기 제지 표면

은 하나 이상의 하부 MD 사(1-20)의 아래를 통과하지 못하는 33%보나 많지 않은 CMD 사를 포함하는 제지용 직물.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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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 사(41a, b-50a,b)의 제1 교번 쌍의 섬유 지지 부분은 제1 군의 교번 상부 MD 사(11-20)의 위와 제2 군의 교번 상

부 MD 사(11-20)의 아래를 통과하고,

  결합 사(41a, b-50a,b)의 제2 교번 쌍의 섬유 지지 부분은 상기 제2 군의 상부 MD 사(11-20)의 위와 상기 제1 군의 교

번 상부 MD 사(11-20)의 아래를 통과하며,

  결합 사(41a, b-50a,b)의 상기 제1 및 제2 교번 쌍의 상기 섬유 지지 부분, 상기 제1 군의 교번 상부 MD 사(11-20), 및

상기 제2 군의 교번 MD 사(11-20)는 상기 직물의 평탄한 직조 상부 표면을 형성하는 제지용 직물.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결합 사(41a-50a)의 상기 섬유 지지 부분은 제1 개수의 상기 MD 사(11-20)의 위를 통과하

고, 상기 제2 결합 사(41b-50b)의 상기 섬유 지지 부분은 제2 개수의 상기 MD 사(11-20)의 위를 통과하며, 상기 제1 개

수는 상기 제2 개수와 다른 제지용 직물.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개수는 상기 제2 개수보다 크고, 상기 제2 결합 사(41b-50b)는 상기 제1 결합 사(41a-50a)

보다 더 높은 탄성계수를 보유하는 제지용 직물.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개수는 3이고, 상기 제2 개수는 2인 제지용 직물.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결합 사(41a, b-50a,b)는 상기 상부 MD 사보다 더 적은 직경인 제지용 직물.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결합 사(41a, b-50a,b)의 각각의 상기 결합 부분은 상기 하부 MD 사(21-30)의 단지

하나의 아래를 통과하는 제지용 직물.

청구항 20.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반복 유닛은 10 가닥의 상부 MD 사(11-20)와 10 가닥의 하부 MD 사(21-30)를 포함하는 제지용

직물.

청구항 21.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사는 상기 상부 및 하부 MD 사(11-20, 21-30)와 상호 직조되어 결합 사(41a, b-50a,b)의

인접한 쌍은 3 가닥의 상부 MD 사 만큼 옵셋된 위치 변경하는 상부 MD 사의 아래에서 교차하는 제지용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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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지 표면은 하나 이상의 하부 MD 사(21-30)의 아래를 통과하지 못하는 CMD 사가 없는 제지용

직물.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508540

- 12 -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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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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