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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시차주사 열량계로 융점을 측정하는 경우, 폴리에틸렌의 온도를 190℃에서 30분동안 유지시킨
후 온도를 100℃/min 의 냉각속도로 20℃로 강하시키고 이어서 10℃/min의 가열속도로 상승시킬때 수득
되는 용융곡선[이하, 급냉후의 용융곡선(melting courve)이하 칭함]에서 118±5℃ 범위내의 주요 파이크
온도(main peak temp.)(Tma)를 나타내며, 적어도 3℃의 Tma와 Tmb사이의 온도차[여기서, Tmb는 폴리에틸
렌의 온도를 190℃에서 30분동안 유지시킨후에 온도를 10℃/min 의 냉각속도로 20℃로 강하시키고 이어
서 10℃/min의 가열속도로 상승시킬때 수득되는 용융곡선(이하, 점진적인 냉각후의 용융곡선 이라 칭함)
에서의 주요 피이크 온도이다]를 나타내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이하, 급냉 융점저하
폴리에틸렌(lowered melting point polyethylene in rapidly cooling) 이라 칭함]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
축연신 필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필름은 연신시의 안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연신시에 낮은 인
장강도 조건하에 연신을 안정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우수한 연신성 및 수축성을 갖는 동시에
우수한 탄성회복률을 갖는 연신 필름을 수득할 수 있다.

대표도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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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폴리에틸렌계 이축 연신 필름
[기술분야]
본 발명은 포장재료에 관한 것이다. 더욱 특히, 본 발명은 주성분으로서 특정 에틸렌 공중합체로부터
제조한, 두께의 변화(thickness variation)가 작은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특정 조건하에 연신 배향
을 일으키는, 연신성(stretchability), 수축성(shrinkability) 및 변형 회복성(restoration from
deformation)이 우수한 단일층 또는 다층의 폴리에틸렌계 이축 연신 필름; 및 이들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의 폴리에틸렌계 열수축성 필름으로서는, 본 발명자들에 의해 발견된, 튜브형 이축 연신에 의해 제
조하고 융점 이하의 저온에서 수축 포장이 가능한 필름이 공지되어 있으며 시장에 출하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자들은 폴리에틸렌 공중합체를 특정화시킴으로써 연신의 튜브의 안정성 및 연신의 균일성
을 개량한 폴리에틸렌계 열수축성 필름도 발견하였다[일본국 미심사 특허공보 제 62-201229호].
한편 최근에는, 수퍼마켓 및 일용 식품점의 수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육류, 어패류, 야
채, 과일 및 일일 식품(daily dishes)과 같은 식품 포장용 필름으로서의 수축성 필름의 수요가 증가하였
다.
종래에는, 가소화된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필름이 열수축성 필름으로서 가장 널
리 사용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이들 필름이 우수한 투명성 및 자기 점착성등과 같은 우수한 특성을 갖
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기 필름은 안전 위생 또는 환경오염 측면에서 단점이 있다. 예를들면, 필름을
통해 대량의 스팀이 투과하기 때문에 포장할 피포장물의 중량이 손실되고 변질되기 쉽거나, 또는 가소제
를 대량으로 사용할때 피포장물이 가소제로 오염되거나, 필름 성형시 포장 작업에서 필름을 용단(meltcutting)할시에 또는 필름을 폐기 소각할때에 유해한 염화수소 개스가 생성되는 등의 안전위생 또는 환
경오염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가소화된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필름을 대체할 필름으로서 폴리에틸렌 또는 에틸렌-비닐 아세
테이트 공중합체와 같은 에틸렌계 수지, 폴리부타디엔 수지등이 활발히 개발되어 왔다.
본 발명에 의해 수득된 필름이 연신 튜브의 안정성 및 연신의 균일성을 향상시키고 두께 변화를 개선시
키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기계포장에 대한 안정성 및 인쇄 적합성의 관점에서 볼때 두께 변화가 적은 필
름이 요망되어 왔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부타디엔 수지 필름이 비록 안전위생 및 환경오염과 관련된
단점들을 전혀 갖지 않을지라도, 이들 필름들이 연신가능한 필름으로서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예를들면, 비연신(non-stretched)된 저밀도의 폴리에틸렌 필름은 연신 필름이 연신된 부분과 비연신된
부분을 가짐으로서 연신포장을 위해 연신시킬때 필름 두께가 현저히 변하는 네킹(necking)현상을 일으키
며, 탄성 회복율이 작아 피포장물을 미려하게 포장할 수 없다. 또한, 필름강도가 빈약하며, 투명성도
불만족하다. 따라서, 필름의 강도를 향상시키거나 필름에 열수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필름을 이축
연신시켜 고도로 연신 배향시킨다. 그러나,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필름이 가공시에 파손되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가지며, 따라서 이들은 소위 인플레이션 방법(inflation method)으로 제조한다. 따라서, 수득
된 필름이 효과적인 분자 배향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의 강도가 약하며, 단지 그의 융점에 근접한
고온에서만 열수축성을 나타낸다.
또한, 결정성 1,2-폴리부타디엔 또는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고, 여기에 방운
제(an-tifogging agent)또는 점착제를 부가하여 제조한 필름도 시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름들은
T-다이(T-die) 방법 또는 인플레이션법에 의해 제조하기 때문에, 수득된 필름은 열수축성을 전혀 갖지
않는다. 포장할 피포장물을 핸드래퍼(hand wrapper)포장기 또는 연신 자동 포장기를 사용하여 상기 필
름으로 포장하는 경우, 빈약한 필름 강도로 인하여 트레이(tray)의 에지(edge)부분이 파손되기 쉽다.
즉, 이들 필름들은 아직도 종래의 필름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포장할 피포장물들은 다양화되었다. 그러한 결과, 간장속에서 끓인 절임식품과 같이 물을
함유하는 피포장물을 포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단지 필름의 자기 점착성만으로 밀봉하는 경우에는,
의 밀봉 결합부가 수분의 부착으로 인하여 박리되어 피포장물의 중량 손실이 야기되며 또한 상품의
가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가열 밀봉이 가능한 필름이 요구되어 왔다. 또한, 포장할 피포장물에
타이트하게 조화된 포장을 얻을 수 없으며, 단지 필름의 연신성으로 인하여 필름상에 구김이 남고
워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연신성 이외에도 열수축성을 갖는 필름이 요구되어 왔다.

다량
필름
가치
따라
헐거

또한, 생산성을 높이고 포장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필요성의 관점에서 볼때, 수퍼마켓 및 일용 식품점
의 수가 증가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핸드 래퍼 포장기가 자동 연신 포장기 및 자동 수축 포장기와 같
은 자동 포장기로 급속히 대체되어 현저히 보급되었다. 따라서, 자동 포장기 적성을 갖는 필름이 강하
게 요망되고 있다.
또한, 포장기술분야의 포장작업자의 입장에서 볼때에도, 포장할 피포장물이 변하는 경우에 조차도 다른
필름들도 대체할 필요가 없도록 연신 포장 뿐만 아니라 수축 포장할 수도 있으며 열밀봉성(heat
sealability)도 갖는 필름이 강하게 요구되어 왔다.
또한, 근년에 유통과정이 변함에 따라, 산지에서 자동 연신 포장기 또는 자동 수축 포장기를 사용하여
트레이 포장하고, 피포장물로 채워진 골판지 박스를 운송한 다음, 수퍼마켓 또는 일용 식품점에서 이들
박스를 개봉하여 진열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왔다. 운송도중에 층층이 쌓여진 박스의 하중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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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장된 피포장물이 볼품없게 된다. 예를들면, 트레이 표면상에서 필름의 장력이 없어지거나 필름이
구겨짐으로써, 수퍼마켓 또는 일용 식품점의 뒤뜰에서 포장을 다시해야 하는등의 실질적인 문제들이 야
기된다. 따라서, 피포장물로 채워진 포장된 박스들을 층층이 쌓여진 상태로 운송하는 경우에 조차도,
트레이 표면상의 필름의 장력이 없어지지 않는 포장재가 요구되어 왔다.
[발명의 개시]
상기 언급된 연신가능한 필름의 결점들을 극복하고; 투명성, 광택성, 인열강도 및 내저온성이 우수하며,
적합한 개스 투과성 및 낮은 수증기 투과성을 갖고, 피포장물의 중량감소가 야기되지 않으며, 가소제의
이행이 없고, 연소시에 염화수소 개스가 발생되지 않는 폴리에틸렌 수지를 사용하여 두께 변화가 작은
이축연신 필름, 및 또한 열수축성 및 연신성을 가지며 열판(plate heater)으로 밀봉시킬 수 있음으로써,
수분이 결합부에 부착되는 경우에 조차도 밀봉 결합부가 박리되지 않고, 외관이 미려한 수축 포장물을
얻을 수 있으며, 수축 포장후에 수축된 부분을 부분적으로 연신시키는 경우에 조차도 우수한 회복성으로
인하여 재포장 할 필요가 없는 필름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의검토하여 왔다. 그 결과, 특정의 선형 저밀
도 폴리에틸렌을 함유하는 조성물을 주성분으로서 사용하여 공지된 조건하에 제조한 비연신된 필름을 연
신 배향시킨 수득한 단일층(single layer) 이축 연신 필름, 및 상기 언급된 조성물의 층을 중간층으로서
갖는 비연신된 다층 필름을 낮은 인장강도 조건하에 연신 배향시켜 수득한 필름이 본 발명의 목적에 적
합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본 발명을 완성하게 되었다.
즉, 본 발명은 하기의 필름(1), (2) 및 (3), 및 이들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
(1) 하기 언급된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A)을 주성분으로하여 제조한 폴리에틸렌계 이축 연신 필름 [이
하 이축 연신 필름(1) 이라 칭함];
(2) 하기 언급된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A)90 내지 60 중량% 및 하기 언급된 에틸렌 α-올레핀 공중합
체(B) 10 내지 40 중량% 의 합계 100 중량부, 및 하기 언급된 계면활성제 조성물(D) 0.5 내지 3.0 중량
부를 주성분으로서 함유하는 조성물로부터 제조한 폴리에틸렌계 이축 연신 필름[이하 연신가능한 수축성
필름(2)이라 칭함]; 및
(3) 하기 언급된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A)을 주성분으로서 함유하는 조성물로부터 제조한 중간층, 및
하기 언급된 에틸렌 -α-올레핀 공중합체(B) 20 내지 60 중량% 및 하기 언급된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C)80 내지 40 중량% 의 합계 100 중량부 및 하기 언급된 계면 활성제 조성물(D) 0.5 내지
3.0
중량부를
주성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로부터
제조한
최내각층(innerest
layer)
및
최외각층(outerest layer)층을 포함하며, 중간층의 두께는 총 두께의 적어도 60%를 차지하고, 최내각층
및 최외각층의 두께가 각각 적어도 1㎛ 인, 폴리에틸렌계 이축 연신 필름[이하 다층 연신가능한 수축성
필름(3) 이라 칭함].
상기 언급된 성분(A), (B), (C) 및 (D)는 각각 다음과 같다 :
(A) 0.870 내지 0.930g/㎤ 의 밀도 및 0.1 내지 10g/10분의 용융지수(melt flow index)를 가지며; 시차
주사 열량계로 융점을 측정하는 경우, 폴리에틸렌의 온도를 190℃ 에서 30분동안 유지시킨후 온도를 100
℃/min 의 냉각속도로 20℃ 로 강화시키고 이어서 10℃/min 의 가열속도로 상승시킬때 수득되는 용융곡
선[이하, 급냉후의 용융곡선(melting curve) 이하 칭함]에서 118±5℃ 범위내의 주요 파이크 온도(main
peak temp.)(Tma)를 나타내며, 적어도 3℃ 의 Tma 와 Tmb 사이의 온도차[여기서, Tmb 는 폴리에틸렌의
온도를 190℃ 에서 30분동안 유지시킨후에 온도를 10℃/min 의 냉각속도로 20℃로 강하시키고 이어서 10
℃/min의 가열 속도로 상승시킬때 수득되는 용융곡선(이하, 점진적인 냉각후의 용융곡선이라 칭함)에서
의 주요 피이크 온도이다]를 나타내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이하, 급냉 융점이하 폴리에틸렌(lowered
melting point polyethylene in rapidly cooling) 이라 칭함].
(B) 0.870 내지 0.900 g/㎤ 의 밀도, 0.1 내지 20g/10분의 용융 지수 및 50 내지 100℃의 DSC에 따른 융
점을 갖는 에틸렌 α-올레핀 공중합체[이하, 저융점 폴리에틸렌 공중합체라 칭함].
(C) 0.890 내지 0.930 g/㎤ 의 밀도 및 0.1 내지 10g/10분의 용융 지수를 갖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이하, 범용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라 칭함].
(D) 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 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폴리에틸렌
글리콜 지방산 에스테르, 알킬 디에탄올 아미도, 폴리옥시에틸렌 알킬 아민 및 폴리옥시 에틸렌 알킬에
테르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조성물[이하, 계면활성제
조성물이라 칭함].
알루미늄 팬에서 샘플 8내지 10mg을 밀봉하고 질소 스트림중에서 DSC측정을 행한다.
이축 연신 필름(1), 연신가능한 수축성 필름(2), 및 다층 연신가능한 수축성 필름(3)의 중간층 각각에서
주성분 수지로서 사용된 급냉융점저하 폴리에틸렌(A)은, 예를들면, 에틸렌과 하나 이상의 탄소수 3내지
20, 바람직하게는 탄소수 3 내지 12의 α-올레핀(예: 프로필렌, 부텐-1, 헥센-1, 4-메틸펜텐-1, 옥텐-1,
데센-1 및 도데센-1)과의 공중합체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예를들면, 에틸렌 적어
도 50 중량% 및 2종류의 α-올레핀을 주성분으로 함유하여 1.5CH3/100C 이상의 총괄 분지도(total
branching coefficient)를 갖는 3원 공중합체, 및 에틸렌 및 탄소수 4 내지 8의 α-올레핀을 주성분으로
서 함유하며 2.5 CH3/100C 이상의 분지도를 갖는 공중합체가 특히 바람직하다. 특히, 에틸렌과 부텐-1과
의 공중합체; 에틸렌, 4-메틸 펜텐-1 및 부텐-1의 3원 공중합체; 및 에틸렌, 옥텐 및 부텐-1의 3원 공중
합체가 더욱 바람직하다.
급냉후의 용융곡선에서 Tma±5℃ 범위내의 흡열면적이 총괄 흡열면적의 15% 이상을 차지함을 나타내는
폴리에틸렌으로 제조한 필름은 연신 안정성이 특히 우수하다.
상기 언급된 급냉 융점저하 폴리에틸렌(A)은 단독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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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폴리에틸렌,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이오노머 또는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와 같은 폴
리올레핀 수지를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주성분으로서 사용되는
상기 언급된 수지와 혼합할 수도 있다.
상기 언급된 수지(A), 즉, 급냉 융점저하 폴리에틸렌으로서는, 0.870 내지 0.930 g/㎤ , 바람직하게는
0.900 내지 0.92 g/㎤ 의 밀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며, 0.1 내지 10g/10분, 바람직하게는 0.3 내지 5g/10
분의 용융지수를 갖는 것을 사용한다. 밀도가 0.890 g/㎤ 미만인 경우에는, 저온에서의 연신성 및 열
밀봉성이 우수한 경우에 조차도 필름의 강도가 빈약하게 되고, 열수축성이 너무커서 자동 포장기의 열판
을 사용하여 밀봉할때 수축이 일어나 트레이 바닥의 마무리가 나쁘게 되는 결점이 있다. 밀도가 0.930
g/㎤ 이상인 경우에는, 연신성이 빈약하게 되고, 열밀봉성이 저하되므로, 본 발명에 의해 요구되는 필름
을 수득할 수 없다. 또한, 용융지수가 0.1g/10분 미만의 경우는 가공성 및 연신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에
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용융지수가 10g/10분 이상인 경우는 연신가공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상기 언급된 온도차(Tma-Tmb)가 3℃ 미만인 폴리에틸렌은 이러한 폴리에틸렌을 저융점 롤리에틸렌
및 계면 활성제 조성물과 함께 필름을 성형하고 상기 필름을 연신시킬때 연신의 안정성 및 균일성이 불
충분하여 본 발명의 목적하는 필름을 수득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급냉 융점저하 폴리에틸렌(A)은 주성분으로서 사용되며, 20 중량%이하 범위내의 다른 에틸렌 공중합체를
함유할 수 있다. 부가할 수 있는 이러한 에틸렌 공중합체로서는, 예를들면, 널리 사용되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수지, 하기 언급된 바와같은 저융점 에틸렌-α-올레핀 공중합체, 고압법 폴리에틸렌, 에틸렌
과 폴리프로필렌의 공중합체, 이오노머,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에틸렌과 (메트)아크릴산과
의 공중합체등으로 예시된다. 상기 언급된 다른 에틸렌 공중합체의 양이 20 중량% 이상인 경우, 본 발
명의 특징인 저인장강도하에 연신시킬때의 연신 안정성이 불만족하게 되어 본 발명의 목적을 수득할 수
없다.
상기 언급된 저융점 폴리에틸렌 공중합체(B)는, 예를들면, 에틸렌과 프로필렌, 부텐-1, 펜텐-1, 헥센-1,
4-메틸 펜텐-1, 옥텐-1, 데센-1 또는 이들의 혼합물과의 공중합체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특히, 에틸
렌과 부텐-1과의 공중합체로부터 선택된 공중합체가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0.870 g/㎤ 미만의 밀도를
갖는 공중합체가 저온 열밀봉성을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러한 공중합체에 계면활
성제 조성물을 부가하는 경우에 조차도 필름의 블로킹(blocking)이 야기되며, 필름의 박리성이 빈약하
다. 또한, 이러한 공중합체는 자동포장기내에서의 미끄럼 특성이 나쁘다는 결점을 갖는다. 0.90 g/㎤
이상의 밀도를 갖는 공중합체는 저온에서의 밀봉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
다. 0.1g/10분 미만의 용융지수를 갖는 공중합체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경우와 유사하게 가공성
을 저하시키고 연신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20g/10분 이상의 용융지수를 갖는 공중
합체는 연신튜브의 안정성이 나쁜 것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연신 가능한 수축성 필름(2)의 제조시에
부가되는 저융점 폴리에틸렌 공중합체의 양은 10 내지 40 중량% 이다. 상기 양이 10 중량% 미만인 경
우, 저온 열밀봉성은 개선되지 않으며, 연신성이 약간 빈약하다. 반면에, 상기 양이 40 중량% 이상인
경우에는, 저온 열밀봉성은 우수하지만, 하기 언급된 계면활성제 조성물을 부가하는 경우에 조차도 필름
로울로부터 연신시킬때의 박리성, 자동 포장기내에서의 미끄럼 특성 및 필름들 사이의 점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성능을 수득할 수 없다. 상기 량의 바람직한 범위는 20 내지 35중량%이다.
다층의 연신가능한 수축성 필름(3)의 최내각층 및 최외각층내의 저융점 폴리에틸렌 공중합체(B)의 혼합
비는 20 내지 60 중량% 이다. 상기 비가 20 중량% 미만인 경우, 저온 밀봉성이 빈약하며, 자동포장기의
열판에 의한 밀봉성이 트레이 바닥부에서 빈약하다.
또한, 특히, 튜브 성형단계 및 접어넣는
단계(collapsing step)에서의 필름의 접힘 특성(collapsing property)이 나쁘게 된다. 반면에, 상기 비
가 60 중량% 이상인 경우에는, 저온 열밀봉성 및 연신성은 우수하지만, 하기 언급된 계면활성제 조성물
을 부가하는 경우에 조차도 필름 로울로부터 연신시킬때의 박리성, 자동포장기내에서의 미끄럼 특성 및
필름들 사이의 점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성능을 수득할 수 없다.
상기 언급된 범용의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C)으로서는, 예를들면, 에틸렌과 하나 이상의 탄소수 3 내
지 20, 바람직하게는 탄소수 4 내지 8의 α-올레핀(예 : 프로필렌, 부텐-1, 헥센-1, 4-메틸 펜텐-1, 옥
텐-1, 데센-1 및 도데센-1등)과의 공중합체가 예시된다.
상기 언급된 계면활성제 조성물(D)로서는 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 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 소
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폴리에틸렌 글리콜 지방산 에스테르, 알킬 디에탄올 아미드, 폴리옥시에틸렌
알킬 아민 및 폴리옥시에틸렌 알킬 에테르와 같은 하나 이상의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한다.
계면활성제 조성물은 상기 언급된 부가량 범위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계면활성제 조성물
이 방운특성을 제공하는 이외에도, 수지 조성물과 혼합시에 로울로부터의 필름의 박리성, 자동포장기내
에서의 미끄럼 특성, 필름들사이의 점착성 및 열안정성과 관게가 있기 때문이다. 상기 언급된 특성들을
나타낸다는 관점에서 볼때, 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폴리에틸렌 글리
콜 지방산 에스테르 및 알킬 디에탄올 아민이 계면활성제로서 더욱 바람직하다.
상기 언급된 계면활성제 조성물에 사용된 성분의 구체적인 예는 글리세롤 모노라우레이트, 글리세롤 모
노 스테아레이트, 글리세롤 모노올리에이트, 디글리세롤 모노라우레이트, 디글리세롤 모노스테아레이트,
디글리세롤 모노올리에이트, 소르비탄 모노라우레이트, 소르비탄 모노스테아레이트, 소르비탄 모노올리
에이트, 폴리옥시에틸렌 글리세롤 모노라우레이트, 폴리옥시에틸렌 글리세롤 모노스테아레이트, 폴리옥
시에틸렌 글리세롤 모노올리에이트, 폴리에틸렌 글리콜 모노라우레이트, 폴리에틸렌 글리콜 모노팔미테
이트, 폴리에틸렌 글리콜 모노스테아레이트, 폴리에틸렌 글리콜 모노올리에이트, 폴리에틸렌 글리콜 디
올리에이트, 폴리에틸렌 글리콜 트리올리에이트, 라우릴 디에탄올아미드, 스테아릴 디에탄올아미드, 올
레일 디에탄올아미드, 폴리옥시에틸렌 라우릴 아민, 폴리옥시 에틸렌스테아릴 아민, 폴리옥시에틸렌 올
레일 아민, 폴리옥시에틸렌 라우릴 에테르, 폴리옥시에틸렌 스테아릴 에테르, 폴리옥시에틸렌올레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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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등이다.
상기 언급된 연신가능한 수축성 필름(2), 및 다층의 연신가능한 수축성 필름(3)의 최내각층 및 최외각층
에 부가된 계면활성제(D)의 양이 0.5 중량% 미만인 경우, 방운특성이 불만족스럽고, 자동 포장기내에서
의 미끄럼 특성이 나쁘며, 트레이-포장시에 필름의 접힘이 부적당하여 트레이 바닥부내의 마무리 포장된
외관이 나쁘게되는 결점이 있다. 상기 양이 3 중량% 이상인 경우에는, 방운특성, 자동포장기내에서의
미끄럼특성 및 트레이 포장시의 필름의 접힘특성이 우수하기는 하지만, 열밀봉성이 저하되고, 바닥부에
서의 필름의 밀봉상태가 부적당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상기 언급된 각각의 성분들 이외에도, 윤활제, 블로킹 방지제 및 대전방지제와 같은 통상 사용되는 첨가
제를 적합하게 사용하여 각각의 유용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언급된 다층의 연신가능한 수축성 필름(3)과 관련하여, 중간층의 두께가 총 두께의 60% 미만
을 차지하는 경우, 연신시에 버블(bubble)의 안정성이 빈약해진다. 반면에, 연신후의 최내각층 및 최외
각층 각각의 두께가 1㎛ 미만인 경우, 열밀봉성이 발휘될 수 없으며, 2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본 발명
의 목적을 발휘할 수 없다.
상기 언급된 다층의 연신가능한 수축성 필름(3)은 각각의 층과 관련된 두께 제한, 즉, 중간층의 두께가
총 두께의 적어도 60%를 차지하며 최내각층 및 최외각층의 연신후의 각각의 두께가 적어도 1㎛인 상태에
있는 한은 중간층과 최내각층 또는 최외각층 사이에 하나 이상의 폴리에틸렌 수지층을 함유할 수 있다.
이러한 층으로 성형할 수 있는 폴리에틸렌 수지로서는, 예를들면, 하기 언급된 범용되는 선형 저밀도 폴
리에틸렌, 저융점 에틸렌 -α-올레핀 공중합체, 고압법 폴리에틸렌,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공중합체, 이
오노머,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에틸렌과 (메트)아크릴산과의 공중합체등이 있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각각의 구성요서 이외에도, 각각의 유용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윤활제, 블로
킹 방지제, 대전방지제 및 방운제와 같은 첨가제를 이축 연신 필름(1), 연신 가능한 수축성 필름(2) 및
다층의 연신가능한 수축성 필름(3)의 각각의 층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어서, 본 발명의 필름의 제조방법을 예시한다.
이축 연신 필름(1), (2) 및 (3)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는, 공지된 장치를 사용하여 수지 조성물 및 각각
의 필름에 상응하는 층상 구조물에 상응하는 수지를 가열 용융시키고 혼동시켜 단일층 또는 다층으로 압
출시킨 다음, 급냉고화시켜 비연신된 필름을 수득하고, 이어서 필름(1)의 경우에는 필름을 공지된 조건
하에서 연신시키고, 연신 필름(2) 및 (3)의 경우에는 필름을 연신시의 인장강도가 30 S 170kg/㎠ 이
되도록하는 조건하에서 연신시키는 방법으로 필름을 수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튜
브형 필름을 수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튜브형 필름을 형성하고 연신시키는 경우
를 예시하여 설명할 수 있다.
(비연신 필름의 제조방법)
이축 연신 필름(1) 및 연신가능한 수축성 필름(2)의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의
필름 구조물에 상응하는 수지를 압출기내에서 가열 용융시켜 혼동시킨 다음 환형 다이로부터 튜브로 압
출시키고, 이어서 급냉 고화시켜 비연신 필름을 수득한다.
다층의 연신가능한 수축성 필름(3)의 경우에는, 각각의 층에 상응하는 특정 범위를 갖는 수지 조성물을
3 대의 압출기내에서 가열 용융시켜 혼동시키고, 3-층 환형 다이로부터 튜브로 공압출시킨 다음, 연신없
이 급냉 고화시켜 비연신 필름을 수득한다.
이축 연신 필름(1)은 통상의 조건하에 연신시킬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예를들면, 상기와 같이
수득한 튜브형 비연신 필름을 제 1도에 도시된 튜브형 연신장치에 공급하고, 상기 필름을 고도의 배향을
효과적으로 야기시킬 수 있는 온도 영역, 예를들면 수지의 융점보다 10℃ 정도, 바람직하게는 수지의 융
점보다 15℃ 정도 낮은 온도에서 튜브의 내측에 개스압을 적용시켜 필름을 팽창 연신시키는 동시에 이축
배향시킨다. 연신비는 기계 및 횡방향에 대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강도 및 수축성과 같은 우수한
물리적 특성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상기 연신비는 기계 방향 및 횡방향 모두에서 적어도 2배, 바람직하
게는 적어도 2.5배, 더욱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3배이다.
열수축성 필름으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신장치로부터 취한 필름을 필요에 따라 어니일링(annealing)
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보존시에 자연 수축이 적은 필름을 수득할 수 있다. 수축을 필요로하지 않
는 용도에 대해서는 필름을 통상의 방법을 완전히 가열고화시킨다.
연신가능한 수축성 필름(2) 및 다층 연신 필름(3)의 경우에는, 하기 방정식(Ⅰ)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연
신시의 인장강도를 만족시키는 조건하에 연신을 행할 필요가 있다:

상기 방정식에서,
p는 버블의 내압(kg/㎠)이고,
d는 버블의 내경(cm)이며,
t는 필름의 두께(cm)이다.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상기에서 수득된 비연신 필름, 예를들면, 수득된 비연신 튜브형 필름을 제1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튜브형 연신장치에 공급하고, 고배향을 일으키는 온도 영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1) 팽창 개시점에서의 필름 표면온도가 주원료 수지(다층의 경우에는 중간층의
주원료 수지)의 융점보다 15 내지 35℃ 낮은 범위내이고; (2) 팽창 개시점에서 팽창 종료점으로 연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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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신 대역내에서 필름이 개시점으로부터 연신대역 길이의 1/4 내지 1/3 위치에 있을때의 필름 표면온
도가 최대가 되도록하는 온도구배를 가지며, 최대 필름온도와 팽창 개시점에서의 필름 표면온도사이의
온도차가 10℃ 이하이고; (3) 최대 온도 위치에서 팽창 종료점까지의 필름의 온도강하가 15 내지 20℃
범위내이며; (4) 연신대역의 수직거리의 1.0 내지 1.5배 거리에 도달하는 동안 필름 표면온도가 팽창의
종료점에서의 필름 표면온도로부터 30 내지 50℃ 강하하도록 필름이 냉각되는 연신조건으로 조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상기 연신조건의 조정시 인장강도는 30 S 170kg/㎠이 되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인장강도 S 가 30kg/㎠ 미만인 경우, 수득된 필름은 90% 미만의 탄성 회복률을 가지며, 본 발명의 특징
인 수축 포장후의 회복률이 빈약할 뿐만아니라 연신 버블의 안정성도 빈약하다. 반면에, 인장강도 S가
170kg/㎠ 이상인 경우에는, 비록 수득된 필름의 열수축성이 우수하기는 하지만, 예를들면 50% -신장시에
인장응력이 커져서 신도가 작아지고 연신성이 빈약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필름들은 연신성 뿐만아
니라 수축성도 갖는 필름을 제공하려는 본 발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
연신비는 기계방향 및 횡방향 모두에 대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바람직하게는 우수한 강도등의 우
수한 물성 평형을 수득하기 위해서는 동일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면적비로서의 연신비는 8 내지 25이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연신되거 연신장치로부터 수득된 필름은 필요에 따라 어니일링시킬 수 있다.
상기 제조된 필름들중에서, 이축연신 필름(1)은 두께 변화가 거의 없는 균일한 필름이며, 연신가능하고
수축가능한 필름(2) 및 다층의 연신가능하고 수축가능한 필름(3)은 8% 미만의 두께 변화를 가지며, 즉
두께가 균일하고; 50% -신장시에 500kg/㎠ 이하의 인장응력을 갖고, 즉, 연신성이 우수하며; 90℃ 에서
20% 미만의 면적 수축률, 즉 수축성 필름으로서 만족스러운 성능을 갖는다. 더우기, 이들은 90℃ 에서
15%의 면적 수축률을 수득하도록 열수축시킨 필름을 30% 신장시킨 1분후에 90% 이상의 탄성 회복률을 가
지며, 압축 형성시킨 흔적(mark)은 본래의 상태로 용이하게 회복된다. 즉, 이들은 우수한 이축 연신 필
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사용된 이축 연신장치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
본 발명을 하기 실시예로써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본 발명은 이들 실시예로 한정되지 않는다.

실시예에 나타낸 물성의 측정법은 다음과 같다:
(1) 면적 수축률(Area shrinkage): 필름(1)의 경우
10cmx10cm의 정방형 필름을 절단하고, 90℃의 글리세롤 욕중에 10초 동안 침지시키고, 욕으로부터 꺼낸
다음, 물중에서 급냉시킨다. 기계 방향 및 종횡방향의 길이(cm)를 측정하고, 하기 벙정식에 따라 면적
수축률을 계산한다:
면적 수축률 = 100 - AxB
상기 방정식에서,
A 및 B 는 각각 급냉시킨 후의 기계 방향 및 횡방향의 길이(cm)를 나타낸다.
(2) 90℃ 에서의 열수축률(heat shrinkage)
10cmx10cm 의 정항형 필름을 절단하여 활석 분말로 피복시킨 다음, 90℃의 온도로 유지시킨 오븐중에 15
분간 방치한다. 필름을 취하여 급냉시킨다. 기계 방향 및 횡방향의 길이를 측정하고, 하기 방정식을
이용하여 열수축률을 계산한다.
90℃ 에서의 열수축률 = 100 - AxB(%)
상기 방정식에서,
A 및 B 는 각각 급냉후의 기계 방향 및 횡방향의 길이(cm)를 나타낸다.
(3) 두께 변화(Thickness variation)
연속 접촉형 전자 마이크로미터[안리쓰 덴끼 가부시끼 가이샤(Anritsu Denki Kabushiki Kaisha)사의 K
306 C 타입]를 사용하여, 전체규모(full-scale) 8㎛ 에서 튜브의 원주방향으로 측정한 챠트를 구하고,
이 챠트로부터 최대치(Tmax), 최소치(Tmin) 및 평균치(T)를 구한 다음, 두께 변화를 다음 방정식에 따라
계산한다:

상기식에서,
T는 측정된 필름의 10mm 간격에 상응하는 챠트로부터 읽은 산술평균값이다.
(4) 15% -수축후의 탄성회복률
필름을 필름의 면적 수축률이 15%가 되도록 만든 균일하게 이완된 상태로 목질 프레임속에 넣고, 오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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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필름을 취했을때 필름상에서 이완된 상태가 사라질때까지 필름을 90℃의 오븐중에서 열처리한다.
시험편을 필름의 MD 및 TD에 평행하게 각각 폭 15mm 및 길이 200mm로 절단하고, 각각의 시험편상에 10mm
간격으로 2개의 라인을 그린다. 2개의 표선(marked line)이 척(chuck)들 사이에 고정되도록 시험편을 인
장시험기(척들사이의 이격거리 150mm)에 부착시키고, 200mm/min 의 인장속도에서 30%까지 신장시킨 다
음, 상기와 동일한 인장속도에서 본래의 길이로 복귀시킨다. 인장시험기로부터 필름을 취하여 1분동안
방치한다. 2개의 표선 사이의 길이를 측정하고, 다음 방정식에 따라 필름의 회복률을 계산한다.

상기 방정식에서,
C는 각각 1분후의 기계 방향 및 횡방향의 2개의 표선 사이의 길이(mm)이다.
(5) 마무리된 포장의 외관
약 5cm의 직경을 갖는 오렌지 2개를 폭 105mm, 길이 195mm 및 길이 20mm의 발포 폴리스티렌으로 만든 트
레이 상에 올려놓고, 밀봉용 열판 및 수축용 터널이 설치되어 있는 시판되는 자동포장기를 사용하여 포
장시험을 행한다. 시험결과를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О : 자동포장기내에서의 장애가 전혀 없으며, 필름상에서의 주름 및 이완없이 외관이 미려한 타이트한
느낌의 포장을 얻을 수 있다.
: 자동포장기내에서의 장애는 전혀없지만, 수득된 포장품은 필름상에 부분적으로 주름 및 이완된 부
분을 갖는다.
Х : 자동포장기내에서의 장애가 있어서 필름 로울로부터 필름을 박리시키기가 어렵거나, 또는 포장기내
에서의 장애가 전혀 없을지라도 수득된 포장물의 밀봉 결합이 나쁘거나 포장품이 필름 전체상에 주름 및
이완된 부분을 갖는다.
(6) 열밀봉성(Heat sealability)
상기 포장시험(5)에 있어서, 필름을 90℃ 의 열판을 사용하여 밀봉한다.
다 :

밀봉부의 접착력은 다음과 같

О : 밀봉부를 강제로 박리시킬때 밀봉부가 파손될 정도로 밀봉부가 충분히 용착된다.
Х : 밀봉부의 파손없이도 박리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잔류한다.
(7) 포장후의 회복성
상기 시험(5)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자동포장기를 시험(3)에서와 동일한 조건하에 사용하여 함유물이
전혀 없는 12mm 길이의 트레이를 포장한다. 포장품의 필름 중심부를 손가락이 트레이 바닥에 닿을때까
지 손가락으로 밀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필름으로부터 떼어낸다. 필름이 본래의 상태로 복원되는데 필
요한 시간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О : 10초이내
: 1분이내
Х : 1분이상이 지난후에도 필름상에 손가락 자국이 남거나, 또는 필름이 먼저의 상태로 복원될 수 없
다.
(8) 방운특성(Antifogging porperty)
60℃ 의 물 50㎖ 를 100㎖ 비이커에 쏟아부은 후, 비이커의 입구를 주름이 전혀 없는 상태의 필름으로
덮는다. 비이커를 5℃의 냉장고속에 1시간동안 방치한 다음, 필름을 관찰한다.
О : 구름이 전혀 끼어 있지 않다.
: 수적이 필름에 부분적으로 부착되어 있기는 하지만, 필름을 통해 비이커의 내부를 볼 수 있다.
Х : 필름 전체에 구름이 끼어 있으며, 필름을 통해 비이커의 내부를 볼 수 없다.
(9) 각 층의 두께
다층 필름의 각층의 두께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통해 필름의 단면을 관찰하여 읽는다.
[실시예1]
에틸렌 및 공단량체로서의 4-메틸 펜텐-1 및 부텐-1 의 3원 공중합체로 이루어지고, 2.1의 전분지도,
0.916g/㎤의 25℃ 에서의 밀도 및 1.2g/10분의 용융지수를 가지며, 124℃ 의 원료 수지의 융점(Tmb),
119℃ 의 급냉후의 융점(Tma) 및 22% 의 급냉후 융점 곡선에서의 총흡열면적에 대한 주요 피이크
부분(Tma±5℃)의 흡열 면적비를 나타내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수지를 170내지 230℃에서 용융 혼동
시킨 다음, 230℃에서 유지되는 환형 다이로부터 용융물을 압출시킨다. 이렇게 하여 압출시킨 용융 튜
브형 필름을, 필름을 실린더형의 냉각용 굴대(여기서, 냉각수는 순환시킨다)의 외표면상으로 인도하고,
필름의 외표면은 수욕을 통과시키면서 냉각시켜 직경이 약 75mm이고 두께가 약 325㎛인 튜브형 비연신
필름을 수득한다. 이러한 튜브형 비연신 필름을 제 1도에 예시된 이축 연신장치에 인도한다. 상기 장치
에서 필름을 95내지 105℃ 의 온도에서 기계 방향 및 횡방향 각각에서의 연신비 4로 팽창 연신시켜 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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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 필름을 수득한다. 이러한 연신 필름을 튜브형 어니일링 장치내에서 75℃ 의 열풍으로 10초동안 처
리한 다음 실온으로 냉각시킨다. 필름을 접어서 권취한다.
연신 안정성은 우수하며, 연신점의 상하운동 및 연신 튜브의 요동이 전혀 없다.
일한 연신상태도 관찰되지 않는다.

또한 네킹과 같은 불균

수득된 연신 필름은 20.8㎛의 두께, 5%의 두께 변화 및 90℃ 에서 33%의 면적 수축률을 갖는다.
원료 수지의 융점은 124℃ 이다.

또한,

폭 12cm, 길이 18cm 및 높이 3cm의 과자 박스를, 포장 속도가 20 piece/min이고, 수축용 터널의 온도가
100℃ 이며, 수축용 터널을 관통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3초가 되도록 하는 조건하에 시판되는 자동포장기
를 사용하여 상기 필름으로 포장한다. 자동포장기내에서의 장애가 전혀 없으며, 타이트한 느낌의 포장
물이 수득된다.
[실시예 2]
에틸렌 및 공단량체로서의 부텐-1 와의 공중합체로 구성되고, 3.3 의 분지도, 25℃ 에서 0.900g/㎤의 밀
도 및 0.4g/10분의 용융지수를 가지며, 123℃의 원료수지의 융점(Tmb), 117℃의 급냉후의 융점(Tma)및
25%의 급냉후 용융곡선에서의 총 흡열면적에 대한 주요 피이크 부분(Tma±5℃)의 흡열면적비를 나타내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수지를 160 내지 220℃에서 용융시키고 혼동시킨 다음, 용융물을 실시예 1에서
와 동일한 방법으로 220℃로 유지되는 환형 다이로부터 압출시킨다. 형성된 튜브를 냉각용 실린더형 굴
대(여기서, 냉각수는 순환시킨다)의 외표면상으로 인도하고, 튜브의 외표면은 수욕을 통과시키면서 냉각
시켜 직경이 약 73mm이고 두께가 약 220㎛인 튜브형 비연신 필름을 수득한다.
이 튜브형 비연신 필름을 제1도에 예시된 이축 연신 장치에 필름 물질로서 공급하고, 여기에서 필름을
90 내지 100℃ 에서 기계 방향 연신비 4.2 및 횡방향 연신비 3.8로 하여 팽창 연신시킨다. 이렇게 하여
연신시킨 필름을 튜브형 어니일링 장치내에서 75℃ 의 열풍으로 10초동안 처리한 다음 실온으로 냉각시
킨다. 필름을 접어서 권치한다.
연신시의 안정성은 우수하며, 연신점의 상하운동 및 연신 튜브의 요동이 전혀없다.
불균일한 연신상태로 관찰되지 않는다.

또한, 네킹과 같은

수득된 연신 필름은 15.3㎛의 두께, 6%의 두께변화 및 90℃에서 48%의 면적 수축률을 갖는다.
폭 12cm, 길이 18cm 및 높이 3cm의 과자 박스를, 포장속도가 20piece/min이고, 수축용 터널의 온도가
100℃이며, 수축용 터널을 관통하는 시간이 3초가 되도록 하는 조건하에 시판되는 자동포장기를 사용하
여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상기 필름을 포장한다. 자동포장기내에서의 장애가 전혀 없으며,
타이트한 느낌의 포장물이 수득된다.
[실시예 3]
에틸렌 및 공단량체로서의 4-메틸 펜텐-1 및 부텐-1의 3원 공중합체로 구성되고, 2.1 의 총 분지도, 25
℃ 에서 0.916g/㎤의 밀도 및 1.2g/10분의 용융지수를 가지며, 124℃의 원료수지의 융점(Tmb), 119℃의
급냉후의 융점(Tma)및 22%의 급냉후 용융곡선에서의 총 흡열면적에 대한 주요 피이크 부분(Tma±5℃)의
흡열 면적비를 나타내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수지; 및 에틸렌과 부텐-1과의 공중합체로 구성되고,
1.0 의 분지도, 25℃ 에서 0.920g/㎤의 밀도 및 1.0g/10분의 용융지수를 가지며, 126℃의 원료수지의 융
점(Tmb), 126℃의 급냉후의 융점 및 118±5℃ 범위밖의 급냉후의 주요 피이크 부분을 나타내는 선형 저
밀도 폴리에틸렌 수지의 60/40 수지 혼합물을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용융, 혼동 및 압출시켜
비연신 필름을 수득한다.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신시킨다. 연신도중, 연신점의 상하운동
및 튜브의 요동이 전혀 없으며, 안정성도 우수하다. 또한, 불균일한 연신상태도 관찰되지 않는다.
수득된 연신 필름은 21.2㎛의 두께, 7%의 두께 변화 및 90℃에서 28%의 면적 수축률을 갖는다.
당해 필름을 사용하여, 포장속도 5piece/min(5부피/piece), 수축용 터널의 온도 110℃ 및 수축용 터널의
관통시간 2.4초의 조건하에 B5크기의 노트 5장을 포장한다. 짧은 포장시간에도 불구하고 미려한 외관의
포장물이 수득된다.
[비교 실시예 1]
에틸렌과 공단량체로서의 4-메틸 펜텐-1 과의 공중합체로 구성되고, 2.7 의 분지도, 25℃ 에서 0.920g/
㎤의 밀도 및 2.0g/10분의 용융지수를 가지며, 127℃의 원료수지의 융점(Tmb), 126℃의 급냉후의
융점(Tma) (즉, Tma는 118±5℃ 범위 밖이다)을 나타내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수지를 실시예 1에서
와 동일한 방법으로 용융, 혼동 및 압출시켜 비연신 필름을 수득한다.
비연신 필름을 100내지 105℃의 연신온도에서 연신시키고, 이어서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어니
일링시킨 다음, 필름을 접어서 권취한다.
연신도중, 튜브가 요동하며, 연신부분에서 네킹 현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불안정한 연신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연신 온도를 95℃에서 100℃로 강하시키는 경우, 연신부분에서 네킹이 심해지며, 연신필름의 불
균일성도 또한 심해진다. 반면에, 네킹을 방지하기 위해 연신온도를 105 내지 110℃로 상승시키는 경
우, 연신 튜브상에서의 상하운동 및 요동이 심해지며, 안정성도 빈약해진다.
연신온도 100내지 105℃의 제 1조건에서 수득한 연신 필름은 21.3㎛의 두께, 6%의 두께 변화 및 90℃에
서 22%의 면적 수축률을 갖는다.
필름은 평면성(plateness)이 열등하므로,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포장하는 경우에, 포장공정을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없으며, 필름을 자동포장시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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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실시예 2]
에틸렌과 공단량체로서의 옥텐-1과의 공중합체로 구성되고, 1.0 의 분지도, 25℃ 에서 0.920g/㎤의 밀
도 및 1.0g/10분의 용융지수를 가지며, 126℃의 원료수지의 융점(Tmb), 125℃의 급냉후의 융점(Tma) (
즉, Tma는 118±5℃ 범위 밖이다)을 나타내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수지를 실시예 2에서와 동일한 방
법으로 용융, 혼동 및 압출시켜 비연신 필름을 수득한다. 비연신 필름을 103내지 108℃의 연신온도에서
연신시키고,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어니일링시킨 다음, 필름을 접어서 권취한다.
연신도중, 튜브가 요동하며, 연신부분에서 네킹 현상이 현저히 야기된다. 네킹을 억제하기 위하여 연신
온도를 108 내지 113℃로 상승시키는 경우, 연신 튜브의 요동이 너무 심하여 안정한 상태를 얻을 수 없
다.
연신온도가 103내지 108℃ 인 제 1 조건하에 연신시켜 수득한 연신 필름은 15.8㎛ 의 두께, 13%의 두께,
13%의 두께 변화 및 90℃에서 24%의 면적 수축률을 갖는다.
필름은 평면성이 열등하다.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조건에서 수축 자동포장기를 사용하여 포장공정을
행하는 경우, 수득된 포장물은 수축시에 불균일성을 가지며, 타이트한 느낌의 포장물을 수득할 수 없다.
[실시예 4]
하기 표 1에 나타낸 특성을 가지며 에틸렌 및 공단량체로서의 4-메틸 펜텐-1 및 부텐-1 과의 3원 공중합
체로 구성된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70 중량%, 및 하기 표1에 나타낸 특성을 가지며 융점이 74.1℃인
저융점 폴리에틸렌 30 중량%로 이루어진 조성물에 폴리에틸렌 글리콜 올리에이트, 올레일 디에탄올 아민
및 소르비탄 트리올리에이트를 포함하는 계면활성제 조성물 1 중량부를 가하여 만든 조성물을 170 내지
240℃에서 용융 혼동시키고, 용융물을 240℃로 유지시킨 환상 다이의 슬릿(slit)을 통하여 아래 방향으
로 압출시킨다. 환상 다이의 슬릿직경은 75mm 이며, 슬릿 갭(Slit gap)은 0.8mm 이다. 이렇게 압출시킨
용융 튜브형 필름을 다이의 바로 아래에 배치되고 20℃의 순환 냉각수가 내부적으로 공급되는 외경 66mm
의 실린더형 굴대의 외표면상으로 인도하고, 필름의 외표면은 수욕을 통과시키면서 물로 냉각시키고, 이
어서 실온으로 냉각시킨 다음 인취하여 약 65mm의 직경 및 240㎛ 의 두께를 갖는 튜브형 비연신 필름을
수득한다.
상기 튜브형 비연신 필름을 원료 필름으로서 제1도에 예시된 튜브형 이축 연신장치(A)에 인도하고, 여기
에서 필름을 팽창 연신시킨다. 예열기(4)의 환상 적외선 히터의 전압 및 전류를 조절하여 예열기 출구
의 필름 온도를 조절한다. 주요 히터(5)의 환상 적외선 히터 8개를 4개의 섹션으로 구분하고, 각 섹션
의 전압 및 전류를 조절하여 필름을 가열한다. 주요 히터의 아래쪽 방향으로부터 튜브를 따라 공기 스
트림을 공급하는 동안, 가압 공기를 저속 닢 로울(nip roll) (2) 및 고속 닢 로울(3) 사이에서 튜브형
필름속으로 송입시킨다. 가압 공기의 압력, 및 저속 및 고속 닢 로울(2) 및 (3)의 상대적인 원주속도를
기계 방향 연신비 5.0 및 횡방향 연신비 4.0 (면적 연신비 : 20)으로 튜브형 연신이 수행되도록 조절한
다. 또한, 예열기의 환상 적외선 히터 및 주요 히터의 전압 및 전류, 및 추가로 냉각용 공기 링(6)의
공기의 양 및 공기의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인장강도가 70kg/㎠으로 되도록 연신시에 공기압(튜브의 내
압)조절한다.
연신시의 안정성이 우수하고, 연신점에서의 상하운동 및 연신 튜브상에서의 요동이 전혀 없으며, 또한
네킹과 같은 불균일한 연신상태도 관찰되지 않는다.
수득된 연신 필름은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투명성, 연신성 및 열수축성이 우수하다.
상기 필름을 사용하여 포장시험을 행한다. 필름은 로울로부터 부드럽게 인취되고, 필름 클립으로부터
미끄러지지 않으며, 필름이 트레이 포장시에 미려하게 접어지며, 포장이 안정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90℃ -열판에 의해 원활하게 가열 밀봉을 행할 수 있으며, 밀봉부가 충분히 용착된다.
또한, 마무리된 포장의 외관에는 주름 및 이완이 전혀 없으며, 외관이 미려하다. 포장후의 회복력에 대
해서는, 상기 필름은 손가락 자국을 전혀 남기지 않고서 2 내지 3초동안에 원래의 상태로 복원된다.
원료의 제조방법, 연신조건, 연신후의 필름 특성, 및 각각의 시험에서 수득된 결과를 하기 표 1에 함께
나타내었다.
[실시예 5]
하기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시예 4에 사용된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대신에 에틸렌과 공단량체로
서의 부텐-1과의 공중합체로 이루어진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4에
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신 필름을 제조한다.
원료의 제조방법, 연신조건, 연신 필름 특성, 물성시험 결과를 하기 표 1의 실시예 5 부분에 함께 나타
내었다.
[비교 실시예 3]
실시예 4에서 사용된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대신에, 급냉후에 126℃의 주요 피이크 온도(Tma)(즉, Tma
는 118±5℃ 범위 밖이다)의 용융곡선을 나타내며, Tma와 점진적인 냉각후 용융곡선에서의 주요 피이크
온도(Tmb)사이의 온도차(Tma-Tmb) 0℃를 나타내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는 실시예 4에서와 동일한 조건하에 연신을 행한다. 그러나, 연신시의 안정성이 나빠 연신 버블이 크게
요동하여 적외선 히터와 접촉하게 되어 밖으로 분출된다. 따라서 연신 필름을 얻을 수가 없다.
[실시예 6 및 실시예 4 및 5]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저융점 폴리에틸렌 공중합체에 대한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혼합비를
85/15(실시예 6), 92/8(비교 실시예 4) 또는 55/45 (비교 실시예 5) (상기 비는 중량% 이다)로 변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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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4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신 필름을 제조한다.
실시예 6에 대하여, 연신의 거동(behavior) 및 수득된 연신 필름의 특성은 실시예 4 및 5와 유사하게 문
제가 없고, 우수한 외관의 마무리 포장 및 열밀봉성을 나타내며, 포장후의 회복력이 우수하다.
그러나, 비교 실시예 4 및 5에 대해서는, 연신의 거동이 2 가지 경우
지만, 수득된 연신 필름은 저온에서의 열밀봉성이 열등하고 연신성이
름이 빈번하게 유지 클립(holding clip)으로부터 미끄러지며, 필름이
레이 바닥부에서 필름의 중첩부분의 열밀봉성이 불만족하게 박리되는

모두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기는 하
빈약하며, 포장시험을 행할때에 필
미끄러지지 않는 경우에 조차도 트
문제가 있다.

또한, 비교실시예 3에서 수득한 필름의 저온 열밀봉성 및 연신성이 양호하다 할지라도, 자동포장기내에
서의 미끄럼 특성이 나쁘며, 마무리 포장물의 트레이 바닥부에서의 외관이 나쁘다는 문제가 있다.
[실시예 7 및 비교 실시예 6]
실시예 4에서 사용된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및 저융점 폴리에틸렌 공중합체의 혼합물 100중량부에 실
시예 3에서 사용된 계면활성제를 2.5 중량부(실시예 7) 또는 3.5 중량부(비교 실시예6)의 양으로 가한다
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4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신 필름을 제조한다.
실시예 7에서 수득된 연신 필름은 연신성, 열수축성, 마무리 포장의 외관 및 열밀봉성이 우수하다. 그
러나, 비교 실시예 6에서 수득된 연신 필름은 방운특성, 자동포장기내에서의 미끄럼 특성 및 트레이 포
장시의 필름-접힘 특성(film-collapsing property)이 우수하기는 하지만, 열판에 의한 열밀봉성이 빈약
하여 트레이 바닥부에서 필름의 불충분하게 밀봉된 부분이 생기기가 쉽다는 결점이 있다.
[실시예 8 및 비교 실시예 7]
실시예 4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연신시의 인장강도를 150kg/㎠(실시예 8)또는 200kg/㎠ (비교 실시예 7)
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4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신 필름을 제조한다.
실시예 8에서 수득된 연신 필름은 실시예 4에서 수득한 필름보다 50% -신장시 인장능력이 조금 더 높기
는 하지만, 포장시험의 결과에 의하면 상기 필름은 클립으로부터 미끄러지지 않으며 트레이가 변형되지
않는다. 즉, 자동포장 적성이 우수하며, 마무리 포장의 외관이 미려하다. 연신시의 인장강도가 170kg/
㎠ 이상인 비교 실시예 7에서 수득된 연신 필름은 필름 신장시의 인장응력이 높으며 신도가 낮다. 자동
포장기를 사용하여 상시 필름으로 포장시험을 행하는 경우, 필름이 클립으로부터 미끄러지며, 강제로 포
장을 행하는 경우 트레이의 변형이 야기된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 또한 열밀봉성이 빈약하며, 마무
리 포장의 외관이 불량하다.
[실시예 9]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은 특성을 갖는 급냉융점저하 폴리에틸렌 90 중량% 및 저융점 폴리에틸렌 공중합
체 10 중량% 의 중간층으로서의 조성물; 및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은 특성을 갖는 에틸렌과 공단량체로
서의 4-메틸 펜텐-1 및 부텐-1과의 3원 공중합체로 이루어진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50중량% 및 표2에
나타낸 바와 같은 특성을 갖는 저융점 폴리에틸렌 공중합체 50 중량% 로 이루어진 조성물 100 중량부에
폴리에틸렌글리콜 올리에이트 0.25 중량부, 올레인 디에탄올 아민 0.40 중량부 및 소르비탄 트리올리에
이트 0.35 중량부를 가하여 제조한 조성물을 후자의 조성물로부터 최내각층 및 최외각층이 형성되도록 3
대의 압출기(최내각층용 1대, 중간층용 1대, 최외각층용 1대) 중에서 170내지 240℃ 에서 용융 혼동시킨
다음,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은 예정된 두께 비율에 따라 각각의 압출기로부터의 압출량을 조절하여 240
℃로 유지시킨 3층 환상 다이의 슬릿으로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압출시킨다. 환산 다이의 슬릿 직경은
75mm이며, 슬릿 갭은 0.8mm이다. 이렇게 압출시킨 용융 튜브형 3층 필름을 다이의 바로 아래에 배치되
고 20℃의 순환 냉각수가 내부적으로 공급되는 외경 76mm의 실린더형 굴대상으로 인도하고, 필름 외표면
은 수욕을 통과시키면서 냉각시키고, 이어서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인취하여 직경이 약 75mm이고 두께가
240㎛인 튜브형 비연신 필름을 수득한다.
상기 비연신 필름을 제 1도에 도시된 튜브형 이축 연신장치로 인도하고, 여기에서 필름을 팽창 연신시킨
다. 예열기(4)의 환상 적외선 히터의 전압 및 전류를 조절하여 예열기 출구에서의 필름 온도를 조절한
다. 주요 히터(5)의 환상 적외선 히터 8개를 4개의 섹션으로 구분하고, 각 섹션의 전압 및 전류를 조절
하여 필름을 가열한다. 주요 히터의 아래쪽 방향으로부터 튜브의 외표면을 따라 공기 스트림을 공급하
는 동안, 가압 공기를 저속 닢 로울(2) 및 고속 닢 로울(3)사이에서 튜브형 필름속으로 송입시킨다. 기
계 방향 연신비 5.0 및 횡방향 연신비 4.0(면적 연신비 : 20)으로 튜브형 연신이 수행되도록 가압 공기
의 압력, 및 저속 및 고속 닢 로울(2) 및 (3)의 상대적인 원주속도를 조절한다. 또한, 예열기의 환상
적외선 히터 및 주요 히터의 전압 및 전류, 및 추가로 냉각용 공기 링(6)의 공기 양 및 공기 온도를 조
절함으로써 인장강도가 70kg/㎠가 되도록 공기압(튜브의 내압)을 조절한다.
연신시의 안정성이 우수하고, 연신점에서의 상하운동 및 연신 튜브상에서의 요동이 전혀 없으며, 네킹과
같은 불균일한 연신상태도 관찰되지 않는다.
수득된 연신 필름은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투명성, 연신성, 열수축성, 탄성회복률 및 열밀봉성이 우
수하다. 상기 필름과 자동포장기를 사용하여 포장시험을 행한다. 필름은 로울로부터 부드럽게 인취되
고, 필름 클립으로부터 미끄러지지 않으며, 필름이 트레이 포장시에 미려하게 접어지며, 포장이 안정하
게 이루어진다. 또한, 90℃ -열판에 의해 원활하게 가열 밀봉을 행할 수 있으며, 밀봉부가 충분히 용착
된다.
또한, 터널 부분의 수축이 우수하고, 마무리 포장의 외관에는 주름 및 이완이 전혀 없으며, 외관이 미려
하다. 포장후의 회복력에 대해서는, 상기 필름은 손가락 자국을 전혀 남기지 않고서 2내지 3초동안에
원래의 상태로 복원된다.
원료의 제조방법, 연신조건, 연신 필름 특성, 및 각각의 시험에서 수득된 결과를 하기 표 2에 함께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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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실시예 10 내지 12]
중간층, 및 최내각층 및 최외각층 성형용 수지, 계면 활성제의 혼합비, 각층의 두께비(%) 및 연신시의
인장강도를 표 2에 나타낸 값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9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신
가능한 수축성 적층 필름을 제조한다.
실시예 9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득된 필름을 평가한다. 모든 필름은 투명성, 연신성, 열수축성, 탄
성회복률 및 열밀봉성이 우수하다. 또한, 자동포장기에 대한 포장 적합성도 우수하며, 마무리 포장의
외관도 미려하다.
또한, 이들 각각의 시험결과 및 평가치도 실시예 9의 경우에서와 같이 표 2에 함께 나타내었다.
[비교 실시예 8]
표
인
을
을
서
고

2에서와 같이, 주요 피이크 온도(Tma)가 126℃(즉, Tma는 118±5℃ 범위 밖이다)이고, Tma와 점진적
냉각후의 용융곡선에서의 주요 피이크 온도(Tmb)사이의 온도차(Tma-Tmb)가 0℃ 인 급냉후의 용융곡선
나타내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90 중량%, 및 저융점 폴리에틸렌 공중합체 10%로 이루어진 조성물
중간층으로서 사용하고, 실시예 9의 내층 및 외층에 사용된 바와 동일한 조성물을 내층 및 외층으로
사용하여,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압출을 행하고, 필름을 급냉 인취하여 직경이 약 75mm이
두께가 240㎛인 비연신된 적층 필름을 수득한다.

이어서, 실시예 9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튜브형 비연신 필름을 튜브형 이축 연신 장치에 공급한 다음,
상기 장치에서 인장강도를 70 kg/㎠ 정도의 낮은 값으로 제어하면서 필름을 기계방향 연신비 5.0 및 횡
방향 연신비 4.0(면적 연신비 : 20)으로 팽창 연신시킨다.
그러나, 당해 필름은 연신시의 안정성이 빈약하므로, 연신된 버블이 반복하여 심하게 요동하여 적외선
히터와 접촉하여 분출하게 되며, 따라서 연신된 필름을 얻을 수가 없다.
[비교 실시예 9]
표 2에서와 같이, 중간층의 두께가 총 두께의 50%를 차지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9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수지를 중간층, 및 내외층으로서 사용하여 실시예 9에서와 동일한 조건하에 압출시키고 이
축 연신시켜 튜브형 필름을 성형한다. 그러나, 이는 연신시의 안정성이 빈약하고, 버블이 심하게 요동
하므로, 균일하게 연신된 필름을 연속적으로 수득할 수가 없다.
[비교 실시예 10 및 11]
내층 및 외층에 있어서, 저융점 폴리에틸렌 공중합체의 혼합%가 10 중량%(비교 실시예 10) 및 70중량%(
비교 실시예 11)인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9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조성물을 중간층으로서 사용하여
실시예 9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신가능한 수축성 적층 필름을 제조한다.
각각의 비교 실시예 10 및 11에 있어서, 연신 단계에서 특정한 장애없이 연신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 실시예 10에서 수득된 필름은 저온 열밀봉성이 빈약하고, 자동포장기를 사용한 포장시험에서 열판
에 의한 트레이 바닥부에서의 필름 밀봉부가 불만족스러우며, 따라서 밀봉부가 쉽게 박리되는 부분이 잔
류하게 된다. 또한, 비교실시예 11 필름의 저온 열밀봉성이 우수하다 할지라도, 자동포장기로 포장시험
하는 경우 필름을 필름 로울로부터 인취할 때의 박리성이 빈약하므로, 필름이 필름 공급부에서 부적합하
게 인취되거나 자동포장기내에서의 미끄럼 특성이 나빠 포장시험을 원활하게 행할 수 없다.
[비교 실시예 12]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계면활성제 조성물을 표 2에 나타낸 조성물로 변화시키고 팽창 연신시에
220kg/㎠의 인장강도(S)에서 연신시킨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9의 내외층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수지 조성물을 사용하여 연신가능한 수축성 적층 필름을 제조한다.
수득된 필름을 신장시킬 경우, 50% -신장시의 인장 응력은 높으며 신도는 낮다. 따라서, 자동포장기를
상기 필름과 함께 사용하여 포장시험을 행하며, 필름은 백-제조부(bag-making part)의 필름 클립으로부
터 박리된다. 즉, 포장을 안정하게 계속할 수 없다. 또한, 트레이 포장시에 트레이의 변형등과 같은
문제가 야기되어 마무리 포장의 외관이 불만족스럽다.
[비교 실시예 13]
내층 및 외층에 부가된 계면활성제의 종류 및 양을 수지 100중량부를 기준으로 하여 디글리세롤 올리에
이트 2.1 중량부 및 소르비탄 트리올리에이트 1.4중량부로 변화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9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축성의 연신가능한 적층 필름을 제조한다.
수축된 연신가능한 수축성 필름의 방운특성, 자동포장기내에서의 미끄럼 특성, 트레이 포장시의 필름-접
힘 특성이 양호할지라도, 열판에 의한 열밀봉성이 나쁘며 트레이 바닥부에서 필름이 빈약하게 밀봉되기
쉽다는 결점이 있다.
[산업상이용가능성]
본 발명의 폴리에틸렌계 이축 연신 필름은 특정의 열행동을 나타내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하
여 제조하기 때문에, 공지된 연신조건하에 연신시키는 경우에 조차도 두께 변화가 작고 포장기에 대한
적합성 및 인쇄적합성이 우수한 필름을 수득할 수 있다. 특히,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저융점 폴리
에틸렌 공중합체 및 계면활성제와 혼합한 조성물, 또는 중간층을 주로 특정한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으
로부터 제조하고 최내각 및 최외각층을 특정의 저융점 에틸렌 -α-올레핀 공중합체 및 특정의 계면활성
제를 폴리에틸렌 수지와 혼합한 조성물로부터 제조한 비연신 필름을 인장강도(S)가 30 S 170kg/㎠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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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건하에 연신 배향시켜 수득할 수 있는 필름은 투명성, 연신성, 열수축성, 열밀봉성 및 포장후의
회복성이 모두 우수하며 자동 포장기에 사용하기 적합한 폴리에틸렌계 연신-수축성 필름이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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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5-13

등록특허10-0186871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0.870 내지 0.930g/㎤의 밀도 및 0.1 내지 10g/10분의 용융 흐름지수를 가지며, 시차주사 열량계(DSC)로
융점을 측정하는 경우, 폴리에틸렌의 온도를 190℃에서 30분동안 유지시킨후, 온도를 100℃/분의 냉각속
도로 20℃로 강하시키고 이어서 10℃/분의 가열속도로 상승시킬 때 수득되는 용융곡선에서 118±5℃ 범
위내에서 주요 피크온도(Tma)를 나타내며, 폴리에틸렌의 온도를 190℃에서 30분동안 유지시킨후에 온도
를 10℃/분의 냉각속도로 20℃로 강하시키고 이어서 10℃/분의 가열속도로 상승시킬 때 수득되는 용융곡
선에서의 주요 피크 온도인 Tmb와 Tma사이의 온도차를 3℃이상 나타내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A)를
주성분으로서 포함하는 조성물로부터 형성된 중간층, 및 0.870내지 0.900g/㎤ 의 밀도, 0.1 내지
20g/10분의 용융지수 및 50 내지 100℃ 의 DSC에 따른 융점을 갖는, 20 내지 60 중량%의 에틸렌 -α-올
레핀 공중합체(B)와 0.890 내지 0.930g/㎤ 의 밀도 및 0.1 내지 10g/10분의 용융흐름지수를 갖는, 80 내
지 40 중량%의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C)와의 합계 100 중량부, 및 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 폴리글
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폴리에틸렌 글리콜 지방산 에스테르, 알킬 디에탄
올 아민, 폴리옥시 에틸렌 알킬 아민 및 폴리옥시에틸렌 알킬 디에탄올 아민, 폴리옥시 에틸렌 알킬 아
민 및 폴리옥시에틸렌 알킬 에테르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이상의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0.5 내지 3.0중량부의 계면활성제 조성물(D)를 주성분으로서 포함하는 조성물로부터 형성된 최내각층 및
최외각층을 포함하고, 이때 상기 중간 층의 두께는 모든 층의 60%이상이고, 최내각층과 최외각층의 두께
는 각각 1㎛이상인 폴리에틸렌계 이축연신 필름.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면적 수축률이 90℃ 에서 20%이상인 폴리에틸렌계 이축연신 필름.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50%-신장시의 인장응력이 500kg/㎠ 이하인 폴리에틸렌계 이축연신 필름.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90℃ 에서 15%의 면적 수축률로 열수축된 필름을 기계방향 및 횡방향으로 30% 신장시
킨 1분후의 탄성 회복률이 각각 90%이상인 폴리에틸렌계 이축연신 필름.
청구항 5
0.870 내지 0.930g/㎤의 밀도 및 0.1 내지 10g/10분의 용융 흐름지수를 가지며, 시차주사 열량계(DSC)로
융점을 측정하는 경우, 폴리에틸렌의 온도를 190℃에서 30분동안 유지시킨후, 온도를 100℃/분의 냉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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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20℃로 강하시키고 이어서 10℃/분의 가열속도로 상승시킬 때 수득되는 용융곡선에서 118±5℃ 범
위내에서 주요 피크온도(Tma)를 나타내며, 폴리에틸렌의 온도를 190℃에서 30분동안 유지시킨후에 온도
를 10℃/분의 냉각속도로 20℃로 강하시키고 이어서 10℃/분의 가열속도로 상승시킬 때 수득되는 용융곡
선에서의 주요 피크 온도인 Tmb와 Tma사이의 온도차를 3℃이상 나타내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A)를
주성분으로서 포함하는 조성물의 중간층, 및 0.870내지 0.900g/㎤ 의 밀도, 0.1 내지 20g/10분의 용융지
수 및 50 내지 100℃ 의 DSC에 따른 융점을 갖는, 20 내지 60 중량%의 에틸렌 -α-올레핀 공중합체(B)와
0.890 내지 0.930g/㎤ 의 밀도 및 0.1 내지 10g/10분의 용융흐름지수를 갖는, 80 내지 40 중량%의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C)와의 합계 100 중량부, 및 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 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
테르,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폴리에틸렌 글리콜 지방산 에스테르, 알킬 디에탄올 아민, 폴리옥시에
틸렌 알킬 아민 및 폴리옥시에틸렌 알킬 에테르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이상의 계면활성제
를 포함하는, 0.5 내지 3.0중량부의 계면활성제 조성물(D)를 주성분으로서 포함하는 조성물의 최내각층
및 최외각층을 포함하는 폴리에틸렌계 이축연신 필름의 제조방법으로서, 상기 조성물을 용융-압출시킨
다음 급냉 고화시켜 모든 층들의 60%이상인 중간 층의 두께 및 최내각층 및 최외각층을 각각 연신시킨후
의 1㎛이상의 두께를 갖는 비연신 필름을 제조하고; 상기 비연신 필름을, 하기 언급된 방정식(Ⅰ)로 표
시되는 인장강도가 30 S 170kg/㎦ 이 되도록 하는 조건하에 연신시켜 배향을 유도할 수 있는 온도 영
역내에서 연신시킴을 포함하는 상기 폴리에틸렌계 이축연신 필름의 제조방법:

상기 식에서,
p 는 기포의 내압(kg/㎦)이고,
d 는 기포의 내경(cm)이며,
t 는 필름 두께(cm)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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