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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지기계의 건조기부 및 종이웨브의 건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종이웨이브(W)를 건조시키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이 방법을 통하여 제지기계의 압
착부(20) 다음에 종이웨브(W)가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다수의 연속된 그룹들(R1...RN;RS)내에서 건조

되고, 상기 그룹들내에 접촉건조 실린더들(10)이 상위열에 배치되고 역행하는 흡인 실린더들(11) 또는 그 
등가의 흡인롤들이 하위열이나 등가의 대각선 또는 직각열에 배치된다. 건조기 섹션의 하위면 측으로부터 
총기장을 가로질러서 종이웨브(W)가 접촉건조실린더들(10)에 의하여 건조된다. 종이웨브(W)는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그룹(R1...RN;RS)로부터 다음 그룹까지 밀착 인발되어 이동되고, 종이웨브(W)는 웨브가 커

브 외측면의 건조 와이어(15)상에 위치된 동안 커브 직경(D2/2;D2/2의 범위≒250...1000mm)을 가지는 역행 

흡인 실린더들(11)에 의하여 안내된다. 상기 종이 웨브(W)가 커브 외측면에 위치될때, 되도록이면 상기 
역행흡인실린더(11)의 내측 원주 전체에 걸쳐 미치는 것이 바람직한 압력차이에 의하여 원심력의 영향에
도 불구하고 상기 웨브는 건조와이어(15)와의 접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상기 방식이외에도 또다른 대안
으로서, 종이웨브(W)가 상기 건조와이어(15)로부터 자유로운 종이웨브(W)의 인발부 또는 인발부들상의 상
위면 측으로부터 건조되고/되거나, 건조대기가 건조와이어(15)를 통과하는 종이웨브(W)의 상위면 및/또는 
상기 와이어(15)로부터 자유로운 종이웨브(W)의 상기 인발부들(W1)상에 송풍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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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기계의 건조기부 및 종이웨브의 건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방법을 사용하는 본 방법에 따른 건조기부의 개략적인 측면도이다. 제1도에서 압착부 
및 건조기부 최초부분이 상부에 도시되어 있고 건조기부의 최종단부가 그 아래에 도시되어 있고, 그리고 
건조기부를 관통하는 부분의 평면을 A-A로 표시하였다.

제2도는 2개의 일반 그룹들간의 그룹 갭 인발을 도시한 것으로 적외선 건조기가 후자그룹의 최초 접촉건
조 섹터상에 채용되었다.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건조기부의 최종그룹 또는 그룹들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한 것이다.

제4도는 제3도와 마찬가지로 본 발명에 따른 건조기부의 최종그룹 또는 그룹들의 바람직한 제2실시예를 
예시한 것이다.

제5도는 본 발명에 응용된 가열역행실린더의 비교예에 있어서 공정 방향으로의 개략적인 수직단면도로서 
실린더 맨틀내부에 장착된 전기저항가열기가 채용되었다.

제6도는 제5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열역행실린더를 도시한 것으로, 여기서 실린더 맨틀 내부에 장착된 증
기공급 코일의 배열에 의하여 가열이 이행된다.

제7도는 역행실린더의 맨틀의 횡단방향으로의 단면도로서, 이 실린더의 그루브된 면에서 그루브들간의 돌
출부들에 전기가열저항들이 제공된다.

제8도는 이중 와이어 인발부를 가지는 그룹을 도시한 것으로, 이는 건조기부의 최종그룹이며 특정한 예외
적인 경우에 특별히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르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제9도는 본 발명에 따른 건조기부를 도시한 것으로 소위 일반 그룹들이 대각선 그룹들로 이행되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제지기계의 압착부 다음에 종이웨브가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다수의 연속된 그룹들내에서 
건조되고, 이 그룹들내에는 접촉건조실린더들이 상위열에 배치되고 역행하는 흡인실린더들 또는 등가의 
흡인롤들이 하위 열이나 등가의 대각선 또는 수직 열들에 배치되며, 이 방법을 통하여 상기 종이웨브가 
건조와이어에 의하여 접촉건조실린더들의 가열면에 대하여 압착되고, 종이웨브가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
진 각 그룹내에서 역행흡인실린더들 또는 등가의 흡인롤들에 걸쳐 한개 접촉건조실린더로부터 다음 접촉
건조실린더들 상으로 동일한 건조와이어에 지지되어 이동된다. 그리고 상기 종이 웨브가 건조 와이어의 
외측커브 면에 위치될때, 웨브가 원심력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압력차이에 의하여 와이어상에 고정되는, 
종이웨브의 건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제지기계의 압착부 다음에 종이웨브가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다수의 연속된 그룹들
내에서 건조되고, 이 그룹내에서 접촉건조실린더들이 상위열에 배치되고 역행흡인실린더들이 하위열이나 
등가의 대각선 또는 수직열들에 배치되며, 이 방법을 통하여 종이웨브가 건조와이어에 의하여 접촉실린더
의 가열면에 압착되고, 종이웨브는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각 그룹내에서 역행흡인실린더들에 걸쳐 한 
접촉건조실린더로부터 다음 접촉건조실린더 상으로 동일한 건조와이어에 지지되어 이동되는, 종이웨브의 
건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건조기부가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다수의 연속된 소위 일반그룹들로 구성되고, 이 
그룹들내에서 접촉건조실린더들이 상위열에 배치되고 역행흡인실린더들이 하위열 또는 등가의 대각선 또
는 수직열들에 배치되며, 건조될 종이웨브는 그 일반그룹들사이에 밀착된 그룹-갭 인발부를 가지며, 그의 
역행흡인실린더들이 그의 종이웨브로 덮인 외곽원주가 네거티브 압력하에 놓이도록 배치되어진, 제지기계
의 건조부에 관한 것이다.

선행기술을 통하여 공지된 방식인 제지기계의 다중실린더 건조기에 있어서, 이중와이어 인발부 또는 단일
와이어 인발부가 사용된다. 이중와이어 인발부의 경우, 건조실린더들의 그룹들이 2개의 와이어를 포함하
고 하나는 위에서 다른 하나는 아래로부터 웨브를 가열된 실린더 표면들에 압착하게된다. 일반적으로 수
평열로 되는 건조실린더들의 열들 사이에, 웨브는 지지되지 않은 자유 인발부들을 가지는데 이는 펄럭임
을 허용하여 웨브가 찢어지는 원인이 될수 있으며, 특히 이는 웨브가 아직은 비교적 습윤하고 따라서 결
합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최초 수년간 상기한 단일와이어 인발부의 사용이 증가하여온 이유
이며, 이 단일와이어 인발부에서는 건조실린더들의 각 그룹이 하나의 건조와이어만을 가져서 상기 웨브는 
건조와이어가 건조실린더상의 웨브를 가열된 실린더표면들이 압착하도록 상기 하나의 건조와이어 상에 지
지되어 그룹전체에 걸쳐 이동하고, 한편 건조실린더들간의 역행 실린더들 또는 롤들 상에서 웨브가 외측
커브면에 유지된다. 따라서 단일와이어 인발부에 있어서, 건조실린더들은 와이어 루프의 외측에 배치되며 
역행실린더들 또는 롤들은 와이어루프의 내측에 배치된다.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지는 선행기술의 일반그룹들에 있어서, 가열건조 실린더들은 상위열에 배치되고 
역행실린더들은 하위열에 배치되는데, 원칙적으로 상기 열들은 상호 수평으로 평행하다. 본 출원인의 핀
란드 특허 제54,627호(미국특허 제4,202,113호와 동일)에 있어서,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상기 일반 
그룹들 및 단일 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소위 역행그룹들이 차례차례로 배치되고, 이 상기 역행그룹들내에
서 가열건조실린더들은 하위열에 그리고 역행하는 흡인실린더들 또는 롤들은 상위 열에 배치되며, 주요목
적이 그의 양측면 모두로부터 대칭적으로 웨브를 건조하는 것인 기술내용이 제시되었다. 또한 벨로이트 
코포레이션에서는 일반 실린더 그룹들 및 역행실린더그룹들을 포함하는 건조기 섹션에 대한 몇가지 제안
을 했으며 이는 국제 특허출원 공보 WO 88/06204호 및 WO 88/06205호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하기를 통
하여 일반(건조)그룹 및 반전(건조)그룹이라는 용어들이 사용되는데 이는 다중실린더 건조기용의 상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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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종류의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실린더 그룹들을 뜻하는 것이다.

역행 및 일반 건조 그룹들을 구성하는 건조기부에 있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본 발명은 신규하고 효과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문제은 건조기부의 주행
성 및 웨브의 쓰레딩(threading)에 있어서 발생되고, 2방향 웨브건조의 대칭성과 관련된 문제 및 웨브의 
횡단수축의 제어와 관련된 문제 이외에도 상이한 와이어들의 속도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특히 반전그
룹들에서 파열방지에 관한 문제점등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제지기계의 주행속도가 
빨라질수록 더욱 악화된다.

본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에 있어서는 다음의 특허공보들 및 정기간행물들에 게시된 기사들을 참조할 수 
있다.

본 발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선행기술으로는 본 출원인의 핀란드 특허 출원번호 제 906216호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 출원을 통하여 제지기계의 건조기부에서의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데 특히 종이의 뒤틀림경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이 방법에서 종이웨브는 건조 실린더 상에서 건조되는데 종이웨브가 건조 와이어에 
의하여 이 건조실린더의 가열된 면들에 압착되고, 건조실린더들의 건조기부 그룹들이 사용되며, 이중와이
어 인발부 또는 단일와이어 인발부가 채용된다. 이 방법을 통하여, 건조기부에 열수증기가 종이웨브의 거
의 전체에 걸쳐 공급되고 섬유망에 이미 형성된 또는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 장력이 이미 형성되었거나 잠
시후 바로 형성될 수 있는 영역에 상기 증기를 사용하여 열과 수분을 줌으로써 완화되는 점이 신규한 기
술로 간주된다.

또한 상기 핀란드 특허출원 제906216호에서의 제지기계 건조기부는 상기한 방법을 이행하고자 의도된 것
으로, 건조 실린더들 및 와이어 안내롤들 또는 역행실린더들을 포함하는 하나 또는 가능하면 둘이상의 연
속된 건조 그룹들을 포함하며, 그 건조기부내에 단일와이어 인발부 또는 이중와이어 인발부가 채용된다. 
이러한 건조기부에 있어서, 하나 또는 여러개의 증기 공급 박스들이 건조기부 내에 장착되고 이 박스/박
스들은 증기처리될 종이 웨브의 거의 전체횡단폭을 가로질러 확장하며 증기 박스/박스들이 증기공급원과 
통하는 점과 상기 증기 박스/박스들은 종이웨브가 근접하여 주행하는 자유면과 함께 비접촉 증기처리 갭
을 형성하는 반대쪽면을 포함하는 점이 신규한 기술로 간주된다.

일찌감치 본 출원인은 트윈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그룹으로 구성되는 건조기부의 초기단부에서 하부실린더
로의 증기공급이 차단될 때 건조기부의 건조성능이 증가된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런 현상은 더 차가운 와
이어에서 더 집약되는 응축에 의해 건조와이어로 들어가는 웨브의 밖에 있는 모포들 사이에 존재하는 물
의 제거로부터 발생한다.

공정이 건조기부의 건조단부를 향해 진행될 때, 모포들 사이의 물이 이미 제거(건조고체함량 Ka70...75
%)된 경우, 웨브에서 물을 제거하는 공정 특성이 변경된다. 건조단부에서, 물은 모포내부에서 증발되어 
제거되고, 나머지 물은 모포벽으로부터 증발되어 제거되고, 그 후 물이 역행흡인실린더 영역에서 웨브의 
자유면으로부터 대기로 증발하거나 건조실린더에서 와이어로 인하여 응축된다. 그러나, 모포에 속박된 물
이 정확하게 100℃에서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웨브의 온도가 100℃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이 필
수이다. 한편, 증발결과로서 웨브의 온도가 역행흡인실린더 영역에서 100℃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 알려져 
있다. 웨브가 건조실린더에 도달하면, 가열이 먼저 수행되고, 그후 모포에서 제거되는 물의 증발이 시작
되고, 모포에서 분리된 물은 건조실린더와 역행흡인실린더 사이의 간극에서 그리고 역행흡인실린더상에서 
대기로 증발된다. 증발을 고려하여 역행흡인실린더와 건조실린더 사이의 간극은 건조실린더와 역행흡인실
린더 사이의 간극에 비해 건조기부의 최종단부에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대개, 건조기부에서 웨브의 꼬임 성향은 웨브의 Z방향에서 수분 분포의 비대칭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러한 
경우를 기재한 일반적인 선행기술인 상표명이 Sym-Run인 건조기부에 있어서, 웨브의 하위면보다 상위면상
에 섬유내 수분이 더 많이 잔류하고, 상기 하위 면이 실린더상에서 가열되어서 역행흡인실린더 영역의 자
유면으로서 증발이 허용된다. 웨브 Z방향의 수분분포가 건조된 이후에 비대칭이라면, 이후에 건조도가 더 
높은 웨브 측면이 대기로부터 자체내로 더 많은 수분을 흡수하고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웨브의 뒤틀림이 

발생한다.  종이의  열팽창계수는  횡단방향으로 (8...6)
*
10

-4
%/℃이고  수분흡수의  수분확산계수는 

(77...237)
*
10

-4
%/%RH이다. 이 숫자들은 웨브 Z방향으로의 수분분포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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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조기부에서 적외선 또는 습윤장치와 같은 횡단 수분 프로파일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를 사용하는 
선행기술이 공지되어 있으나, 이러한 장치들을 통하여서 종이의 Z방향, 즉 두께 방향의 수분 프로파일을 
조절하기  위한  시도는  행하여진  적이  없었다.  또한  수퍼캘린더링  제지기계(supercalendering  paper 
machine)에서, 충분히 훌륭한 수분 프로파일을 얻기 위하여 종이웨브를 과도한 건조도를 갖기까지 건조시
키는 공정이 선행기술에 공지되어 있다. 여기서 종이웨브는 캘린더링 프로세서(calendering process) 관
점에서 최적이 되는 습도로 재습윤되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습윤장치들의 기능은 단지 최종 종이의 최종
습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일뿐 Z방향으로의 수분 프로파일을 균일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다.

현대의 지식에 따르면, 종이웨브의 뒤틀림 방향 및 정도는 주로 건조기부에서 발생하는 수분증발의 방향
에 의하여 결정된다.

선행기술에 있어서 배타적으로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상기 그룹들로만 구성되는 건조기부가 공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그룹에서는, 상위 열들에 배치된 접촉건조실린더들 사이에, 내부 흡인 박스들이 제공
된 보통 작은 직경의 흡인롤들이 사용되었다. 이와 관련된 건조기부가 독일 뒤셀도르프 라이스홀츠 스토
라 펠트뮤엘에 소재하는 J.M. Voith GmbH사에 의하여 제공된다.

이러한 롤들의 한가지 단점은 네거티브압력 및 흡인 에너지가 다량 필요한 점인데, 이는 롤 직경이 작으
며 이러한 롤 상에 웨브를 건조와이어와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는 강한 원심력이 생기기때문이다. 작은 반
지름을 가지는 커브섹터들에 의하여, 상기 흡인롤들은 또한 건조와이어와 웨브간에 상당히 큰 상대속도차
이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많은 점에서 불리하다. 또 다른 단점들은 잡음레벨이 높은 것이외에도 흡인롤들 
내부 흡인박스에서의 밀봉부 마모 및 상기 밀봉부를 빈번히 교체해 주어야 하는 점등이 있다. 이러한 선
행기술의 건조기부는 또한 접촉건조실린더들 상에서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모든 그룹들에 있어 웨브
의 한쪽면, 즉 웨브 하위면에만 건조효과가 적용되기때문에 웨브가 Z방향으로 비대칭 건조되는 경향이 있
고 접촉건조실린더들의 면과 접촉하여 위치된 웨브측면은 더 많이 건조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의 발전이 요망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한가지 목적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신규한 해결안들을 제
시하는 것이다.

하기를 통하여, 예를들어 상기에 언급된 특허 및 제지에 관한 선행기술 건조기부와 관련하여 문제점들 및 
앞으로의 개선요구를 상세히 다루게된다. 배경설명을 하자면, 제기기계의 최고 웨브속도가 현재로서 이미 
25㎧수준을 초과했고 머지않아 25...40㎧속도수준까지도 사용될 것이나 그러한 경우 제지기계의 주행성에 
관한 병목현상이 더더욱 건조기부 구성으로 증가하게 되고 더구나 선행기술로된 건조기 개념으로보면 아
주 길어지게 된다.

상기 언급된 반전 건조그룹들내에서, 파열의 경우에 반전그룹들은 중력의 힘으로 자체청소가 되지 않으므
로 파지의 제거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일반그룹보다 반전그룹에서 파지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더 긴 이유가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반전 그룹들이 전혀 불필요한, 그러나 기타 주어진 요건들
은 여전히 충족시키는 건조기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문제점들 및 기타 몇몇 문제점들은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그루브내에서 선행기술로 된 소형 반
지름의 알맞은 흡인롤들이 내부 흡인박스가 제공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하여, 어떤 기계에서는 어떤 그룹 갭들을 개방하고 흡인롤들 내부의 네거티브압력 레벨을 낮추
는것이 필수적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건조기부의 주행성을 특별히 높은 레벨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및 건조기부
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소위 로프리스 테일 쓰레딩(ropeless tail threading)이 제지기계의 건조기부 전
체길이를 가로질러 바람직하게 적용될수 있어서 보다 단순한 구조 및 보다 짧은 정지시간에 도움을 주는 
방법 및 건조기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필수적인 또다른 목적은 제지기계 내 건조기부의 길이가 다소 짧게 제작될수 있어서 이로 인하
여 제지기게 및 제지 기계실의 투자비용이 절감되는 건조기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특별한 목적은 종이의 사용목적 및 기타특성면에 있어서, 건조가 다된 종이가 그후에 Z방향으
로 충분히 대칭적인 수분 프로파일을 갖게되는 방법 및 건조기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종이웨브의 횡단 뒤틀림 또는 수분 프로파일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다에 
의하여 종이웨브의 섬유망에 발생되었거나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어떠한 장력이 열 또는 수분에 의하여 
완화될 수 있는 방법 및 건조기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그리고 이후에 다루어질 목적들을 달성하는 관점에서, 본 발명의 방법에 대한 제1실시예는 
종이웨브가 상기 접촉건조실린더들에 의하여 건조기부 거의 전체길이를 가로질러 그의 하위면의 측부터 
건조되는 점과, 종이웨브가 와이어로부터 자유로운 종이웨브의 한 개 인발부 또는 인발부들상의 상위면 
측으로부터 건조되는 점, 종이웨브가 와이어로부터 자유로운 종이웨브의 건조와이어 또는 상기 인발부들
을 통하여 종이웨브의 상위면에 건조대기 흐름을 송풍함에 의하여 그 상위 면 측부터 건조됨, 역행흡인실
린더 또는 그 등가의 것의 실린더 맨틀들이 가열됨, 그리고 이로써 상위면 측으로부터 종이 웨브건조가 
촉진됨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방법에 대한 제2실시예는 종이웨브의 하위면 측으로부터 건조기부의 전체길이를 가로질러 종이
웨브가 접촉-건조 실린더들에 의하여 건조됨과 종이웨브가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한 그룹으로부터 다
음 그룹까지 밀착 인발부로서 이동됨과 종이웨브가 외측커버 측의 건조와이어상에 위치된 동안에 커브 반
경이 D2/2의 범위≒250...1000㎜이고, 바람직하게는 D2/2≒500...800㎜범위인 상기 역행흡인실린더들에 의

하여 안내됨과, 종이웨브가 외측커브 면에 위치될 때에 상기 역행흡인실린더들이 내측원주 전체에 걸쳐 
확장되는 압력차이에 의하여 원심력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상기 웨브가 건조와이어와 일정한 접촉을 유지
함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방법에 관한 제1실시예의 잇점을 구체적으로 응용한 것으로 특히 상표명이 VACROLL인 본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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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실린더와 같은 역행흡인실린더들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게는 웨브의 건조 고형분 함량 Ka70...75%
에서 출발하여 가열되도록 계획된다. 이러한 응용형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장점들이 있다 : 웨
브가 상부 측으로부터도 또한 가열 건조되기 때문에 웨브의 뒤틀림 경향이 감소된다. 웨브는 역행흡인실
린더 다음의 갭으로 들어가서 선행기술에서보다 더 온도가 높은 다음 건조실린더상으로 진행되고, 이러한 
경우에 건조실린더상의 접촉섹터 바로 첫부분으로부터의 증발이 보다 효과적이다. 역행흡인실린더들의 가
열은 다수의 대체기술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역행흡인실린더 위에 장착된 유도 가열기를 
사용하고 이 가열기에 의하여 역행흡인실린더 맨틀의 외면이 예를들면 150℃까지 가열되며 실린더맨틀의 
외면으로부터 전달된 열에너지가 건조와이어를 통하여 웨브내로 전달된다. 또한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역행흡인실린더의 내면과 연결하여 증기 코일이 배치될 수 있어서 코일을 통하여 증기가 송풍되고 증기의 
열이 실린더의 맨틀내로 전도되며 그로부터 또한 와이어를 통과하여 웨브까지 전달된다. 예를들면 역행흡
인실린더 안쪽에 전기저항이 장치된다든지 또는 역행흡인실린더 외면의 그루브들간의 돌출부들에 전기 저
항들이 제공되도록 한다든지 또는 실린더 맨틀주위를 원형이나 나선형으로 지나는 상기 돌출부들 전체가 
가열저항으로 구비되어서 가열전류가 예를들면 슬라이드링 및 브러쉬를 경유하는 상기 저항들내로 전달되
도록 하는 등으로, 전지저항들을 사용함에 기초한 다양한 저항성 가열배치를 이용함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어떠한 응용형태에서는 UNO-RUN-BOXes
TM
으로 송풍공기의 양, 온도 또는 습도를 조절함과 웨브의 

횡단 프로파일링을 채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등을 통하여 수분 프로파일링외에도 웨브Z방향으로 대
칭적 건조를 제어하는데에도 기여한다. 또한 건조와이어의 투과성을 이용하여, 건조실린더 표면상에서 증
발과정 전체를 통해 발생하는 증발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웨브Z방향의 건조 대칭성을 조절함이 가능하다. 
또한 건조와이어의 장력 또한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는 조정 파라미터이며 예를들면 최종그룹 또는 그룹
들에서 건조와이어의 구체적으로 조정가능한 장력이 사용되고 이로써 웨브의 상위면과 하위면에서 일어나
는 증발의 상호비가 웨브의 뒤틀림은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영역에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건조고형분 함량 Ka70...75% 범위가 된다.

와이어로부터 자유로운 종이웨브의 인발부 또는 인발부들은 되도록이면 와이어 그룹들간 또는 와이어그룹
들 내부의 영역에 배치될 수 있어서, 예를들면 하나 또는 여러개의 건조실린더들상에서, 건조와이어가 특
정한 안내롤에 의하여 웨브와 및 건조실린더의 면과의 접촉에서 벗어나도록 안내되고 동일한 건조실린더
상으로 복귀하도록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제1실시예는 건조기부가 주로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상기 일반그룹으로만 구성되고 
이들 그룹내에 건공기를 송풍하기 위하여 가열된 역행실린더 또는 건조복사장치가 장착되고 이수단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건조임펄스가 종이웨브의 상이면에 가하여져서 웨브Z방향의 건조 프로파일을 균일하게 
만들고 또한 필요한 경우 건조기부의 건조용량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건조기부의 제2실시예는 건조기부가 오직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상기 일반그룹
으로만 구성되고, 그 그룹내에 그런 역행흡인실린더들이 수평열 또는 등가의 수직 또는 대각선 열들에 배
치되고, 그 실린더들내에 상기 실린더의 천공되고 그루브된 외부맨틀이 배치되어서 역행흡인실린더의 내
부흡인박스가 없어도 네가티브 압력하에 놓이도록함과, 역행흡인실린더들의 직경 D2가 D2≒500...2000㎜ 

범위에서 선택되고 D2≒1000...1600㎜범위임이 바람직한 점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 상기 D2

≒500...1200㎜범위의 직경 D2는 일반적으로 보다 폭이 좁은 제지기계에서만 채용된다.

본 발명에 따른 건조기부의 제2실시예는 상기 역행흡인실린더들의 몇몇이 소위 일반흡인롤들로 대체되어
서 그 직경이 전폭의 기계에서 일반적으로 500...1200㎜범위로 흡인박스내부에 제공되고, 이 흡인섹터는 
일반적으로 종이웨브의 회전섹터 위로 확장하게되는 그러한 해결책의 범주를 또한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제지기계의 건조기부가 오로지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소위일반그룹들로만 구성되고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때로 이중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특정 최종그룹이 가능하며 이러한 단일와이
어를 가진 그룹들 내에 접촉건조실린더들이 상위열에 역행흡인실린더들 또는 롤들은 하위열에 배치되고, 
그리고 소위 일반그룹들이 전혀 사용되지 않기때문에 파지제거가 건조기부 전체길이에 걸쳐 간단하고도 
문제없이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중력에 의하여 안정된 파지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소위 모든 일반 그
룹은 하향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건조기부 전길이에 걸쳐 로프리스 테일 쓰레딩
(ropeless tail threading)을 사용할 수 있어서 유리한데, 이는 건조기부의 구조를 상당히 단순화시킨다. 
피지제거 및 로프리스 테일 쓰레딩(ropeless tail threading)을 용이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종이웨브Z방
향의 수분을 균일화하는 상기 장치들이 필요한 경우 종이웨브로부터 더 떨어져서 이동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있어서, 웨브Z방향 즉 두께방향의 습윤 프로파일은 가열된 역행흡인실린더, 다른 
건조장치들을 이용하거나 습윤장치를 이용하여 균일해질 수 있다. 이러한 건조장치들은 예를들면 기체 또
는 전기 적외선 방열기 및 건조될 웨브의 자유면에 수증기 또는 습공기를 송풍함이 가능한 습윤장치를 통
하여 이행될 수 있다. 상기 언급한 바와같이,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 역행흡인실린더들이 장치의 다양한 
배치에 의하여 대략 150℃까지 가열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역행흡인실린더의 개방된 외부 섹터 또는 
맨틀내부에 장착된 유도가열기들을 채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내용의 보다 상세한 실시예는 이후에 다루기
로 한다. 두께방향으로 수분을 균일하게하는 상기 장치로는 초단파건조기(microwave dryers) 및 고주파
(RF) 건조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상기에 언급된 바와같이 웨브 상위면에 작용하는 건조 또는 습윤 장치
는 가능하면 건조기부의 최종단부의 영역에 배치됨이 바람직하며 이때 웨브의 건조고형분함량 Ka는 Ka65%
로 통례상 Ka70...75%가 된다. 상기한 장치들은 웨브의 횡단 수분프로파일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들과 바
람직하게는 연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라서 소위 일반그룹내에서, 하위열에 역행흡인실린더들은 명백히 비교적 큰 직
경의 역행흡인실린더들은 명백히 비교적 큰 직경의 역행흡인실린더이고, 여기에 천공된 맨틀 및 외측 그

루브된 면이 제공되며 내부에 흡인박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상기 실린더는 되도록이면 상표 VAC-ROLL
TM
으

로 본 출원인이 생산판매하는 역행흡인실린더가 바람직하고, 이러한 구조의 실시예가 본 출원인의 핀란드 
특허 제83,680호(미국특허 제5,022,163호와 동일)에 기재되어 있다. 상기한 역행흡인실린더들 또는 그와 
등가의 것을 사용함으로써, 종이웨브가 건조기부의 전체길이 및 폭에 걸쳐 건조와이어와 안정되게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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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보장하여 종이웨브의 횡단 및 종단 건조시 수축이 배제되도록 함으로써 제조된 종이품질의 특성이 
개선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선행기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공지된 다수의 공정단계들 및 설계안들을 조합함으로써 
그 구조면에서나 주행성 면 양쪽 모두에 더욱 유리한 건조기부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건조기
부를 사용하여 생산된 종이는 대칭성 및 치수안정성 면에서도 고도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품질특성을 지닌
다.

하기를 통하여 첨부된 도면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을 참고로 본 발명을 상세히 기
재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본 발명의 실시예의 내용만으로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1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종이웨브(Win)는 압착부로부터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제1그룹(R1)의 건조와

이어(15)  상까지 건조기부 내를 이동하고, 웨브는 흡인박스들(13)내의 네거티브압력영향에 의하여 상기 
와이어에 밀착된다. 제1도는 압착부(20)를 건조기부 앞쪽에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웨브
(W)가 건조기부내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제1그룹(R1)내로 전달되기 이전에 3개의 연속된 롤 닙들(N1, 

N 2  및 N3 )에 의하여 웨브(W)로부터 수분이 제거된다. 건조기부는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6개 그룹들

(R1...R6)을 포함하는데 이들 그룹 갭내에 웨브(W)는 밀착 인발부를 가진다. 본 발명의 따른 건조기부는 

일반 그룹들(R1...RN )을  포함하는데,  보통  N=4...10의  값으로  N=5...7이  바람직하며  통상적으로 

N=6이된다. 단일 인발부를 가지는 R1...RN의 전 그룹들이 소위 일반그룹들인데, 여기에 예를들면 증기가열 

평활면 건조 실린더들(10)이 상위 수평열에 배치되고 역행흡인실린더들(11)이 하위 수평열에 배치된다. 
최종 일반그룹(R6)에서 마지막 두개의 상위 실린더들(10') 및 한개의 역행흡인실린더들(11')가 선행그룹들

(R1...R5)보다 치수(H1)만큼 높게 상기 두개 상위 실린더들(10') 사이에 배치된다. H1의 치수는 H1≒400㎜

가 된다. 건조기부의 프레임부를 매우 개략적으로 도시하였다. 일반그룹(R1...RN) 각각은 각자의 건조와이

어를 갖는데 이는 안내롤(18)에 의하여 안내된다. 건조와이어(15)는 웨브(W)를 건조실린더들(10)상의 평
탄한 가열면에서 압착하여 건조시키고, 역행흡인실린더들(11)상에서 웨브(W)는 와이어(15) 외면의 외측커
브에 유지된다. 역행흡인실린더들(11)상에서 웨브(W)는 역행흡인실린더(11)의 그루브된 면들에 존재하는 
네거티브압력의 영향에 의한 원심력에도 불구하여 와이어(15)에 안정되게 지지된 상태를 유지하고, 이로

써 웨브(W)의 횡단수축이 또한 방지된다. 역행흡인실린더들(11)로서 특히 상표 VAC-ROLL
TM
으로 본 출원인

에 의해 생산판매되는 흡인실린더들이 바람직한데, 이 실린더들은 내부흡인박스를 가지지 않으며 이들 구
조의 상세한 설명은 본 출원인의 핀랜드 특허 제83,680호(미국특허 제5,022,163호와 동일)를 참조하면 된
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웨브(W) 및 건조와이어(15)간의 지지접촉이 건조실린더들(10)및 역
행흡인실린더들(11) 사이의 직선주행상에서 적절히 유지되고, 적어도 건조실린더들(10)에서 역행흡인실린
더들(11)까지의 주행시에 송풍흡인박스들(17)을 사용함으로써 와이어(15)와 역행흡인실린더(11) 맨틀 사
이의 폐쇄될 쐐기형 닙 공간들내에서도 와이어(15)에 의하여 유도된 압력의 형성이 방지된다. 상표 UNO 

RUN BLOW BOX
TM
로 본 출원인에 의해 생산판매되는 이들 송풍흡인박스들(17)의 구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본 출원인의 핀랜드 특허 제59,637호, 제65,460호 및 제80,491호(미국특허 제4,441,263호, 제4,516,330호 
및 제4,905,380호)에 기재되어 있다.

UNO  RUN  BLOW BOX
TM
가  시장에 소개된 이후 본  출원인의 경쟁사들도 몇가지 송풍박스 안들을 제시하여 

J.M.Voith GmbH의 미국특허 제4,502,231호 및 Beloit Corp.의 4,661,198호 등이 있으며, 상기한 송풍흡인
박스들을 송풍흡인박스(17)의 위치에 사용하는 것 또한 본 발명의 총체적인 개념범위에 포함된다.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그룹들내에 또한 역행흡인실린더들(11)간의 갭들내에 송풍박스들(17)이 사용되
고 이 수단에 의하여 상기 갭 공간이 대기조절되고 웨브(W)로부터 증발이 촉진된다. 건조 실린더들(10)의 
면들은 독터들(14, 24)에 의하여 청결하게 유지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건조기부 길이 전체에 걸쳐 확장하는,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그룹들(R1...RN) 내에

서 중력에 의하여 파지가 제거될 수 있는데 이는 단일와이어-인발부를 가진 그룹들(R1...RN)이 하향 개방

되었기 때문이며, 파지웨브(WS)가 특별한 배치가 없어도 제지기계의 바닥공간에 배치된 파지운송기(도시
되지않음) 또는 펄프기계(들)내로 운반하는 파지운송기상으로 제거될 수 있다.

제1도에서 6개의 일반그룹(R1...N, N=6)이 사용될 경우 공정방향으로서 건조기부 총 수평길이가 70m에 달

한다. 개별적인 일반그룹들(R1...N ) 각각에 사용된 건조실린더들(10)의 숫자 N1은 N1=3...8범위를 가지며 

N1=4...7 범위이면 바람직하다.

웨브(W)의 횡단수축 방지라는 관점에서, 웨브(W)는 시종일관 건조와이어들(15)과 안정과 접촉을 유지하여
야 함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안정된 접촉은 상기 실린더들 외면들의 그루브된 맨틀들(12)내에 존재하
는 네거티브압력에 의하여 역행실린더들 상에서 달성되고, 건조 실린더들(10)및 역행흡인실린더들(11)간
의 직선주행시에는 송풍흡인박스들(17)에 의하여 형성된 압력에 의하여 달성된다.

제2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라 배치된 적외선건조기(30)을 도시한 것으로 이 적외선건조기는 단일
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최종그룹(RN)과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그 다음 그룹(RN-1)간에 배치된다. 적외선

건조기(30)는 건조 갭(31) 영역내에서 건조실린더들(10, 10a)와 접촉하여 배치된 웨브면의 반대편 웨브인 
건조실린더(10a)의 면 상에 자유롭게 배치된 웨브(W1)의 상위면으로 적외선 복사(IR)를 가한다. 안내롤들

(18a, 18b)에 의하여 건조와이어들(15a, 15b)을 안내함에 의하여 와이어로부터 자유로운 웨브(W)의 상기 
영역(W1 )이  제공되고,  웨브(W)의 개방영역(W1 )이  형성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RN-1 )에서  다음 그룹

(RN)까지 밀폐된 인발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적외선건조기(30)는 웨브(W)의 전폭을 가로질러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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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적외선 건조기는 또한 전기에너지로 또는 기체에너지로 작동될 수 있다.

제2도에서 조절수단들이 블록(32)으로 개략 도시되었고 그 조절수단들에 의하여 적외선 건조기(IR)의 전
력 레벨(PT) 및 횡단방향의 분포(PP)가 조절된다. 이 전력분포(PP)에 의하여, 웨브(W)의 횡단수분 프로파

일이 제어된다.

웨브(W)의 상위면에 건조에너지의 실질적인 임펄스를 가함으로써 웨브 Z방향의 수분 프로파일을 균일하게 
만드는 점이 상기 적외선 건조기(30)의 동작에 관한 본질적인 특성이 된다. 적외선 건조기(30)은 한개 또
는 여러개 그룹 갭들(Rn...Rn+1)에 배치된다. 제1도에 최종3개 그룹들(R4, R5, R6)간 및 부가적으로 그룹들

(R3, R4) 내부의 그룹 갭들에 위치된 그룹 갭들에 적외선 건조기가 배치된 것이 도시되었다. 또한, 상기 

적외선 건조기(30)에 의하여 건조기부의 건조용량이 증대될 수 있어서 건조기부의 총 길이가 몇개의 건조
실린더들만큼 단축될 수 있다.

상기에 언급된 적외선 건조기(30) 대신에, 해당하는 초단파 또는 고주파(RF)방열기를 사용함이 가능하다. 
적외선 건조기(30) 대신에 또는 그에 부가하여 건공기를 송풍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수
단에 의하여 종이 웨브의 개방영역(W1)내에 건공기분사가 웨브의 상위면에 가하여져서 증발을 촉진하도록 

한다. 제2도에서, 괄호안의 도면번호(30A)는 이들 송풍장치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수단에 의하여 공기분
사(F)가 그의 개방영역(W1)의 웨브(W)의 상위면에 가하여 진다. 제2도에 수압실린더(30a)가 개략적으로 도

시되어 있으며 이는 건조기(30;30A)와 연결되어 장착되고 이 수단에 의하여 예를들면 웨브(W)의 직조중에 
또는 웨브의 파열에 필수적인 파지의 제거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건조기(30;30A)가 종이웨브(W)와 좀 
더 떨어지도록 위치변경 될 수 있다.

하기를 통하여 제3 내지 7도를 참조하여 특히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방법 및 장치의 실시예를 설명
하고 있으며, 종이웨브(W) Z방향 건조의 대칭성을 향상시킬 목적과 증가시켜서 건조기부의 총 길이가 10
퍼센트까지 감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열된 맨틀면들을 가진 역행흡인실린더들(11)이 사용된다.

제3도에서 역행흡인실린더들(11)의 상측에 있는 개방섹터들 상에 장착된 장치가 건조기부의 최종그룹(RN)

에 제공되고, 상기 장치는 상기 언급된 상표 UNO-RUN-BLOW BOX
TM
의 송풍흡인박스(17)과 합체된 유도 가열

기들(46)을 포함한다. 유도가열기(46)는 실린더들(11)  또는 VAC롤들의 맨틀들(50)의 외부면과 관련하여 
적당히 작은 공기 갭(49)을 가진다. 유도가열효과는 IND라고 표시되어 도시되었다. 유도가열기들(46)에 
의하여 역행흡인실린더들(11) 또는 VAC롤들의 맨틀면들내에 와전류(eddy current) 효과에 근거한 저항성 
가열효과가 생성되고 이 수단에 의해 실린더 맨틀(50)의 온도가 되도록이며 대략 150℃까지 상승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역행흡인실린더들(11) 또는 VAC롤들의 맨틀면들이 건조와이어(15)를 통하여 웨브
(W)를 가열시키고 웨브(W) Z방향 건조의 대칭성을 증가시키며 또한 건조실린더들(10)상 및 상기 건조실린
더들과 역행흡인실린더들(11)간의 직선주행상에서의 건조를 증대한다. 유도가열기들(46) 및 그의 등가물
은  되도록  웨브(W)의  뒤틀림경향이  형성되는  관점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인  웨브의  건조고형물함량 
Ka70...75%가 되는 영역내에 건조기부 최종단부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경우 가열된 역행
흡인실린더들(11)이 이 제공된 그룹이 최소한 건조기부내 최종그룹(RN)으로 또는 최종 두 개 그룹들로 사

용된다. 웨브의 횡단방향으로의 가열효과를 조정할 목적으로, 유도가열기(46)의 가열효과가 횡단방향으로 
적절히 마련되는데 블럭(37P)이 개략도시되어 있으며 이 수단에 의하여 장치(45)의 횡단방향으로 다수의 
블록들(1...S)내를  통과하는 가열전류들(I1...s )이  조정된다.  해당하는  방향으로  조정장치(17P)는 웨브

(W)의 횡단방향으로의 블럭들(1...M)로 분할되고, 이들 각각의 블록내로 습도, 양 또는 온도가 조정가능
한 공기 흐름들(F1...M )이 전달되며, 상기 공기흐름들은 개략 도시된 조정장치(17P)에 의하여 제어된다. 

조정장치들(37P, 17P)이 하나 또는 여러개의 장치(45)와 연결하여 제공될 수 있다. 가열 또는 송풍효과들
의 상기 횡단 프로파일들의 조정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런 경우 조정장치(37P, 17P)는 프로파일
을 특별히 조정하지 않고도 가열 또는 송풍효과를 조정함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프로파일이 평활하
거나 어떤 상이한 형태로 미리 정하여질 수 있다.

제4도에 따르면, 건조기부의 최종그룹(RN) 또는 최종 2개 그룹들(RN, RN-1 )에 가열된 역행흡인실린더들(1

1)이 제공되고, 이는 그들 맨틀들(50) 내부공간(V), 내로서 진공상태에 있으며 유도가열기들(48)이 장착
되며, 이는 실린더 맨틀(50)의 내면과 관련한 유도가열효과(IND)를 위하여 충분히 작은 공기 갭(49)을 갖
는다. 필요하다면, 하나 또는 여러개의 유도 가열기들(48)은 웨브(W)의 횡단방향으로의 블록들(1...S)로 
분할되며 상기 블록들내로 공급되는 가열전류(I1...s)가 가열효과의 레벨 및 횡단 프로파일 조정을 목적으

로 유닛(38P)에 의하여 조정된다. 가열효과의 레벨 또는 프로파일링 관점에서, 제3도 및 4도에 도시된 유
도가열기들(46, 48)은 그 자체로서 공지된 유도가열기형태로 완성되어 제지기계기술내에 이용되고 있는데 
본 출원인의 핀랜드 특허 제76,260호(미국 특허 제4,675,487호와 동일)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제4도에 따르면, 그룹(RN)의 최종단부내, 건조와이어(15) 루프내에 특정한 제2모포가 구비되고 이는 아내

롤들(180)에 의하여 안내된다. 상기 모포(150)의 투과성은 매우 낮거나 전혀 불투과성이다. 모포(150)에 
의하여 실린더들(10K)상에서 증발이 방지되고, 이런 방식으로 웨브(W) Z방향 건조의 대칭성이 더욱 향상
된다. 추가적으로, 부가적 모포(150)를 사용하는 대신에, 불투과성인 건조와이어(15) 또는 매우 낮은 투
과성으로 가지는 건조와이어를 사용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와이어에 의하여 건조실린더들(10)의 영역에서 
증발이 감소되고 웨브(W) Z방향 건조의 대칭성이 촉진된다.

제5도는 맨틀(50)에 자체적으로 공지된 방식대로 외측 그루브들(12)이 제공되고 맨틀(50)을 통과하는 천
공들(51)이 제공된 가열역행실린더(11)을 도시한 것으로, 상기 천공은 외측으로부터 그루브들(12)내로 그
리고 내측으로부터 실린더(11)의 내부공간(V)내로 뚫려있다. 맨틀(50) 내부에, 축상 전기저항들(55)이 구
비되는데, 이 저항들은 적합한 절연지지 장치(도시안됨)에 장착되고 이 저항들은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
되고, 가열전류가 실린더들의 단부들에 위치한 슬라이드링들 및 브러쉬들(도시안됨)을통하여 이 저항들로 
전달된다.

제5도에서와 유사하게, 제6도는 다수의 축상 증기 공급파이프들(56)을 구성하는 역행흡인실린더(11)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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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장치를 도시하고 있다. 이 파이프들(56)은 열전도에 근거하여 실린더 맨틀(50)을 가열할 수 있으며, 또
는 상기 블록들 내로 공급된 증기가 파이프를(56) 빠져나와 맨틀(50) 내면으로 송풍될 수 있으며 또한 맨
틀(50)내의 구멍들(51)을 통하여 맨틀외면의 그루브들(12)내로 송풍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그루브들로부터 
증기의 가열효과는 건조와이어(15)를 통하여 웨브(W)의 상면에 가하여진다.

제7도는 가열역행흡인실린더(11)의 실린더맨틀(50)의 공정횡단방향으로의 축상단면도이다. 자체로서 공지
된 방식대로, 맨틀(50)에는 뚫어진 천공들(51)이 제공된다. 구멍들(51)의 확장된 외부 오리피스들(51a)은 
실린더(11)  맨틀외면내 그루브들(12)내로 개방된다. 상기 그루브들은 맨틀(50)의 외면에 있는 그루브들
(53)내에 부착된, 환형편들(52)로 형성된다. 환형편들(52)은 해당하는 나선형 연속부품으로 대체될 수 있
다. 환형편들(52)는 적합한 금속이거나 절연물질로 이루어진다. 환형편(52)내로 전기저항들(54)이 장착되
고 이는 인접한 환형편들(52)내에서 병렬 그리고/또는 직렬로 연결된다. 만일 환형편들(52)이 금속으로 
제작된다면, 전기저항들(54)이 환형편(52)으로부터 절연되어야만 한다. 가열전류가 실린더(11)의 축 저널 
또는 축 저널들과 연관하여 위치된 슬라이드링들이나 브러쉬들(도시안됨)을 통하여 저항들(54)로 전달된
다. 환형편들(52)의 외면들이 그루브들(12)간의 실린더 맨틀(11)의 외면(11')을 구성하고 이면(11')에서 
건조와이어(15)가  접촉하며 웨브(W)는  그의  외면에 위치된다.  환형편(52)의  상승된 온도가 건조와이어
(15)를 통하여 웨브(W)로 전도되고 웨브(W)를 상면으로부터 건조시키는데, 따라서 웨브 Z방향의 대칭성을 
촉진시킨다. 제3도 내지 7도에서와 상이하게 역행흡인롤들(11)상에 기타의 건조 안들이 또한 가능하다.

그룹 갭들 내 위치들에 덧붙여서, 제1도는 와이어 그룹들(R3, R4)내부에 위치된 건조기들(30)을 도시하고 

있으며, 건조와이어(15)의 주행(15')이 포켓(pocket)을 형성하도록 하기위하여 특별한 안내롤(18')을 사
용하여 건조와이어를 건조실린더(10) 및 웨브(W)로부터 이격시켜 안내함으로써 제공되었던 것과 같은 웨
브(W)의 자유영역(W1)내에 상기 건조기들이 배치되고, 여기에 적외선 건조기(30)가 배치되어서 웨브(W)의 

자유영역(W1)의 상면에 건조효과를 가하도록한다.

제1도는 최종그룹의 다음 그룹(R5)의 와이어(15)의 루프내부에 장착된 공기송풍유닛(35)을 도시한 것으로, 

송풍유닛(35)은 인접 건조실린더(10S)와 관련하여 송풍 갭(37)을 가진다. 송풍유닛(35)의 공기흡입파이프
(36)을 통하여, 건조한 고온공기가 유닛(35)내로 도입되고, 이 공기는 송풍 갭(37)내에서 와이어(15)에 
대하여 송풍되어서 송풍된 공기가 와이어내의 기공을 환기시키고 그들내에 존재하는 증기의 분압을 낮추
고, 이로써 실린더(10b)면상에서 종이웨브(W)의 상면으로부터 발생하는 증발을 강화한다. 이런식으로 웨
브(W) Z방향의 수분 프로파일이 균일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기기계의 총 건조용량이 증대될 수 있
다. 상기 송풍유닛(35)은 하나이상의 그룹들(RN)과 연결되어 장착될 수 있으며, 하나 또는 여러개의 그룹

이 한 개 이상의 송풍유닛(35)들을 포함할 수 있다.

제1도에서 습윤장치들(40)이 그룹들(R5, R6) 하부에 장착되어 도시되어있는데, 이 장치들은 인접 웨브(W) 

및 역행흡인실린더(11B)를 가진 처리 갭(42)을 가진다. 상기 습윤장치들(40)은 예를들면 그 자체로 공지
된 증기박스나 습공기 또는 물안개를 송풍하는 장치일 수 있어서 이 수단에 의하여 웨브 Z방향의 수분 프
로파일이 건조 실린더들(10)상의 건조부와 접촉하여 건조된 웨브 하위면 상에 수분 프로파일을 균일하게 
함이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다면 본 출원인의 핀란드 특허 제906216호(미국특허 출원번호 제07/808,161호
와 동일)에 기재된 원리들에 따라 웨브의 내부장력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써 종이의 뒤틀림 프로파
일을 제어할 수 있다. 상이한 그룹들(RN) 또는 최종 2개그룹들(RN, RN-1)내에 배치됨이 바람직하다.

상기 습윤장치들(40)은 되도록이면 건조고형물 함량 Ka65%인 영역내 건조기부의 최종단부에 위치되면 좋
고, 또한 건조고형물 함량 Ka80%인 영역내이면 더 바람직하다.

주행성을 고려할때, 상기 언급된 송풍 장치들(17)이 또한 중요한데, 이 송풍장치들은 건조실린더(10)에서 
역행흡인실린더들로 이동되는 웨브(W)및 건조와이어(15)의 주행상에 배치된다. 이 송풍박스들(17)은 건조
고형분함량 Ka약70%인 곳인, 되도록이면 건조기부의 최초단부에만 사용됨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술된 건조기들(30, 35, 45, 49)의 주요기능은 반드시 웨브(W)의 상위면 측, 즉 건조실린더들(10)
의 고온면과 접촉한 면의 반대쪽 면으로부터 건조에너지를 가함으로써 웨브 Z방향의 수분 프로파일을 균
일하게하는 것이다. 그러나, 접촉건조실린더들(10)만이 사용되는 안과 비교할때 상기 건조기들(30,  35, 
45, 49)의 또다른 잇점은 이 수단에 의하여 건조용량을 건조기부의 길이가 대략 5∼10m만큼이나 단축될 
수 있을 정도까지 증대시킬수 있다는 점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소위 로프리스 테일 쓰레딩(ropless tail threading)을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로
프리스 쓰레딩은 와이어들(15)의 직선주행들상 뿐만아니라 건조와이어들(15) 및 역행흡인실린더(11)상에
서 송풍박스들(17)을 이용하여 그리고 역행흡인실린더(11)을 네거티브 압력하에 놓음으로써 그들의 연결
내에서 이행될 수 있다. 또한 독터들(14, 24)와 연결하여, 공기 송풍장치들을 설치함이 가능한데, 이 수
단들에 의하여 실린더 면(10)으로부터의 인출선 분리 및 건조와이어(15)로의 밀착을 보장할 수 있다.

건조기부 내의 다수실린더들 및 롤들의 치수제어에 관하여 기술한다. 일반그룹들(R1...RN;RS)내 건조실린

더들(10)의 직경 D1은 D1≤2.5m인 조건으로 선택되고, 가능하면 D≒1.8...2.2m가 바람직하다. 역행흡인실

린더들(11)의  직경 D2 ≒0.5...2m인  조건으로  선택되고,  가능하면 D2 ≒1.0...1.5m가  바람직하며 D2≒

1.2...1.5범위가 특히 적합하다. D2≒0.5...1.2범위의 직경(D2)은 보통 협소한 제지기계내에만 적용된다. 

제2도는 또한 일반그룹(R1...RN)내 실린더들 사이 수평거리 AO를 나타내고 있는데, AO≒2100㎜이고 실린더

들(10, 11)간 수직거리(HO)는 HO≒1600㎜이다. 안내롤들(18, 18a, 18b)의 반지름(D3)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폭에 따라 D3≒400...700㎜범위이다.

상기 언급된 방식으로 역행흡인실린더들(11)의 반지름(D2)이 선택되면, 역행흡인롤들(11)의 회전섹터상의 

건조와이어(15)로부터 종이웨브(W)를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 원심력들이 매우 낮아서 그루브된 면(12)내 
네거티브 압력 레벨이 적절한 상태에서 종이웨브(W)가 건조기부의 총 길이 및 폭을 가로질러 건조와이어
(15)와 안정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종이웨브의 횡단 및 종단 수축이 방지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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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종이의 품질 특성은 상당히 향상된다. 역행흡인실린더들(11)은 되도록이면 내부흡인박스 없이 이행
됨이 바람직하다. 상기에 주어진 전제조건들하에서, 역행흡인롤들(11)의 실린더맨틀 내 그루브공간들(1
2)의 네거티브압력은 일반적으로 1...3kPa범위내에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네거티브 압력 
레벨에 의하여,  원심력 영향에도 불구하고 역행흡인실린더들(11)의  회전섹터들상의 건조와이어(15)상의 
안정된 웨브의 지지와, 일반적으로 웨브(W) 및 건조와이어 간의 안정된 지지접촉이 둘 모두 보장될 수 있
어서, 웨브(W)의 횡단수축과 뒤틀림 및 섬유배향의 최종적인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를 통하여 모든 역행흡인실린더들(11)이 커다란 직경(D2≒800...2000㎜)를 가지며 내부흡인박스가 없

는, 흡입구역이 맨틀의 외측원주전체를 가로질러 확장하는 것으로 본 발명의 주요 실시예들을 설명하여왔
으나, 또한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역행흡인실린더들(11) 몇개가 내부흡인박스들이 제공된 소위 일반적인 
작은 직경(일반적으로 D2≒500...1200㎜)의 흡입롤들로 대체된 그러한 실시예도 포함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야한다. 만일 그의 흡인구역이 보통 종이 및 와이어에 의하여 덮인 섹터에 걸쳐서 확장하는 그러한 상기 
일반 흡인롤들이 사용된다면, 그들은 되도록이면 건조기부의 최초단부에만 위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들을 이용하여 건조의 진행정도를 제어할 수 있는 조정파라미터들 중의 하
나가 건조와이어들(15;15A, 15B;150)의 장력(TN)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TN은 TN은 TN

≒1.5....8kN/m범위내에서 선택된다. 본 출원인의 핀랜드 특허 제83,441호에 기재된 원리들에 따라 건조
가 진행됨에 다라 그룹들(R1...N;RS)내에서 와이어들(15;15S)의 장력(TN)이 일정하게 증가되는, 건조와이어

들(15)의 장력 배치를 사용할 수도 있어서 바람직하다.

제8도는 건조기부내의 최종 건조기그룹(RDW)를 도시하고 있는데, 이 그룹은 본 발명의 방법, 특히 본 발명

의 제1실시예에 따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건조기 그룹(ROW)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본 발명의 일반

개념과 상이하게 이중와이어그룹이다. 이중와이어그룹(RDW)내에 하나위에 다른 것이 배치된 2개 열의 실린

더들(10A, 10B)에 있다. 상위 실린더(10A)과 관련하여, 안내롤들(18, 18A)에 의하여 안내되는 상위와이어
(15A)가 있다. 해당방식으로, 하위 건조실린더들(10B)간의 갭내에 상기 안내롤들(18B)에 의하여 그리고 
안내롤들(18)에 의하여 안내되는 안내롤들(18B)  및 하위 와이어(15B)가 있다. 웨브(W)는 실린더들(10A, 
10B)의 열들 사이에 개방 인발부들(WF)을 가진다. 건조와이어들(15A, 15B) 및 실린더들(10A, 10B)의 자유

섹터들과 함께, 개방인발부들(WF)이 포켓들(P)를 형성하고, 이외 환기가 충분히 효과적으로 조정되어야 한

다. 이중와이어 그룹(RDW)을 사용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위 실린더들(10B)상에서 웨브(W)를 그 상위면 측부

터 실린더들(10A)상에서 하위면 측부터 건조시킬 때 보다 더 많이 건조시킴으로써 Z방향 건조의 대칭성이 
더욱 향상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하위 실린더들(10B)내 증기압력이 좀더 높게 조정될 수 있으며 웨
브(W)에 의하여 덮이는 섹터가 하위 실린더들(10B)상에서 보다 넓어질 수 있으며, 그리고 또는 하위와이
어(15B)의 장력(TB)이 상위와이어(15A)의 장력(TA)보다 크게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장력을 주

는 롤(18)의 장력이 FBFA가 된다. 실린더들(10A 및/또는 10B)의 자유섹터들에 예를들면 제3도에 예시된 장

치들(46)과 유사한 유도가열기들이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 발명에 있어서,이중와이어를 
가진 그룹(RDW)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Z방향 건조의 대칭성은 상기 언급된 기타수단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 펄럭거림경향이 심한 자유 인발부(WF)를 피하며 건조기부가 그 전체길이에 걸쳐서 

파지 발생시 중력에 의하여 파지가 하향이동하여 제거되도록 제적될 수가 있다. 한편, 최종그룹(RDW)의 영

역에서 웨브(W)는 이미 완전히 건조되었고, 그러므로 두꺼울수록 강해서 개방인발부들(WF)이 파열 위험을 

결정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한다. 한편 개방인발부(WF)는 몇몇 경우에 유동할 수 있으며, 왜냐하면 그들 영

역내에서 웨브(W)의 내적 긴장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가장 유익한 실시예는 보통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그룹들만을 배타적으로 사용함에 의하여 달성된다.

웨브(W)가 WOUt에서 건조기로부터 분리될 때, 그의 건조고형분함량 WOUt은 일반적으로 WOUt≒92...98% 범위

이며 한편 건조기부로의 인입시 웨브(W)의 건조고형분함량은 Kin≒40%...50%이다.

제9도는 제1도에 도시된 건조기부의 수정안을 도시한 것으로, 이때 단일와이어 그룹들 R1...N의 전부 또는 

몇이 대각선으로 정렬된 특정 그룹들(RS1, RS  2, RS3...등)으로 대체되었고, 여기에 웨브(W)의 진행방향

으로 처음 3개의 접촉건조실린더들(10S)이 경사면(T1 ) 아래를 향하여 그리고 다음 3개의 해당 실린더들

(10S)은 경사면(T2 )  위로 향하여 배치된다.  제9도에서, 그룹들(RS1...RS3 )내의 역행실린더들이 도면번호

(11S)로 표시되었고 역행롤들은 도면번호(18S)로, 와이어들은 도면번호(15S)로 표시되었다. 상기 제1도에 
도시된 바와 유사하게 경사진 그룹들앞에 일반 단일와이어 그룹들(R1...RN )이 선행하며, 웨브(W)는 상기 

일반그룹들과 상기 경사진 그룹들(RSN-1, RSN)간에 밀착 인발부를 가진다. 경사진 그룹들(RS) 대신에, 수직

이거나 거의 수직인 실린더 그룹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상기 수직 그룹들에 관하여, 본 출원인의 핀랜드 
특허 제53,333호 및 82,097호(미국특허 제3,868,780호 및 제4,972,608호와 동일) 및 J.M. Voith GmbH 사
의 미국특허 제5,177,880호를 참조할 수 있다. 대각선 그룹들(RS)또는 해당하는 수직그룹들, 적어도  그
들 하위부분들은 제지기계실의 1층 아래에서 지하공간내로 확장할 수 있다. 대각선 그룹들(RS) 또는 동등 
수직그룹들이 사용될 경우에 필요하면 예를들어 표준보다 두꺼운 등급의 종이일때, 제8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최종단일 그룹으로서 이중와이어 그룹(RDW)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유익한 것도 

필요한 것도 아니다.

본 발명의 범위는 하나 또는 여러개 그룹들(R1...RN)내에 건조실린더들(10)을 2개 또는 그이상의 수평, 수

직 또는 경사면을 이루어 배치함으로써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그룹들(R1...RN )에 비하여 건조기부의 

총길이가 단축된 실시예를 또한 포함한다.

다음으로 본 특허의 청구범위가 기재되며, 본 발명은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규정된 발명의 개념범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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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형이 기재되었으며 상기 기술된 예제들안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지기계의 압착부(20) 다음에서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다수의 연속된 그룹들(R1...RN;RS)내에서 종이

웨브가 건조되고, 이 그룹들내에서 접촉건조실린더들(10)이 상위 열에 그리고 역행흡인실린더들(11)은 하
위열 또는 등가의 대각선으로 수직열들에 배치되며, 종이웨브(W)는 건조와이어(15)에 의하여 접촉건조실
린더(10)의 가열면에 압착되고, 종이웨브(W)가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각각의 그룹(R1...RN)내에서 한 

개 접촉건조실린더(10)로부터 다음 접촉건조실린더상으로 역행흡인실린더들(11)에 걸쳐 동일한 건조와이
어(15)에 지지되어 이동되는 종이웨브(W)의 건조방법에 있어서, 웨브의 하부면 측으로부터 건조기부의 전
체 길이에 걸쳐서 종이웨브(W)가 접촉건조실린더(10)를 사용하여 건조되고, 종이웨브(W)가 상기 단일와이
어 인발부를 가진 한 그룹(R1...RN;RS)으로부터 다음 그룹까지 밀착 인발부로서 이동됨과 웨브가 건조와이

어(15)상의 외측 커브 측에 위치된 동안 종이웨브(W)가 커브반경 D2/2가 D2/2≒250...1000㎜범위에서 선택

되고 역행흡인실린더들(11)에 의하여 안내되고 종이웨브(W)가 외측커브 측에 위치될 때 원심력의 영향에
도 불구하고 건조와이어(15)와 일정한 접촉이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이웨브(W)의 건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역행흡인실린더들(11)의 실린더 맨틀들(50)이 웨브의 건조 고형물 함량 Ka70...75%
인 영역인 건조기부내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최종그룹(RN) 또는 그룹들내에서 가열됨, 단일와이어 인

발부를 가진 최종그룹(RN) 영역내에서 역행흡인실린더들(11)의 실린더 맨틀들(50)은 외면 온도가 80...250

℃범위까지 상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역행흡인실린더들(11)의 실린더 맨틀들의 가열이 유도가열기들(45;48)을 사
용하여 수행되고 이 유도가열기들이 실린더 맨틀(50) 외부 또는 내부에 장착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역행흡인실린더들(11)의 실린더맨틀들(50)의 가열이 실린더 맨틀(50)의 내면 
또는 외면과 관련하여 가열저항들을 배치함으로써 저항성 전기 저항을 사용하여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역행흡인실린더들(11)의 실린더 맨틀들(50)의 가열이 고온 수증기를 사용하
여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종이웨브(W)가 상기 접촉건조 실린더들(10)에 의하여 건조기부의 거의 전체 길이에 걸쳐
서 웨브 하위면 측부터 건조되고, 종이웨브가 상기 와이어(15)로부터 자유로이 종이웨브(W)의 한 개 인발
부(W1) 또는 인발부들상에서 웨브의 상위면 측부터 건조되고, 건조와이어(15)를 통하여 또는 와이어(15)로

부터 자유로운 종이웨브(W)의 상기 인발부(W1)상에서 건조공기의 흐름을 종이웨브(W)의 상위면에 가함에 

의하여 종이웨브가 웨브의 상위면 측부터 건조되고,  역행흡인실린더들(11)  또는 등가의 실린더 맨틀들
(50)이 가열되므로써, 상위면 측으로부터의 종이웨브(W)의 건조가 촉진되는 종이웨브(W)의 건조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역행흡인실린더들(11)의 몇 개나 내부흡인박스들이 제공된 소위 일반흡인롤들로 대
체되고 이 롤의 직경은 상기 언급된 직경(D2)보다 작게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종이웨브(W)가 와이어(15)로부터 자유롭고 와이어그룹들간의 갭들 영역에 배
치된 종이웨브(W)의 한 개 자유 인발부(W1) 또는 인발부들상에 웨브의 상위면 측부터 건조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특별한 와이어 안내롤(18')을 사용하여 건조와이어(15')를 건조실린더(10)와 
따로 떨어져 다시 건조실린더상으로 안내함으로써 와이어 그룹들내에 배열되고 와이어(15')로부터 자유로
운, 종이웨브(W)의 한 개 자유 인발부(W1) 또는 인발부들 상에서 종이웨브(W)가 상위면 측부터 건조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접촉실린더 건조에 부가하여 건조 에너지가 채용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접
촉실린더 건조만이 채용된 안과 비교할 때 종이웨브(W) Z방향의 수분 프로파일이 균일해지는 외에도 건조
기부의 건조용량이 증대되고 건조기부의 단축이 허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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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1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건조와이어로부터 자유로운 종이웨브(W)의 인발부들(W1)상에서 적외선 방열

(IR)장이 웨브의 상위 면에 가하여지고 이 장은 전기에너지 또는 기체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들어짐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건조와이어로부터 자유로운 종이웨브(W)의 상기 인발부들(W1)상으로, 종이웨

브(W)의 상위면으로부터 발생하는 증발을 촉진시키고 웨브 Z방향의 건조 프로파일을 균일화하기 위한 목
적으로 건조한 고온 대기(Fa, Fb)가 송풍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종이웨브(W)의 하위면상으로, 가능하면 웨브가 상기 역행흡인실린더들(11B)
에 걸쳐 주행할 때, 습공기 또는 물안개인 습윤 매질이 제공되어서 종이웨브 Z방향의 수분프로파일을 균
일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습공기 또는 물안개인 습윤매질이 종이웨브(W)의 하위면상으로 공급되어서 
상기 종이웨브(W)의 횡당수분프로파일을 제어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수분프로파일을 균일하게 함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건조기부의 전체 길이 및 폭에 걸쳐서 종이웨브(W)가 상기 역행흡인실린더들
의 내측원주 전체에 걸쳐 미치는 압력차이에 의하여 건조와이어(15)와 안정된 접촉을 유지하여서 종이웨
브(W)의 횡단 및 종단수축이 상당히 배제되고 이로써 종이의 품질 특성이 향상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단일 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최종그룹(RN) 또는 그룹들내에 공기에 불투과성이

거나 또는 투과성이 매우 낮은 건조와이어(15)를 사용함으로써 Z방향 건조의 대칭성이 증대되고 이 와이
어에 의하여 건조 실린더들(10)의 회전 섹터들상에서 증발이 방지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건조기부내에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최종그룹(RN) 또는 그룹들내에 제2모

포루프(150)가 사용되고, 이는 건조와이어루프(15) 내측에 장착되며 공기에 불투과성이거나 투과성이 매
우 낮으며, 이 모포루프(150)를 사용함으로써 상기 모포루프와 관련하여 위치된 건조실린더들(10K)상에서 
증발이 적어지거나 방지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건조와이어의 밀착된 인입닙들 및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최종그룹(RN)내

의 역행흡인실린더들 내로 송풍되는 공기의 습도를 조절함에 의하여 웨브(W) Z방향 건조의 대칭성이 증대
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최종그룹(RN)으로서 이중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그룹이 사용되고, 이는 하나가 

다른 것 위에 배치된 2개 열의 건조실린더들(10A,  10B)을 포함하고, 그 그룹(RDW )내에서 하부 실린더들

(10B)내에 더 높은 증기 압력 및/또는 하위 와이어(15B)나 기타 등가의 장치(제8도)의 더 높은 장력을 채
용함으로써 하부 실린더(10B)상에서 웨브(W)가 상부 실린더들(10A)상에서보다 높은 정도로 건조됨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제지기계의  총  길이에  걸쳐서,  하향으로  개방된  일반와이어 그룹들
(R1...RN;RS)내 공간들을 통하여 중력효과에 의한 파지 제거안이 채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건조기부의 거의 전체 길이에 걸쳐서,  종이웨브의 로프리스 테일 쓰레딩
(ropeless tail threading)이 채용되고 공기송풍장치들(13, 16, 17)에 의하여 이것이 보조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건조기부가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다수의 연속된 소위 일반그룹들(R1...RN)로 구성되고, 이 그룹들내

에 접촉건조 실린더들(10)은 하위열에 또는 등가의 대각선 또는 수직 열들에 배치되고, 이 일반그룹들
(R1...RN;RS)사이에 건조될 종이웨브가 밀착된 그룹 갭 인발부들을 가지고, 그의 역행흡인실린더들(11)이 

그들 외곽 원주들이 네거티브 압력하에 놓이도록 정렬되는 건조기부에 있어서, 건조기부가 단일와이어 인
발부를 가진 상기 일반그룹들(R1...RN;RS)로 주로 구성되고 이 그룹들내에 가열역행실린더들(11) 또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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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복사장치들(30) 또는 건조기체(F) 송풍용 장치들(30A)이 장착되고 이들을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건조 
임펄스가 종이웨브(W)의 상위면에 가하여 질 수 있어서 종이웨브 Z방향의 건조 프로파일을 균일하도록 하
며 필요한 경우에는 또한 건조기부의 건조용량이 증대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건조기부.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건조기부내에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최종그룹(RN)내 또는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최종 2개 그룹들(RN, RN-1) 내에 가열장치들이 제공된 역행흡인실린더들(11)이 존재하며, 상기 실린더들의 

실린더 맨틀들(50)의 가열이 유도가열기들(46)을 사용하여 수행되고, 이 유도가열기들이 실린더 맨틀 외
부에 장착되며 가능하면 공기송풍장치들(17)과 합체됨을 특징으로 하는 건조기부.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역행흡인실린더들(11)의 실린더 맨틀들(50)의 가열을 고려하여, 유도 가열기들(48), 저
항성 전기 가열기들(55) 또는 고온 수증기 공급용 장치(56)가 실린더 맨틀들(50)내부에 장착됨을 특징으
로 하는 건조기부.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역행흡인실린더들(11)의 가열을 고려하여, 역행흡인실린더들의 실린더맨틀들(50)에 외
부 저항성 가열 저항 장치가 제공되고, 되도록 이 장치는 실린더 맨틀(50) 외면에 그루브(12)를 형성하는 
돌출부들(52)이 전기적 가열저항 장치(54)를 포함하는 그러한 종류임이 바람직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
조기부.

청구항 26 

제22항 내지 제2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하나 또는 여러개의 건조실린더들(10;10A)상에서, 종이웨브
(W)에 대하여, 건조와이어로부터 자유로운 웨브(W)의 상위면(W1)이 하나 또는 여러개의 와이어그룹 갭들의 

영역내에 배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건조기부.

청구항 27 

제22항 내지 제2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하나 또는 여러개의 건조실린더들(10;10A)상에서, 종이웨브
(W)에 대하여 특정한 와이어 안내롤(18')을 사용하여 건조와이어(15')를 건조실린더(10)와 따로 떨어져 
다시 실린더상으로 되돌려 안내함으로써 건조와이어로부터 자유로운 웨브(W)의 상위면(W1)이 하나 또는 여

러개의 건조그룹들(R3, R4) 내부에 배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건조기부.

청구항 28 

제22항  내지 제2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하나 또는 여러개의 그룹들
(R1...RN;RS)내에 접촉건조실린더(10;20S) 또는 실린더들과 연결하여 송풍장치(35)가 장착되고, 이 장치는 

인접 건조와이어(15)와 관련하여 그리고 상기 와이어 아래 위치된 종이웨브(W)와 관련하여 처리 갭(37)을 
가지며, 이 송풍장치(35)로부터 건공기의 흐름이 상기 건조와이어(15)의 천공내로 가하여 질 수 있으며, 
이로써 종이웨브(W)로 부터의 수분증발이 촉진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건조기부.

청구항 29 

제22항 내지 제2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건조기부가 습공기 또는 물안개인 습윤매질을 공급하기 위
한 수단들(40, 41, 42)을 포함하여, 이 수단들로부터 습윤매질이 가하여져서 종이웨브(W) Z방향의 수분 
프로파일을 균일하도록 만듦을 특징으로 하는 건조기부.

청구항 30 

제22항 내지 제2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건조기부가 습공기 또는 물안개인 습윤매질을 공급하는 수
단들(40, 41, 42)을 포함하여, 이 수단들로부터 습윤매질이 제공될 수 있어서, 종이웨브(W)의 횡단수분프
로파일을 제어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이 수분프로파일을 균일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건조기부.

청구항 31 

제22항 내지 제2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건조장치들(30, 30A) 또는 상기 습윤매질공급용 수단
들(40, 41, 42)은 액츄에이터(30a)에 의해 테일쓰레딩(tail threading)시간동안 종이웨브(W)로부터 더 떨
어진 위치로 변경되도록 배치되거나 또는 웨브파열에 필수적인 파지의 제거를 용이하도록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조기부.

청구항 32 

건조기부가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다수의 소위 일반그룹들(R1...RN;RS)로 구성되고, 이 그룹내에 접촉

건조실린더들(10)은 상위열에 또는 역행흡인실린더들(11)은 하위열 또는 등가의 대각선 또는 수직열들에 
배치되고, 이 일반그룹들(R1...RN;R  S)사이에 건조될 종이웨브(W)가 밀착된 그룹 갭 인발부들을 가지고, 

이 역행흡인실린더들(11)이 종이웨브(W)로 덮인 그들의 외부 원주들이 네거티브 압력하에 놓이도록 배치
되는 건조기부로서, 건조기부가 배타적으로 단일와이어 인발부를 가진 상기 일반그룹들(R1...RN;RS )로만 

구성되고 이 그룹들내에 그러한 역행흡인 실린더들(11)이 수평열로 또는 등가의 수직 또는 대각선 열들로 
배치되고 이 실린더들내에 실린더들의 천공되고 그루브된 외부맨틀(12)이 배치되어 역행흡인실린더들(11) 
내의 내부 흡인박스들 없이 네거티브 압력하에 놓임과, 역행흡인실린더들의 반지름(D2)이 D2≒500...2000

㎜ 범위내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조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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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역행흡인실린더들(11)  중 몇몇이 내부흡인박스들이 제공된 소위 일반흡인롤들로 
대체되었고 상기 롤들의 직경은 가능하면 상기 언급된 직경(D2) 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조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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