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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합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를 가진 흡수 구조

요약

상부의 유체 수용 표면과 흡수층의 하부 표면과 통합된 소수성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가 있는 하부 표면을 갖는 섬유
상 흡수층을 포함하는, 제곱 미터 당 약 75 gsm 이상의 기본 중량을 갖는 단일 흡수 코어가 개시된다. 상부 및 하부 표
면을 갖는 섬유상 흡수층을 제조하는 단계 (a), 및 흡수층의 하부 표면의 섬유 일부를 적어도 일부 피복하는 소수성 물
질을 섬유상 흡수층의 하부 표면에 도포하는 단계 (b)를 포함하는, 단일 흡수 코어의 제조 방법이 또한 개시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2000년 5월 12일에 출원된 미국가특허출원 제 60/204,418호 및 2000년 11월 22일에 출원된 제 60/252,
544호로부터 35 미국C. 119 하에 우선권을 주장하고, 그 둘은 전체적으로 본 명세서에 참조 병합된다.

본 발명은, 일회용 기저귀, 생리용 냅킨과 팬티라이너 등의 여성용 위생 제품, 흡수성 외과용 패드, 성인용 요실금 제품, 
및 다른 개인 위생 용품과 같은 흡수 용품에 유용한 흡수 구조에 관한 것이다. 더 특히, 본 발명은 유체 흡수와 유지를 
위한 흡수 코어(core) 및 그것과 통합되는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를 포함하는 흡수 구조에 대한 것이다.

    배경기술

생리용 냅킨, 팬티라이너와 같은 여성 위생 제품, 및 다른 개인 위생 용품들은, 일반적으로 액체 투과성 상면 시트(top
sheet), 액체 불투과성 배면시트(backsheet)로 된 본체와 그 두 가지 사이에 놓여진 흡수 구조 또는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형적인 제품의 구조는 상면시트와 배면시트가 흡수 코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접착제로 고정되어 있다.

배면시트는 제품이 옷에 닿는 면에 위치한다. 배면시트는, 흡수 코어과 사용자 사이에, 흡수 코어에 의해 흡수되는 신체 
배출물이 사용자의 피부나 옷을 더럽히는 것을 방지하는 유체 배리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

배면시트는 일반적으로 수증기에 대해 불투과성을 가지며, 즉, 거의 또는 아예 증기 투과성이 없다. 따라서, 체열에 의
한 휘발성 물질의 발한 또는 증발과 같이 사용중에 발생되는 어떠한 증기도 빠져나가지 못하며 제품이 사용되는 동안 
피부의 축축함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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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피부 건강 및 안락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흡수 용품에 " 통기성" 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종래 기술 상에 나타나
고 있다. 그러한 제품에 있어, 액체 불투과성 배면시트는, 증기 투과성을 갖는 미세다공성 구조 물질로 대체된다. 배면 
시트 배리어는 증기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작은 구멍에 의해 차단된다; 따라서, 배면 시트는 연속적이지 않다. 그러나, 
특히 흡수성 제품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안 흔히 나타나는 가압이 있을 때, 유체가 배면시트 물질을 관통하여 사용
자의 피부와 옷을 축축하게 만든다.
    

따라서, 흡수 용품에 있는 통기성 미세다공성 구조 배면시트의 사용은, 흡수 코어에 의해 빨아들여지는 신체 배출물의 
노출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부가적 단계가 요구된다. 한 가지 대안은, 유체를 유지하고 그것이 심을 빠져나가 배면 
시트를 관통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흡수력을 가진 그러한 흡수 코어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것은 더 두껍고, 
덜 편안한 제품을 낳으며 흡수 코어에 바람직하지 않은 비용을 부가시킨다.

대신, 흡수 코어과 미세다공성 배면시트 사이에 부가적인 배리어재가 놓여질 수 있다. 부가적인 배리어재는 합성 부직
포 또는 공극성 막이 될 수 있다. 상기 물질은 부가적인 배리어 특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체가 심을 관통할 가능성
을 감소시키는 흡수 코어과 배면 시트 사이에 공간 또는 간격을 제공한다. 두 개의 분리층의 필요성은 상기 구조에 비용 
및 부가적인 제조 단계를 첨가시킨다.

    
통기성 배면시트를 갖는 흡수 용품의 실례는, 미국 특허 제 3,932,682호(Loft et al.), 제 3,989,867호(Sisson), 제 
4,196,245호(Kitson et al.), 제 4,306,559호(Nishizawa et al.), 제 4,341,216호(Obenour), 제 4,609,584호(C
utler et al.), 제 4,626,252호(Nishizawa et al.), 제 4,681,793호(Linman et al.), 제 4,713,069호(Wang et al.), 
제 4,758,239호(Yoe et al.), 제 4,818,600호(Braun et al.), 제 4,828,556호(Braun et al.), 제 5,364,381(Soga 
et al.), 제 5,498,463호(McDowell et al.), 제 5,560,974호(Langly), 제 5,843,056호(Good et al.)에서 발견되며, 
이 모든 것들은 여기에 참조병합된다.
    

흡수 용품에 폼을 포함하는 흡수성 제품의 실례는, 미국 특허 제 4,554,297호(Dabi), 제 4,740,528호(Garvey et al.), 
제 5,260,345호(DesMarais et al.), 제 6,040,494호(Kalentun et al.), 6,107,356호(DesMarais), WO 99/6151
8(Chen et al.) 및 WO 00/13637(Carlucci et al.)에서 발견되며, 이 모든 것들은 여기에 참조 병합된다.

WO 00/13637의 명세서는, 친수성으로 처리된 폼의 흡수 코어 부분 및 소수성으로 처리된 배면시트로 특징지워지는, 
단일 폼층을 포함하는 흡수 용품을 상술한다.

통합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를 갖는 흡수성 제품에서의 사용을 위해 흡수 코어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그
러한 심은, 함께 결합되고 접착되어야 하는 분리 형성된 물질과 관련한 종래 기술 배열보다 제조하는 데 있어 덜 비싸고 
더 쉬울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 중 하나는, 여성용 위생 제품, 기저귀 및 성인용 요실금 제품과 같은 일회용 흡수 제품의 사용에 있어서 
더 얇고 더 편안한, 섬유상 흡수층 및 흡수층의 한쪽 표면과 통합된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를 포함하는 단일 흡수 코어
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공극성 막, 합성 부직포 및 접착제로 구성된 흡수 코어과 비교해 제조에 있어 덜 비싼 통합 증
기투과성 수분 배리어를 포함하는 단일 흡수 코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여전히 다른 목적은, 전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원료의 수 및 제조 단계의 감소에 기초한, 완성된 흡수 용품
으로의 단순한 전환을 허락하는, 통합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를 포함하는 단일 흡수 코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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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통기성이 매우 좋을 뿐 아니라 중요한 수분 배리어를 유지하는 통합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
를 포함하는 단일 흡수 코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통합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를 포함하는 단일 흡수 코어를 제공하고, 또한 공극성 막 수분 
배리어를 갖는 단일 흡수 코어에 의해 제공된 것과 비슷하거나 더 우수한 부드러움, 드레이프 및 촉감을 제공하는 것이
다.

    
상기 및 그 이외의 목적들은, 상부 유체 수용 표면과 흡수층의 하부 표면과 통합된 소수성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가 있
는 하부 표면을 갖는 섬유상 흡수층을 포함하는, 약 75 gsm 이상의 기본 중량을 갖는 단일 흡수 코어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해 충족된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배리어는 흡수층의 한쪽 표면에 도포되는 소수성 라텍스 에멀젼일 수 있다. 흡
수 코어는 높은 수증기 투과율과 상당한 유체정역학적 헤드(수중헤드) 압력 둘 다를 나타낸다. 흡수 코어는 소수성 물
질로 피복된 섬유를 실질적으로 포함하는 구조를 갖는 수분 배리어를 가질 수 있거나, 망상 폼 배리어를 형성하기 위해 
흡수층의 하부 표면 부분으로부터 연장한 배리어 재 현탁액의 망상 잔존물을 갖는 수분 배리어를 가질 수 있다. 망상 폼 
배리어는 매우 개방적 구조이며, 폼 제조 기술에 공지된 개방 망상 구조보다 더욱 개방적이다. 이러한 형태의 배리어는 
일반적으로 소수성 물질로 피복된 섬유를 실질적으로 포함하는 구조의 배리어보다 유체를 더 많이 통과시킨다.
    

(a) 상부 및 하부 표면을 갖는 섬유상 흡수층을 제조하는 단계,

(b) 섬유상 흡수층의 하부 표면에 흡수층의 하부 표면을 적어도 일부 피복하는 소수성 물질을 도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상부의 유체 수용 표면과 흡수층의 하부 표면과 통합된 소수성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가 있는 하부 표면
을 갖는 섬유상 흡수층을 포함하는, 약 75 gsm 이상의 기본 중량을 갖는 단일 흡수 코어의 제조 방법이 본 발명의 범위
에 속한다.

바람직하게, 소수성 물질은, 에어레이드(airlaid)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부직포 내의 합성 및/또는 천연 섬유를 포함하
는 섬유상 흡수층에 폼 형태로 도포되는 에멀젼 폴리머이다. 본 발명의 상기 관점은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단일 흡
수 코어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A) 액체투과성 상면 시트, 및

(B) 본 발명의 단일 흡수 코어를 포함하고,

(C) 미세다공성 배면 시트

를 가질 수 있는 흡수 용품을 제공한다.

상기 용품은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 용변 연습용 속팬츠, 흡수성 외과용 패드, 성인용 실금 장치, 생리용 냅킨, 팬티라이
너 또는 여성용 위생 패드의 형태가 될 수 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본 발명은, 75 gsm 이상의 기본 중량, 30 mm 이상의 배리어 유효값을 갖고, 천연 섬유, 합성 섬유 
또는 그들의 혼합물, 상기 물질 표면의 섬유를 적어도 일부 피복하는 소수성 물질을 포함하여 이와 통합되는 소수성 증
기 투과성 수분 배리어가 있는 표면을 갖는 통기성 부직포 섬유재에 관한 것이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본 발명은, 45 gsm 이상의 기본 중량, 30 mm 이상의 배리어 유효값을 갖고, 이와 통합된 소수성 증
기 투과성 수분 배리어를 갖는 통기성 부분 섬유상 또는 비섬유상 부직포 물질 또는 구조, 하나 이상의 스펀본드, 멜트
블로우, 코폼, 접착 카디드, 또는 발포된 성분을 포함하고, 선택적으로 천연 섬유, 합성 섬유 또는 그들의 혼합물과 조합
되는 물질 또는 구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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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인용된 모든 미국 특허는 여기에 참조병합된다. 화학 용어에 있어서 논쟁이 있을 경우, 본 명세서는 조절가능하
다.

본 발명의 단일 흡수 코어는, 상부 유체 수용 표면과 하부 표면을 갖는 섬유상 흡수층 및 흡수층의 하부 표면과 통합된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를 포함한다.

    
섬유상 흡수 코어는 종래 기술에 일반적으로 공지된 물질과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된다. 예를 들어, 상기 심은, 하기에 " 
흡수층" 으로 언급된, 하나 이상의 천연 또는 합성 섬유층 또는 계층을 포함한다. 흡수층에는 셀룰로오스 섬유를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흡수층은, 웨트레이트 또는 에어레이드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데, 그 중에서도 에어레이드 방
법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습윤 강화제, 라텍스 에멀젼, 열가소성 이성분 섬유[" 비코(bico)" ] 및 그들의 조합물과 
같은 바인더가 흡수층으로 이용될 것이다. " 다중접착" 이라는 용어는, 라텍스와 비코의 바람직한 조합물을 포함하는 
바인더의 조합물을 사용하는 흡수층을 설명하는데 이용된다. 푼 섬유와 다른 입자들의 " 먼지-제어" 를 감소시키기 위
해 수계 친수성 에멀젼 바인더 소량이 흡수층 표면에 도포될 수 있다. 더욱이, 유체의 흡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흡
수 폴리머(SAP)가 흡수층으로 사용될 수 있다. SAP는, 입자, 과립, 박편 등으로 흡수층 안으로 도입될 수 있고, 분리
된 층으로 포함되거나, 흡수층의 섬유와 혼합될 수 있다. 충전재, 향료, 계면 활성제, 및 첨가제와 같은 물질이 상기 심 
안에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용도에 적합한 바람직한 흡수 코어과 상기 심의 용도에 적합한 성분은, WO99/1
6961, WO 99/63922, WO 99/63923, WO 99/63925, WO 00/41882, WO 00/38607 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들 모
두는 본 명세서에 참조병합되어 있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본 발명의 단일 흡수 코어는, 둘 이상의 구분된 층을 가진, 다구역 또는 다계층 또는 다층 흡수 
구조로 기재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이용된 바와 같이 " 계층" 과 " 계층들" 이라는 용어는 단일 구조를 구성하는 층상 부
분을 말한다. 단일 구조는 단일 흡수 코어를 제조하는 일련의 유닛 작동에 있어서의 연속적인 방법으로 층을 수집하여 
구성된다. 단일 구조의 층은 전환 라인에 수집되는 형성된 층 또는 더미의 집합 또는 박층이 아니다. 상기 진술에도 불
구하고, 본 발명의 연속적인 에어레이드 방법과 관련된 바람직한 실시형태의 선택적 변화에 있어서, 기본 중량이 낮은 
캐리어 티슈 또는 분리층이 여러 개의 계층을 갖는 섬유상 흡수층의 제조를 돕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일 실시형태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단일 흡수 코어는, 적어도 하나는, 상부 유체 수용 표면과 하부 표면, 및 흡수층의 하부 표면과 통합
된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를 갖는 섬유상 흡수층인, 둘 이상의 계층을 가진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단일 흡수 코어
는, 개개의 폼 헤드가 단일층의 재료로 제공되고 하나의 유닛 공정이 연속하여 구성되는, 에어레이드 기술을 사용한 연
속적 방법으로 제조된다. 연속적인 다른 유닛 공정은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를 제조하는 포말 또는 폼의 도포를 포함
하고, 압축과 캘린더링 및 건조 공정을 포함할 수 있다. 수분 배리어는, 예를 들어, 모든 계층이 형성된 후, 또는 하나 
이상의 계층이 형성된 후와 같이, 단일 흡수 코어의 임의의 제조 단계에서 도포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 포말" 이라는 용어는, 흡수 층의 하부 표면과 통합된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여기서, 수분 배리어는 
소수성 물질로 피복된 섬유를 실질적으로 포함하는 구조를 가진다)를 형성하기 위해 섬유상 흡수층의 하부 표면에 도포
한 후 쉽게 없어지는 폼(즉, 점성이 낮고 안정성이 좋지 못한 거품을 말한다)을 설명한다. " 형성된(stand-up) 폼" 과 " 
형성된 폼 배리어" 는, 흡수층의 하부 표면과 통합된 소수성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를 형성하기 위해 섬유상 흡수층의 
하부 표면에 도포한 후 섬유를 약간 피복하지만, 수분 배리어는 외부 망상 폼 배리어를 형성하기 위해 흡수층의 하부 표
면 영역으로부터 연장된 배리어재 에멀젼의 망상 잔존물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다 실질적인 거품을 말한다. 
배리어재 에멀젼의 망상 잔존물을 갖는 수분 배리어는 도 10과 11에 나타나 있다.
    

본 발명의 단일 흡수 코어는, 약 75 gsm(제곱미터 당 그램수) 이상, 일반적으로 약 80 내지 약 1000 gsm, 바람직하게 
약 100 gsm 내지 약 500 gsm, 더욱 바람직하게 125 gsm 내지 350 gsm 의 기본 중량을 가진다.

다른 실시형태에서, 하나 이상의 스펀본드, 멜트블로우, 코폼, 접착 카디드, 또는 발포된 성분을 포함하는, 통기성의 부
분적 섬유상 또는 비섬유상 부직포 물질 또는 구조는 약 45 gsm의 기본 중량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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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단일 흡수 코어는, 약 0.03 g/cc 내지 약 0.7 g/cc, 바람직하게 약 0.04 g/cc 내지 약 0.3 g/cc 의 밀도를 가
진다.

    
본 발명의 상기 구조는, 천연 섬유, 합성 섬유 또는 천연 및 합성 섬유의 혼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는 천연 섬유의 유형의 실례는, 목화로부터 제조된 잔털이 있는 셀룰로오스 섬유, 침엽수 및/또는 활엽수 펄프, 지푸
라기, 키프(keaf) 섬유, 화학적으로 개조된 셀룰로오스 섬유, 기계적 및/또는 열처리, 셀룰로오스, 키틴, 및 케라틴과 
같은 천연 폴리머로 만들어진인공 섬유 뿐만 아니라, 깃털, 바가스, 대마, 및 아마로부터 얻어진 섬유와 같은 케라틴 섬
유를 포함한다. 셀룰로오스 섬유는, 교차결합제에 의해 화학적으로 경화된 셀룰로오스 섬유와 같이 화학적으로 개조된 
셀룰로오스, 머서리가공제로 처리된 섬유 및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를 포함한다. 적절한 합성 매트릭스 섬유의 실례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 테레프탈레이트(PET)를 포함한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 폴리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및 레이온 섬유를 포함한다. 폴리올레핀과 같이 특정한 소수성 합성 섬유는, 코어 내부의 의도
된 작용에 따라, 습윤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면활성제로 처리된 표면이 되거나, 미처리된 표면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흡수 구조에 사용될 바인더의 실례는 고체 또는 액체 형태로 된 폴리머성 바인더를 포함한다. " 폴리머성 바
인더" 라는 용어는 계층의 완전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매트릭스 섬유 사이에 섬유간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임의의 화합
물을 말한다. 동시에, 바인더는 선택적으로 섬유와 SAP 입자를 서로 묶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연 또는 합성 엘라스토머성 라텍스의 분산물이 바인더로 사용될 수 있다. 종래 기술 분야에 일반적으로 공
지된 열가소성 섬유 또는 파우더가 또한 열가소성 섬유 또는 파우더의 녹는점에서의 열에 의한 흡수 구조의 결합을 제
공하는데 흔히 쓰인다. 본 발명의 흡수 구조를 안정화하는 데 사용되는 다른 바인더는 셀룰로오스 섬유를 접착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를 포함한다. 상기 접착제는, 섬유상 그물에 도포된 후 경화된 물 속에 확산된 폴리머를 포함하고 
섬유 간 또는 섬유와 SAP 입자 간의 결합을 생성한다. 그러한 접착제의 실례는, 폴리 아미드-폴리아민 에피크로하이
드린 첨가물, 양이온성 녹말, 디알데하이드 녹말 등과 같이 교차결합할 수 있는 작용기를 포함하는 다양한 양이온성 녹
말 유도체와 합성 양이온성 폴리머를 포함한다. 상기의 폴리머성 바인더들의 임의의 조합은 본 발명의 구조를 안정화시
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구조에 유용한 바인더는, 라텍스 바인더를 포함하여, 액체 형태로 되어 있거나 액체 캐리어를 갖는 바인더를 
포함한다. 유용한 라텍스 바인더는, 예를 들어, Airbond(Airflex and Vinac of Air Products, Inc.), Hycar and Ge
on(Goodrich Chemical Co.), 및 Fulatex(H.B. Fuller Company)의 상품명으로 시판되는, 비닐 아세테이트와 아크릴
성 에스테르 코폴리머,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코폴리머, 스티렌 부타디엔 카르복실레이트 코폴리머, 및 폴리아크릴로
니트릴을 포함한다. 선택적으로, 상기 바인더는 에피클로로하이드린 등과 같은 비-라텍스 바인더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섬유를 접합하기 위해서, 및 단일 흡수 코어의 구조적 완전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수계 라텍스 바인더가 사
용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또는 라텍스 바인더와 조합하여, 열가소성 접착재(섬유 또는 파우더)가 열가소성 접착재의 
녹는점까지 가열함에 따라 접합에 이용될 수 있다. 적절한 열가소성 접착재는 이성분 열가소성 섬유(" bico" )와 같은 
열가소성 섬유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열가소성 접착재는, 합성 및 천연 섬유, 입자, 및 합성 및 천연 캐리어 시트를 포함
하여, 광범위한 재료에 대해 증진된 접착성을 제공한다. 전형적인 열 가소성 비코 섬유는 KoSa로부터의 Celbond Typ
e 225이다.
    

    
다른 적절한 열가소성 섬유는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및 다른 올레핀, 또는 그들의 변형물을 포함한다. 바
람직한 열가소성 섬유는 폴리프로필렌 코어 및 활성화된 코폴리올레핀 시이드(sheath)를 함유하는 Fiber Vision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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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dhesion-C Bicomponent Fiber이다. 어떠한 실시형태에서, 본 발명의 상기 바인더는 흡수 구조에 SAP 입자 
중량의 약 10 중량 % 이하로 존재하는 바인딩 섬유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형태에서, 바인더 섬유는 흡수 구조 중량
의 약 7 중량 % 이하로 존재한다.
    

    
본 발명의 흡수 코어에 사용되는 기능성 입자는, 흡수제로 이용되는 입자, 박편, 파우더, 과립 등과, 예를 들어 제올라이
트 또는 탄산칼슘, 방향제, 세제, 향미살균제 등과 같은 악취조절제를 포함한다. 상기 입자들은 임의의 기능성 파우더 
또는 3,000μ(마이크론) 이하의 입자 직경을 가진 다른 입자를 포함할 수 있다. 어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코어에 
사용되는 기능성 입자는 초흡수 폴리머 입자(" SAP" )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형태에서, 단일 흡수 코
어는 5 내지 약 90 중량 %, 바람직하게 10 내지 80 중량 %, 더욱 바람직하게 10 내지 50 중량 %의 SAP를 함유한다.
    

    
다양한 초흡수 폴리머 및 그의 제조 방법을 기재하고 있는 미국 특허, 제 5,147,343호; 제 5,378,528호; 제 5,795,4
39호; 제 5,807,916호; 및 제 5,849,211호는 본 명세서에 참조 병합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될 SAP 입자 유형의 실례
는, 불규칙한 과립, 구형 입자, 스테이플 섬유 및 다른 늘어난 입자와 같은 미립자 형태로 존재하는 초흡수성 폴리머를 
포함한다. " 초흡수 폴리머" 또는 " SAP" 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교차결합된 수용성 폴리머를 말한다. 현재 초흡수제 
또는 SAP로 흔히 말되고 일회용 흡수 용품의 흡수력을 강화시키시 위해 그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널리 공지되어 
있는 하이드로겔-형성 물질을 생성하는 카르복시 다중전기분해와 같은 수용성 폴리머의 제조방법이 공지되어 있다. 초
흡수 폴리머를 얻기 위한 교차결합 카르복실화된 다중전기분해의 방법도 공지되어 있다. 본 발명의 실시에 유용한 SA
P 입자는, Dow Chemical(Midland, Michigan), Stockhausen(Greensboro, North Carolina), and Chedal(Arling
ton Height, Illinois)를 포함하여, 다수의 제조사로부터 상업적으로 구매가능하다. 종래 기술상에 널리 공지된 바와 같
이, 하나의 통상적인 과립성 초흡수 폴리머는 중합 반응 중에 다수의 다기능 코폴리머 교차결합제와 교차결합된 폴리(
아크릴산)을 기본으로 한다. 다기능 교차결합제의 실례는 미국 특허 제 2,929,154호; 제 3,224,986호; 및 제 4,076,
673호에 기재되어 있고, 이들 모두는 본 명세서에 참조병합되어 있다. 다른 수용성 다중전기분해 폴리머는 교차결합에 
의한 초흡수제의 제조에 유용한 것으로 공지되어 있으며, 이 폴리머는 카르복시메틸 녹말, 카르보시메틸 셀룰로오스, 
키토산염, 젤라틴염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낮은 흡수 효율 또는 고비용 때문에, 일회용 흡수 용품의 흡수
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업적 규모에 흔히 사용되지는 않는다.
    

    
초흡수 입자 폴리머는 또한 미국 특허 제 4,102,340호 및 Re 32,649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이 둘은 본 명세서에 참
조병합되어 있다. 적절한 SAP는, 하이드로겔의 전단기 모듈로 측정했을 때, 높은 겔 부피 또는 높은 겔 강도를 얻는다. 
그러한 바람직한 SAP는 합성뇨과 접촉시켜 추출할 있는(소위, " 추출가능한" ),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폴리머성 물
질을 포함한다. 하나의 예는 IM1000(Hoechst-Celanse;Portsmouth,VA)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녹말 접합 폴리아크
릴 하이드로겔이다.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SAP는 SANWET(Sanyo Kasei Kogyo; Kabushiki, Japan), SUMIKA 
GEL(Sumitomo Kagaku Kabushiki;Haishi,Japan), FAVOR(Stockhausen;Garyville,LA) 및 ASAP(Chemdal;Ab
erdeen,MS)라는 상표로 팔리고 있다. 폴리아크릴을 기본으로 한 SAP가 본 발명의 이용에 가장 바람직하다. 본 발명
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흡수 코어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나 모양의 SAP 입자가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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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층의 하부 표면과 통합된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는, 배리어를 액체 투과층에 삽입하기에 바람직하지만 수증기를 
포함하여 증기를 통과시키기에 바람직한 섬유상 기질에 소수성 물질을 도포함으로써 형성된다. 소수성 수분 배리어는 
적어도 일부 흡수층의 하부 표면의 섬유를 피복하는 소수성 물질을 포함한다. 소수성 물질은 천연 또는 합성 폴리머, 또
는 그들의 혼합물이 될 수 있다. 도 4와 6은, 하기의 실시예 A에서 제조된 바와 같이, 처리되지 않은 에어레이드 부직
포 흡수 코어의 흡수층 하부 표면을 나타낸다. 도 5와 7은 하기의 실시예 B에서 제조된 바와 같은, 처리된 에어레이드 
부직포 흡수 코어의 흡수층 하부 표면을 나타낸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 흡수층의 하부 표면과 통합된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 라는 용어는, 도 5와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배리어재가 적어도 일부 흡수층의 개개의 섬유의 일부를 피복하고 
있지만 연속막이 형성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상기 흡수층은, 도 4와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리되지 않은 섬유 간
의 공극 구조 때문에 증기-투과성을 유지하고, 도 5와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배리어를 형성하기 위해 처리 후에 실질
적으로 개방된 채로 존재한다. 기질 상에 위치한 수분 배리어와 함께, 단일 흡수 코어는, 개조된 EDANA 부직포 반발성 
테스트 120.1-80 으로 측정했을 때 30 mm 이상의 수중헤드를 가지고, 표준 뒤배임 테스트로 측정했을 때 1.8 g 이하
의 뒤배임을 가지고, 개조된 ASTM D 737-96 으로 측정했을 때 18 m 2 /min/m 2 (60 ft 3 /min/ft 2 ) 이상의 공기 투과
성을 가지고, 500 g/m 2 /24 hr 이상의 수증기 투과율(WVTR)을 가진다. 일 실시형태에서, 단일 흡수 코어는, 85 mm 
이상의 수중헤드, 0.08 이하의 뒤배임, 및 235 CFM 이상의 공기 다공률을 가진다.

본 발명의 범위에서, 도 10과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배리어재 에멀전의 망상 티슈 잔존물이 외부 망상 폼 배리어를 형
성하는 것은, 소수성 배리어재가 적어도 흡수층의 개개의 섬유 중 일부를 피복하고 흡수층의 표면 부분으로부터 연장한 
흡수층의 하부 표면과 통합된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이다. 도 10에서, 80X의 배율에서의 SEM 현미경 사진은 배리어
재 에멀전의 망상 잔존물과 혼합된 여러가지 섬유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서 사용에 적합한 소수성 물질은, 예를 들어, 탄화수소 및 석유, 아스팔트와 콜 타르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수지, 폴리오가노실옥산, 할로겐, 특히 플루오르를 함유하는 폴리실옥산을 포함하는 유기 실리콘 화합물, 할로하이드로
카본, 특히 염소와 플루오르를 포함하는 폴리머, 및 천연 또는 합성 에멀젼 형태의 다양한 폴리머를 포함하는, 물에 녹
지 않는 열가소성 유기 물질과 같이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물질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에 적합한 
에멀젼 폴리머는, 비닐 아세테이트, 비닐 클로라이드, 비닐 알코올, 아크릴, 아클릴레이트, 아크릴로니트릴, 에틸렌, 프
로필렌, 스티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및 그들의 다양한 할로겐화물 등을 하나 이상의 모노머로부터 중합된 형태로 함유
하는 폴리머, 코폴리머, 또한 폴리머와 코폴리머의 혼합물 및 블렌드를 함유하는 격자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소수성 폴리머성 라텍스 에멀젼을 흡수층의 하부 표면에 도포함으로써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
를 형성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형태에서, 접촉각 테스트로 측정했을 때, 에멀젼으로부터 막 캐스트(cast) 상의 물에 대
한 접촉각이 80°이상인 배리어를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기에 기재됨). 적절한 소수성 폴리머성 에멀젼은, 합성 
라텍스를 포함하는 천연 및 합성 폴리머 양자의 에멀젼을 포함한다. Rohm and Haas, B.F Goodrich, Air Products P
olymer and Unichem Inc. 를 포함한 몇몇의 제조사들은 그러한 라텍스 에멀전을 공급한다. 바람직한 라텍스 에멀젼은 
아크릴 폴리머인 Unibond 0930(Unichem Inc.,Greenville,SC)이다. 상기 에멀젼은, 스프레이, 브러시, 닥터 블레이
드, 롤러, 및 폼 등을 포함하는, 종래 기술에 공지된 다양한 방법에 의해 도포될 수 있다. 그 중에서 폼 도포가 바람직하
다.
    

바람직한 도포 공정은 폼을 형성하고 일시적인 폼 또는 포말을 생성하기 위해 공기를 에멀젼 안으로 주입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도포 공정에서, 에멀젼을 건조 및 경화시키는 동안 포말이 가라앉거나 공기 방울이 제거된다. 폼 도포
의 이점은, 시약을 더 균일하게 분포시키고, 고체 함량이 높을 때도 시약을 도포할 수 있으며, 기질 내부로의 시약 침투
를 더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조된 수분 배리어가 외부에 망상 폼 배리어를 형성하기 위해 흡수층의 하부 표면 부분에서 연장한 배리어재 에멀젼의 
망상 잔존물을 갖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대해, 외부 망상 폼 배리어가 없는 수분 배리어의 형성을 위해 사용되는 쉽게 
가라 앉는 폼보다 더 좋은 안정성을 갖는 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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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적절한 발포 과정 및 폼 안정화제 및 발포제에 대한 설명은 문헌(Mage, E. W., " Latex Foam Rubber" , Joh
n Wiley와 Sons, New York(1962) and Rogers, T. H. 의 " Plastic Foam" , Paper, Reg. Tech. Conf., Palisade
s Sect., Soc. Plastic Engrs., New York, November, 1964)을 참조한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알칼리 금속, 암
모니아, 및 예를 들어, 약 12 내지 22의 탄소수를 갖는 포화 또는 불포화산의 아민 비누 등이다. 적절한 비누의 실례는 
우지 비누와 코코넛 오일 비누, 바람직하게 휘발성 아민 또는 암모니아 비누를 포함하여, 휘발성 부분이 폼으로부터 증
발된다. 다른 유용한 발포-폼-안정화제는 라우릴 술페이트-라우릴 알코올, 라우릴 술페이트-라울 산, 나트륨 라우릴 
술페이트, 및 다른 흔히 사용되는 발포된 안정화제 또는 발포제를 포함한다.
    

외부 망상 폼 배리어를 형성하기 위해 망상 잔존물의 흡수층의 하부 표면 부분으로부터 연장한 배리어재 에멀젼의 망상 
잔존물과 함께 제조되는 수분 배리어의 형성을 위한 바람직한 에멀젼은, 물을 기본으로 하여 확산된 아크릴 코폴리머인 
Unichem 의 Unibond 0930이다. 폼에 의한 도포는 Unibond 0930 에 바람직하다.

Unibond 0930 은 정밀하게 처리되어 그것이 발포된 표면 상에서 가라앉지 않는다. Unibond 0930 폼이 건조되고 경
화된 후, 탄력성이 있는 망상 구조인 배리어재 에멀젼의 망상 잔존물이 표면에 남아 있다. 도 8a 내지 11b는 주사 전자 
현미경(SEM)으로 본 처리 및 미처리된 표면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형성된 수분 배리어가 배리어재 에멀젼의 망상 잔존물을 갖는지의 여부는 주로 에멀젼 내의 에멀젼 폴리머
의 성질, 폼 안정화제의 사용 여부 및 도포 하는 동안의 공정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폼의 안정성의 결과에 의존한다. 
실제로, 이것은 쉽게 조절된다.

흡수층에 라텍스 에멀젼을 도포한 후, 상기 에멀젼을 건조하거나 열을 가하여 물을 제거함으로써 경화시킨다. 선택적으
로, 교차결합제 또는 다른 경화제가 사용될 수 있다. 살충제, 방수제 , 충전제, 및 착색제와 같은 다른 첨가제가 에멀젼
에 포함될 수 있다.

    
어떠한 도포 기술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라텍스 에멀젼이 흡수층의 표면 부분에 있는 각각의 섬유의 대부분을 적어도 
일부 피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으로 도포되어야 한다. 본 명세에 사용된 바와 같이, " 표면 부분" 은, 표면으로부터 약 
0.01 mm 내지 약 1.0 mm, 바람직하게 약 0.05 mm 내지 0.8 mm 의 깊이로 그러한 최외곽 섬유 아래에 있는 표면과 
몇몇 층에 직접 노출된 흡수층의 섬유를 말한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바와 같이, " 부분적 피복" 은 에멀젼으로 피복된 
특정 섬유의 표면부의 평균 부분을 말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섬유는, 섬유가 소수성이 되도록 적어도 충분한 에멀전으
로 피복된다.
    

동시에, 도포된 라텍스 에멀젼이 너무 많아서 공극을 막는 폴리머의 연속적인 층 또는 막이 형성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
요하다. 연속적인 층은 종결 구조의 수증기 투과성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좋지 않다.

연속적인 막 또는 층을 형성하지 않는 피복된 섬유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에멀젼의 양은 흡수층의 밀도, 사용된 섬유의 
유형, 사용된 에멀젼의 물리적 성질, 흡수 코어의 도포 및 경화 방법에 의존한다.

이론에서 벗어나, 라텍스 에멀젼이 있는 표면 섬유의 최소한의 부분적 피복은 소수성 수분 배리어를 제공하지만, 연속
적인 막 또는 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피복된 섬유에 의해 생성된 공극이 배리어를 통한 수증기의 투과를 가능
하게 한다.

바람직한 제 1 실시형태에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면 시트와 라텍스 에멀젼으로 처리된 흡수 코어를 포함한
다. 바람직한 제 2 실시형태에서, 미세다공성 배면 시트는 도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표면이 처리된 라텍스 아래에 포함
될 수 있다. 미세다공성 물질은, 예를 들어, Tredegar Film Products(Richmond, VA)로부터 EXAIRE TM 이라는 상
표로 판매되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물질은, 제조 중에 막이 천천히 확장할 때 공극이 칼슘/폴리머 계면 부분에
서 형성되는 폴리올레핀 막으로 충전된 탄산칼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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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의 방수성과 통기성은 수십년 동안 연구되어 왔다(A. W. Adamson, Physical Chemistry of Sufaces, Second 
Edition, Wiley, 1967, Chapter Ⅶ and Ⅹ). 섬유의 부직포망은 한 다발의 반경 r의 원통형 공극(모세관)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도 1a 참조). 부직포망의 섬유간 공극을 침투하는 데 필요한 유체 압력은, 튜브 내부로의 유체의 침투에 대
한 라플라스(Laplace) 방정식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P = (2γcosθ)/r

상기 식에서,

P = 유체를 튜브를 통해 밀어넣는 데 필요한 압력

γ = 유체 표면 장력

θ = 진입 접촉각

r = 공극 반경

상기 방정식은 망 젖음(θ < 90°, P 는 양수) 또는 망 방수성(θ < 90°, P 는 음수)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방수성의 경우, 유체를 망 안으로 밀어넣기 위해 압력 P 가 적용되지 않으면, 유체는 망을 적시지 않을 것이다.

상기 방정식으로부터, 방수성 마무리를 하면서 접촉각을 증가시키면 배리어 성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된다. 
다시 말해, 망의 공극은 가능한한 소수성이 되어야 한다.

표면상의 접촉각이 표면 조도에 의해 대규모 또는 소규모로 증가될 수 있다.미세한 공극 표면 조도를 야기하는 방수제
의 도포는 표면 위의 접촉각을 증가시켜, 배리어 품질을 향상시킨다.

상기 방정식으로부터, 섬유간 공극의 크기를 감소시키면 배리어 품질을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된다. 이상적으로, 
상기 망은 가능한한 견고해야 한다.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 망이 약해져 변형되고, 그 변형이 r을 증가시키므로, 압력 
P 를 낮춘다. 망의 강도는 예를 들어, 망에 있는 바인더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

섬유상 망에 있는 섬유간 공극의 크기는 섬유 크기 및 밀도 또는 망의 촘촘함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망의 밀도를 증
가시키거나 같은 밀도에서 직경이 더 작은 섬유를 사용하여 섬유간 공극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상기 방정식으로
부터 더 작은 섬유는 r을 감소시키므로 압력 P 를 상승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섬유간 공극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수성 에멜젼에 충전재를 첨가할 수 있다. 상기 방정식으로부터, 충전재의 첨가는 r을 
감소시키므로 압력 P 를 상승시킨다. 본 발명의 처리물에 충전재를 첨가하면 부직포 망의 공극을 일부 막아 배리어 품
질을 개선시킴으로써, 배리어 성능을 향상시킨다. 본 발명의 실시 용도에 적합한 충전재는, 탄산칼슘, 다양한 종류의 점
토(벤토나이트 및 고령토), 실리카, 알루미나, 황산바륨, 탄산나트륨, 탈크, 황산마그네슘, 산화티타늄, 제올라이트, 황
산알루미늄, 셀룰로오스형 파우더, 규조토, 황산마그네슘, 탄산마그네슘, 탄산바륨, 운모, 탄소, 산화칼슘, 산화마그네
슘, 수산화알루미늄, 펄프 파우더, 목재 파우더, 셀룰로오스 유도체, 폴리머 입자, 키틴과 키틴 유도체 등을 포함한다.
    

상기 방정식에서, 배리어 품질은 유체 장력과 정비례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배리어 처리는 가능한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배리어 처리 중에 유체 속에 용해되는 임의의 첨가제는 표면 장력을 감소시킬 것이므로, 압력 P 를 감소시킨다.

접촉각 테스트는, 배리어와 특히 물을 기본으로 한 라텍스 에멀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질로부터 막 캐스트 상에 있
는 물의 접촉각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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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에멀젼을 물에 희석하여 10 % 의 고체를 함유하는 용액을 만든다. 상기 용액을 눈에 보이는 피복을 형성하기 위
해 보로실리케이트 현미경 슬라이드 위에 붓는다. 상기의 피복된 슬라이드를 건조시키기 위해 주변 온도 및 습도에서 
하룻밤동안 방치한다. 상기의 피복된 슬라이드를 5분 동안 140℃의 강제-통풍 오븐에 넣어 경화한다. 27-게이지 바
늘로 주입된 역삼투처리된 물과 함께 FTÅ 200 Dynamic Contact Angle and Surface Tendion Analzer(First Te
n Angstroms, Portsmouth, VA)를 사용하여 진입 접촉각을 측정한다. 상기 FTÅ 200 은 드롭 형상 방법(drop sha
pe method)에 의해 진입 접촉각을 측정한다.
    

접촉각은, 덮개가 없는 슬라이드(" 블랭크" ), Unibond 0930 및 Unibond 0938(둘 다 Unichem Inc.,Greenville, S
C 의 아크릴성 라텍스 에멀젼이다) 및 Airflex 192(Air Products Polymer, Allentown, PA의 에틸렌-비닐 아세테
이트 라텍스 에멀젼) 등에 대해 측정된다.

물은 어떠한 표면을 적시고 다른 것들 위에 방울져 있기를 선호한다. 표면은, 물방울이 표면에 놓일 때 추정되는 모양에 
기초하여, 90°이하의 물 접촉각을 가질 때는 친수성으로 분류되거나, 90°이상의 물 접촉각을 가질 때는 소수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표 1]라텍스 에멀젼으로부터 막 캐스트에 대한 접촉각 측정
물질 접촉각
덮개가 없는 유리 슬라이드(블랭크) 47.5
Unibond 0930 95.9
Unibond 0938 105.8
Airflex 192 44.4

    
표 ∮은 Unibond 0930 와 Unibond 0930(Unichem Inc.,Greenville, SC) 및 Airflex 192(Air Products Polymer, 
Allentown, PA) 라텍스 에멀젼으로 된 막 캐스트에 대한 접촉각의 결과를 보여준다. 표 B-1은 Unibond 0930 와 U
nibond 0930가 둘다 접촉각이 90°이상을 갖는 현미경 슬라이드의 표면을 소수성으로 만드는 데 성공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표 B-1은 Airflex 192가 90°이하의 접촉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현미경 슬라이드를 소수성으로 만드는 
데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기 테스트에서 접촉각이 90°이상이 되게 할 수 있는 임의의 물질이, 증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연속막을 생성하지 않
고 흡수층 표면을 소수성이 되게 하기 위해 흡수층 표면에 도포될 수 있는, 본 발명에서 이용가능한 물질이 될 것이다. 
소수성 에멀젼 Unibond 0930 와 Unibond 0930(Unichem Inc.,Greenville, SC)은 본 발명의 실시에 이용하기 바람
직한 라텍스 에멀젼이다.

상부 유체 수용 표면과 흡수층의 하부 표면과 통합된 소수성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가 있는 하부 표면를 갖는 섬유상 
흡수층을 포함하는 단일 흡수 코어를 제조하는 다른 방법에서는, 소수성 물질을 적절한 용매에 용해시키고 용매를 제거
한 후 흡수층의 하부 표면과 접촉시킬 수 있다. 상기 용액을 분무에 의해 흡수층의 하부 표면에 도포시키거나, 용매를 
빼내고 증발시킨 후 흡수층의 하부 표면을 일부 살짝 담가서 용액과 접촉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대체적인 실시형태에서, 흡수 코어, 바람직하게는 단일 흡수 코어에서 수용 성능을 갖는 전체적 또는 부분적 
섬유상 또는 비섬유상 구조가 흡수 코어의 섬유상 흡수층을 대신할 수 있다. 적절한 부분적 섬유상 또는 비섬유상 구조
는, 셀룰로오스 섬유와 혼합된 멜트블로우와 같은 스펀본드 망, 멜트블로우 망, 코폼 망, 에어레이드 망 및 접합된 카디
드 망, 특이한 기본 중량 부직포 망 및 고도의 내부상 에멀젼(HIPE) 및 다른 폼 구조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형태에서, 
본 발명의 소수성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는, 합성 또는 합성과 천연 물질의 합성물로 존재하는, 열경화성 또는 열가소
성 세포성 또는 비세포성 물질의 표면과 통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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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통기성 섬유재와 단일 흡수 코어는, 개조된 EDANA 부직포 반발성 테스트 120.1-80으로 측정했을 때, 30 
mm 이상, 바람직하게 50 mm 이상, 더 바람직하게 70 mm 이상, 훨씬 더 바람직하게 90 mm 이상, 매우 훨씬 더 바람
직하게 200 mm 이상의 수중헤드를 가진다.

본 발명의 통기성 섬유재와 단일 흡수 코어는, 표준 뒤배임 테스트로 측정했을 때, 1.8 g 이하, 바람직하게 1.2 g 이하, 
더 바람직하게 0.7 g 이하, 훨씬 더 바람직하게 0.1 이하, 매우 훨씬 더 바람직하게 0.02 g 이하의 뒤배임을 가진다.

본 발명의 통기성 섬유재와 단일 흡수 코어는, 개조된 ASTM D 737-96 으로 측정했을 때, 18 m 3 /min/m 2 (60ft3 /m
in/ft 2 )이상, 바람직하게 31 m3 /min/m 2 (60ft3 /min/ft 2 ) 이상, 더 바람직하게 43 m 3 /min/m 2 (60ft3 /min/ft 2 ) 이상, 
훨씬 더 바람직하게 61 m3 /min/m 2 (60ft3 /min/ft 2 ) 이상의 공기 투과성을 가진다.

본 발명의 통기성 섬유재와 단일 흡수 코어는, 개조된 ASTM E 96-95인 수증기 투과율(WVTR) 테스트로 측정했을 
때, 500 g/m 2 /24 hr 이상, 바람직하게 100 g/m 2 /24 hr 이상, 더 바람직하게 2000 g/m 2 /24 hr 이상, 훨씬 더 바람직
하게 3000 g/m2 /24 hr 이상의 수증기 투과율을 가진다.

500 g/m2/24 hr의 WVTR을 갖는 본 발명의 통기성 섬유재와 단일 흡수 코어는, 바람직하게 10 mm 이상, 더 바람직
하게 30 mm 이상, 바람직하게 50 mm 이상, 더 바람직하게 75 mm 이상, 여전히 더 바람직하게 100 mm 이상 및 여
전히 더 바람직하게 230 mm 이상의 배리어 유효값을 가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상면시트와 불투과성 배면시트를 갖는 통상적인 흡수성 제품의 개략도이다.

도 1a는 흡수공의 개략적인 대표도이다.

도 2는 상면시트와 공극성 막층이 있는 미세다공성 배면시트를 가진 통상적인 흡수 용품의 개략도이다.

도 3은 선택적인 미세다공성 배면시트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의 개략도이다.

도 4는 단일 흡수 코어의 흡수층의 미처리된 하부 표면을 80X의 배율에서 주사 전자 현미경(SEM)으로 찍은 현미경 
사진이다.

도 5는 단일 흡수 코어의 흡수층의 처리된 하부 표면을 80X의 배율에서 주사 전자 현미경(SEM)으로 찍은 현미경 사
진이다.

도 6은 단일 흡수 코어의 흡수층의 미처리된 하부 표면을 350X의 배율에서 주사 전자 현미경(SEM)으로 찍은 현미경 
사진이다.

도 7은 단일 흡수 코어의 흡수층의 처리된 하부 표면을 350X의 배율에서 주사 전자 현미경(SEM)으로 찍은 현미경 사
진이다.

도 8a와 8b는 단일 흡수 코어의 흡수층의 미처리된 하부 표면을 45X와 80X의 배율에서 주사 전자 현미경(SEM)으로 
찍은 현미경 사진들이다.

도 9a와 9b는 단일 흡수 코어의 흡수층의 미처리된 하부 표면을 250X와 450X배율에서 주사 전자 현미경(SEM)으로 
찍은 현미경 사진들이다.

도 10a와 10b는 배리어재 에멀젼의 망상 구조 잔존물을 가진 단일 흡수 코어의 흡수층의 처리된 하부 표면을 45X와 
80X의 배율에서 주사 전자 현미경(SEM)으로 찍은 현미경 사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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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a와 11b는 배리어재 에멀젼의 망상 구조 잔존물을 가진 단일 흡수 코어의 흡수층의 처리된 하부 표면을 250X와 
450X의 배율에서 주사 전자 현미경(SEM)으로 찍은 현미경 사진들이다.

도 12a와 12b는 실시예 25의 단일 흡수 코어에 대한 각각 7.5X와 40X의 배율에서의 현미경 사진들이다.

도 13a와 13b는 실시예 25의 단일 흡수 코어의 흡수층의 표면을 각각 35X와 100X의 배율에서 주사 전자 현미경(SE
M)으로 찍은 현미경 사진들이다.

도 14a와 14b는 실시예 25의 단일 흡수 코어의 흡수층의 표면을 각각 35X와 100X의 배율에서 주사 전자 현미경(SE
M)으로 찍은 현미경 사진들이다.

    실시예

테스트 방법

하기의 테스트 방법은, 실시예 A와 실시예 B와 비교하여 제조된 구조에 대한 뒤배임, 유체정역학 헤드와 공기 다공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프라지르(Frazier) 다공성 - 공기 투과성 테스트를 이용하여 흡수 코어 시료의 공기 다공성을 결정한다. 특히, 공기 투
과성 테스트를 이용하여 실험 시료마다 네 개의 핸드시트를 검사한다. 각각의 핸드시트에 대해, 핸드시트를 가로지르는 
물의 1.3 cm 압력 강하를 얻을 수 있으며, 수직 액주압력계 위에 지정된 구멍을 가로지르는 압력 강하에 의해 시트를 
통과하는 공기 흐름이 측정된다. 환산표를 사용하여 평균 액주압력계 기록을 공기 투과성으로 환산할 수 있다.

합성 멘스(menses)의 제조

본 실시예에 사용될 합성 멘스 유체는 하기의 성분을 정해진 양만큼 함유한다.

탈이온화수 903.3 g

염화나트륨 9.0 g

폴리비닐피롤리돈 122.0 g

Biebrich Scarlet 염료 4.0 g

용액의 총부피 1 리터

    
Biebrich Scarlet(적색 염료)은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폴리비닐피롤리돈(PV
P, 중량-평균 분자량이 약 55,000인)은 Aldrich, Milwaukee, WI 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염화나트륨(ACS 등급)은 
J.T. Baker, Phillipsberg, NJ 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건조 성분을 완전히 용해시키기 위해 적어도 두 시간 동안 물에 
혼합한다. 용액 온도는 정확히 22 ℃로 조절된다. 용액 16 ml를 Brookfield Model DV-Ⅱ+ 점도계(Brookfield En
gineering Laboratories, Inc., Stoughton, MA)의 UL 어댑터 챔버에 피펫으로 떨어뜨린다. UL 스핀들(spindle)은 
챔버 안에 위치하고, 점도계 속도는 30 rpm이다. 목표 점성도는 9 내지 10 센티푸아즈(centipoise,p)사이다.
    

수분 배리어에 대한 뒤배임 테스트

    
시료는 10.3 cm x 10.3 cm(4 in. x 4 in.) 의 정사각형으로 준비된다. 각각의 시료를 SAP 함유면이 위로 접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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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시글라스(Plexiglas) 금속판 10.3 cm x 10.3 cm(4 in. x 4 in.) 위에 놓는다. 상기 시료를, 중심에 직경 3.2 cm
(1.25 in.) 의 홀을 가진 10.3 cm x 10.3 cm(4 in. x 4 in.) 플렉시글라스 3.2 mm(0.125 in.) 두께의 조각으로 덮는
다. 실온에서 합성 멘스의 5 ml 인설트를 개구부를 통해 도입한다. 시료에 20분 동안 인설트를 흡수시킨 후, 중량을 잰 
Watman #3 여과지 더미를 원형 패드 아래에 놓는다. 플렉시글라스 덮개 위에 2500 g 중량을 올려 놓고 2분간 유지한
다. 2분 후, 여과지를 제거하고 중량을 단다. 다음과 같이 뒤배임을 계산한다:
    

뒤배임(g) = 젖은 여과지 중량(g) - 포장 여과지 중량(g)

유체정역학 헤드 테스트

    
유체정역학 헤드는 테스트 방법의 개조된 버전인 ISO 811:1981 - EN 20811:1992를 사용하여 측정된다. 기록된 방
법은 검사 직경 60 mm; 실린더 길이 100 mm, 액주 압력계 직경 10 mm(내부), 빠른 실린더 충전을 위한 T-밸브가 
장착된 투여 펌프 및 염화나트륨 수용액(무수화물, 분석 시약 등급) 10 % w/v를 사용하여 수정될 수 있다. 염화나트륨
은 테스트 시료에서 SAP 입자의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테스트하는 동안 망의 완전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
    

실시예

망의 한쪽 표면 상에 수분 배리어를 형성하기 위해, 25 %의 SAP를 포함하는 150 gsm 다중접합 에어레이드 부직포 흡
수 코어를 소수성 라텍스 물질로 처리했다. 수분 배리어 특성은, 로드 아래의 뒤배임에 대한 저항성 및 뒤배임에 필요한 
물기둥의 길이(유체정역학 헤드)로 측정하였다. 공기 투과성은 프라지르 공기 투과성으로 측정되었다.

비교예 A: 미처리된 망

150 gsm 다중접합 망을 제조하였다. 상기 망은 69.7 % 잔털 펄프(Foley fluff, Buckeye Technologies Inc., Mem
phis, TN);12.0 % 이성분 섬유(Type AL-Adhesion-C, Fiber Visions, Macon, GA);1.3 % Latex(Airflex 124 
Vinyl Acetate-Ethylene Emulsion, Air Products and Chemicals, Allentown, PA); 및 17.0 % 미립자 폴리아클
릴레이트 초흡수제(SXM 70, Stockhausen Inc., Greensboro, NC)를 포함하였다.

실시예 B- 소수성 라텍스로 처리된 망

비교예 1에 기재된 상기 150 gsm 에어레이드 망의 한쪽 표면을 Unibond 0930 라텍스(Unichem Corp, Greenville, 
SC) 10 gsm으로 피복했다. 피복 방법은 폼 피복을 기초로 하였다. 소수성 라텍스를 Kitchen Aid 가정용 블렌더를 사
용하여 10 % 고체에서 자유롭게 형성된 폼 안으로 넣고, 에어레이드 망의 표면상에 압출하였다. 상기 폼을 가볍게 캘
린더링하여 폼이 사라졌다. 그리고 나서 상기 라텍스를 140 ℃에서 10분 동안 경화시켰다.

[표 2]
    뒤배임 유체정역학 헤드 공기 다공성
피복 (g) (mm) (CFM)
처리하지않음 2.25 < 5 211
10 gsm Unibond 0930 0.08 85 235

표 1a의 데이타로부터 알 수 있듯이, 시료로 처리된 라텍스가 미처리된 대조군과 비교해 매우 감소된 뒤배임과 훨씬 높
은 유체정역학 헤드를 제공했다. 동시에, 상기 테스트 구조의 투과성이 대조군보다 약간 좋아졌다.

하기의 테스트 방법은 하기 실시예에서 제조된 구조에 대한 수증기 투과율, 공기 투과성, 뒤배임 및 유체정역학 헤드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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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기 투과율

본 방법은 에어레이드 핸드시트를 통과하는 수증기 투과율(WVTR)을 결정하는 데 이용된다.

본 테스트를 위한 장치는, 증기계(vapometer) 컵(#68-1, Thwing-Albert Instrument Co., Philadelphia, PA) 및 
37 ℃ 내지 39 ℃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강제 통풍 오븐(Lindberg/Blue M, Lindberg/Blue M Co., Asheville, N
C, 또는 상당물)을 포함한다. 핸드 시트로부터 직경이 7.6 cm(3인치)인 원형 시료를 자른다. 증기계 컵 안에 탈이온화
수 100 ml를 넣는다. 테스트 물질을 상기 컵 개구부 위에 놓는다. 노출된 시료 영역 33.17 cm 2 를 남겨두고, 테스트 물
질 위에서 나사가 있는(screw-on) 플랜지를 조인다. 상기 컵의 처음 중량을 측정한다. 상기 컵을 트레이 위에 올려놓
고 강제 통풍 오븐에 38 ℃에서 24시간 동안 둔다. 24시간 후, 상기 컵을 오븐에서 꺼내어 총 물손실을 결정하기 위해 
다시 중량을 단다. WVTR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WVTR(g/m2 /24시간) = [총 물손실(g)/24시간 x 301.5]

각각의 테스트에 대한 기록은 미처리된 대조군 물질에 대한 평균 WVTR(n=3)과 비교하여 처리된 시료에 대한 평균 
WVTR(n=3)을 포함한다. 본 테스트에서는 오븐 안의 상대적 습도를 특별히 조절하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공기 투과성

본 방법은 부직포 및 직조섬유에 대한 표준 공기 투과성 테스트, ASTM D 737-96의 변형법이다. 상대적인 투과성 효
율을 얻기 위해 처리된 시료를 통한 공기 투과성은 미처리된 시료를 통한 공기 투과성와 비교된다.

    
흡수 코어 핸드시트의 공기 투과성은 공기 투과성 테스터(Model 9025, 디지털 " A" 및 " B" 게이지로 개조된, 미국 T
esting Co., Inc., 1415 Park Ave., Hoboken, NJ 07030)를 사용하여 결정된다. 특히, 공기 투과성 테스터를 사용하
여 실험 시료(n=3) 당 세 개의 핸드시트를 검사한다. 각각의 핸드시트에 대해, 물의 1.3 cm의 압력 강하가 핸드시트를 
가로질러 생성된다. 상기 시트를 통과하는 기류는 수직 액주압력계 상에 지시된 구멍을 가로지르는 압력강하에 의해 측
정된다. 평균 액주압력계 기록은 공기 투과성 테스터의 제조사로부터 제공된 환산표를 사용하여 공기 투과성으로 환산
된다.
    

뒤배임

본 테스트는 합성 멘스에 의한 침투에 대한 시료 물질의 저항성을 측정하는 데 이용된다.

    
시료를 10.3 cm x 10.3 cm(4 in. x 4 in.)의 정사각형으로 자른다. 처리된 면이 아래로 접해 있는 10.3 cm x 10.3 
cm(4 in. x 4 in.) 플렉시글라스 바닥 플레이트 위에 각각의 시료를 놓는다. 상기 시료를, 중심에 직경 3.2 cm(1.25 
in.)로 잘린 홀을 가진 10.3 cm x 10.3 cm(4 in. x 4 in.) 플렉시글라스 상면 플레이트로 덮는다. 합성 멘스의 5 ml 
인설트(실온에서)를 홀을 통해 상면 플레이트로 도입한다. 20분 후, 중량을 잰 Watman #3 여과지 더미, 110 mm 원
(Watman Internayional Ltd., England)을 시료 아래의 바닥 플레이트 위에 놓는다. 플렉시글라스 상면 플레이트 위
에 2500 g 중량을 올려 놓고 2분간 유지한다. 2분 후, 여과지를 제거하고 중량을 단다. 다음과 같이 뒤배임을 계산한다
:
    

뒤배임(g) = 젖은 여과지 중량(g) - 포장 여과지 중량(g)

본 테스트는 대개 세 번 시행되고(n=3) 평균값은 그램 단위로 기록된다.

유체정역학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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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정역학 헤드(수중헤드)는 EDANA 부직포 반발성 테스트 120.1-80의 개조된 버전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본 ED
ANA 테스트는 ISO 811:1981 - EN 20811:1992 테스트 방법을 기초로 한다. EDANA 방법은 60 mm의 검사 직경
; 실린더 길이 100 mm; 액주 압력계 직경 10 mm(내부); 빠른 실린더 충전을 위한 T-밸브가 장착된 투여 펌프 및 염
화칼슘 수용액(General Chemical Co., Parsippany, NJ) 10 % w/v를 사용하여 수정될 수 있다. 염화칼슘은 테스트 
시료에서 SAP 입자의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테스트하는 동안 망의 완전성을 방해할 수
도 있다. 본 테스트는 대개 세 번 시행되고(n=3) 평균값은 수중헤드의 밀리미터 단위로 기록된다.
    

실시예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물질 및 파라미터는 예를 든 것이며 본 발명
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실시예 1 및 2:발포 에멀젼의 실험실 적용

실시예 1-미처리 코어.삼층의 다중결합 흡수 코어를 세개의 형성 헤드를 갖는 에어레이드 파일럿 라인 상에서 제조하
였다. 코어의 제1층 또는 바닥층은 40g의 잔털 펄프(Foley Fluffs, Buckeye Technologies Inc., Memphis, TN) 및 
5g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Type AL-Adhesion-C, 1.55dpfx4mm, FiberVisions, Macon, GA)를 함유하였다. 제2
층 또는 중간층은 33g의 잔털 펄프(Foley Fluffs, Buckeye Technologies Inc., Memphis, TN) 및 7g의 이성분 바
인더 섬유(Type AL-Adhesion-C, 1.55dpfx4mm, FiberVisions, Macon, GA)를 함유하였다. 제3층 또는 상면층은 
32g의 잔털 펄프(Foley Fluffs, Buckeye Technologies Inc., Memphis, TN) 및 6g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Type A
L-Adhesion-C, 1.55dpfx4mm, FiberVisions, Macon, GA), 25g의 과립성 폴리아크릴레이트 초흡수제(Favor SX
M70, Stockhausen Inc. Greensboro, NC) 및 2g의 라텍스 접착제(Airflex 124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에멀젼, A
ir Products Polymers, Allentown, PA)를 먼지 제어를 위하여 상면 상에 분무하였다. 흡수 코어는 전체 기본 중량 1
50g 및 밀도 0.1g/cc였다.

실시예 2-소수성 에멀젼의 실험실 적용.실시예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150g의 에어레이드 흡수 코어의 바닥면(와이어
쪽)을 9.0g(건조 기준)의 유니본드 0930 라텍스 에멀젼(Unichem Corp., Greenville, SC)으로 피복하였다. 폼(foa
m) 또는 포말(froth) 사용에 기초한 방법으로, 코어를 실험실에서 처리하였다. 10% 라텍스 고체 및 1% 발포 보조제
(frothing aid)(Uniforth 0448, Unichem Inc., Greenville, SC)를 함유하는 수계 에멀젼을 가정용 블렌더를 사용하
여 휘저어 포말로 만들었다. 스크리드(screed)를 사용하여 흡수 코어 표면에 포말을 위치시켰다. 포말이 약간 캘린더
되었고, 포말이 가라앉았다. 에멀젼을 강제-통풍(forced-air) 오븐 중에서 140℃로 10분간 건조 및 경화시켰다.

[표 3]통기성 배리어의 실험실 적용 시험 결과
실시예 배리어, g 수중헤드, mm 뒤배임, g 공기 투과도, m3 /min/m 2 (ft3 /min/ft 2 )
1 0.0 < 5 2.25 64.3(211)
2 9.0 85 0.08 71.6(235)

표 1의 데이터에 따르면, 처리코어, 실시예 2는 미처리 " 블랭크" , 실시예 1에 비하여 뒤배임이 감소하고, 유체정역학
(hydrostatic) 헤드가 크다. 이와 동시에, 처리 코어의 공기 투과도가 대조구보다 약간 더 좋았다.

실시예 3 내지 7: 발포 에멀젼의 파일럿-스케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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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3-미처리 코어삼층의 다중결합 흡수 코어를 세개의 형성 헤드를 갖는 에어레이드 파일럿 라인 상에서 제조하였
다. 코어의 제1층 또는 바닥층은 40g의 등급 ND-416 펄프(Weyerhaeuser Co., Tacoma, WA) 및 5g의 이성분 바인
더 섬유(Type AL-Adhesion-C, 1.55dpfx4mm, FiberVisions, Macon, GA)를 함유하였다. 제2층 또는 중간층은 
33g의 잔털 펄프(Foley Fluffs, Buckeye Technologies Inc., Memphis, TN) 및 7g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Type A
L-Adhesion-C, 1.55dpfx4mm, FiberVisions, Macon, GA)를 함유하였다. 제3층 또는 상면층은 32g의 잔털 펄프
(Foley Fluffs, Buckeye Technologies Inc., Memphis, TN) 및 6g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Type AL-Adhesion-C, 
1.55dpfx4mm, FiberVisions, Macon, GA), 25g의 과립성 폴리아크릴레이트 초흡수제(Favor SXM70, Stockhaus
en Inc. Greensboro, NC) 및 2g의 라텍스 접착제(Airflex 192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에멀젼, Air Products Pol
ymers, Allentown, PA)를 먼지 제어를 위하여 상면 상에 분무하였다. 흡수 코어는 전체 기본 중량 150g 및 밀도 0.
1g/cc였다.

실시예 4-파일럿 라인 상에서 소수성 에멀젼으로 처리된 코어.실시예 3으로 기재된 150g의 에어레이드 흡수 코어의 
바닥면(와이어쪽)을 10g(건조 기준)의 유니본드 0930 라텍스 에멀젼(Unichem Corp., Greenville, SC)으로 처리하
였다. 폼 또는 포말 사용에 기초한 방법으로, 에어레이드 파일럿 라인 상에서 소수성 라텍스 에멀젼으로 코어를 처리하
였다. 포말로서 10% 라텍스 고체 및 발포 보조제를 함유하는 수계 에멀젼(Uniforth 1448, Unichem Corp., Greenv
ille, SC, 총 에멀젼 고체 기준으로 0.5%의 양으로 에멀젼에 첨가)을 가스톤 시스템 애플리케이터(Gaston Systems 
applicator)(Chemical Foam System, Gaston Systems Inc., Stanley, NC)를 사용하여 코어에 적용하였다.

실시예 5-추가적인 바인더 섬유.5g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Type AL-Adhesion-C, 1.55dpfx4mm, FiberVisions, 
Macon, GA)를 흡수 코어의 제1층 또는 바닥층에 첨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4에서와 같이 코어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6-고도의 고체 적용.소수성 에멀젼을 20.8% 라텍스 고체로 구성된 발포 수계 에멀젼으로서 6.2g(건조 기준)
의 양으로 코어에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4에서와 같이 코어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7-첨가량 증가.소수성 에멀젼을 10.4g(건조기준)의 양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6에서와 같이 코
어를 제조하였다.

[표 4]통기성 배리어의 파일럿 라인 적용 시험 결과
실시예 배리어, g 수중헤드, mm 뒤배임, g 공기 투과도, m3 /min/m2 (ft3 /min/ft 2 ) WVTR, g/m 2 /24hr
3 0.0 < 5 2.72 47.8(157) 4192
4 10.0 35 1.79 46.0(151) n/d
5 10.0 73 0.62 44.5(146) 4128
6 6.2 38 1.17 46.0(151) n/d
7 10.4 60` 0.11 43.3(142) 3800

    
표 2는 실시예 3 내지 7의 시험 결과이다. 실시예 3(미처리 " 블랭크" )과 실시예 4의 시험결과를 비교하면, 실시예 4
는 배리어 물질, 소수성 에멀젼 적용을 통하여, 수중헤드가 상승하고, 동시에 코어를 통해 배이는 유체의 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시예 4에 비해 실시예 5에는 코어 바닥층에 이성분 바인더 섬유가 두배량 함유되는 것을 제외하고
는 실시예 4와 동일하게 실시예 5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4와 실시예 5의 시험결과를 비교하면, 표 2에서, 추가적인 바
인더 섬유가 수중헤드를 증가시키고 뒤배임을 감소시킴으로써 배리어 성질의 개선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추가적인 4.2g(건조기준)의 소수성 에멀젼을 실시예 7에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6과 동일하게 실시예 7을 
제조하였다. 표 2에 따르면, 추가적인 에멀젼이 수중헤드를 증가시키고 뒤배임을 감소시킴으로써 배리어 성질을 개선한
다.

도 4 내지 7의 마이크로그래프에 따르면, 배리어 물질을 적용함으로써 웹의 공극 크기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배리어
가 흡수 코어에 적용되는 경우 공기 투과도 및 WVTR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 2가 보여준다는 점에서, 표 2는 
도 4 내지 7의 가시적인 증거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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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8 및 9: 소수성 에멀젼에 충전제 첨가

실시예 8-벤토나이트.하기 물질을 조합하여 10% 라텍스 고체 및 3.3% 벤토나이트 점토를 갖는 수계 에멀젼을 형성하
였다: 75g 유니본드 0930(Unichem Inc., Greenville, SC, 40% 라텍스 고체를 갖는 수계 에멀젼으로서 적용), 3g 유
니프로스 0448(Unichem Inc., Greenville, SC), 222g 물 및 10g의 벤토나이트 점토(Black Hills Bentonite Co., 
Casper, WY). 실시예 3으로 기재된 150g의 에어레이드 흡수 코어의 바닥면(와이어쪽)을 9.4g(건조기준)의 벤토나이
트-함유 에멀젼으로 처리하였다. 코어를 폼 또는 포말 사용에 기초한 방법으로, 실험실에서 코어를 처리하였다. 벤토나
이트-함유 에멀젼을 가정용 블렌더를 사용하여 휘저어 포말로 만들었다. 포말을 스크리드를 사용하여 흡수 코어의 표
면에 위치시켰다. 포말이 약간 캘린더되었고, 포말이 가라앉았다. 에멀젼을 강제-통풍 오븐 중에서 140℃로 10분간 
건조 및 경화시켰다.

실시예 9-규조토.하기 물질을 조합하여 10% 라텍스 고체 및 16.7% 규조토를 갖는 수계 에멀젼을 형성하였다: 75g 
유니본드 0930(Unichem Inc., Greenville, SC, 40% 라텍스 고체를 갖는 수용액으로서 적용), 3g 유니프로스 0448
(Unichem Inc., Greenville, SC), 222g 물 및 50g의 규조토(Celite Diatomite,Manville Products Co., Lompoc, 
CA). 실시예 3으로 기재된 150g의 에어레이드 흡수 코어의 바닥면(와이어쪽)을 11.8g(건조기준)의 규조토-함유 에
멀젼으로 처리하였다. 코어를 포말 사용에 기초한 방법으로, 실험실에서 처리하였다. 규조토-함유 에멀젼을 가정용 블
렌더를 사용하여 휘저어 포말로 만들었다. 포말을 흡수 코어 표면에 압출하였다. 포말이 약간 캘린더되었고, 포말이 가
라앉았다. 에멀젼을 강제-통풍 오븐 중에서 140℃로 10분간 건조 및 경화시켰다. 실시예3은 실시예 4, 6, 7, 8 및 9의 
배리어 기질, 즉 미처리 " 블랭크" 임을 주목해야 한다.

[표 5]통기성 배리어의 실험실 적용 시험 결과, 충전체를 사용한 실시예
실시예 배리어, g 수중헤드, mm 공기 투과도, m3 /min/m 2 (ft3 /min/ft 2 )
8, 벤토나이트 점토 9.4 97 33.5(110)
9, 규조토 11.8 69` 35.4(116)

표 3은 실시예 8 및 9의 수중헤드 및 공기 투과도를 나타낸다. 실시예 4, 6 및 7에 비해, 소수성 에멀젼에 벤토나이트 
점토 또는 규조토를 첨가하면 공기 투과도가 적절히 떨어지나 수중헤드가 증가하게 된다.

실시예 10 및 11: 경량의, 무(free)-초흡수제 코어

실시예 10-미처리 무-초흡수제 코어.이층의 다중결합 흡수 코어를 두개의 형성 헤드를 사용하는 에어레이드 파일럿 
라인 상에서 제조하였다. 코어의 제1층 또는 바닥층은 34.5g의 등급 ND-416 펄프(Weyerhaeuser Co., Tacoma, W
A) 및 5.5g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Type AL-Adhesion-C, 1.55dpfx4mm, FiberVisions, Macon, GA)를 함유하였
다. 제2층 또는 상면층은 57.5g의 잔털 펄프(Foley Fluffs, Buckeye Technologies Inc., Memphis, TN)를 함유하
였고, 9.5g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Type AL-Adhesion-C, 1.55dpfx4mm, FiberVisions, Macon, GA) 및 3g의 라
텍스 접착제(Airflex 124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에멀젼, Air Products Polymers, Allentown, PA)를 먼지 제어
를 위하여 상면 상에 분무하였다. 코어는 전체 기본 중량 110g 및 밀도 0.1g/cc였다.

실시예 11-처리 무-초흡수제 코어.실시예 10로 기재된 110g의 에어레이드 흡수 코어의 바닥면(와이어쪽)을 13g(건
조 기준)의 유니본드 0930 라텍스 에멀젼(Unichem Inc., Greenville, SC)으로 처리하였다. 폼 또는 포말 사용에 기
초한 방법으로, 에어레이드 파일럿 라인 상에서 소수성 라텍스 에멀젼으로 코어를 처리하였다. 포말로서 20% 라텍스 
고체 및 발포 보조제를 함유하는 수계 에멀젼(Uniforth 1448, Unichem Corp., Greenville, SC, 총 라텍스 고체 기준
으로 0.5%의 양으로 에멀젼에 첨가)을 가스톤 시스템 애플리케이터(Chemical Foam System, Gaston Systems Inc., 
Stanley, NC)를 사용하여 코어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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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실시예 배리어, g 수중헤드, mm 뒤배임, g 공기 투과도, m3 /min/m 2 (ft3 /min/ft 2 )
10 0.0 n/d n/d 42.1(138)
11 13.0 92 0.92 42.7(140)

표 4는, 무-초흡수제 코어에 소수성 에멀젼을 적용하면, 코어를 통해 공기 투과도 손실 없이 수중헤드가 큰 배리어가 
얻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시예 12 내지 15: 추가적인 기질

    
폼 또는 포말의 사용에 기초한 방법으로 실시예 12 내지 15의 기질을 실험실에서 처리하였다. 10% 라텍스 고체(Uni
bond 0930, Unichem Inc., Greenville, SC) 및 1% 발포 보조제(Uniforth 0448, Unichem Inc., Greenville, SC)
를 함유하는 수계 에멀젼을 가정용 블렌더를 사용하여 휘저어 포말로 만들었다. 스크리드를 사용하여 흡수 코어 표면 
상에 포말을 위치시켰다. 포말이 약간 캘린더되었고, 포말이 가라앉았다. 에멀젼을 강제-통풍 오븐 중에서 140℃로 1
5분간 건조 및 경화시켰다.
    

실시예 12-Vizorb 3905. Vizorb 3905는 버카이 테크날러지사(Buckeye Technologies Inc. Memphis, TN)의 시판 
제품이다. Vizorb 3905는 티슈 캐리어 상에 형성되며, 24.5% 과립성 폴리아크릴레이트 초흡수제를 함유하고, 전체 기
본 중량 250g이다. 실시예 12를 기질의 티슈쪽 상에 2.3g의 소수성 에멀젼(건조 기준)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실시예 13-Vizorb 3004. Vizorb 3004는 버카이 테크날러지사(Buckeye Technologies Inc. Memphis, TN)의 시판 
제품이다. Vizorb 3004는 부직포 캐리어(스펀결합 폴리프로필렌) 상에 형성되며, 초흡수제를 함유하지 않고, 전체 기
본 중량 82g이다. 실시예 13을 기질의 캐리어쪽 상에 4.3g의 소수성 에멀젼(건조 기준)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실시예 14-합성 부직포.실시예 14의 기질은 아브골 넌워븐 인더스트리(Avgol Nonwoven Industries)(Holon, Isra
el)제 시판 부직포(스펀결합 폴리프로필렌) 22g이었다. 실시예 14를 10.1g의 소수성 에멀젼(건조 기준)으로 처리하
였다.

[표 7]통기성 배리어의 실험실 적용 시험 결과, 추가적인 기질
실시예 기본 중량, g 밀도, g/cc 배리어, g 수중헤드, mm
12, Vizorb 3905 250 0.11 2.3 28(0, 미처리)
13, Vizorb 3004 82 0.08 4.3 36(0)
14, 합성 부직포 22 0.10 10.1 39(0)

    
표 5는 실시예 12 내지 14의 수중헤드 결과를 나타낸다. 표 5는 본 발명의 통기성 배리어(수중헤드로 측정시)를 에어
레이드, 웨트레이드(wetlaid) 및 합성 부직포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기질로 만들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시예 13 
및 14는 본 발명의 배리어를 합성 부직포로 형성할 수 있으며, 합성 부직포는 단독으로 존재하거나 구조체(실시예 13)
의 성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시예 12는 본 발명의 배리어가 웨트레이드 부직포(티슈) 상에 형성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실시예 15-유칼립투스 섬유.이층의 열결합 흡수 코어를 실험실 패드 포머(former)(Buckeye design, Buckeye Tec
hnologies Inc., Memphis, TN)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흡수 코어는 108g의 표백 유칼립투스 크래프트 펄프(Arac
ruz Celulose USA, Raleigh, NC) 및 12g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Type AL-Adhesion-C, 1.55dpfx4mm, FiberVi
sions, Macon, GA)를 함유하였다. 코어는 전체 기본 중량 120g 및 밀도 0.10g/cc였다. 실시예 15를 6.1g의 소수성 
에멀젼(건조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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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실시예 기본 중량, g 배리어, g 수중헤드, mm 뒤배임, g 공기 투과도, m3 /min/m2 (ft3 /min/ft 2 )
18 120 6.1 140 0.00 21.9(72)

    
흡수 코어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잔털 펄프(예를 들어, Foley Fluffs, Byckeye Technologies, Inc., Memphis, TN; 
Grade ND-416, Weyerhaeuser Co., Tacoma, WA)는 침엽수 또는 연한 나무로 제조한다. 낙엽수 또는 활엽수로부
터의 펄프 섬유는 섬유 길이가 연한나무 펄프 섬유의 약 반이고, 섬유 직경이 연한나무 펄프 섬유의 약 반인 것으로 당
업자에게 주지되어 있다. 표 6은 유칼립투스 활엽수 펄프로 만든 실시예 15의 수중헤드 및 스트라이트스루 결과를 보여
준다. 모든 실시예를 비교하면, 실시예 15가 수중헤드값이 가장 좋고 뒤배임값이 가장 낮았다.
    

실시예 16 및 17: 형성(stand-up) 폼 배리어의 실험실 및 파일럿-스케일 적용

실시예 16-소수성 형성 폼의 실험실 적용.삼층의 다중결합 흡수 코어를 세개의 형성 헤드를 함유하는 에어레이드 파일
럿 라인 상에 제조하였다. 코어의 제 1층 또는 바닥층은 16.3g의 잔털 펄프(Foley Fluffs, Buckeye Technologies I
nc., Memphis, TN), 16.3g의 등급 HPF 펄프(Buckeye Technologies Inc., Memphis, TN), 8.0g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Type AL-adhesion-C, 1.55dpfx4mm, FiberVisions, Macon, GA) 및 먼지 제어를 위해 바닥 상에 폼화된 1.
5g의 라텍스 접착제(Airflex 192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에멀젼, Air Products Polymers, Allentown, PA)를 함
유하였다. 제 2층 또는 중간층은 35.6g의 잔털 펄프(Foley Fluffs, Buckeye Technologies Inc., Memphis, TN), 5.
8g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Type 255, 2.8dpfx4mm, KoSa, Salisbury, NC)를 함유한다. 제 3층 또는 상면층은 33.1
g의 잔털 펄프(Foley Fluffs, Buckeye Technologies Inc., Memphis, TN), 4.7g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Type 255, 
2.8dpfx4mm, KoSa, Salisbury, NC), 26.3g의 과립성 폴리아크릴레이트 초흡수제(Grade 1186, Stockhausen Inc., 
Greensboro, NC) 및 2.2g의 라텍스 접착제(Airflex 192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에멀젼, Air Products Polymers, 
Allentown, PA)를 먼지 제어를 위하여 상면 상에 분무하였다. 흡수 코어는 전체 기본 중량 150g 및 밀도 0.1g/cc였다. 
150g의 에어레이드 흡수 코어의 바닥면(와이어쪽)을 48.8g(건조 기준)의 유니본드 0938 라텍스 에멀젼(Unichem C
orp., Greenville, SC)으로 처리하였다. 폼 사용에 기초한 방법으로, 실험실에서 코어를 처리하였다. 50% 라텍스 고체 
및 1% 발포 보조제(Uniforth 0448, Unichem Inc., Greenville, SC)를 함유하는 수계 에멀젼을 가정용 블렌더를 사
용하여 휘저어 폼으로 만들었다. 스크리드를 사용하여 흡수 코어 표면 상에 폼을 위치시켰다. 에멀젼을 강제-통풍 오븐 
중에서 140℃로 15분간 건조 및 경화시켰다. 건조 및 경화시, 망상 폴리머 구조 즉 형성 폼이 코어 바닥면에 남았다.

실시예 17-형성 폼의 파일럿-라인 적용.실시예 16의 베이스 코어의 바닥면(와이어쪽)을 35.0g(건조 기준)의 유니본
드 0938 라텍스 에멀젼(Unichem Corp., Greenville, SC)으로 처리하였다. 폼 사용에 기초한 방법으로, 에어레이드 
파일럿 라인 상에서 소수성 라텍스 에멀젼을 사용하여 코어를 처리하였다. 40% 라텍스 고체를 함유하는 수계 에멀젼을 
가스톤 시스템 애플리케이터(Chemical Foam System, Gaston Systems Inc., Stanley, NC)를 사용하여 폼으로서 
코어에 적용하였다. 건조 및 경화시, 방상 폴리머 구조, 즉 형성 폼이 코어 바닥면에 남았다.

[표 9]형성 폼 배리어의 시험 결과, 실시예 16 및 17
실시예 배리어, g 수중헤드, mm 뒤배임, g 공기 투과도, m3 /min/m 2 (ft3 /min/ft 2 )
16 48.8 110 0.02 29.3(96)
17 35.0 111 0.00 44(144)

표 7은 형성 폼 배리어에 대한 실시예 16 및 17의 시험 결과를 나타낸다. 이들 실시예는 유사구조의 미처리 코어(실시
예 1 및 3)에 비하여 최소 뒤배임 및 실질적인 수중헤드를 제공한다.

실시예 18 및 19-배리어 기본 중량이 적은 추가적인 파일럿-스케일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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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8-미처리 코어.이층의 다중결합 흡수 코어를 두개의 형성 헤드를 사용하는 에어레이드 파일럿 라인 상에서 제
조하였다. 코어의 제1층 또는 바닥층은 50g의 등급 ND-416 펄프(Weyerhaeuser Co., Tacoma, WA) 및 7g의 이성
분 바인더 섬유(Type 255, 2.8dpfx4mm, KoSa, Salisbury, NC)를 함유하였다. 제2층 또는 상면층은 55g의 잔털 펄
프(Foley Fluffs, Buckeye Technologies Inc., Memphis, TN) 및 11g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Type 255, 2.8dpfx
4mm, KoSa, Salisbury, NC)를 함유하며, 25g의 과립성 폴리아크릴레이트 초흡수제(Favor SXM70, Stockhausen 
Inc. Greensboro, NC) 및 2g의 라텍스 접착제(Airflex 192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에멀젼, Air Products Polym
ers, Allentown, PA)를 먼지 제어를 위하여 상면 상에 분무하였다. 흡수 코어는 전체 기본 중량 150g 및 밀도 0.1g/
cc였다.

실시예 19-형성(stand-up) 폼 배리어의 파일럿-라인 적용. 실시예 18으로 기재된 베이스 코어의 바닥면(와이어쪽)
을 20g(건조 기준)의 유니본드 0938 라텍스 에멀젼(Unichem Corp., Greenville, SC)으로 처리하였다. 폼 사용에 기
초한 방법으로, 에어레이드 파일럿 라인 상에서 소수성 라텍스 에멀젼으로 코어를 처리하였다. 폼으로서 41.8% 라텍스 
고체를 함유하는 수계 에멀젼을 가스톤 시스템 애플리케이터(Chemical Foam System, Gaston Systems Inc., Stan
ley, NC)를 사용하여 코어에 적용하였다. 건조 및 경화시, 망상 폴리머 구조, 즉 형성 폼이 코어의 바닥면에 남았다.

[표 10]형성 배리어의 시험 결과. 실시예 18 및 19
실시예 배리어, g 수중헤드, mm 뒤배임, g 공기 투과도, m3 /min/m2 (ft3 /min/ft 2 ) WVTR, g/m 2 /24hr
18 0.0 < 5 2.82 42.4(139) 4720
19 20.0 81` 0.16 28(92) 4369

표 8의 데이터에 따르면, 처리코어, 실시예 19는 미처리 " 블랭크" , 실시예 18에 비하여 뒤배임이 감소하고, 유체정역
학(hydrostatic) 헤드가 크다. 부수적으로, 처리 코어의 공기 투과도가 미처리 코어에 비하여 34% 감소하였다.

실시예 20-형성 폼, 추가적 기질의 실험실 적용

    
Vizorb 3905는 버카이 테크날러지사(Buckeye Technologies Inc. Memphis, TN)의 시판 제품이다. Vizorb 3905는 
티슈 캐리어 상에 형성되며, 24.5% 과립성 폴리아크릴레이트 초흡수제를 함유하고, 전체 기본 중량 250g이다. 40% 
라텍스 고체(Unibond 0938, Unichem inc., Greenville, SC) 및 1% 발포 보조제(Uniforth 0448, Unichem Inc., 
Greenville, SC)를 함유하는 수계 에멀젼을 가정용 블렌더를 사용하여 휘저어 폼으로 만들었다. 스크리드를 사용하여 
Vizorb 3905 코어의 티슈쪽에 폼을 위치시켰다. 에멀젼을 강제-통풍 오븐 중에서 140℃로 15분간 건조 및 경화시켰
다. 건조 및 경화시, 망상 폴리머 구조 즉 형성 폼이 코어 바닥면에 남았다.
    

[표 11]통기성 배리어, 추가 기질의 실험식 적용 시험 결과
실시예 기본중량, g 밀도, g/cc 배리어, g 수중헤드, mm
20, Vizorb 3905 250 0.11 24.3 160(0, 미처리)

실시예 21 및 22-발포 에멀젼의 실험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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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1-미처리 코어.삼층의 다중결합 흡수 코어를 실험실에서 제조하여 두개의 형성 헤드를 사용하는 에어레이드 
파일럿 라인을 가동하였다. 코어의 제 1층 또는 바닥층은 18g의 등급 3024 티슈(CelluTissue, East Hartford, CT)
를 포함하였고, 티슈를 펄프, 50g의 등급 솔루셀 400 유칼립투스 펄프(Klabin Bacell, Camacari BA Brasil)에 고정
하기 위하여 바닥에 4.5g의 라텍스 접착제(Airflex 192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에멀젼, Air Products Polymers, 
Allentown, PA)를 분무하였다. 제2층 또는 중간층은 40g의 잔털 펄프(Foley Fluffs, Buckeye Technologies Inc., 
Memphis, TN) 및 10g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Type AL-adhesion-C, 1.55dpfx4mm, FiberVisions, Macon, GA)
를 함유하였다. 제 3층 또는 상면층은 15g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Type AL-adhesion-C, 1.55dpfx4mm, FiberVis
ions, Macon, GA) 및 3g의 라텍스 접착제(Airflex 192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에멀젼, Air Products Polymers, 
Allentown, PA)를 먼지 제어를 위하여 상면 상에 분무하였다. 흡수 코어는 전체 기본 중량 196.8g 및 밀도 0.1g/cc였
다.

실시예 22-소수성 에멀젼의 실험실 적용.실시예 21으로 기재된 196.8g의 에어레이드 흡수 코어의 바닥면(와이어쪽)
을 11.4g(건조 기준)의 유니본드 0930 라텍스 에멀젼(Unichem Corp., Greenville, SC)으로 피복하였다. 포말 사용
에 기초한 방법으로, 실험실에서 코어를 처리하였다. 10% 라텍스 고체 및 1% 발포 보조제(Uniforth 0448, Unichem 
Inc., Greenville, SC)를 함유하는 수계 에멀젼을 가정용 블렌더를 사용하여 휘저어 발포하였다. 스크리드를 사용하여 
흡수제 코어 표면 상에 포말을 위치시켰다. 포말이 약간 캘린더되었고, 포말이 가라앉았다. 에멀젼을 강제-통풍 오븐 
중에서 140℃로 10분간 건조 및 경화시켰다.

[표 12]통기성 배리어의 실험실 적용 시험 결과
실시예 배리어, g 수중헤드, mm WVTR, g/m 2 /24hr
21 0.0 < 5 N/d
22 11.4 125 5106

표 11의 데이터에 따르면, 티슈 및 유칼립투스를 조합하면 통기성 배리어의 유체정역학 헤드가 훨씬 커지고 물 증기 투
과율이 커진다.

실시예 23-25: 발포 에멀젼 파일럿-스케일 적용

실시예 23-미처리 코어.세개의 형성 헤드를 함유하는 에어레이드 파일럿 라인 상에서 삼층의 다중결합 흡수 코어를 제
조하였다. 코어의 제 1층 또는 바닥층은 18g의 등급 3024 티슈(CelluTissue, East Hartford, CT)를 함유하였고, 티
슈를 펄프, 40g의 등급 솔루셀 400 유칼립투스 펄프(Klabin Bacell, Camacari BA Brasil) 및 20g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Type 255, 2.8dpfx4mm, KoSa, Salisbury, NC)에 고정하기 위하여 바닥에 2g의 라텍스 접착제(Airflex 192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에멀젼, Air Products Polymers, Allentown, PA)를 분무하였다. 제2층 또는 중간층은 40
g의 잔털 펄프(Foley Fluffs, Buckeye Technologies Inc., Memphis, TN) 및 20g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Type 25
5, 2.8dpfx4mm, KoSa, Salisbury, NC) 및 30g의 과립성 폴리아크릴레이트 초흡수제(Favor SXM 70, Stockhaus
en Inc., Greensboro, NC)를 함유하였다. 제 3층 또는 상면층은 40g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Type 255, 2.8dpfx4m
m, KoSa, Salisbury, NC) 및 2g의 라텍스 접착제(Airflex 192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에멀젼, Air Products Pol
ymers, Allentown, PA)를 먼지 제어를 위하여 상면 상에 분무하였다. 흡수 코어는 전체 기본 중량 220g 및 밀도 0.
07g/cc였다.

실시예 24-파일럿 라인 상의 소수성 에멀젼 처리 코어.실시예 23으로 기재된 220g의 에어레이드 흡수 코어의 바닥면
(와이어쪽)을 20g(건조 기준)의 유니본드 0930 라텍스 에멀젼(Unichem Corp., Greenville, SC)으로 처리하였다. 
포말 사용에 기초한 방법으로, 에어레이드 파일럿 라인 상에서 소수성 라텍스 에멀젼으로 코어를 처리하였다. 포말로서 
20% 라텍스 고체 및 발포 보조제를 함유하는 수계 에멀젼(Uniforth 1053, Unichem Inc., Greenville, SC를 총 에멀
젼 고체 기준으로 0.5%의 양으로 에멀젼에 첨가)을 가스톤 시스템 애플리케이터(Chemical Foam System, Gaston 
Systems Inc., Stanley, NC)를 사용하여 코어에 적용하였다.

실시예 25-추가적인 라텍스 에멀젼. 추가적인 10g의 유니본드 0930 라텍스 에멀젼(Unichem Corp., Greenville, S
C)을 흡수 코어의 제1층 또는 바닥층에 첨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4와 동일하게 코어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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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실시예 배리어, g 수중헤드, mm 뒤배임, g WVTR, g/m 2 /24hr
23 0.0 < 5 2.85 N/d
24 20.0 203 0 3955
25 30.0 230 0 4534

표 12의 데이터에 따르면, 티슈 및 유칼립투스를 조합하면 통기성 배리어의 유체정역학 헤드가 훨씬 커지고 물 증기 투
과율이 커진다.

실시예 26: 단일 흡수 조성물에 일단계 에어레이드 공정으로 포착층, 흡수층, 심지층 및 통기성 배리어층을 형성하는 
파일럿-스케일의 적용.

실시예 26- 단일 흡수 조성물.일단계 에어레이드 파일럿 시스템으로 포착층, 흡수층, 심지층 및 통기성 배리어층을 제
조하였다. 코어의 제1층 또는 바닥층은 18g의 등급 3024 티슈(CelluTissue, East Hartford, CT), 45g의 등급 솔루
셀 400 유칼립투스 펄프(Klabin Bacell, Camacari BA Brasil) 및 5g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Type 255, 2.8dpfx4m
m, KoSa, Salisbury, NC)를 함유하였다. 제2층 또는 중간층은 50g의 화학변형 잔털 펄프(HPF, Buckeye Technolo
gies Inc., Memphis, TN) 및 9g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Type 255, 2.8dpfx4mm, KoSa, Salisbury, NC) 및 50g의 
과립성 폴리아크릴레이트 초흡수제(Favor 1180, Stockhausen Inc., Greensboro, NC)를 함유하였다. 제 3층 또는 
상면층은 35g의 PET 섬유(Type 224, 15 데니어x6mm, KoSa, Salisbury, NC) 및 6g의 라텍스 접착제(Airflex 19
2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에멀젼, Air Products Polymers, Allentown, PA)를 상면 상에 분무하였다. 10g의 통기
성 배리어층(유니본드 1930 라텍스 에멀젼, Unichem Corp., Greenville, SC)를 에어레이드 흡수 조성물의 바닥면(
와이어쪽)에 첨가하였다. 포말로서 20% 라텍스 고체 및 발포 보조제를 함유하는 수계 에멀젼(Uniforth 0448, Unich
em Inc., Greenville, SC, 총 에멀젼 고체 기준으로 0.5%의 양으로 에멀젼에 첨가)을 가스톤 시스템 애플리케이터(C
hemical Foam System, Gaston Systems Inc., Stanley, NC)를 사용하여 조성물에 적용하였다. 흡수 코어는 전체 
기본 중량 228g 및 밀도 0.13g/cc였다.

[표 14]통기성 배리어 조성물의 시험 결과
실시예 배리어, g 수중헤드, mm 뒤배임, g WVTR, g/m 2 /24hr
26 10.0 100 0.01 4134

표 13의 데이터는, 연속 에어레이드 공정으로 포착층, 흡수층, 심지층 및 흡수층의 저면과 통합된 소수성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를 형성함으로써, 유체정역학 헤드가 크고 물 증기 투과율이 높은 단일 흡수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네개의 
개별 유닛을 작동하여 제조된 세 계층의 섬유상 흡수층을 갖는 단일 흡수 코어를 파일럿-스케일 제조한 실시예 26에 
대한 것이다.

배리어 유효값

수중헤드 및 뒤배임은 통기성 수분 배리어의 두가지 중요한 특징이다. 뒤배임을 최소화하고, 부수적으로 수중헤드를 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중헤드 및 뒤배임 모두로부터 조합 파라미터, 배리어 유효값을 고안할 수 있다.

BEV=HH/(1+STV/HH 50 )

단, 상기 식에서,

BEV=배리어 유효값, mm

HH=수중헤드, mm

STV=뒤배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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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50 =BEV가 HH의 50%와 동일하게 선택된 뒤배임값, g

사실상, 배리어 유효값은 제한된 뒤배임에 대하여 수중헤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 식에서, STV가 0이면 BEV는 H
H와 동일하다. 또한, STV가 HH 50 과 동일하면 BEV는 HH의 반과 동일하다. 배리어 유효 및 VEV 값을 검토하면, 고
려 중인 물질이 500g/m 2 /24hr 이상의 WVTR을 갖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표 15]실시예의 수중헤드 및 뒤배임 결과에 대한 배리어 유효값(BEV)
실시예 수중헤드, HH, mm 뒤배임, STV, g BEV(HH50 =0.75), mm
1 5 2.25 1.3
2 85 0.08 76.8
3 5 2.72 1.1
4 35 1.79 10.3
5 73 0.62 40.0
6 38 1.17 14.8
7 60 0.11 52.3
11 92 0.92 41.3
15 140 0.00 140.0
16 110 0.02 107.1
17 111 0.00 111.0
18 5 2.82 1.1
19 81 0.16 66.8

표 10은 수중헤드 및 뒤배임 모두가 측정된 실시예의 배리어 유효값(BEV)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단일 흡수 코어는 3
0mm 이상의 배리어 유효값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50mm 이상이 더 바람직하고, 75mm 이상이 더 바람직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부 유체 수용 표면과 흡수층의 하부 표면과 통합된 소수성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가 있는 하부 표면을 갖는 섬유상 
흡수층을 포함하는, 약 75 gsm 이상의 기본 중량을 갖는 단일 흡수 코어.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흡수층이 천연 섬유, 합성 섬유 또는 그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흡수 코어.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소수성 수분 배리어가 흡수층의 하부 표면의 섬유를 적어도 일부 피복하는 소수성 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흡수 코어.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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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소수성 물질이 천연 또는 합성 폴리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흡수 코어.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약 5 내지 약 90 중량 %의 SAP를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흡수 코어.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가 약 80 gsm 내지 약 1000 gsm의 기본 중량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흡수 코어.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가 약 100 gsm 내지 약 500 gsm의 기본 중량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흡수 코어.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가 0.03 내지 0.7 g/cc의 밀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흡수 코어.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가 0.04 내지 0.3 g/cc의 밀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흡수 코어.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30 mm 이상의 수중헤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흡수 코어.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50 mm 이상의 수중헤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흡수 코어.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70 mm 이상의 수중헤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흡수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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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1항에 있어서,

1.8 g 이하의 뒤배임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흡수 코어.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1.2 g 이하의 뒤배임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흡수 코어.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0.7 g 이하의 뒤배임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흡수 코어.

청구항 16.

제 1항에 있어서,

18 m3 /min/m 2 (60 ft 3 /min/ft 2 ) 이상의 공기 투과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흡수 코어.

청구항 17.

제 1항에 있어서,

500 g/m 2 /24 hr 이상의 수증기 투과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흡수 코어.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1000 g/m 2 /24 hr 이상의 수증기 투과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흡수 코어.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2000 g/m 2 /24 hr 이상의 수증기 투과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흡수 코어.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3000 g/m 2 /24 hr 이상의 수증기 투과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흡수 코어.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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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30 mm 이상의 배리어 유효값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흡수 코어.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50 mm 이상의 배리어 유효값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흡수 코어.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75 mm 이상의 배리어 유효값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흡수 코어.

청구항 24.

제 1항에 있어서,

수분 배리어가 실질적으로 소수성 물질로 피복된 섬유상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흡수 코어.

청구항 25.

제 1항에 있어서,

수분 배리어가 외부 망상 폼 배리어를 형성하기 위해 흡수층의 하부 표면 영역으로부터 연장한 배리어재 에멀젼의 망상 
잔존물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흡수 코어.

청구항 26.

(a) 액체 투과성 상면 시트, 및

(b) 제 1항의 단일 흡수 코어

를 포함하는 흡수 용품.

청구항 27.

제 22항에 있어서,

미세다공성 백시트를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 용품,

청구항 28.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용품이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 용변 연습용 속 팬츠, 흡수성 외과용 패드, 성인용 실금 장치, 생리용 냅킨, 팬티라
이너 또는 여성용 위생 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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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a) 상부 및 하부 표면을 갖는 섬유상 흡수층을 제조하는 단계,

(b) 섬유상 흡수층의 하부 표면에 적어도 하부 표면의 섬유의 흡수층 일부를 피복하는 소수성 물질을 도포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상부 유체 수용 표면과 흡수층의 하부 표면과 통합된 소수성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가 있는 하부 표면을 
갖는 섬유상 흡수층을 포함하는 약 75 gsm 이상의 기본 중량을 갖는 단일 흡수 코어의 제조 방법.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상 흡수층이 천연 섬유, 합성 섬유 또는 그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소수성 물질이 천연 또는 합성 폴리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가 약 5 내지 약 90 중량 %의 SAP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소수성 물질이 에멀젼 폴리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에멀젼 폴리머가 폼 형태로 도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에멀젼 폴리머가 폼 안정화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에멀젼 폴리머가 소수성화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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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7.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상 흡수층이 에어레이드 방법에 의해 제조된 부직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단일 흡수 코어가 각 계층이 연속적인 과정의 일부로서 개별 유닛 작동으로 제조된 둘 이상의 섬유상 계층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단일 흡수 코어가 셋 이상의 섬유상 계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이 약 30 gsm 이하의 기본 중량을 갖는 티슈를 제공하는 단계, 10 gsm 이하의 건조 기본 중량을 갖는 에멀
젼 폴리머 바인더를 가진 티슈를 분무하는 단계 및 그 위의 섬유상 계층을 에어레이하는 것을 포함하는 단계를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상 계층이 50 중량 % 이상의 유칼립투스 섬유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 29항에 있어서,

단일 흡수 코어가 에멀젼 폴리머 바인더 및 열 이성분 섬유 바인더와 다중 결합되는 하나 이상의 계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3.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제조된 수분 배리어가 흡수층 표면에서 섬유를 소수성 물질로 적어도 일부 피복하는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4.

제 2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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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조된 배리어가 외부 망상 폼 배리어를 형성하기 위해 흡수층의 하부 표면 영역으로부터 연장한 배리어재 에멀젼
의 망상 잔존물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5.

제 29항의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단일 흡수 코어.

청구항 46.

기본 중량 75 gsm 이상, 배리어 유효값 30 mm 이상을 갖고, 천연 섬유, 합성 섬유 또는 그의 혼합물, 및 물질 표면의 
섬유를 적어도 일부 피복하는 소수성 물질을 포함하는 이와 통합된 소수성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가 있는 표면을 갖는 
통기성 부직포 섬유재.

청구항 47.

기본 중량 45 gsm 이상, 배리어 유효값 30 mm 이상을 갖고, 이와 통합된 소수성 증기투과성 수분 배리어, 하나 이상
의 스펀본드, 멜트블로우, 코폼, 접합 카디드, 또는 발포된 성분를 포함하고, 선택적으로 천연 섬유, 합성 섬유 또는 그
의 혼합물과 결합한 물질 또는 구조를 갖는 통기성, 부분적 섬유상 또는 비섬유상 부직포 물질 또는 구조.

청구항 48.

제 47항에 있어서,

상기 발포된 성분이 높은 내부상 에멀젼(HIPE) 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직포 물질 또는 구조.

청구항 49.

제 47항에 있어서,

상기 물질 또는 구조가 약 50 내지 99 중량 %의 천연 섬유, 합성 섬유 또는 그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조합물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부직포 물질 또는 구조.

청구항 50.

제 47항에 있어서,

상기 물질 또는 구조가 단일 방법으로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직포 물질 또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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