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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광택성 장식 (decorative) 라미네이트를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방법은 상부층을 갖는 장식 라미
네이트 시이트 조립체를 적층하고; 생성되는 장식 라미네이트의 광택 특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처리된 냉각 롤러로 가
공된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를 주조성형하고;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를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의 상부
층에 위치시키고;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의 상부층에 장식 라미네이트를 결합시키고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
트를 이형가능하게 결합시키기에 충분한 열 및 압력을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 및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에 
가하고;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의 상부층으로부터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를 제거하여 바람직한 광택 특징
을 나타내는 장식 라미네이트를 나타냄으로써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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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를 포함하는 라미네이트 레이업 (lay-up)의 개략도.

도 2는 가압 및 가열 후의 라미네이트 레이업의 개략도.

도 3은 생성되는 장식 라미네이트의 개략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장식 라미네이트에 관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광택성 장식 라미네이트의 제조 방법 및 주조성형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를 사용하여 라미네이트 광택을 조절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고압 장식 라미네이트는 일반적으로 매끄러운 광택성 표면, 텍스처 처리된 (textured) 표면 또는 깊게 조각되고 식각
된 표면을 갖게 제조된다. 일반적인 배경으로서, 열 및 압력 결합에 의해 제조된 장식 라미네이트는 수년간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왔으며, 카운터 및 테이블 윗면, 욕조 및 부엌 작업 표면, 벽 판자 재료, 마루 제품, 칸막이 및 문과 같은 건축 
및 가구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들 장식 라미네이트는 표면 장식을 갖는 일원의 구조를 형성하도록 결합된 다
수의 얇은 층을 함유하는 것으로 기술될 수 있다. 표면 장식은 단색과 같이 간단한 것에서부터 식각된 모사 목재 입자 
마감재와 같이 복잡한 것일 수 있다.
    

    
장식 라미네이트는 일반적으로 열 및 압력하에 결합된 복수 층의 합성 수지 함침된 종이 시이트를 포함하여 일원의 구
조를 형성한다. 일반적인 실시에서,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는 밑에서부터 위로 하나 이상의 페놀계 수지 함침
된 시이트의 코어를 포함하며, 그 위에 멜라민 함침된 장식 시이트가 위치한다. 장식 시이트는 추가로 멜라민 함침된 오
버레이 (overlay)로 덮일 수 있다. 코어 또는 기부는 라미네이트에 강성을 부여하는 작용을 하고, 일반적으로 초기 라
미네이트화 단계 이전에 형성되거나 형성되지 않을 수 있는 고체 기재를 포함한다. 적층 이전에, 코어 부재의 시이트는 
페놀 포름알데히드의 수알콜 용액으로 함침되고, 고온 오븐에서 건조되고 부분 경화되고, 마지막으로 형상으로 절단된
다.
    

    
코어는, 예를 들어 40.8 내지 68.0 kg (90 내지 150 파운드)의 페놀계 수지 함침된 크라프트지의 복수 시이트 및 기재
를 포함할 수 있다. 크라프트지는 완전히 함침되고, 초기 라미네이트화 단계동안 열경화성 상태로 전환된 실질적으로 
완전히 경화된 페놀계 수지와 결합된다. 기판은 예비경화된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예: 유리 섬유-보강된 열경화성 폴
리에스테르 수지 라미네이트 등), 목재 제품 (예: 하드보드, 목재 폐기물 또는 파티클 보드, 합판 등), 광물질 기재 보
드 (예: 시멘트-석면 판, 시이트 락 (sheet rock), 석고판 등) 또는 기재의 혼합물일 수 있다.
    

    
장식 시이트는 라미네이트에 매력적인 외관을 제공한다. 장식 시이트는 또한 장식 라미네이트의 표면 특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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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장식 시이트의 조성물은 화학물질, 열, 빛, 충격 및 마모에 대한 장식 라미네이트의 저항성을 나타낸다. 장식 
시이트는 일반적으로 고품질의 50 내지 125 림 (ream) 중량의, 안료 충전된, 멜라민-포름알데히드 수지의 수알콜 용
액으로 함침된 알파 셀룰로즈 종이로부터 제조된다. 이어서 수지 함침된 장식 시이트는 건조되고, 부분 경화되고, 마지
막으로 시이트로 절단된다. 장식 시이트의 안료 충전된, 알파 셀룰로즈 종이는 단색, 장식 디자인 또는 천연 재료 (예: 
목재, 대리석, 가죽 등)의 그라비어 인쇄 재생을 포함할 수 있다. 셀룰로즈 종이의 심미적인 특징은 장식 라미네이트의 
완성시 라미네이트의 장식 디자인으로서 나타난다.
    

    
장식 라미네이트는 일반적으로 수지 함침된 코어 및 장식 시이트를 강철 판 사이에 위치시키고, 라미네이트 적층물을, 
약 5.52 내지 11.0 MPa (800 내지 1600 psi)에서 일정 시간 (일반적으로 약 25 분 내지 1 시간) 동안 라미네이트를 
결합시키고 수지를 경화시키기에 충분한 온도에 적용시킴으로써 제조한다. 압력 및 열은 종이 시이트내 수지를 유동하
게 하고, 경화시키고, 시이트를 당업계에서 고압 장식 라미네이트로 부르는 일원의 라미네이트화물로 결합시킨다. 마지
막으로, 형성된 장식 라미네이트는 합판, 하드보드, 석면판, 파티클 보드 등과 같은 보강 기재에 결합된다.
    

일반적으로, 하나보다 많은 라미네이트가 동시에 형성된다. 다수의 라미네이트는 복수의 조립된 시이트를 적층물내에 
삽입함으로써 형성된다. 이형 시이트는 조립된 시이트 사이에 위치되어 서로 적층된 다양한 라미네이트를 분리시킨다. 
결합 후, 이형 시이트는 개개의 라미네이트를 분리시킨다.

    
최근에, 텍스처 처리된 장식 라미네이트가 매우 유행하게 되었다. 텍스처 처리된 표면은 텍스처 처리된 (예컨대, 새틴, 
매트 또는 반광택) 표면과 같은 비교적 얕은 함몰에서부터 목재 입자, 가죽, 슬레이트, 제거 패턴, 창작 디자인 등과 같
은 눈에 띄는 3차원 효과를 갖는 비교적 깊게 조각되거나 식각된 표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광택성 텍스처 처리된 
장식 라미네이트가 제조되는 경우, 바람직한 텍스처 및 광택을 장식 라미네이트에 부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는 
매우 비싼 기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물리적 특징, 제조의 용이함 및 비용은 오랫동안 폴리프로필렌을 장식 라미네이트의 제조에서 이형 시이트로서 사용하
기에 바람직한 물질이 되게 하였으며,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는 역사적으로 제한된 광택을 나타내는 장식 라미네이
트를 생성하였다. 예를 들어, 주조성형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는 역사적으로 6 미만의 라미네이트 광택을 나타내는 
비교적 무딘 장식 라미네이트를 생성하였다. 유사하게는, 취입성형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는 일반적으로 약 10 내지 
12의 광택을 생성할 뿐이다.
    

그 자체로, 우수한 광택 특징을 나타내는 장식 라미네이트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가 필요하다. 본 발명은 이러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광택성 장식 라미네이트를 형성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상부층을 갖는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를 적층시키고, 생성되는 장식 라미네이트의 광택 특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처리된 냉각 롤
러로 가공된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를 주조성형하고,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를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의 
상부층위에 위치시키고, 장식 라미네이트를 결합시키고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를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의 
상부층에 이형가능하게 결합시키기에 충분한 열 및 압력을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 및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
트에 가하고,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의 상부층으로부터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를 제거하여 바람직한 광택 
특징을 나타내는 장식 라미네이트를 나타냄으로써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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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또한 상부층을 갖는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 및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의 상부층에 
적용되는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를 포함하는 장식 라미네이트 레이업을 제공하는 것이다.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
는 생성되는 장식 라미네이트의 광택 특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처리된 냉각 롤러로 가공된 주조성형 폴리프로필렌 이
형 시이트이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목적은 전술한 방법에 따라 제조된 장식 라미네이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이점은 본 발명의 특정 실시양태를 기술하는 첨부된 도면과 함께 하기의 상세한 설명을 보면 분
명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상세한 실시양태를 개시한다. 그러나, 개시된 실시양태는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 본 발명의 예일 뿐임
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원에 개시된 상세한 내용을 제한되는 것으로서 이해하여서는 안되며, 단지 특허청구범
위의 기초, 및 본 발명의 제조 및(또는) 사용 방법을 당업자에게 교시하기 위한 기초로서 이해하여야 한다.

도 1에 대하여,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 (10) 및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 (12)를 포함하는 장식 라미네이트 
레이업 (1)이 개시되어 있다. 장식 라미네이트 레이업 (1)은 본 발명에 따라 광택성 장식 라미네이트 (18)의 제조에 
사용된다.

    
장식 라미네이트 레이업 (1)은 먼저 상부층 (14)을 갖는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 (10)를 적층함으로써 조립된
다. 즉, 장식 라미네이트의 제조에 사용된 시이트는 라미네이트의 결합에 사용된 가열 및 가압 단계를 위한 준비로 적층
된다.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 (12)도 또한 주조성형된다.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 (12)는 생성되는 장식 라미네
이트의 광택 특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코팅된 냉각 롤러로 처리된다. 그 다음,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 (12)는 라미
네이트 시이트 조립체 (10)의 상부층 (14)에 위치되어 라미네이트 레이업 (1)을 형성하고,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 (10)의 층들을 결합시키기에 충분한 열 및 압력이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 (16)
에 적용되고,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 (10)의 상부층 (14)에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 (12)를 이형가능하게 
결합시킨다 (도 2 참조). 마지막으로,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 (12)는 형성된 장식 라미네이트 (18)의 상부층 (14)
으로부터 제거되어 바람직한 광택 특징을 나타내는 장식 라미네이트를 나타낸다 (도 3 참조). 대부분의 경우, 약 10 내
지 30의 광택성 라미네이트를 생성하도록 광택이 조절된다. 그러나, 라미네이트의 바람직한 광택은 변하기 때문에, 광
택은 임의의 바람직한 방식으로 조절될 수 있고 본 발명의 정신내에서 유지되도록 약 10 내지 30의 라미네이트 광택이 
될 필요는 없다.
    

장식 라미네이트 (18)는 당업자에게 공지된, 다수의 수지 기재의 장식 라미네이트중 임의의 것일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실시양태에 따르면, 전술한 바와 같이, 장식 라미네이트 (18)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장식 시이트 또는 상부층 
(14) 및 코어 (20)를 포함한다.

더 구체적으로, 장식 라미네이트 (18)는 하나 이상의 페놀계 수지 함침된 크라프트지 (20a)로 구성된 코어 (20) 및 
패턴층 (22) 및 내마모성을 위한 Al 2 O3 혼입된 멜라민 오버레이층 (24)으로 구성된 장식 시이트 (14)를 포함한다. 전
술한 바와 같이, 이어서 기재를 최종 장식 라미네이트 (18)에 결합시켜 라미네이트에 강성을 더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기재는 각종 재료, 즉 합판, 파티클 보드, 판지, 중간 밀도의 섬유판 등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바람직한 장식 라미네이
트를 앞에 개시하였지만,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광범위한 장식 라미네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

당업자에게 널리 공지되어 있듯이, 주조성형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는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를 압출하고, 압연
하고, 냉각하고, 절단함으로써 제조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 (12)는 일반적으로 프로필렌 단
독중합체 또는 프로필렌과 임의의 다른 α-올레핀의 공중합체로서 기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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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라 이용된 폴리프로필렌의 용융유동 지수는 고광택을 나타내는 텍스처 처리된 장식 라미네이트를 생성하
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물성을 제공하도록 선택된다. 일반적으로, 용융융동 지수는 ASTM D-1238을 이용하여 측정하
였을 때 약 1 내지 약 20일 것이다. 용융유동 지수는 바람직하게는 ASTM D-1238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약 5 내
지 약 15, 더 바람직하게는 약 7 내지 약 12이다.

    
본 발명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폴리프로필렌의 비제한적인 상업적 예로는 피나 (Fina,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소재)로부
터 입수할 수 있는 EOD97-06 및 EOD96-01 및 엑손 케미칼 (Exxon Chemical)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에스코렌 (
ESCORENE) 폴리프로필렌 PD 4443이 있다. EOD97-06 및 EOD96-01은 용융유량이 12 g/10 분이고 (ASTM D-
1238 조건 "L"), 밀도가 0.91 g/cc이고 (ASTM D-1505), 인장강도가 40.0 MPa (5,800 psi)이고 (ASTM D-63
8), 항복 신장률이 10%이고, 인장 탄성률이 1930.5 MPa (280,000 psi)이고 (ASTM D-638), 굴곡 탄성률이 186
1.6 MPa (270,000 psi)이고 (ASTM D-790), 융점이 167.2 ℃ (333 ℉)이고 (DSC), 재결정화점이 127.2 ℃ (2
61 ℉)이다. 에스코렌 폴리프로필렌 PD 4443은 용융유량이 7.25 g/10 분이고 (ASTM 1238), 밀도가 0.90 g/㎤이고 
(ASTM D792), 종방향으로의 인장강도가 22.8 MPa (3,300 psi)이고,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의 항복 신장률이 5%이
고, 파단 인장강도가 종방향으로 55.2 MPa (8,000 psi)이고, 횡방향으로 48.3 MPa (7,000 psi)이고, 파단 신장률이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 660%이고, 헤이즈가 2/5%이고, 광택도가 85%이고, 마찰계수가 0.3이다.
    

당업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듯이, 폴리프로필렌의 제조를 위한 다양한 방법 및 촉매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요지
를 벗어남이 없이 다양한 방법 및 촉매가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에 따라 종래의 지글러-나타 촉매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지글러-나타 촉매 시스템은 알루미늄 
알킬에 의해 공촉매된 전이금속 화합물을 사용한다. 1950년대 초반부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지글러-나타형 폴리올
레핀 촉매의 일반적인 제조방법, 및 제조 및 후속 사용의 일반적인 방법은 중합 분야에 널리 알려져 있다.

    
더 구체적으로, 지글러-나타형 중합 촉매는 기본적으로 전이금속, 예를 들어 티탄, 크롬 또는 바나듐의 할로겐화물과, 
금속 수화물 및(또는) 전형적으로 유기알루미늄 화합물인 금속 알킬로부터 유도된 착체이다. 촉매 성분은 일반적으로 
알킬알루미늄과 착화된 마그네슘 화합물에 지지된 티탄 할로겐화물로 구성되며, 전자 공여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
한 촉매 시스템의 예는 미국 특허 제4,107,413호; 제4,294,721호; 제4,439,540호; 제4,115,319호; 제4,220,554호
; 제4,460,701호; 및 제4,562,173호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들 특허의 개시내용은 본원에 참조로 인용된다. 이들은 주
로 프로필렌과 에틸렌의 중합을 위해 고안된 촉매 및 촉매 시스템에 관한 수백개의 허여된 특허중 일부일 뿐이다.
    

"메탈로센" 촉매도 또한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메탈로센" 촉매는 메탈로센 및 알루미늄 알킬 성분을 포함한
다. 메탈로센 촉매 시스템의 전이금속 화합물은 2개 이상의 시클로펜타디에닐 고리 리간드를 갖는다. 따라서, 티타노센, 
지르코노센 및 하프노센은 모두 폴리올레핀의 제조를 위한 "메탈로센" 함유 촉매 시스템에 전이금속 성분으로서 사용되
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통상의 주조성형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는 조절된 조건하에 다이를 통해 압출되고, 냉각 롤러로 
처리되어 압출 시이트를 냉각시킨다. 본 발명은 압출된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에 바람직한 경도 및 매끄러움 특징을 
부여하도록 소정의 방식으로 처리된 냉각 롤러를 사용한다. 이들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가 장식 라미네이트의 제조
에 사용되는 경우, 생성되는 장식 라미네이트는 조절된 광택을 나타낸다.

특히, 고온 욕, 예를 들어 48.9 ℃ (120 ℉)의 욕에서 크롬 도금된 냉각 롤러에 의해 고광택의 라미네이트를 생성하는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가 생성됨이 발견되었다. 텍스처가 처음 냉각 롤러에 적용되는 경우 (이후 더 상세하게 논의
될 것임), 크롬 적용 처리는 연마된 롤에 미세하게 매끄럽고, 윤이 나는 도구로 조각함을 포함한다 (조각 공정에 산이 
사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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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르게는, 테플론 (TEFLON,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과 무전해 니켈의 공동석출물로 처리된 냉각 롤러에 의해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가 생성됨이 발견되었다. 유사하게, 전해연마로 처리된 냉각 롤러
도 또한 이상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니켈의 하부층, 및 테플론과 무전해 니켈의 공동석출물로 처리된 냉각 롤러는 
테플론과 무전해 니켈의 공동석출물로 처리된 간단한 냉각 롤러에 의해 제공된 결과를 개선시킨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양태에 따르면, 테플론과 무전해 니켈의 공동석출 코팅물, 및 테플론과 무전해 니켈의 공동석
출 코팅물을 갖는 니켈 하부층은 바람직하게는 미국 미시간주 와렌 소재의 엔듀라 코팅스 인코포레이티드 (ENDURA 
COATINGS, Inc.)의 시리즈 200 "인퓨즈드 매트릭스 (Infused Matrix)" 코팅 기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시리즈 
200 "인퓨즈드 매트릭스" 코팅은 첨부된 팜플렛에 개시되어 있으며, 이는 본원에 참조로 인용된다. 냉각 롤러의 전해연
마에 관하여, 전해연마는 문헌["ELECTROPOLISHING a User's Guide To Applications, Quality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January 1998, Eighth Edition, Delstar Corporation]에 기술된 기법을 사용하여 수행되며, 이는 
본원에 참조로 인용된다.
    

    
전술된 냉각 롤러는 각각 주조성형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에 매끄러운 미세 표면을 부여한다. 냉각 롤러를 처리하여 
생성되는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의 경도 및 매끄러움 특징을 증가시키는 것은 고광택의 장식 라미네이트의 생성을 
최적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주조성형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의 경도 및 매끄러움 특징은 생성되는 장식 라
미네이트의 광택에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자체로서, 전술된 바와 같이, 주조성형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는 A
STM D-1238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약 1 내지 약 20의 융융유동 지수를 가져야 한다. 융융유동 지수는 ASTM 
D-1238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바람직하게는 약 1 내지 약 20이다. 용융유동 지수는 바람직하게는 약 5 내지 약 
15이고, 더 바람직하게는 약 7 내지 약 12이다.
    

또한, 생성된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는 울퉁불퉁하지 않은 매끄러운 미세 표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당업자는 확실히 
알겠지만, 다양한 냉각 롤러 코팅 및(또는) 처리 기법은 생성되는 폴리프로필렌이 전술한 바람직한 특징을 나타내는 한
에서 사용될 수 있다.

    
냉각 롤러의 온도도 또한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생성된 라미네이트의 광택을 조절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냉각 롤러의 온도를 허용가능한 범위 이내로 증가시키면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생성되는 라미네이트의 광택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라미네이트의 약간의 광택 변화는 냉각 롤러의 온도를 간단히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쉽게 조절할 수 있다. 온도의 변화는 생성되는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의 결정 구조에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폴리
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를 사용하여 제조된 라미네이트의 광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된다.
    

    
전술된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도 또한 장식 라미네이트에 텍스처를 동시에 부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원에 참조
로 인용된, 1998년 6월 5일자로 출원된 공동 소유의 미국 특허출원 제09/092,480호 (발명의 명칭: "Texture Relea
se Sheet, Method of Making Texture Decorative Laminates Therewith, And Decorative Laminate Lay-Ups 
Including Such A Sheet")에는 텍스처 처리된 광택성 장식 라미네이트를 생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광택 방법과 함께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텍스처 처리 기법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장식 라미네이트에 텍스처를 적용하기 위해 텍스처 처리된 이형시이트를 형성할 수 있는 임의의 적합한 가공 
방법에 의해 텍스처를 광택과 함께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양태에 따라, 압출 및 주조성형은 
바람직하게는 고광택 및 텍스처를 둘다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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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폴리프로필렌은 융용 상태로 압출 다이를 통해 강제로 보내지고, 이어서 용융된 압출물이 냉각 롤러 사이를 
통과할 때 시이트로 냉각된다. 냉각 롤러는 시이트의 전면에 원하는 텍스처를 제공한다. 텍스처 처리된 시이트는 매끄
러운 배면을 갖도록 제조된다.

    
본 발명에 따라 이러한 텍스처 처리 기법이 사용되는 경우, 냉각 롤러는 먼저 처리된 폴리프로필렌 시이트에 원하는 텍
스처를 부여하도록 텍스처 처리된다. 그 다음, 텍스처 처리된 냉각 롤러는 크롬의 적용에 의해 또는 테플론 (폴리테트
라플루오로에틸렌)과 무전해 니켈의 공동석출물에 의한 코팅에 의해 마감처리된다. 유사하게, 냉각 롤러는 니켈의 하부
층 및 테플론과 무전해 니켈의 공동석출물에 의해 코팅될 수 있다. 또 다르게는, 냉각 롤러는 전해연마로만 처리될 수 
있거나, 냉각 롤러는 니켈/테플론 공동석출물 또는 크롬의 적용 전에 전해연마될 수 있다.
    

텍스처 처리된 이형 시이트를 형성하는 방법에 상관없이, 텍스처가 일반적으로 폴리프로필렌이 여전히 연화점 이상일 
때, 바람직하게는 여전히 융점 이상일 때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에 부여되는 것이 중요하다. 생성되는 텍스처 처리
된 이형 시이트는 텍스처 처리된 전면 및 매끄러운 배면을 가질 것이다.

본 발명의 텍스처 처리는 상상할 수 있는 임의의 형태, 치수 또는 패턴을 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텍스처 처리된 표면
의 고저 높이 (Rz)는 임의의 원하는 것일 수 있으나, 바람직하게는 2.54 μ미터 (100 μ인치)보다 크고, 더 바람직하
게는 약 5.08 μ미터 (200 μ인치)보다 크고, 훨씬 더 바람직하게는 약 7.62 μ미터 (300 μ인치)보다 크다.

본 발명의 텍스처 처리된 이형 시이트의 두께는 광범위한 범위내에서 변할 수 있다. 시이트가 너무 얇으면, 텍스처는 전
사되지 않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경제적 인자에 의해 시이트의 두께의 상한이 정해지기 쉽다. 일반적으로, 텍스처 처리
된 이형 시이트의 두께는 25.4 μ미터 (1 밀) 이상, 바람직하게는 38.1 μ미터 (1.5 밀) 이상, 더 바람직하게는 50.8 
μ미터 (2 밀) 이상일 것이다.

    
텍스처 처리된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는 장식 라미네이트에 텍스처 처리된 표면을 제공하며, 또한 통상의 장식 라미
네이트 레이업 사이의 이형 시이트로서 작용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본 발명의 폴리프로필렌 시이트를 라미네이트의 
복식 가공에 사용하거나 또는 본 발명의 폴리프로필렌 시이트를 단순히 원하는 텍스처 및 광택을 부여하기 위해 하나의 
라미네이트 시이트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를 사용하여 장식 라미네이트에 텍스
처를 부가할 수 있든지 없든지, 폴리프로필렌 시이트는 하기의 방식으로 장식 라미네이트에 적용된다.
    

    
전형적인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는 열경화성 수지 함침된 장식 층을 지지하는 열경화성 수지 함침된 코어 스톡 
(바람직하게는 크라프트지)의 몇 층을 포함하는데, 그 위에 열경화성 수지 함침된 오버레이 시이트가 덮일 수 있다. 사
용된 열경화성 수지는 바람직하게는 코어 스톡의 경우 페놀계 수지이고, 바람직하게는 장식 및 오버레이 시이트용의 투
명한 멜라민 포름알데히드 수지이다. 이형 시이트의 텍스처 처리된 표면은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의 최상층 (
그것이 장식 시이트이든지 오버레이 시이트이든지)에 대향하여 배향되고, 텍스처 처리된 이형 시이트의 매끄러운 배면
은 인접한 레이업 또는 강철 판의 코어 스톡에 대향하여 위치한다.
    

적합한 라미네이트 프레스 판사이에서 프레싱하면, 텍스처 처리된 이형 시이트는 제1 레이업의 최상층에 텍스처를 부여
하고, 제1 레이업과 인접한 레이업 사이에서 이형이 일어나도록 작용한다. 라미네이트화 분야에 널리 알려져 있듯이, 
압반 프레스 조립체는 라미네이트화 동안에 필요한 열 및(또는) 압력을 제공한다.

실제로, 경우 및(또는) 필요에 따라, 산화방지제, 블록방지제, 활주제, 가교결합제, 안정화제, 자외선 흡수제, 윤활제, 
발포제, 대전방지제, 유기 및 무기 난연제, 가소화제, 염료, 안료, 활석, 탄산칼슘, 카본 블렉, 운모, 유리 섬유, 탄소 섬
유, 아라미드 수지, 석면 및 당업계에 공지된 그밖의 충전제가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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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사용된 폴리프로필렌은 또한 1종 이상의 다른 열가소성 물질에 혼합되거나 혼입될 수 있다. 적합한 다른 열
가소성 물질로는 폴리올레핀, 특히 폴리에틸렌, 다른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 폴리아크릴아미드, 폴리아미드, 폴리
카르보네이트, 폴리우레탄, 폴리아크릴로니트릴 및 부타디엔 스티렌이 있다. 바람직한 폴리에틸렌은 선형 저밀도의 폴
리에틸렌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바람직한 실시양태를 제시하고 기술하였지만, 이러한 개시내용에 의해 본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변형물 및 대체 구성물을 포함하려는 것
임을 이해할 것이다.

본 발명의 추가의 목적은 상부층을 갖는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 생성되는 장식 라미네이트의 광택 특징을 개
선하는 방식으로 처리된 냉각 롤러로 가공된 주조성형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인,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의 
상부층에 적용된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를 포함하는 장식 라미네이트 레이업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냉각 롤러는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과 무전해 니켈의 공동석출 코팅물로 처리된다. 냉각 롤러는 
추가로 니켈의 하부층으로 처리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에 따르면, 냉각 롤러는 전해연마에 의해 처리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에 따르면,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의 상부층은 패턴층 및 오버레이층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에 따르면, 폴리프로필렌의 용융유동 지수는 약 1 내지 약 20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에 따르면, 폴리프로필렌의 용융유동 지수는 약 5 내지 약 15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에 따르면, 폴리프로필렌의 용융유동 지수는 약 7 내지 약 12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에 따르면,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는 텍스처 처리된 표면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에 따르면,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의 텍스처 처리된 표면은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의 
상부층에 직접 적용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장식 라미네이트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우수한 광택 특징을 나타내는 장식 라미네이트를 생성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부층을 갖는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를 적층하는 단계; 생성되는 장식 라미네이트의 광택 특징을 개선하는 방
식으로 처리된 냉각 롤러로 가공된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를 주조성형하는 단계;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를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의 상부층에 위치시키는 단계;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의 상부층에 장식 라미네이트
를 결합시키고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를 이형가능하게 결합시키기에 충분한 열 및 압력을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 및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에 가하는 단계; 및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의 상부층으로부터 폴리프로필
렌 이형 시이트를 제거하여 바람직한 광택 특징을 나타내는 장식 라미네이트를 드러내는 단계를 포함하는, 광택성 장식 
라미네이트를 형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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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냉각 롤러가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과 무전해 니켈의 공동석출 코팅물로 처리되는 방법.

청구항 3.

제1 또는 2항에 있어서, 냉각 롤러가 니켈의 하부층으로 처리되는 방법.

청구항 4.

제1 또는 2항에 있어서, 냉각 롤러가 전해연마에 의해 처리되는 방법.

청구항 5.

제1 또는 2항에 있어서,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의 상부층이 패턴층 및 오버레이 (overlay)층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 또는 2항에 있어서, 폴리프로필렌의 용융유동 지수가 약 1 내지 약 20인 방법.

청구항 7.

제1 또는 2항에 있어서, 폴리프로필렌의 용융유동 지수가 약 5 내지 약 15인 방법.

청구항 8.

제1 또는 2항에 있어서, 폴리프로필렌의 용융유동 지수가 약 7 내지 약 12인 방법.

청구항 9.

제1 또는 2항에 있어서, 주조성형 단계가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에 텍스처 처리된 (textured) 표면을 부여함을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폴리프로필렌 이형 시이트의 텍스처 처리된 표면이 장식 라미네이트 시이트 조립체의 상부층에 직접 
적용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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