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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섬유 길이가 다른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를 함유한 수해성부직포

(57) 요약

본 발명은 수류(水流)에 의해 용이하게 분산되는 수해성 부직포에 관한 것으로서, 섬유 길이 및 (섬유 길이 ÷데니어)

×1000으로 표현되는 종횡비가 서로 다른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 적어도 2종 이상과, 섬유 길이가 10 mm 이하인 천연 섬

유를 함유하며, 적어도 이들 섬유 중 어느 한 섬유가 교락하고 있는 수해성 부직포이다. 이 수해성 부직포는 수해성 및 습

윤 강도가 우수한 것이며, 또한 부피가 크고 부드러운 감촉을 갖는다. 이에 반해, 종래의 화장실 등에 흘려 버려지는 수해

성 부직포는 수해성과 습윤 강도의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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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길이가 3 mm 이상 5 mm 이하인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와, 섬유 길이가 6 mm 이상 10 mm 이하인 제2 재생 셀룰

로오스 섬유와, 섬유 길이가 3 mm 이상 10 mm 이하인 침엽수 펄프나 활엽수 펄프 등의 목재 펄프, 마닐라 삼, 린터 펄프

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천연 섬유를 포함하고, 적어도 제2 셀룰로오스 섬유끼리 또는 제2 셀룰로오스 섬유가

다른 어느 하나의 섬유에 교락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해성 부직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와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데니어가 0.5 데니어 이상 12 데니어 이하인 것

인 수해성 부직포.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와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데니어가 0.5 데니어 이상 7 데니어 이하인 것

인 수해성 부직포.

청구항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와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 중 한쪽이 1 데니어 이상이고, 다른

쪽은 0.5 데니어 이상 1 데니어 이하인 것인 수해성 부직포.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데니어가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데니어보다 작은 것인 수해성 부직포.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 및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는 (섬유 길이 ÷데

니어) ×1000으로 표현되는 종횡비가 400 이상 14000 이하인 것인 수해성 부직포.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종횡비가 400 이상 3000 이하이고,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종횡비는

3000보다 크고 14000 이하이며, 또한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종횡비는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종횡비보다

300 이상 큰 것인 수해성 부직포.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와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를 10∼50 중량%

포함하는 것인 수해성 부직포.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평량이 30∼80 g/m2인 것인 수해성 부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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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섬유 길이가 3 mm 이상 10 mm 이하인 상기 천연 섬유가 침엽수 펄프인

것인 수해성 부직포.

청구항 11.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수해성이 18초 이상 150초 이하인 것인 수해성 부직포.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습윤 강도가 100 g/25 mm 이상 410 g/25 mm 이하인 것인 수해성 부직

포.

청구항 13.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의 교락이 워터젯 처리에 의한 것인 수해성 부직포.

청구항 1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수용성 또는 수팽윤성의 바인더를 포함하는 것인 수해성 부직포.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수용성의 무기염 또는 유기염을 더 포함하는 것인 수해성 부직포.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바인더가 알킬셀룰로오스이고, (A) 중합성을 갖는 산무수물 화합물과 그 밖의 화합물의 공중합체,

및 (B) 아미노산 유도체를 더 함유하는 것인 수해성 부직포.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수류(水流)에 의해 용이하게 분산되는 수해성 부직포에 관한 것이다. 더욱 자세하게는 수해성 및 습윤 강도가 우

수한 수해성 부직포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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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등의 사람의 피부를 닦기 위해서, 혹은 화장실 주변의 청소를 위해 종이나 부직포로 구성된 클리닝 시트가 사용된

다. 이 클리닝 시트는 사용 후에 화장실에 그대로 흘려 버릴 수 있도록 수해성인 것이 아니면 안된다. 왜냐하면 화장실 등

에 흘려 버린 경우, 수해성이 좋은 것이 아니면 정화조에서 분산되는 데에 시간이 걸리게 되거나, 화장실 등의 배수구를 막

아 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닦아내는 작업에 이용하는 일회용 클리닝 시트는 간편성이나 작업 효과 면에서 청정 약물 등으로 미리 적신 상태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것이 많다. 그러나, 이들 클리닝 시트는 청정 약물 등이 함침된 상태에서 닦아내는 작업에 견딜 만큼의

충분한 습윤 강도가 필요하고, 또한 화장실에 흘려 버렸을 때는 수해(水解)되어야 한다.

예컨대, 일본국 특허 공고 평7-24636호 공보에는 카르복실기를 갖는 수용성 바인더, 금속 이온 및 유기 용매를 함유하는

수해성 청소 물품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금속 이온 및 유기 용매에는 피부 자극성이 있다.

또한, 일본국 특허 공개 평3-292924호 공보에는 폴리비닐알콜을 포함하는 섬유에 붕산 수용액을 함침시킨 수해성 청소

물품이, 일본국 특허 공개 평6-198778호 공보에는 폴리비닐알콜을 포함하는 부직포에 붕산 이온 및 중탄산 이온을 함유

시킨 수해성 냅킨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폴리비닐알콜은 열에 약하여, 40℃ 이상이 되면 수해성 청소 물품 및 수해성

냅킨의 습윤 강도가 저하되어 버린다.

한편, 일본국 특허 공개 평9-228214호 공보에는 섬유 길이가 4∼20 mm인 섬유와 펄프를 혼합한 후 고압 워터젯류 처리

에 의해 교락시켜 얻어지는, JIS P 8135에 의해 측정한 습윤 강도가 100∼800 gf/25 mm인 수붕괴성 부직포가 개시되어

있다. 이것은 섬유를 교락시킨 부직포이기 때문에 부피감이 있다. 그러나, 이 부직포에서는, 고압 워터젯 처리에 의해 섬유

길이가 긴 섬유를 교락시켜 비교적 높은 습윤 강도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부피감，습윤 강도 및 수해성을 밸런스 좋게 실

현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수세 화장실 등에 흘리는 데에는 부적합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종래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수해성이 좋고, 게다가 바인더를 첨가하지 않더라도 젖은 상태에서의 사

용에 견딜 수 있는 습윤 강도를 갖는 수해성 부직포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수해성 부직포에 바인더를 첨가함으로써 습윤 강도와 수해성이 더욱 우수한 수해성 부직포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섬유 길이가 3 mm 이상 5 mm 이하인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와, 섬유 길이가 6 mm 이상 10 mm 이하인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와, 섬유 길이가 10 mm 이하인 천연 섬유를 포함하고, 적어도 제2 셀룰로오스 섬유끼리 또는 제2 셀

룰로오스 섬유가 다른 어느 한 섬유에 교락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해성 부직포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수해성 부직포는 수분을 함유한 젖은 상태에서도, 닦아내는 작업 중에 충분한 습윤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

한, 사용 후에 다량의 물에 적시면 용이하게 분해되기 때문에, 화장실 등에 흘려 버릴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수해성 부직

포는 부피감이 크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으며, 또한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는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와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데니어는 바람직하게는 12 데니어 이하, 더욱 바

람직하게는 7 데니어 이하이다. 또한,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와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 중 어느 한쪽이 1 데니어 이

상이며, 다른 쪽이 1 데니어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데니어가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데니어보다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 및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는, (섬유 길이 ÷데니어) ×1000으로 표현되는 종횡

비가 400 이상 14000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종횡비가 400 이상 3000 이하이고,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종횡비가 3000보다 크고 14000 이하이며, 또한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종횡비는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종횡비보다 300 이상 큰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와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함유량의 바람직한 범위는 10∼50 중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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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 수해성 부직포의 평량은 30∼80 g/m2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천연 섬유가 침엽수 펄프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수해성 부직포는 JIS P-4501에 준하여 측정한 수해성이 150초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수해

성 부직포의 습윤 강도는 100 g/25 mm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수해성 부직포는 워터젯 처리에 의해서 적어도 어느 한 섬유를 교락시켜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수해성 부직포는 수용성 또는 수팽윤성의 바인더를 포함함으로써, 수해성을 그다지 저하시키는 일없이 습

윤 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바인더를 함유시키는 경우, 수해성 부직포는 수용성의 무기염 또는 유기염을 더 포함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바인더가 알킬셀룰로오스이며, 또한 (A) 중합성을 갖는 산무수물 화합물과 그 밖의 화합물과의

공중합체와, (B) 아미노산 유도체를 더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수해성 부직포는 섬유 길이가 비교적 짧은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와, 섬유 길이가 비교적 긴 제2 재생 셀룰로

오스 섬유와 섬유 길이가 10 mm 이하인 천연 섬유를 혼합하여, 이들 섬유로 이루어지는 섬유 웹을 예컨대 워터젯 처리하

여 섬유끼리를 교락시킴으로써 얻어진다. 이 수해성 부직포에서는 주로 섬유 길이가 긴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끼리의

교락, 또는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가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 및/또는 천연 섬유에 교락함으로써 습윤 강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섬유 길이가 짧은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나 천연 섬유가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 사이에 존재함으로

써, 대량의 물에 접촉하였을 때에 섬유 사이의 분리가 용이하게 된다.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섬유 길이는 3 mm 이상 5 mm 이하이다.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섬유 길이가 상기 하한

보다 작으면, 워터젯 처리를 실시하였을 때에 섬유의 교락을 필요량만큼 얻을 수 없으므로 부직포의 습윤 강도가 낮아진

다. 또한,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섬유 길이는 6 mm 이상 10 mm 이하이다.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섬유 길이

가 상기 상한보다 길면, 워터젯 처리를 실시하였을 때에 섬유가 많이 교락하게 되어 부직포의 수해성이 저하된다. 또한, 제

1 및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섬유 길이 차는 적어도 3 mm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4 mm 이상인 것이 더욱 바람직

하다.

또한, 본 발명의 수해성 부직포의 수해성 및 습윤 강도는 제1 및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데니어에 크게 영향을 받는

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와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데니어는 12 데니어 이하인 것이 바람

직하다. 상기 상한보다 크면 전반적인 상황이 저하되며, 또한 생산성도 저하된다. 7 데니어 이하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와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데니어는, 어느 한쪽이 1 데니어 이상이고 다른 쪽이 1 데

니어 이하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 경우,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가 1 데니어 이하가 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또한,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데니어가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데니어보다 큰 경우, 섬유 길이가 짧은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나 천연 섬유를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사이에 개재하면 부직포 내 섬유의 교락이 필요 이상으로 많

아지지 않아, 대량의 물에 접촉하였을 때에 섬유 사이의 분리가 용이하게 된다. 이 경우, 예컨대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

의 데니어는 1.0∼7.0 데니어인 것이 바람직하고,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데니어는 0.5∼3.0 데니어인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를 1 데니어 이하로 하고,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를 1 데니어보다 크고 7 데니어 이하

로 하면,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가 다른 섬유에 교락하여 수해성 부직포의 습윤 강도를 높게 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따

라서, 예컨대 1 데니어 이상 7 데니어 이하의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와 천연 섬유로 구성되는 수해성 부직포에 비하여,

상기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일부를 1 데니어 이하의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로 대체시킨 수해성 부직포가 습윤 강

도가 높아진다(표 4 참조). 이 때, 습윤 강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섬유 길이는 3∼5 mm로

짧기 때문에, 수해성 부직포는 다량의 수류에 접했을 때에 용이하게 수해된다. 즉, 습윤 강도와 수해성이 모두 우수하게 된

다.

또한, 본 발명의 수해성 부직포를 우수한 수해성 및 습윤 강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수해성 부직포를 구성하는 제1과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바람직한 섬유 길이 및 데니어를 (섬유 길이 ÷데니어) ×1000으로 표현되는 종횡비에 의해서도

정의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제1과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는 종횡비가 400 이상 14000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종

횡비는 섬유 길이와 섬유의 데니어에 따라 변하지만, 제1 및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는 섬유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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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데니어는 같거나 혹은 다른 경우가 있다. 예컨대, 7.0 데니어 및 섬유 길이 3 mm인 종횡비

428의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와 0.5 데니어 및 섬유 길이 7 mm인 종횡비 14000의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와의 조합이나,

1.0 데니어 및 섬유 길이 3 mm인 종횡비 3000의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와, 3.0 데니어 및 섬유 길이 10 mm인 종횡비

3333의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와의 조합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종횡비가 400 이상 3000 이하이며,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종횡비가 3000보다 크고 14000 이하이며, 또한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종횡비가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종횡

비보다 300 이상 크면 수해성 및 습윤 강도가 우수한 수해성 부직포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전술한 예에 있어서는 재생 셀

룰로오스 섬유를 2종류 이용하고 있지만, 섬유 길이나 종횡비가 상이한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를 3 종류 또는 그 이상을 조

합시키더라도 좋다.

또한,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와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는 배합 비율이 각각 동량이어도 좋지만, 제1 재생 셀룰로오

스 섬유의 데니어가 큰 경우에는 섬유 길이가 짧은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가 많이 포함되는 것이 수해성을 향상시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수해성 부직포를 구성하는 섬유로는,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 외에 섬유 길이가 10 mm 이하인 천연 섬유가 사용

된다. 섬유 길이가 10 mm 이하인 섬유로는, 물에 대한 분산성이 좋은 섬유, 즉 수분산성 섬유가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여

기서 말하는 물에 대한 분산성이란 수해성과 동일한 의미이며, 다량의 물에 접촉함으로써 섬유끼리 따로따로 분해되는 성

질을 말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말하는 섬유 길이란 평균 섬유 길이를 의미한다. 천연 섬유로는 침엽수 펄프나 활엽수 펄

프 등의 목재 펄프, 마닐라삼, 린터 펄프 등을 들을 수 있다. 이들 천연 섬유는 생분해성이다.

천연 섬유 중에서도 섬유 길이가 3∼4.5 mm인 침엽수 펄프가 수해성 면에서 바람직하다. 침엽수 펄프를 함유한 부직포가

대량의 물에 접촉하면 펄프가 팽윤함으로써 부직포로부터 펄프가 떨어져,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가 수해되기 쉬워진다. 따

라서, 부직포의 수해성이 높아진다. 침엽수 펄프를 사용하는 경우, 침엽수 펄프의 고해도(叩解度)는 500∼700 cc 정도인

것이 바람직하다. 고해도는 카나디안 스탠다드 프리네스로 측정한 것이다. 고해도가 상기 하한보다 낮으면, 부직포가 종이

같이 되어 촉감이 저하된다. 고해도가 상기 상한보다 높으면, 부직포의 습윤 강도가 낮아진다.

또한, 본 발명의 수해성 부직포에는 상기 섬유 길이가 다른 제1 및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와 섬유 길이가 10 mm 이하

인 천연 섬유 외에 또 다른 섬유를 함유시키더라도 좋다. 다른 섬유로는, 화학 섬유나, 폴리프로필렌, 폴리비닐알콜, 폴리

에스테르, 폴리아크릴니트릴 등의 합성 섬유나, 생분해성 합성 섬유나, 폴리에틸렌 등으로 이루어지는 합성 펄프 등을 들

수 있다. 기타,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표면이 미세하고 피브릴화되고 있는 것, 즉 서브 미크론 굵기의 미소 섬유가 섬유

의 표면으로부터 박리되어 있는 피브릴화 레이온을 첨가해도 좋다. 또한, 첨가되는 섬유는 수해성 부직포가 자연계에 폐기

되어도 분해될 수 있도록 생분해성 섬유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수해성 부직포는 상술한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와 섬유 길이 10 mm 이하의 섬유로 구성되는데, 이 때 수해

성 및 습윤 강도 면에서 바람직한 섬유의 배합 비율은 제1과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 10∼70 중량% : 그 밖의 섬유

30∼90%이다. 보다 바람직한 배합 비율은 제1과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 10∼50 중량% : 그 밖의 섬유 50∼90%이다.

더욱 바람직한 배합 비율은 제1 및 제2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 20∼50 중량% : 그 밖의 섬유 50∼80%이다. 또한, 다른 길

이의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를 3종류 이상 포함하는 경우, 이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함유량의 바람직한 값은 전술한 바와

동일하다. 어느 경우도, 천연 섬유의 중량%는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와 동량이거나 또는 그 이상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섬유의 칭량(평량)은, 부직포를 젖은 상태에서 닦아내기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 30∼80 g/m2인 것이

바람직하다. 칭량이 상기 하한보다 작으면 필요한 습윤 강도를 얻을 수 없다. 칭량이 상기 상한보다 크면 유연성이 부족하

다. 특히, 사람의 피부 등에 대해 사용하는 경우, 습윤 강도나 부드러운 감촉의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섬유의 칭량은

40∼60 g/m2이다.

본 발명의 부직포는 상기 섬유를 사용하여, 예컨대 습식법에 의해 섬유 웹을 형성시킨 후, 섬유 웹에 워터젯 처리를 실시하

여 형성한다. 여기서 섬유 웹이란, 섬유의 방향이 특정 수준으로 정렬된 시트형의 섬유 덩어리이다. 또한, 건식법으로 섬유

웹을 형성시킬 수도 있다. 이 워터젯 처리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고압 워터제트류 처리 장치가 사용된다.

이 워터젯 처리를 실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부피가 크고 또한 천에 가까운 부드러운 느낌을 갖는 수해성 부직포가 된다.

워터젯 처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 섬유 웹을 연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실어, 그 섬유 웹의 표면에

서부터 이면으로 통과하도록 고압 워터제트류를 분사시킨다. 이 워터젯 처리에 있어서는, 섬유 웹의 칭량, 분사 노즐의 구

등록특허 10-0673364

- 6 -



멍 직경, 분사 노즐 구멍의 수, 섬유 웹을 처리할 때의 통과 속도(처리 속도) 등에 따라 얻어지는 부직포의 성질이 변한다.

단, 다음에 나타내는 수학식 1에 의해서 도출되는 일량이 섬유 웹 한쪽 면의 처리 1회당 0.05∼0.5 (kW/m2)인 워터젯 처

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학식 1

일량(kW/m2) = {1.63 ×분사 압력(kgf/cm2) ×분사 유량(m3/분)} ÷처리 속도(m/분)

상한보다 크면, 섬유가 지나치게 얽혀 수해성이 떨어지거나, 또한 섬유 웹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하한보다 작으면,

부피성이 떨어진다. 이 워터젯 처리는 섬유 웹의 한쪽 면만 또는 양면에 할 수 있다. 예컨대, 0.05∼0.5(kW/m2)의 워터젯

처리를 섬유 웹의 한쪽 면에 1회 실시함으로써, 바람직한 수해성 및 습윤 강도를 갖는 부직포를 얻을 수 있다. 또는

0.05∼0.5 (kW/m2)의 워터젯 처리를 섬유 웹의 양면, 즉 이면 및 표면에 1회씩 실시해도 좋다. 또한, 0.05∼0.5 (kW/m2)

의 워터젯 처리를 실시하는 경우, 워터젯의 수압 에너지는 예컨대 5∼60 Kgf/cm2 정도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일량의 경우, 예컨대 노즐이 구멍 직경 90∼100 미크론이고, 노즐은 0.3∼2.0 mm 간격으로 CD 방향으로 늘어

서 있는 워터젯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섬유의 교락이 적절하게 된다.

또한, 섬유 웹이 형성된 후, 섬유 웹을 건조시키지 않고서 워터젯 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공정상 간편하고 바람직하다. 또

한, 섬유 웹을 일단 건조시킨 후 워터젯 처리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수해성 부직포는 워터젯 처리에 한정되지 않고, 니들이나 에어 등을 사용하여 섬유를 교락시킴으로써 제

조해도 좋다.

이상과 같은 식으로 얻어지는 본 발명의 부직포는, 물을 함유시킨 상태인 습윤시의 파단 습윤 강도가 부직포의 세로 방향

(MD) 및 가로 방향(CD)의 제곱근 평균이 130 g/25 mm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습윤시의 파단 습윤 강도(습윤 강도라

함)는 폭 25 mm 길이 150 mm로 재단한 부직포에 그 중량의 2.5배의 수분을 함침시켜, 텐실론 시험기로 척 간격 100

mm, 인장 속도 100 mm/분으로 측정했을 때의 파단시의 인장력(gf)이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측정 방법에 의한 표준이며, 이 습윤 강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습윤 강도를 갖는 것이면 된

다. 또한, 습윤 강도가 100 g/25 mm 이상이라면, 닦아내기 작업을 충분히 견딜 수 있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130 g/25 mm

이상이다.

또한, 본 발명의 부직포는 수해성이 150초 이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의 수해성이란, JIS P 4501의 화장지 풀림

용이성에 대한 시험에 준하여 측정하는 수해성이다. 풀림 용이성에 대한 시험의 개요를 말하면, 수해성 부직포를 세로 10

cm 가로 10 cm로 절단한 것을 이온 교환수 300 ml가 들어간 용량 300 ml의 비이커에 투입하고, 회전자를 사용하여 교반

한다. 회전수는 600 rpm이다. 이 때의 수해성 부직포의 분산 상태를 시간 경과적으로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관찰하여, 수

해성 부직포가 미세하게 분산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측정 방법에 의한 표준이며, 이 수해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해성을 갖는 것이면 된다. 또한,

수해성이 150초 이하이면, 부직포를 수세 화장실 등에 아무 문제 없이 흘려 버릴 수 있다. 100초 이하인 것이 더욱 바람직

하다.

본 발명의 수해성 부직포는 바인더를 함유시키지 않더라도 수해성 및 습윤 강도가 우수한 것으로 되지만, 더욱 습윤 강도

를 높이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섬유와 섬유를 접합시키는 수용성 또는 수팽윤성의 바인더를 부직포에 첨가시켜도 좋다.

단, 상기한 본 발명의 수해성 부직포는 수해성 및 습윤 강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종래의 수해성 부직포에 바인더를 함유시

키는 경우보다 소량의 바인더로 더욱 우수한 수해성 및 습윤 강도를 가진 수해성 부직포를 얻을 수 있다.

바인더는, 예컨대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 메틸셀룰로오스, 에틸셀룰로오스, 벤질셀룰로오스 등의 알킬셀룰로오스나,

폴리비닐알콜이나, 설폰산기 또는 카르복실기를 소정량 함유하는 변성 폴리비닐알콜 등을 들 수 있다. 이 때, 바인더의 첨

가량은 소량이어도 좋으며, 예컨대 섬유 100 g에 대하여, 예컨대 1∼7 g 정도라도 충분한 습윤 강도를 얻을 수 있다. 바람

직하게는 2 g 정도이다. 이들 바인더는 수용성 또는 수팽윤성이기 때문에, 다량의 물에 접촉하였을 때에는 용해 또는 팽윤

된다. 또한, 바인더를 부직포에 함유시키려면, 수용성 바인더의 경우에는 실크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도공하는 방법이 있

다. 또한, 수팽윤성 바인더의 경우에는, 섬유 웹을 제조할 때에 혼사(混沙)함으로써 부직포에 함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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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바인더를 사용하는 경우, 수용성의 무기염이나 유기염 등의 전해질을 부직포에 함유시키면, 부직포의 습윤 강도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무기염으로서는 황산나트륨, 황산칼륨, 황산아연, 질산아연, 칼륨 명반, 염화나트륨, 황산알루미늄,

황산마그네슘, 염화칼륨, 탄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암모늄 등, 유기염으로서는 피롤리돈카르본산나트륨, 시트르

산나트륨, 시트르산칼륨, 타르타르산나트륨, 타르타르산칼륨, 젖산나트륨, 호박산나트륨, 판토텐산칼슘, 젖산칼슘, 라우릴

황산나트륨 등을 들 수 있다. 바인더로서 알킬셀룰로오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1가의 염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 중에서도

황산나트륨이 수해성 부직포의 습윤 강도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바람직하다. 또한, 바인더로서 폴리비닐알콜이나

변성폴리비닐알콜을 사용하는 경우도, 1가의 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바인더로서 알킬셀룰로오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수해성 부직포의 습윤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의 화합물도 더 함

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A) 중합성을 갖는 산무수물 화합물과 그 밖의 화합물과의 공중합체이다. (A)는 예컨

대 산무수물인 무수말레인산 또는 무수푸마르산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메틸아크릴레이트, 에틸아크릴레이트, 에틸메타

크릴레이트 또는 부틸메타크릴레이트가 공중합된 화합물 등, 즉 (메타)아크릴산말레인산계 수지, (메타)아크릴산푸마르산

계 수지, 초산비닐말레인산 수지, 로진변성 푸마르산 수지, 메틸비닐에테르말레인산 수지, 알파올레핀말레인산 수지, 알파

올레핀푸마르산 수지, 이소부틸렌말레인산 수지, 펜텐말레인산 수지 등이다. 이 공중합물은 수산화나트륨 등을 작용시켜

비누화되며, 부분적으로 카르본산의 나트륨염으로 한 수용성의 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알킬셀룰로오스

의 수용액에 용해시켜 알킬셀룰로오스와 함께 부직포에 도공할 수 있다. 또는, (B)와 같은 다른 화합물과 함께 물에 용해시

켜 부직포에 첨가할 수도 있다. (A)를 수용액으로 하여 수해성 부직포에 (A)를 함유시키는 경우, 그 수용액의 (A)의 농도

는 0.05∼5.0 중량%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A)의 농도가 0.05 중량%보다 적은 경우, 소량의 (A) 대신에, 혹은 (A)와

함께 (B) 아미노산 유도체를 섬유 시트에 함유시킬 수도 있다.

(B) 아미노산 유도체란 아미노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화합물이며, 아미노산을 아실화, 탈수 결합, 에스테르화, 지방산을

중화시킨 것, 중합시킨 것 등이 있다. 예컨대, 글루타민산의 N-트리알킬 치환체인 트리메틸글리신, 글루타민산을 탈수 축

합하여 얻을 수 있는 DL-피롤리돈카르본산, DL-피롤리돈카르본산나트륨, DL-피롤리돈카르본산트리에탄올아민, 아르기

닌을 아실화, 에스테르화한 N-아미노유지방산아밀 L-아르기닌에틸·DL-피롤리돈카르본산, 아스파라긴산을 중합한 폴리

아스파라긴산나트륨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트리메틸글리신이 안전성이 높고, 또한 수해성 부직포의 습윤 강도가

높아지는 점에서 특히 바람직하다. (B)를 수용액으로 하여 수해성 부직포에 함유시키는 경우, 그 수용액 중의 (B)의 농도

는 1∼15 중량%인 것이 바람직하다. 수해성 부직포에 (A)가 함유되지 않는 경우, 수용액 중의 (B)의 농도는 5 중량% 이상

인 것이 바람직하다. 수해성 부직포에 (A)가 함유되는 경우, 수용액 중의 (B)의 농도는 1∼5 중량%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수해성 부직포에는 본 발명의 효과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밖의 물질을 함유시킬 수 있다. 예컨대, 계면

활성제, 살균제, 보존제, 탈취제, 보습제, 에탄올 등의 알콜, 글리세린 등의 다가 알콜 등을 함유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수해성 부직포는 수해성 및 습윤 강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엉덩이 닦기 등의 사람 피부에 사용하는 웨트 티슈로

서, 또한 화장실 주위의 청소용 시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닦아내는 효과를 부직포에 부여하기 위해서 수

분, 계면 활성제, 알콜, 글리세린 등을 미리 함유시킨다. 본 발명의 수해성 부직포를 청정액 등으로 미리 적신 제품으로서

포장하는 경우, 부직포가 건조되지 않도록 밀봉 포장하여 판매한다. 혹은, 본 발명의 수해성 부직포는 건조시킨 상태로 판

매해도 좋다. 제품의 구매자가 사용시에 수해성 부직포에 물이나 물약을 함침시켜 사용하는 것이어도 좋다.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에 의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지만, 본 발명이 이들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A]

표 1에 제시한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와 침엽수쇄 크라프트 펄프(NBKP. 캐나디안 스탠다드 프리네스(CSF)=550 ml인 것)

를 표 1에 기재한 배합 비율로 혼합하고, 초지기(둥근 망)를 사용하여 습식 초지법에 의해 섬유 웹을 제조하였다. 이 때, 각

실시예에서는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데니어, 섬유 길이 및 배합 비율이 다르다.

얻어진 섬유 웹을 건조시키지 않고서 플라스틱 와이어 상에 적층시킨 상태로 이송 컨베이어 상에 얹어 놓고, 섬유 웹을 속

도 30.0 m/분으로 이송시키면서, 워터젯 처리를 실시하여 섬유끼리 감았다. 이 때 이용한 고압 워터젯류 분사 장치에는 구

멍 직경 95 미크론의 노즐 구멍이 0.5 mm 간격으로 1 m당 2000개 늘어서 있고, 수압은 30 kgf/cm2로 섬유 웹의 표면에

서 이면으로 관통하도록 분사하였다. 그 후, 또 한번 같은 식으로 2회째의 분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열풍식 건조기를 사용

하여 건조시켜 수해성 부직포를 얻었다. 이온 교환수를, 부직포의 중량 100 g에 대하여 250 g 함침시켰다. 얻어진 수해성

부직포에 대해서 수해성 및 습윤 강도의 시험을 이하에 기재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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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성 시험은 JIS P 4501의 화장지 풀림 용이성에 대한 시험에 기초하여 수행하였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수해성 부직포

를 세로 10 cm 가로 10 cm로 절단한 것을 이온 교환수 300 ml이 들어간 용량 300 ml의 비이커에 투입하고, 회전자를 이

용하여 교반하였다. 회전수는 600 rpm이다. 이 때의 부직포의 분산 상태를 시간 경과적으로 관찰하여, 분산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표 이하, 단위는 초).

습윤 강도는 상기 방법에 의해서 얻어진 수해성 부직포를 폭 25 mm 길이 150 mm로 재단한 것을 시료로 사용하여, JIS P

8135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텐실론 시험기에 의해, 척 간격은 100 mm, 인장 속도는 100 mm/분으로 측정하였다. 측

정은 부직포의 세로 방향(MD) 및 부직포의 가로 방향(CD)에 대하여 각각 수행하였다. 그 때의 파단시의 습윤 강도(gf)를

습윤 강도의 시험 결과로 하였다. 이하의 표에서는 MD의 습윤 강도와 CD의 습윤 강도의 제곱근 평균[√(MD의 습윤 강도

×CD의 습윤 강도)]을 습윤 강도로 하였다(표 이하, 단위는 g/25 mm).

또한,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를 1종류밖에 함유하지 않은 비교예에 대해서도 실시예와 같이 수행하였다.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레이온(중량%)

침엽수 펄프

(중량%)

평량

(g/㎡)

습윤

강도

(g/25 mm)

수해성

(초)

데니어 0.5 1.0 3.0 1.0 7.0

섬유 길이

(mm)
7 7 10 3 3

종횡비 14000 7000 3333 3000 428

실시예

1 10   30  60 50.0 161 93

2 10    30 60 50.0 120 64

3 20   20  60 50.0 243 143

4 20    20 60 50.0 185 138

5  20  20  60 50.0 185 125

6  20   20 60 50.0 131 98

7   20 20  60 50.0 123 131

8   20  20 60 50.0 110 123

비교예

1 40     60 50.0 291 600 이상

2  40    60 50.0 227 600 이상

3   40   60 50.0 199 600 이상

4    40  60 50.0 85 47

5     40 60 50.0 42 20

표 1로부터, 1종류의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와 NBKP로 이루어지는 비교예보다, 섬유 길이가 다른 2종류의 재생 셀룰로오

스를 함유한 실시예의 쪽이 수해성 및 습윤 강도의 밸런스가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시예 B]

실시예 A와 같은 방식으로, 표 2에 기재한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를 사용하여 수해성 부직포를 준비하였다. 다만,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시예 B에서는 각각의 평량이 다르다. 얻어진 부직포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수해성 및 습윤 강도를

측정하였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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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온(중량%)

침엽수 펄프

(중량%)

평량

(g/㎡)
습윤

강도

(g/25 mm)

수해성

(초)

데니어 0.5 1.0 3.0 1.0 7.0  

섬유 길이

(mm)
7 7 10 3 3  

종횡비 14000 7000 3333 3000 428  

실시예

1 10   30  60 40.0 123 75

2 10   30  60 60.0 193 114

3  20  20  60 40.0 148 108

4  20  20  60 60.0 222 138

5  20   20 60 40.0 110 71

6  20   20 60 60.0 158 112

7   20 20  60 40.0 114 107

8   20 20  60 60.0 148 132

9 10   30  60 20.0 65 18

10 10   30  60 100.0 303 361

11  20  20  60 20.0 78 23

12  20  20  60 100.0 411 600 이상

13   20 20  60 20.0 49 21

표 2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수해성 부직포는 평량이 20 g/m2이면 습윤 강도가 낮고, 평량이 100 g/m2이

면 수해성이 저하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평량은 30∼80 g/m2 정도이다. 단,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데니어나 섬유 길이

를 변화시키거나, 침엽수 펄프의 배합량을 더욱 변화시킴으로써, 상기 바람직한 평량의 범위 밖의 평량을 갖는 수해성 부

직포라도 수해성 및 습윤 강도의 밸런스가 우수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실시예 C]

실시예 A와 같은 방식으로, 표 3에 기재한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를 사용하여 수해성 부직포를 준비하였다. 실시예 1 및 실

시예 2에 대해서는 실시예 A와 같이, 이온 교환수를 함침시킨 상태에서 수해성 및 습윤 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재생 셀

룰로오스 섬유를 1 종류밖에 함유하지 않은 비교예에 대해서도 실시예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한편, 실시예 3 및 실시예 4에 대해서는 실시예 1 및 실시예 2와 동일한 수해성 부직포에 바인더로서 알킬셀룰로오스와

(메타)아크릴산(에스테르)말레인산 공중합체(나트륨염)를 사용하여, 이들의 혼합물을 수용액으로 하여 도공하였다. 바인

더의 도공량은 2 g/m2이다. 그 후, 약물(황산나트륨 4 중량%, 트리메틸글리신 4 중량%, 프로필렌글리콜 10 중량%을 함유

하는 수용액)을 부직포의 중량 100 g에 대하여 250 g 함침시켰다. 물약을 함침시킨 실시예 3 및 실시예 4에 대해서 실시

예 A와 같은 방식으로 수해성 및 습윤 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실시예 3 및 4와 관련하여 표 4에 나타내는 평량은 바인더

를 도공한 상태의 평량이다.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레이온(중량%)

침엽수 펄프

(중량%)

평량

(g/㎡)

습윤 강도

(g/25 mm)

수해성

(초)

데니어 1.0 3.0

섬유 길이(mm) 3 10

종횡비 3000 3333

비교예
1 바인더 없음  40 60 50.0 199 600 이상

2 바인더 있음  40 60 52.0 245 600 이상

실시예
1 바인더 없음 20 20 60 50.0 123 131

2 바인더 있음 20 20 60 52.0 178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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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으로부터, 바인더를 함유시키면 수해성은 거의 저하되지 않고 습윤 강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시예 D]

표 4에 기재한 섬유를 사용하여 실시예 C와 같은 시험을 수행하였다. 결과를 표 4에 나타낸다.

[표 4]

레이온(중량%)

침엽수 펄프

(중량%)

평량

(g/㎡)
습윤 강도

(g/25 mm)

수해성

(초)
데니어 0.7 1.0 3.0  

섬유 길이(mm) 4 4 7  

종횡비 5714 4000 2333  

비교예 1
바인더 없

음
  40 60 50.0 75 330

실시예

1 바인더 없

음

 20 20 60 50.0 118 112

2 20  20 60 50.0 163 124

3 바인더 있

음

 20 20 60 52.0 167 125

4 20  20 60 52.0 226 133

표 4로부터, 데니어가 작은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를 함유한 실시예 1 및 실시예 2는 제1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를 함유

하지 않은 비교예에 비해서 습윤 강도가 높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해성이 저하되기는 커녕, 반대로 좋아져 있

는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섬유 길이가 짧고 데니어가 작은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를 함유시킴으로써, 수해성 부직포의

수해성 및 습윤 강도 모두를 우수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4의 실시예 3 및 실시예 4로부터, 본 발

명의 수해성 부직포에 소량의 바인더를 도공하면 수해성을 너무 저하시키지 않고서 습윤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결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본 발명에서는 수해성 및 습윤 강도의 균형이 잡힌 수해성 부직포를 얻을 수 있다. 또

한, 본 발명의 수해성 부직포는 부피가 크고 부드러운 감촉을 갖는다.

또한, 본 발명의 수해성 부직포에 바인더를 함유시키면, 수해성 및 습윤 강도가 더욱 우수한 것으로 된다. 이 경우, 바인더

는 종래의 사용량보다 소량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피부 등을 거칠게 할 우려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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