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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폴리올레핀 및 폴리아미드로 이루어진 복합 섬유로부터 제조된 점 접착 폴리올레핀 부직포를 제공한다. 유리
하게는, 부직포는 통상의 폴리올레핀 부직 웹 접착 온도 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그리고 광범위한 상이한 접착 
온도에서 그의 인장 강도를 크게 손상받지 않으면서 점 접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점 접착된 부직포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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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점 접착포와 대조포의 MD 인장 강도를 나타낸 그래프.

제2도는 본 발명의 점 접착포와 대조포의 CD 인장 강도를 나타낸 그래프.

제3도는 본 발명의 부직포의 파손 부분의 주사 전자 현미경사진.

제4도는 제3도의 파손 부분의 확대도.

제5도는 통상의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의 파손 부분의 주사 전자 현미경사진.

제6도는 제5도의 파손 부분의 확대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접착 부직 섬유 웹에 관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은 폴리올레핀/나일론 복합 섬유의 점-접착 부
직 웹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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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 융착 가능한(melt-fusible) 열가소성 섬유를 포함하는 섬유 웹을 고온 칼렌더링함으로써 불연속 접착 부직포를 
만드는 것은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다.

    
상기한 고온 칼렌더링은 역회전하는 가열 접착 롤들 사이의 롤 간격(nip)에 섬유 웹은 통과시킴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데, 이들 롤 중에서 하나 또는 모두는 선택된 영역의 웹에서 섬유를 용융-융착시키기 위하여 온도 및 압력 설정을 적절
하게 배합 조절할 수 있도록 돌출 돌기 또는 패턴을 가질 수 있다. 접착포의 강도는 가열 롤의 온도에 매우 관련이 깊다. 
일반적으로, 열가소성 부직포에 대한 종방향(machine direction: MD) 및 횡방향 (cross machine direction; CD) 인
장 강도를 얻기 위한 최적의 접착 온도가 있다. 예를 들면, 문헌[Landoll et al., Dependence of Thermal Bonded C
overstock Properties on Polypropylene Fiber Characteristics, The Plastics on Rubber Institute, Fourth Int
ernational Conference on Polypropylene Fibers and Textiles, University of Nottingham, England, Septemb
er, 1987]에서는 피크 접착 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접착된 폴리프로필렌 접착포는 접착 점의 탈라미네이트화 또는 붕괴
로 파손되기 쉬운 반면, 피크 접착 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접착된 접착포는 접착점의 연부에서의 섬유의 파괴로 파손된
다는 것을 개시하고 있다. 란돌(Landoll) 등은 피크 접착 온도에서는 두 가지 파손형 모두가 존재하지만, 탈라미네이트
화 파손형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크 접착 온도는 웹이 롤간격을 통하여 빠르게 이동하는 
경우에 섬유를 용융-융착시킬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고온인, 열가소성 섬유의 융점 부근이다. 통상적으로, 폴리올레핀 
섬유 웹에 대한 접착 롤 온도는 적절히 접착된 웹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섬유 중합체의 융점 아래 약 10 ℃ 보다 더 높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웹의 이동 속도가 증가하여 접착 롤의 롤간격에 웹이 체류하는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생성되는 
접착포의 물리적 강도, 특히 인장 강도가 감소한다. 강도 감소는 접착 롤에서 웹 섬유로의 열전도가 불충분한 결과, 접
착 점의 섬유 사이에서 부적합한 용융-융착을 일으키기 때문일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착 강도의 감소는 
접착 롤의 온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부분적으로는 보상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책 또한 심한 제한점을 갖는다. 접착 온도
가 섬유 중합체의 융점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합체가 접착 롤에 부착되기 시작하여 섬유 웹 상에 열유도된 결함을 
형성한다. 접착 롤 온도가 실질적으로 섬유 중합체의 융점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웹은 접착 롤에 부착되어 접착 공정
을 수행할 수 없게 한다. 결과적으로, 접착 롤의 온도를 조심스럽게 제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접착 롤 온도를 적절하
게 조절할 필요성이 선형의 저 밀도 폴리에틸렌과 같이 융점이 뚜렷한 중합체로부터 제조되는 부직 섬유 웹의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열가소성 섬유 웹을 섬유 중합체의 연화점 이하의 온도로 가열된 접착 롤을 사용하여 점 접착시킬 수 있음은 이미 공지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상기한 저온 접착 방안은 연성 및 드레이프성(drapable) 부직포를 제조하는 데에 유용하다. 통
상의 저온 접착 방법은 패턴 접착 롤을 사용하고 접착 롤의 돌출 지점, 즉, 접착 점에서만 용융-융착을 수행함으로써 
인접한 접착 점들 사이에 위치하는 웹 섬유의 열 융착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 예를 들어, 쿰버스(Cumbers)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035,219호는 상기한 점 접착 방법 및 그로부터 제조한 직포를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 
공지되어 있고 상기한 바와 같이, 접착 롤의 온도가 접착 공정을 수행할 수 없게 하거나 또는 섬유를 열적으로 열화시킬 
만큼 그렇게 높지않은 한, 접착포의 결착성 및 물리적 강도는 접착 롤의 온도와 매우 관련이 깊다. 따라서, 섬유의 융점 
보다 크게 낮은 온도에서 접착된 부직포는 비록 이들 조건하의 접착포가 개량된 드레이프성 및 연성을 나타내기도 하지
만, 약한 접착점을 가지기 쉽다.
    

선행 기술의 점 접착 폴리올레핀 부직포가 많은 상이한 용도로서 적절하더라도, 부직포의 특정 이용 분야에서는 우수한 
접착성 및 높은 인장 강도를 갖고 또한 연성 텍스쳐 및 감촉을 나타내는 부직포를 사용할 것을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접착 점에서는 강하게 접착되었지만 접착 점들 사이의 섬유는 두드러진 섬유간 융착이 없는 고 인장 강도의 부직포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광범위한 접착 온도에서 점 접착될 수 있는 부직포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요구된다.

본 발명은 폴리올레핀 및 폴리아미드로 이루어진 복합 섬유의 점-접착 부직포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성형면상에 복합 섬유를 침착시켜 부직 웹을 생성하는 단계, 및 폴리올레핀 성분의 융점 보다 약 10 ℃ 이상 더 낮은 온
도까지 가열되고 돌출 지점 상에서의 롤간 압력이 약 3,000 내지 약 180,000 psi이도록 하는, 두 개의 인접한 접착 롤
에 의하여 형성된 롤간격에 상기 웹을 통과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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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웹의 복합 섬유 보다 더 강한 점 접착력을 갖는 점 접착 복합 섬유 부직 웹을 제공한다. 부직 섬유 웹의 
접착 점은 두 개의 인접한 가열 접착 롤 사이의 롤간격 중에서 형성되고, 부직 섬유 웹은 폴리올레핀 성분 및 폴리아미
드 성분으로 된 복합 섬유를 포함하는데, 여기서 중합체 성분들은 섬유의 길이 방향을 따라 복합 섬유의 각각의 실질적
으로 구분되는 부분을 차지하도록 배열된다.

또한, 본 발명은 넓은 접착 온도 범위를 갖는 부직 섬유 웹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실질적으로 섬유의 길이 방향을 따라 
복합 섬유의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부분을 차지하도록 배열된 중합체 성분인 폴리올레핀 성분 및 폴리아미드 성분을 갖
는 복합 섬유로 이루어진 섬유 웹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점접착 폴리올레핀 부직포는 그 접착포가 통상의 폴리올레핀 직물 접착 온도 보다 실질적으로 더 낮은 온도
에서 접착되더라도 고 인장 강도를 제공하면서도 여전히 양호한 감촉 및 연성을 소유한다. 또한, 부직포는 광범위한 접
착 온도를 갖는다.

    
본 발명은 넓은 범위의 접착 온도를 가지고 폴리올레핀 부직 웹에 대한 통상의 접착 온도 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강하게 
접착될 수 있는 폴리올레핀 부직 섬유 웹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부직 웹은 폴리올레핀 성분 및 폴리아미드 성분을 함유
하는 복합 섬유로부터 제조된다. 바람직하게는, 복합 섬유는 플리올레핀 성분을 약 20 내지 약 80 중량%, 더 바람직하
게는 약 30 내지 약 70 중량%,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40 내지 약 60 중량%로, 그리고 폴리아미드 성분을 약 80 내지 
20 중량%, 더 바람직하게는 약 70 내지 약 30 중량%,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60 내지 약 40 중량%로 함유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부직 웹은 복합 섬유의 폴리올레핀 성분의 융점 이하의 온도에서 접착 롤의 돌출부 상에서의 롤간 압
력 약 3,000 내지 약 180,000 psi, 바람직하게는 약 10,000 내지 150,000 psi에서 점 접착된다. 바람직하게는, 이 웹
은 폴리올레핀 성분의 융점보다 약 10 ℃ 더 낮은 표면 온도를 갖는 접착 롤을 사용하여 점 접착시킨다. 더 바람직하게
는, 이 웹은 폴리올레핀 성분의 융점보다 약 10 ℃ 내지 약 80 ℃, 바람직하게는 약 15 ℃ 내지 약 70 ℃, 더 바람직하
게는 약 20 ℃ 내지 약 60 ℃,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25 ℃ 내지 50 ℃ 더 낮은 온도에서 점 접착된다. 본 발명의 점 접
착포는 바람직하게는 미합중국 연방 표준 191A, 방법 1500으로 측정한 바, 적어도 약 6.8 kg(15 1b), 더 바람직하게
는 적어도 약 11.3 kg(25 1b)의 MD 그랩(grab) 인장 강도를 갖는다.
    

    
본 발명자들은 뜻밖에도 본 발명의 섬유 웹이 광범위한 온도에서 접착될 수 있고 심지어 그로부터 제조된 부직포의 물
리적 강도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폴리올레핀 성분의 연화점 보다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도 접착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구나, 상기 논의한 바의 통상의 점 접착 폴리올레핀 섬유 웹의 접착 강도와는 달리, 본 발명의 점 접착된 
웹의 접착 강도는 그 웹을 형성하는 개별 섬유 보다 더 강하다(즉, 사용된 접착 온도가 본 발명의 접착 온도 범위의 하
한 부분에 있지 않는 한, 힘이 작용할 때 점 접착포는 접착 지점 또는 접착 지점의 연부 둘레에서 파손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점 접착된 부직포는 접착 점들 사이에 위치하고 고정된 섬유가 파열되기에 충분히 큰 힘이 작용하는 경우에만 
파손될 가능성이 있다. 폴리올레핀 및 폴리아미드가 일반적으로 잘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중합체 성분을 함유하
는 복합 섬유는 용이하게 분열된다는 것이 당업계에 널리 공지된 이래로 이 부직포의 강도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그로부터 제조된 폴리올레핀 및 폴리아미드의 복합 섬유 및 복합포는 높은 물리적 결착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지되어 있다. 폴리올레핀/폴리아미드 복합 섬유의 이러한 물리적 결착성 문제는 예를 들어, 오가타(Ogata) 등
에게 허여된 미합증국 특허 제3,788,940호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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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웹이 단절된 방식으로 접착될 때 본 발명의 점 접착포의 장점을 잘 알 수 있다. 적절한 단절적 접착포는 한 쌍의 
역회전하는 패턴 가열 롤 또는 역회전성 평활 롤과 짝을 이룬 하나의 패턴 가열 롤의 롤 간격에 부직 섬유 웹을 통과시
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절 접착 방법은 당업계에 널리 공지되어 있고, 예를 들면, 브록(Brock)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3,855,045호 및 한센(Hansen) 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3,855,046호에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 적절한 패턴 접착 롤은 일반적으로 반복 패턴의 복수 개의 돌출점을 갖는다. 돌출점의 패턴은 일반적으로 규칙
적이고, 충분한 물리적 결착성 및 인장 강도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접착 점을 갖는 접착 웹을 제조하기 위하여 총 접착 
영역이 충분히 존재하도록 선택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에 유용한 접착롤 중에서 돌출점의 패턴은 웹의 총 접착 영역
이 총 웹 표면적의 약 5 % 내지 약 50 %이고, 접착 밀도가 1 ㎠ 당 약 8 내지 232 개 (1 in 2 당 약 50 내지 1500개) 
압축점이다.

    
본 발명에 적절한 복합 섬유로는 스펀본드 섬유 및 스테이플 섬유가 있다. 본 발명의 복합 섬유에 적절한 형상은 섬유의 
길이 방향을 따라 별개의 중합체에 의해 차지되는, 외피-코어, 예를 들어, 동심 외피-코어 및 편심 외피-코어, 및 적
어도 두 개의 별개의 부분을 갖는 해도(island-in-sea) 복합 섬유 형상 등의 통상의 복합 섬유 형상이다. 이들 형상들 
중에서, 더 바람직한 것은 외피-코어 형상이다. 적절한 복합 섬유는 폴리올레핀으로부터 생성된 섬유의 외피 또는 바다
(sea), 및 폴리아미드로부터 생성된 코어 또는 섬(island)을 갖는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 스펀본드 섬
유" 는 복수 개의 비교적 미세하고 통상 원형인 방사 구의 모세관에서 필라멘트 또는 섬유와 같은 용융 열가소성 중합
체를 압출시킨 다음, 필라멘트에 분자 배향 및 물리적 강도를 부여하기 위하여 압출된 필라멘트를 추출 또는 기타 공지
의 연신(延伸) 기법으로 재빨리 뽑아내어 제조한 섬유를 일컫는다. 이어서, 연신된 섬유를 매우 일정치 않은 방식으로 
성형면 상에 침착시켜 기본적으로 균일한 밀도를 갖는 부직 웹을 제조한다. 당업계에 공지된 통상의 스펀본드 방법은, 
예를 들어, 아펠(Appel) 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340,563호 및 도르쉬너(Dorschner) 등에게 허여된 미합
중국 특허 제3,692,618 호에 개시되어 있다. 그로부터의 복합 스펀본드 섬유 및 웹은 예를 들어, 너닝(Nunning)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3,730,662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통상의 일성분 방사구 조립체를 이성분 방사구 조립체로 대
체한 통상의 스펀본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적절한 스테이플 섬유는 임의의 공지된 이성분 스테이플 섬유 성형 방
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복합 스테이플 섬유를 제조하는 적절한 방법은 당업계에 널리 공지되어 있다. 간단히, 통상의 
스테이플 섬유 제조 방법은 복합 섬유 방사구 조립체를 장착한 임의의 공지된 스테이플 섬유 방사법으로 방사된 연속 
섬유 가닥을 형성하는 단계, 이 섬유 가닥에 물리적 강도를 부여하기 위하여 연신하는 단계 및 이 연신된 가닥을 스테이
플 길이로 절단하는 단게로 이루어진다. 이어서, 스테이플 섬유를 통상의 카딩 공정, 예를 들어, 모직 또는 면직 카딩 공
정, 또는 에어 레이드(air laid) 공정으로 성형면 상에 침착시켜 부직 웹을 형성한다.
    

    
본 발명에 적절한 폴리올레핀은 폴리에틸렌(예, 고밀도 폴리에틸렌, 중밀도 폴리에틸렌, 저밀도 폴리에틸렌 및 선형 저
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예, 이소택틱 폴리프로필렌 및 어택틱 폴리프로필렌): 폴리부틸렌[예, 폴리(1-부텐) 
및 폴리(2-부텐)]; 폴리펜텐[예, 폴리(2-펜텐) 및 폴리(4-메틸-1-펜텐)];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폴리비닐 클로라
이드: 폴리스티렌: 및 그의 공중합체(예,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및 그의 블렌드를 들 수 있다. 이들 중에서, 더 
바람직한 폴리을레핀은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부틸렌, 폴리펜텐,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및 그의 공중합체 및 
블렌드이다.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폴리올레핀은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에틸렌, 더 구체적으로는 이소택틱 폴리프로
필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및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다. 또한, 폴리올레핀 성분은 추가로 상용화제, 내마모성 개량제, 
권축 유발제 등을 소량으로 함유할 수 있다. 이러한 제제의 예로는 아크릴계 중합체(예,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공
중합체);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폴리비닐 알코올; 에틸렌 비닐 알코올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에 적합한 폴리아미드(한편으로는 " 나일론" 으로 공지됨)는 아민 말단기 사이의 탄소 원자수가 2 개 이상인 디
아민과 디카르복실산의 중합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것들, 또는 한편으로는 모노아미노 카르복실간 또는 그의 내부 락
탐과 디아민 및 다카르복실산의 중합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들 수 있다. 또한, 적절한 폴리아미드는 모노아미노
카르복실산 또는 아미노 기 및 카르복실산 기사이의 탄소 원자가 2개 이상인 그의 내부 락탐의 축합법 및 다른 방법으
로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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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디아민은 일반식 H2 N(CH2 )nNH2 (여기서, n은 바람직하게는 1-16의 정수임)인 것들을 들 수 있고 이러한 화
합물로는 트리메틸렌디아민, 테트라메틸렌디아민, 펜타메틸렌디아민, 헥사메틸렌디아민, 옥타메틸렌디아민, 데카메틸
렌디아민, 도데카메틸렌디아민 및 헥사데카메틸렌디아민; 방향족 디아민(예, p-페닐렌디아민, m-크실렌디아민, 4,4'
-디아미노디페닐 에테르, 4,4'-디아미노디페닐 술폰, 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알킬화 디아민(예, 2,2-디메틸펜다
메틸렌디아민, 2,2,4-트리메틸헥사메틸렌디아민 및 2,4,4-트리메틸펜타메틸렌디아민), 지환족 디아민(예, 디아미노
디시클로헥실메탄), 및 기타의 화합물을 들 수 있다.

폴리아미드의 생성에 유용한 디카르복실산은 바람직하게는 일반식 HOOC-Z-COOH인 것들인데, 여기서 Z은 아디프
산, 세바스산, 옥타데칸디산, 피멜산, 수베르산, 아젤라산, 운데칸디산, 글루타르산과 같은 탄소 원자수가 2 이상인 이
가 지방족 라디칼: 또는 이소프탈산 및 테레프탈산과 같은 이가 방향족 라디칼을 나타낸다.

    
적절한 폴리아미드의 예로는 폴리프로피오락탐(나일론 3), 폴리피롤리돈(나일론 4), 폴리카프로락탐(나일론 6), 폴리
헵톨락탐(나일론 7), 폴리카프릴락탐(나일론 8), 폴리노나놀락탐(나일론 9), 폴리운데칸올락탐(나일론 11), 폴리도데
칸올락탐(나일론 12), 폴리(테트라메틸렌디아민-코-아디프산)(나일론 4,6), 폴리(테트라메틸렌디아민-코-이소프
탈산)(나일론 4,I), 폴리헥사메틸렌디아민 아디프아미드(나일론 6,6), 폴리헥사메틸렌 아젤라아미드(나일론 6,9), 폴
리헥사메틸렌 세바스아미드(나일론 6,10), 폴리헥사메틸렌 이소프탈아미드(나일론 6,I), 폴리헥사메틸렌 테레프탈아
미드(나일론 6,T), 폴리메타크실렌 아디프아미드(나일론 MXD:6), 폴리(헥사메틸렌디아민-코-도데칸디산)(나일론 
6,12), 폴리(데카메틸렌디아민-코-세바스산)(나일론 10,10), 폴리(도데칸메틸렌디아민-코-도데칸디산)(나일론 1
2,12), 폴리(비스[4-아미노시클로헥실]메탄-코-도데칸디산)(PACM-12) 뿐만 아니라, 상기한 폴리아미드의 공중
합체를 들 수 있다.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시의 목적으로 상기 폴리아미드 공중합체의 예를 들어 보면, 카프로
락탐헥사메틸렌 아디프아미드(나일론 6/6,6), 헥사메틸렌 아디프아미드-카프로락탐(나일론 6,6/6) 뿐만 아니라, 본 
명세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기타 폴리아미드 공중합체가 있다. 2 이상의 폴리아미드의 블렌드 또한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하기에 더욱 특별히 적절한 폴리아미드는 폴리카프롤락탐(나일론 6), 폴리헥사메틸렌 아디프
아미드(나일론 6/6), 및 그들의 공중합체 및 블렌드이다. 또한, 카프로락탐과 산화 알킬렌(예, 산화 에틸렌) 공중합체 
및 헥사메틸렌 아디프아미드와 산화 알킬렌 공중합체와 같은 친수성 폴리아미드 공중합체가 본 발명에 적절하다.
    

바람직하게는, 폴리올레핀 및 폴리아미드 성분은 섬유 방사 공정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유사한 용융 점도를 갖도록 선택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용융 점도를 갖는 중합체는 통상의 방사구 조립체 사용하여 용이하게 방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부직 웹은 예를 들어, 일성분 섬유, 천연섬유, 수용성 섬유, 벌크성 섬유, 충전제 섬유 등과 같은 기타 섬유를 
더 함유할 수 있다. 또한, 복합 섬유는 예를 들어, 습윤제, 대전 방지제, 충전제, 안료, 자외선 안정제, 발수제 등과 같은 
올레핀 중합체에 적절한 통상의 첨가제 및 조절제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을 하기 실시예로 더 상세히 설명하는데, 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실시예

실시예 1-3(Ex1 - E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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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은 상이한 중합체 중량비를 갖는 폴리프로필렌-외장/나일론 6-코어 이성분 스펀본드 섬유로부
터 약 0.034 kg/㎡[1 온스/야드 2 (osy)]의 점 접착 부직 웹 3 개 군을 제조하였다. 사용된 폴리프로필렌은 엑손(Exx
on) 사의 PD3445이었고 사용된 나일론 6은 황산 점도 2.2인 커스텀 레진(Custom Resin)사치 401-D이었다. 폴리프
로필렌을 TiO2 50 중량% 및 폴리프로필렌 50 중량%를 함유하는 TiO 2 농축물 2 중량%와 블렌딩시키고 이 혼합물을 
제1 일축 스크류 압출기 내로 공급하였다. 나일론 6을 TiO 2 25 중량% 및 나일론 6 75 중량%를 함유하는 TiO 2 농축물 
2 중량%와 블렌딩시키고 이 혼합물을 제2 일축 스크류 압출기 내로 공급하였다. 압출된 중합체를 스핀홀의 직경이 0.
6 mm이고 L/D 비가 4:1인 이성분 방사용 다이를 사용하여 환형의 이성분 섬유로 방사시켰다. 방사용 다이 중으로 공
급된 중합체의 용융 온도는 229.4 ℃(445 ℉)에서 유지되었고 스핀홀의 처리 속도는 0.7 g/공극/분이었다. 방사용 다
이를 빠져나가는 이성분 섬유를 45 SCFM/in 방사구 너비의 유속 및 18.3 ℃(65 ℉)의 온도를 갖는 공기를 흐르게 하
여 급냉하였다. 급냉 공기를 방사구의 약 12.7 cm(5 in) 아래에 적용하고, 급냉된 섬유를 마추키(Matsuki) 등에게 허
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3,802,817호에 기재된 타입의 흡인 장치 중에서 연신하였다. 급냉 섬유를 흡인 장치 중의 주변 
공기로 연신하여 2.5 데니어 섬유를 만들어냈다. 이어서, 연신된 섬유를 진공 흐름에 의해 유공(foraminous) 성형면 
상에 침착시켜 비접착 섬유 웹을 형성하였다.

비접착섬유 웹은 온도 조절 가능한 오일 가열 조정 장치를 장치한 두 개의 접착롤, 하나의 평활 롤 및 하나의 패턴 롤에 
의하여 형성된 롤 간격을 통하여 여러 접착온도에서 웹을 통과시킴으로써 접착시켰다. 패턴 롤은 1 ㎠ 당 48개의 (in 2

당 310개의) 규칙적으로 이격된 접착점이 있는 접착점 밀도를 가지고, 돌출 지점의 총 표면적은 롤 표면적의 약 15 %
에 해당하였다. 두 개의 접착롤은 15.54 kg/cm(87 1b/in)의 롤간 압력을 제공하였다. 생성된 접착웹의 그램 인장 강
도를 미합중국 연방 표준 191A, 방법 1500에 따라 시험하였다. 접착 온도 및 그랩 인장 강도의 결과를 표 1에 나타내
었고 MD 인장 강도 값을 제1도에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CD 인장 강도 값을 제2도에 나타내었다.

대조예 1(C1)

방사용 다이를 스핀홀 직경 0.6 mm이고 L/D 비율 4:1인 단독 중합체 방사용 다이로 대체하고 제2 압출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엑손사의 PD 3445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하여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단독 성분 폴리프로필렌 
섬유 웹을 제조하고 접착시켰다. 접착 온도 및 그랩 인장 강도를 표 1 및 제1도 및 2도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4(Ex4)

폴리프로필렌 대신에 선형의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을 사용하고 상이한 패턴의 접착롤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는 실시예 1을 반복하였다. 접착패턴 롤은 돌출된 패턴 접착점이 총 표면적의 약 25 %로 있었고, 접착점 밀도는 이격
된 접착점이 31/㎠(200/in 2 )이었다. 사용된 LLDPE는 다우 케미칼(Dow Chemical)로부터 입수한 애스펀(Aspun) 6
811A이었다. 접착온도 및 그랩 인장 강도를 표 1 및 제1도 및 제2도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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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점 접착포는 통상의 일성분 섬유포가 적절한 강도의 섬유간 접착을 형성
하지 않는 저 접착 온도에서조차 높은 인장 강도를 제공한다. 또한, 실시예 2 및 실시예 3의 강도 시험 결과, 더 많은 
양의 나일론 6을 함유하는 실시예 2가 실시예 3 보다 충분히 강한 인장 강도를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에 본 발명 접착의 
개선된 강도는 나일론 성분의 강도로는 설명될 수 없다. 하기에 더 상세히 논의되는 바와 같이, 접착포 강도의 대부분은 
섬유간 접착 강도로부터 유래한다고 여겨진다.
    

    
도면으로 돌아가서, 제3도 및 4도는 137.8 ℃(280 ℉)에서 접착된 실시예 1의 시험 표본의 파손 부분의 주사 전자 현
미경사진이다. 제3도에는 점 접착이 파손 부분에서 대부분 온전하고 그 파손은 접착 점들 사이의 섬유 파열의 결과라는 
것이 나타나 있다. 제4도는 파손 부분의 확대도인데, 여기에서는 그 파손이 상기 한 통상의 파손 형태, 즉, 탈라미네이
트화 파손 형태 및 접착 점 연부 파열 파손 형태 중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제5도 
및 6도는 137.8 ℃(280 ℉)에서 접착된 대조군 1의 시험 표본의 파손 부분의 주사 전자 현미경사진이다. 제5도에는 
접착 점이 적용된 응력 하에서 쉽게 붕괴되어 소실된 것이 나타나 있다. 이 부분의 확대도인 제6도에는 접착 점이 통상
의 탈라미네이트화에 의해 파손된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두 표본예들의 비교 및 파손 부분의 더 면밀한 조사 결과, 
점 접착된 본 발명의 폴리프로필렌/나일론 이성분 접착포의 파손이 접착 점들 사이의 섬유의 파열로부터 발생하고, 접
착 점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타났다. 놀랍게도, 을레핀 부직포의 통상의 접착점과는 달리, 본 발명의 접착
포의 접착 점은 성분 섬유의 강도 보다 훨씬 더 강하다.
    

실시예 5-7(Ex5 - Ex7)

실시예 5에서는, 실시예 1 시험 표본의 제조 동안에 제조된 이성분 섬유의 가닥을 성형 벨트 상에 펼쳐놓았다. 실시예 
6 및 7에서는, 이성분 복합 섬유의 가닥을 섬유가 나열식(side-by-side) 복합 섬유 배열을 갖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
시예 1에 약술한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 사용된 변형률이 분당 30.48 cm(12 in)인 것을 제외하고는 ASTM D3822
에 따라 섬유의 개별 섬유 비강도 및 변형의 반응에 대해 시험하였다.

대조예 2-3(C2 -C3)

일성분 폴리프로필렌 섬유 가닥을 대조예 1의 부직포 성형 단계로부터 수집하였다. 이 섬유를 실시예 5에 약술한 방법
에 따라 시험하였다.

표 2의 결과로부터, 나일론 그 자체를 함유하는 복합 섬유가 일성분 폴리프로필렌 섬유 보다 강하지 않고 오히려 약하
기 때문에, 본 발명의 접착포의 강도는 개별 섬유의 강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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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폴리올레핀 성분 및 하나의 나일론 성분을 갖는 복합 섬유로부터 제조된 본 발명의 점 접착 부직포는 그 직포가 
통상의 올레핀 부직 웹 접착 온도 보다 실질적으로 더 낮은 온도에서 접착될 때 조차 예기치 않게 높은 섬유간 접착 강
도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접착포는 개별 섬유의 강도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니고 접착 점의 강도로부터 기인된 높
은 인장 강도를 나타낸다. 또한, 본 발명의 직포는 광범위한 상이한 접착 온도에서 접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성형면 상에 복합 섬유를 침착시켜 부직 웹을 형성하는 단계,

b) 폴리올레핀 성분의 융점 보다 10 ℃ 내지 80 ℃ 더 낮은 온도로 가열되고 돌출 지점 위의 롤간 압력이 3,000 내지 
180,000 psi 사이에 있도록 하는, 두 개의 인접한 접착 롤에 의하여 형성된 롤 간격에 상기 웹을 통과시키는 단계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접착 점의 강도가 높은 폴리올레핀 및 폴리아미드 함유 복합 섬유의 점-접착 부직포의 제
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점 접착포의 종 방향 그랩(grab) 인장 강도가 미합중국 연방 표준 191A, 방법 1500에 따라 측정하였
을 때 적어도 6.8 kg(15 1bs)인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점 접착포의 그랩 인장 강도가 미합중국 연방 표준191A, 방법 1500에 따라 측정하였을 때 적어도 1
1.3 kg(25 1bs)인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복합 섬유가 외장/코어 및 해도 (island-in-sea) 형상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형상을 갖는 
것인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복합 섬유가 외장/코어 형상을 갖는 것인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접착 롤들이 폴리올레핀의 융점 보다 20 ℃ 내지 60 ℃ 더 낮은 온도로 가열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폴리올레핀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부틸렌, 폴리펜텐,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및 이들의 공중
합체 및 블렌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것인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폴리올레핀이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것인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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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폴리아미드가 폴리카프로락탐, 폴리헥사메틸렌디아민 아디프아미드, 카프로락탐 및 헥사메틸렌디아민 
아디프아미드의 공중합체, 카프로락탐 또는 헥사메틸렌디아민 아디프아미드 및 산화 에틸렌의 공중합체, 및 그의 블렌
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것인 방법.

청구항 10.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점 접착 부직포.

청구항 11.

섬유의 길이 방향을 따라 복합 섬유 각각의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부분을 차지하도록 배열된 중합체 성분들인 폴리올레
핀 성분 및 폴리아미드 성분을 포함하는 복합 섬유로 이루어지고, 점 접착력이 복합 섬유 보다 더 강하고, 접착점이 두 
개의 인접한 가열 접착 롤 사이의 롤 간격 중에서 형성된 것인 점 접착 복합 섬유 부직 웹.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접착 롤들이 폴리올레핀의 융점 보다 10 ℃ 내지 80 ℃ 더 낮은 온도로 가열되고, 돌출 지점 위의 롤
간 압력이 3,000 내지 180,000 psi 사이에 있도록 하는 것인 점 접착 부직 웹.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복합 섬유가 외장/코어 및 해도 형상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형상을 갖는 것인 점 접착 부
직 웹.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복합 섬유가 외장/코어 형상을 갖는 것인 점 접착 부직 웹.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접착 롤들이 폴리올레핀의 융점 보다 20 ℃ 내지 60 ℃ 더 낮은 온도로 가열된 것인 점 접착 부직 웹.

청구항 16.

제11항에 있어서, 폴리올레핀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부틸렌, 폴리펜텐,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및 이들의 공
중합체 및 블렌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것인 점 접착 부직 웹.

청구항 17.

제11항에 있어서, 폴리아미드가 폴리카프로락탐, 폴리헥사메틸렌디아민 아디프아미드, 카프로락탐 및 헥사메틸렌디아
민 아디프아미드의 공중합체, 카프로락탐 또는 헥사메틸렌디아민 아디프아미드 및 산화 에틸렌의 공중합체, 및 그의 블
렌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것인 점 접착 부직 웹.

청구항 18.

섬유의 길이 방향을 따라 복합 섬유 각각의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부분을 차지하도록 배열된 중합체 성분들인 폴리올레
핀 성분 및 폴리아미드 성분을 포함하는 복합 섬유들로 이루어진, 접착 온도 범위가 광범위한 부직 섬유 웹.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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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복합 섬유가 외장/코어 또는 해도 형상을 갖는 것인 부직 웹.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폴리올레핀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부틸렌, 폴리펜텐,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및 이들의 공
중합체 및 블렌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것인 부직 웹.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폴리아미드가 폴리카프로락탐, 폴리헥사메틸렌디아민 아디프아미드, 카프로락탐 및 헥사메틸렌디아
민 아디프아미드의 공중합체, 카프로락탐 또는 헥사메틸렌디아민 아디프아미드 및 산화 에틸렌의 공중합체, 및 그의 블
렌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것인 부직 웹.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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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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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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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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