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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 물질의 여과에 있어서, 이동하는 스트림으로부터의 미립자의 제거는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상당한 압력 및 미립자를

제거하기 위한 상당한 용량(capacity)을 필요로 한다. 본 발명의 필터는 막힘(plugging) 또는 기계적인 실패 없이 액체 스

트림으로부터의 미립자 로딩에 있어서 상당한 감소를 얻기에 적절한 평량, 투과성 및 효율을 갖는 러깅된(rugged) 고 습강

도(wet strength)의 물질이다. 특히, 본 발명의 필터는 윤활유, 유압유 및 다른 오염된 스트림을 포함하는 비수성 스트림으

로부터 상당한 비율의 미립자를 제거하는 것을 허용한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약 5 내지 50 wt%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bicomponent binder fiber), 약 50 내지 95 wt%의 매체 섬유(media fiber), 약

0.5 내지 25 wt%의 바인더 수지를 포함하는 층을 포함하고, 상기 층은 약 30 내지 250 g-m-2의 평량(basis weight)을 갖

는 필터 매체(filter medium)로서, 상기 층이 10 내지 40 ft-min-1의 투과성, 및 약 50 lb-in-2 까지의 습 파열 강도(wet

bursting strength)를 제공하는 필터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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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약 5 내지 25 wt%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 약 50 내지 95 wt%의 유리 섬유(glass fiber), 약 0.5 내지 25 wt%의 라텍스 수

지를 포함하는 층을 포함하고, 상기 매체 층(media layer)이 약 30 내지 150 g-m-2의 평량을 갖는 필터 효율 매체(filter

efficiency medium)로서, 상기 층이 10 내지 40 ft-min-1의 투과성, 약 50 lb-in-2 까지의 습 파열 강도를 제공하는 필터

효율 매체.

청구항 3.

약 1 내지 15 wt%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 약 50 내지 90 wt%의 유리 섬유, 약 0.5 내지 25 wt%의 라텍스 수지를 포함하

는 층을 포함하고, 상기 매체 층이 약 25 내지 75 g-m-2의 평량을 갖는 필터 로딩 매체(filter loading medium)로서, 상기

층이 90 내지 160 ft-min-1의 투과성, 약 50 lb-in-2 까지의 습 파열 강도를 제공하는 필터 로딩 매체.

청구항 4.

유체로부터 미립자를 여과하기 위해 맞추어진 필터 카트리지(filter cartridge)로서, 상기 필터가 다음을 포함하는 필터 카

트리지:

(a) 그 내부와의 유체 전달(fluid communication)에서 입구(inlet) 및 방출구(outlet)를 갖는 하우징;

(b) 상기 입구와 방출구 사이에 여과 양상(filtration aspect)에서 놓여진 필터 매체로서, 상기 매체(media medium)가 약

적어도 5 내지 50 wt%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 약 50 내지 95 wt%의 매체 섬유, 약 0.5 내지 25 wt%의 바인더 수지를 포

함하는 층을 포함하고, 상기 층은 약 30 내지 250 g-m-2의 평량, 10 내지 40 ft-min-1의 투과성 및 약 30 lb-in-2 까지의

습 파열 강도를 갖는 필터 매체; 및

(c) 천공성의 기계적 매체 지지체(media support).

청구항 5.

청구항 1 내지 4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가 약 30 lb-in-2 까지의 습 파열 강도를 포함하고, 평균 흐름 기공 크기

(mean flow pore size)가 약 2 내지 약 10 마이크로미터의 범위인 매체.

청구항 6.

청구항 1 내지 4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가 약 25 내지 75 g-m-2의 평량을 갖는 로딩층 및 약 50 내지 150 g-

m-2의 평량을 갖는 효율층을 포함하고, 상기 로딩층은 약 1 내지 25 wt%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 약 70 내지 90 wt%의 유

리 섬유를 포함하고, 상기 효율층은 약 5 내지 25 wt%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 약 50 내지 95 wt%의 유리 섬유를 포함하는

매체로서, 상기 필터가 10 내지 40 ft-min-1의 투과성, 약 30 lb-in-2 까지의 습 파열 강도를 제공하는 매체.

청구항 7.

청구항 1 내지 4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로딩층 및 효율층을 포함하는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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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청구항 1 내지 4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로딩층이 약 25 내지 75 g-m-2의 평량을 갖는 매체.

청구항 9.

청구항 1 내지 4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효율층이 약 50 내지 150 g-m-2의 평량을 갖는 매체.

청구항 10.

청구항 1 내지 4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로딩층이 약 1 내지 25 wt%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 약 70 내지 90 wt%의

유리 섬유를 포함하는 매체.

청구항 11.

청구항 1 내지 4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효율층이 약 5 내지 25 wt%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 약 50 내지 95 wt%의

유리 섬유를 포함하는 매체.

청구항 12.

청구항 1 내지 4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가 약 4 내지 약 8 마이크로미터의 평균 흐름 기공 크기를 포함하는 매

체.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2005년 11월 4일 도날드슨 컴퍼니 인코포레이티드의 이름으로 PCT 국제출원되었다. 상기 도날드슨 컴퍼티 인

코포레이티드는 미국 법인으로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정국가에 대하여 출원인이다. Keh B. Dema와 Linda M. Olson은

둘 다 미국 국민으로, 오직 미국 지정국에 대해서만 출원인이다. 또한 본 출원은 2004년 11월 5일 출원된 미국 실용특허출

원 제10/982,538호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한다.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여과 매체(filtration medium) 및 상기 매체를 이용한 필터에 관한 것이다. 상기 매체는 스트림(stream)으로부

터 미립자를 여과하기 위한 고강도, 효율 및 고용량을 갖는다. 상기 여과 매체 또는 매체들은 연료, 윤활유 및 유압유

(hydraulic fluids)를 포함하는 비수성 스트림(non-aqueous stream) 및 수성 스트림(aqueous stream)과 같은 이동 유체

(mobile fluid)로부터 미립자를 제거하는데 적절한 비직조 웹(non-woven web)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액체 스트림으로

부터 상당한 미립자 로드(particulate loads)를 제거하는 동안의 유속, 온도, 압력 및 미립자 로딩에서의 변화와 같은 통상

의 작업 조건을 견디기에 충분한 습강도(wet strength), 미립자 효율, 투과성 및 다른 특성을 수득한 비직조 웹 매체 층

(non-woven web media layers)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유사한 또는 비유사한 매체의 다른 층과 함께 미립자 제

거 매체(particulate removing media)의 하나 이상의 층을 포함하는 필터 구조(filter structures)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층들은 다공성 또는 천공성 지지체 상에서 지지될 수 있으며, 여과 작업 동안에 기계적인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본 발명은 수성 유체 및 비수성 유체를 여과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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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배경

비직조 웹은 여과 매체를 포함한 많은 최종 용도를 위하여 수년간 제조되어 왔다. 이성분 물질(bicomponent material) 또

는 쉬드-코어 물질(sheath-core material)로 만들어진 그러한 구조는 예를 들어, Wincklhofer 등, 미국특허 제3,616,160

호; Sanders, 미국특허 제3,639,195호; Perrotta, 미국특허 제4,210,540호; Gessner, 미국특허 제5,108,827호; Nielsen

등, 미국특허 제5,167,764호; Nielsen 등, 미국특허 제5,167,765호; Powers 등, 미국특허 제5,580,459호; Berger, 미국

특허 제5,620,641호; Berger, 미국특허 제6,174,603호; Hollingsworth 등, 미국특허 제6,146,436호; Dong, 미국특허 제

6,251,224호; Sovari 등, 미국특허 제6,355,079호; Hunter, 미국특허 제6,419,721호; Cox 등, 미국특허 제6,419,839;

Stokes 등, 미국특허 제6,528,439호; Amsler, 미국특허 H2,086 및 Amsler, 미국특허 제6,267,252호에 개시되어 있다.

그러한 구조는 에어 레이드(air laid) 공법 및 웹 레이드(web laid) 공법에 의해 제조되어 왔으며, 에어 여과 및 액체 여과의

응용 모두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본 발명자들은 이동 유체로부터 미립자 제거를 위해

사용되어 온 이전의 비직조 웹이, 여과 상황에서 액체에 의해 젖게 되면 기계적 강도가 부족하고 수명이 짧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종종 유체의 압력은 매체의 습 파열 강도를 초과한다. 상기 매체는 또한 순식간에 막히거나 투과성이

감소되어 유체 흐름의 감소 또는 유체 이동의 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 파열된(burst) 또는 막히게 된(plugged) 매체는 순식

간에 미립자를 여과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파열된 매체는 보호하도록 설계된 장치를 미립자로부터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상당히 증가된 또는 높아진 압력 손실(pressure drop)은 유체의 흐름을 제한하여 유체의 흐름 및 파워를 잃게 한다.

적절한 천공성 또는 다공성 지지체를 구비한 비직조 웹을 수득하기 위하여 많은 시도가 있어 왔다. 멜트 블론(melt blown)

물질 및 열적층(thermal lamination) 기술이 시도되었지만, 그 결과 얻어진 구조물은 종종 부정확한 기공 크기, 감소된 효

율, 감소된 투과성, 강도 부족 또는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상기 매체 또는 필터 구조는 유용한 여과 응

용에 대해서는 불충분하였다.

수성 액체 및 특히, 연료, 윤활유 및 유압유와 같은 비수성 액체와 같은 액체 조성물로부터 미립자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

될 수 있는 여과 매체, 여과 구조 및 여과방법에 대한 상당한 요구가 존재한다. 본 발명은 그러한 매체, 여과 구조 및 방법을

제공하며, 상당한 투과성, 높은 습 강도, 상당한 효율 및 긴 여과수명을 달성하는 독특한 매체 또는 매체 층 조합을 제공한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자들은 액체 스트림으로부터 미립자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매체 및 독특한 필터 구조를 개발하였다. 상기 매체는

상당한 비율의 무기 유리 섬유, 상이한 섬유 직경의 섬유 혼합물, 및 이성분 열가소성 바인더 섬유를 결합하여 만든 열융착

시트(thermally bonded sheet)를 포함한다. 그러한 매체는 최적의 제 2 섬유 및 다른 부가 재료를 이용하여 제조될 수 있

다. 이러한 성분들은 서로 결합하여 상당한 유량(flow capacity), 투과성 및 높은 강도를 갖는 필터 매체 또는 비직조 물질

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매체는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압력에서 완전한 여과 용량(intact filtration capacity)을 유지할 수

있다. 상기 매체 및 필터는 상당한 유속, 높은 용량 및 상당한 효율로 작동한다.

본 발명의 첫번째 관점은 열융착된 비직조 구조(thermally bonded non-woven structure)를 갖는 여과 매체 또는 매체들

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두번째 관점은 적어도 하나의 로딩층(loading layer) 및 먼저 상기 로딩층을 통해 지나하는 이동 유체를 구비한

적어도 하나의 효율층(efficiency layer)을 포함하는 2층 여과 매체 또는 매체들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세번째 관점은 본 발명의 여과 매체, 본 발명의 로딩층 여과 매체, 본 발명의 효율층 여과 매체 또는 이들의 결합

을 포함하며, 또한 다른 여과 층, 지지 구조 및 다른 필터 성분과 결합된 필터 구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네번째 관점은 단독 스탠드 층(stand alone layer)으로 또는 효율층과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는 뎁스 로딩층

(depth loading layer)을 포함한다. 상기 뎁스층은 이 매체의 높은 성능 특성의 많은 부분을 책임질 수 있으며, 상기 뎁스

로딩 매체는 응용 상황에서 압축하거나 찢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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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발명의 다섯번째 관점은 본 발명의 여과 양상을 이용하여 미립자 로드를 갖는 이동 액체 상(mobile liquid

phase)을 여과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이 액체 시스템을 여과하는데 응용될 수 있다. 액체 여과 기술에 있어서, 수집 메커니즘(collection

mechanism)은 체질(sieving)하는 것이라고 믿어진다. 단일층에서, 효율은 상기 층에 의한 것이다. 액체 응용에 있어서 복

합물의 효율은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진 단일층의 효율에 의해 제한된다. 액체는 본 발명에 따른 매체를 통해 향해지게 되는

데, 체질 메커니즘(sieving mechanism)에서 그 안에 트랩핑되는 미립자와 함께 향해진다. 액체 필터 시스템에서, 예를 들

어, 여과되어야 하는 미립자 물질은 액체 내에서 운반되는데, 그러한 응용은 물 스트림(water streams), 루브 오일(lube

oil), 유압유, 연료 필터 시스템 또는 분무 컬렉터와 같은 수성 및 비수성 및 혼합된 수성/비수성 응용들을 포함한다. 수성

수트림은 폐수, 냉각수, 공업수 등과 같은 천연 및 인공 스트림을 포함한다. 비수성 스트림은 가솔린, 디젤 연료, 석유 및 합

성 윤활제, 유압유, 브레이크액 및 다른 에스테르계 작동액(working fluids), 절삭유(cutting oils), 식품 등급 오일 등을 포

함한다. 혼합된 스트림은 유중수(water in oil) 및 수중유(oil in water) 조성물들을 포함하는 분산액과 물 및 비수성 성분

을 포함하는 에어로졸을 포함한다.

상당한 비율의 유리 섬유가 본 발명의 매체를 제조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유리 섬유는 기공 크기 조절을 제공하며, 상당한

유속, 고용량 및 상당한 효율의 매체를 얻기 위하여 상기 매체 내에서 다른 섬유들과 협력한다. 유리 섬유 "소스(source)"

라는 용어는 별개의 원료(raw material)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평균 직경 및 종횡비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유리 섬유 조성물

을 의미한다. 직경이 다양한 그러한 소스로부터 수득되는 섬유의 혼합물은 단일 소스(single source)가 아니다.

"제 2 섬유(secondary fibers)"로 일컬어지는 다른 섬유들 또한 본 발명의 매체층을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제 2 섬유

는 상기 매체에 층 형성 또는 필터 특성의 일부 양상을 더하는 단일 성분 섬유이다. 그러한 제 2 섬유는 본 발명의 여과 특

성을 추가할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섬유 매트(fibrous mat)를 유용한 매체 웹(media web)으로 결합하는데 있어서 "바인

더 섬유"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섬유들은 상기 매체의 여과 특성을 추가하거나 이성분 섬유의 바인더 특성을 추가할 수

있다. 상기 용어 "제 2 섬유"는 천연 합성 소스 또는 특제품 소스(specialty source)와 상이한 다양한 섬유들을 포함할 수

있다. 제 2 섬유는 전형적으로 약 0.1 내지 약 100 마이크로미터 범위의 직경을 갖는 단성분 섬유이며, 자연적으로 발생하

는 면 솜털 울(cotton linters wool), 다양한 셀룰로즈 및 단백질성 천연 섬유, 레이온, 아크릴, 아라미드(aramide), 나일론

(나일론 6, 나일론 6,6, 나일론 6,12 등을 포함하는), 폴리올레핀(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을 포함하는), 폴리에스테르 섬

유(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CT 등을 포함하는)들을 포함하는 합성섬유를 포함하는 다

양한 재료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 부가적으로, 상기 바인더 섬유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폴리비닐 알콜과 같은 폴리머

로부터 제조된 섬유를 포함할 수 있다. 제 2 섬유는 또한 카본/그라파이트(carbon/graphite) 섬유, 금속 섬유, 세라믹 섬유

및 이들의 혼합물과 같은 무기섬유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필터 구조는 기계적으로 안정한 천공성 지지 구조 상에서 지지되는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여과 매

체 층(filtration media layer)을 포함한다. 상기 여과층은 높은 효율의 탁월한 미립자 제거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능을 협력

하는 본 발명의 2개의 매체층, 로딩층 및 효율층을 포함할 수 있다. 로딩층과 효율층 사이의 차이점은 그것들이 일련의 방

식으로 제조되는 경우 구분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본 발명자들은 상기 층들이 하기의 일반적인 특성 및 바람직한 특성을

갖는다고 믿는다.

표 1

일반적인 특성

설명
중량

Lbs/3000ft2
투과성,

Ft-min-1
두께

Inches

로딩

gms/ft2

βx=75

㎛

효율층 15-50 5-50 0.01-0.02 12 9

로딩층 25-50 40-200 0.015-0.025 23 12

적층된 복합물 50-150 5-50 0.04-0.05 17 9

새로운 로딩층 25-50 50-125 0.01-0.02 - -

새로운 효율층 50-75 10-45 0.02-0.04 13 10

새로운 복합물 50-150 10-50 0.025-0.055 19 11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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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특성

설명
중량

Lbs/3000ft2
투과성,

Ft-min-1
두께

Inches

로딩

gms/ft2

βx=75

㎛

효율층 40-50 20-40 0.01-0.02 12 9

로딩층 35-45 120-140 0.015-0.025 23 12

적층된 복합물 100-125 15-35 0.04-0.05 17 9

새로운 로딩층 30-40 100-140 0.01-0.02 - -

새로운 효율층 50-75 20-40 0.02-0.04 13 10

새로운 복합물 75-127 15-40 0.025-0.055 19 11

표 3

특수한 특성

설명
중량

Lbs/3000ft2
투과성,

Ft-min-1
두께

Inches

로딩

gms/ft2

βx=75

㎛

효율층 42 28 0.018 12 9

로딩층 40 135 0.022 23 12

적층된 복합물 110 21 0.045-0.050 17 9

새로운 로딩층 35 115 0.015-0.020 - -

새로운 효율층 65 30 0.03 13 10

새로운 복합물 100 22 0.05 19 11

천공성 구조(perforate structure)는 상기 매체를 통해 지나가는 압력 하의 유체의 영향 하에서 상기 매체를 지지한다. 본

발명의 필터 구조는 또한 상기 천공성 지지체의 부가적인 층들, 높은 투과성의 기계적으로 안정한 스크림(scrim) 및 로딩

층과 같은 부가적인 여과층들과 결합될 수 있다. 이러한 다층 매체는 통상적으로 비수성 액체의 여과에 통상 사용되는 필

터 카트리지(filter cartridge) 내에 수용된다.

"이성분 섬유(bicomponent fiber)"는 어느 융점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섬유 부분 및 더 낮은 융점을 갖는 제 2의 열가소성

부분을 구비한 열가소성 물질을 의미한다. 이러한 섬유들의 물리적 형상은 전형적으로 "나란한(side-by-side)" 구조 또는

"쉬드-코어(sheath-core)" 구조이다. 나란한 구조에서, 상기 2개의 수지는 전형적으로 나란한 구조로 연결된 형태로 압출

된다. 쉬드-코어 구조에서는, 낮은 융점(약 100 내지 120℃)의 열가소성 물질이 높은 융점(전형적으로 240℃ 초과)을 갖

는 물질의 섬유 주위에서 압출된다. 낮은 융점의 폴리머는 열가소성 결합제로 작용하고, 용융된 폴리머는 상기 성분에 부

착하며, 높은 융점의 열가소성 폴리머는 구조 물질로서 작용한다. 이용시, 상기 이성분 섬유는 전형적으로 약 10 내지 20

마이크로미터의 섬유 크기 또는 직경을 가지며, 전형적으로 약 6 내지 약 12 mm, 바람직하게는 약 6mm의 길이를 갖는 섬

유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한 섬유의 횡단구조는,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나란한" 구조 또는 "쉬드-코어" 구조 또는 동일

한 열적 결합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구조일 수 있다.

상기 이성분 섬유의 유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자량의 수지는 상기 이성분 섬유를 결합하게 하는 시트 형성 조건 하에

서 용융될 수 있고, 상기 시트 내에 존재하는 다른 섬유들은 상기 물질들을 기계적으로 안정한 시트로 만든다는데 있다. 전

형적으로, 이성분(쉬드-코어 또는 나란한) 섬유의 폴리머들은 예를 들어, 폴리올레핀/폴리에스테르(쉬드-코어) 이성분 섬

유와 같은 상이한 열가소성 물질들로 구성되는데, 상기 폴리올레핀,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 쉬드는 코어인 폴리에스테르보

다 더 낮은 온도에서 용융된다. 전형적인 열가소성 폴리머는 폴리올레핀,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부틸

렌, 및 이들의 코폴리머,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폴리에스테르,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비닐 아

세테이트,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아세테이트, 폴리비닐 부티랄, 아크릴 수지, 예를 들어, 폴리아크릴레이트, 및 폴리메틸아

크릴레이트, 폴리메틸메트아크릴레이트, 폴리아미드, 즉 나일론,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폴리비닐리덴 클로라이드, 폴리스

티렌, 폴리비닐 알콜, 폴리우레탄, 셀룰로오즈 수지, 즉 셀룰로오즈 나이트레이트(cellulosic nitrate), 셀룰로오즈 아세테

이트, 셀룰로오즈 아세테이트 부티레이트, 에틸 셀룰로오즈 등, 상기한 물질들 중 임의의 것들의 코폴리머, 예를 들어, 에

틸렌-비닐 아세테이트 코폴리머, 에틸렌-아크릴산 코폴리머, 스티렌-부타디엔 블록 코폴리머, 크라톤 고무(Kraton

rubbers) 및 기타 등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특히 바람직한 것은 듀퐁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271P로 알려져 있는 이성

분 섬유이다. 다른 섬유들은 FIT 201, Kuraray N720 및 Nichimen 4080을 포함한다. 이들은 모두 첫 용융의 완료시 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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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sheath poly)를 가교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것은 응용 온도가 전형적으로 쉬드의 용융 온도보다 높은 액체의 응용

에서 중요하다. 쉬드가 충분히 결정화하지 않으면, 쉬드 폴리머는 응용시 재용융되어 하류의 장비 및 성분들을 코팅하거나

손상시킬 것이다.

"유리 섬유"는 다양한 타입의 유리를 이용하여 제조된 섬유이다. 본 발명의 페이퍼에서 사용되는 유리 섬유는 A, C, D, E,

Zero Boron E, ECR, AR, R, S, S-2, N 등의 호칭으로 알려진 유리 타입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강화 섬유

(reinforcement fiber)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드로잉법(drawing process) 또는 단열섬유(thermal insulation fibers)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스피닝법(spinning process)에 의해 섬유로 제조될 수 있는 임의의 유리를 포함한다. 그러한 섬유는

전형적으로 약 0.1 내지 10 마이크로미터의 직경 및 약 10 내지 10,000의 종횡비(직경에 의해 나누어진 길이)의 섬유의 집

합체로서 사용된다.

본 발명자들은 다양한 비율로 혼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향상된 투과성이 다양한 섬유 직경의 혼합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형적으로, 유리 섬유는 일정한 변동 범위 내의 섬유 직경을 갖는 생산물로서 생산된다. 본 발명자들

은 다양한 크기(평균 섬유 직경)의 섬유, 약 0.1 내지 약 1 마이크론, 약 0.3 내지 2, 약 0.5 내지 3, 약 0.75 내지 5 또는 약

3 내지 10 마이크로미터의 섬유를 혼합하게 되면 높은 투과성과 탁월한 흐름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명세서에

서 혼합(blend)이라는 용어는, 매체(medium)가, 치수를 달리하는, 전형적으로는 직경을 달리하는, 적어도 2개의 상이한

섬유 소스(fiber sources)의 적어도 일부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량의 수지성 바인더 성분이 본 발명의 비직조 매체가 충분한 강도를 수득하는데 필요하다. 바인더로서 사용되는 수지

는, 페이퍼 제조 분산액(paper making dispersion)에 직접적으로 추가되는 수용성 또는 분산성 폴리머의 형태일 수 있고,

또는 비직조(non-woven)가 형성된 후 응용되는 열에 의해 바인더로서 활성화되는 유리섬유 및 아라미드(aramide)와 혼

합(intermingle)되는 수지 물질의 열가소성 바인더 섬유의 형태일 수 있다. 상기 섬유를 분산시킨 후 바인더 물질을 첨가하

는 것 또는 바인더 물질을 분산시킨 후 섬유를 첨가하는 것은 분산액 형성을 위한 두 개의 공정을 포함한다. 섬유의 분산액

과 바인더 물질의 분산액을 결합하는 것 또한 분산액을 만들 수 있다. 상기 분산액 내 섬유의 농도는 분산액의 총 중량에

기초하여 0.01 내지 1 중량%의 범위일 수 있다. 상기 분산액 내의 바인더 물질의 농도는 섬유 중량에 기초하여 5 내지 50

중량%의 범위일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바인더 물질이 피브리드(fibrids)이면, 그 농도는 페이퍼의 총 중량에 기초하여 15

내지 35 중량%의 범위일 수 있다.

습식 레이드(wet laid) 방법 또는 건식 레이드(dry laid) 방법이 사용될수 있다. 본 발명의 매체를 제조함에 있어서, 섬유

매트(fiber mat)는 습식 또는 건식 처리를 이용하여 형성된다. 상기 매트는 가열되어 내부적으로 섬유들을 부착시킴으로써

매체를 형성한다. 본 발명의 매체에서 사용되는 이성분 섬유는 상기 섬유가 기계적으로 안정한 매스 내부로 융합하는 것을

허용한다. 열융착되는 외부 쉬드(exterior sheath)를 갖는 이성분 섬유는, 상기 이성분 섬유가 매체층(media layer) 내에

서 다른 섬유들과 결합하는 원인이 된다. 상기 이성분 섬유는 매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수성 수지 및 다른 섬유들과 협력한

다.

그러한 매체는 전형적으로 실질적인 여과 특성을 갖는 박막을 포함한다. 많은 응용에 있어서,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유속

과 관련한 응용에 있어서, 대체적인 타입의 필터 매체, 종종 일반적으로 "뎁스" 매체((depth media)로 일컬어지는 것이 사

용될 수 있다. 전형적인 뎁스 매체는 표준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껍게 얽혀있는 섬유성 물질을 포함한다. 뎁스 매체는

일반적으로 그것의 다공성, 밀도 또는 고형분 함량 퍼센트의 측면에서 정의된다. 예를 들어, 2-3%의 고형성 매체는, 전체

적인 부피의 대략 2-3%가 섬유성 물질(고형물)을 포함하고 나머지는 에어 또는 가스 공간이도록 배열된 섬유의 뎁스 매체

매트(depth media mat)일 것이다. 뎁스 매체를 정의하는데 유용한 또 다른 변수는 섬유 직경이다. 고형물 퍼센트가 일정

하게 유지되고, 섬유 직경이 감소하면, 기공 크기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필터는 점점 효율적으로 되고, 점점 효과적으로

보다 작은 입자들을 트래핑할 것이다. 전형적이며 통상적인 뎁스 매체 필터(depth media filter)는 깊고, 상대적으로 일정

한(또는 균일한) 밀도를 갖는 매체, 예를 들어 상기 뎁스 매체의 고형성이 그것의 두께 전체에서 실질적으로 일정하게 유지

되는 시스템이다. 본 명세서에서 "실질적으로 일정한(substantially constant)"이란, 만약 밀도에 변동(fluctuation)이 있다

면, 매체의 깊이 전체에서 오직 상대적으로 작은 변동만이 발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변동은, 예를 들어, 필터 매

체가 안에 놓여지는 용기에 의한, 외부 표면(outer engaged surface)의 경미한 압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뎁스 매체의 배열은 실질적으로 그것의 부피 또는 깊이 전체에 미립자 물질의 "로딩"을 제공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따라

서, 그러한 배열은 필터가 수명이 다했을 때, 표면-로딩된 시스템(surface-loaded system)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 양의

미립자 물질을 로딩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배열에 대한 일반적인 교환 조건은 효율이며, 이는 상당량의 로

딩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형물의 매체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된 특허에서와 같은 구배 밀도

(gradient density) 시스템은 상당한 효율과 보다 긴 수명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왔다. 일부의 경우, 표면-로딩 매체

(surface-loading media)가 그러한 배열에서 "연마(polish)" 필터로서 이용된다. 바람직한 습식 레이드(wet laid) 처리에

서, 상기 매체는 수성 매체 내에 섬유성 물질의 분산액을 포함하는 수성 퍼니쉬(aqueous furnish)로부터 만들어진다.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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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액의 수성 액체는 일반적으로 물이지만, pH 조정 물질, 계면활성제, 소포제(defoamer), 또는 다른 처리 보조제 등과

같은 다양한 다른 물질들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수성 액체는 보통 상기 분산된 고형물은 보유하고 상기 액체는 통과시키

는 스크린 또는 다른 천공성 지지체 상에서 분산을 수행함으로써 상기 분산액으로부터 배수되어 습식 페이퍼 조성물(wet

paper composition)을 산출한다. 상기 습식 조성물은, 일단 상기 지지체 상에서 형성되면, 보통 또한 진공 또는 다른 압력

에 의해 탈수되고 또한 남아있는 액체를 증발시킴으로써 건조된다.

본 발명의 매체는, 실험실 스크린으로부터 포드리니어(Fourdrinier), 경사진 와이어(inclined wire), 및 실린더 와이어 기

기, 및 이들의 조합과 같은 공업용-크기의 제지 기계에 이르기까지, 임의의 규모의 장치 상에서 제조될 수 있다. 일반적인

방법은 섬유, 유리 섬유, 및 바인더 물질의 수성 액체 내에서의 분산액을 제조하고, 상기 분산액으로부터 액체를 배수하여

습식 조성물을 산출하고, 상기 습식 조성물을 가열하여 건조 및 섬유를 층(layer)으로 열융착함으로써 유용한 배지를 형성

하게 하는 것과 관련한다. 이것은 원 스텝으로 또는 일련의 단계들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다.

발명의 자세한 설명

본 발명의 매체 또는 매체들은 여과 특성을 위한 성형성, 단단한 및 강성, 및 기계적 안정성; 유체를 여과하는데 사용하기

에 적절한 높은 미립자 로딩 용량, 사용 동안의 낮은 압력 손실 및 기공 크기 및 효율을 갖는 복합의 비직조 에어 레이드(air

laid) 또는 웨트 레이드(wet laid) 물질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하게, 본 발명의 여과 매체는, 전형적으로 웨트 레이드이며,

본 발명의 이성분 바인더 섬유 및 바인더 수지를 이용하여 함께 결합되는 이성분 섬유 및 매체 섬유의 무작위로 방향지어

진 배열로 구성된다. 상기 바인더 섬유 및 수지에서 열가소성 결합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열이 사용된다. 본 발명의 필터

및 방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매체는 매체 섬유(media fiber), 이성분 바인더 섬유, 바인더 및 다른 성분들을 포함한다. 상기

매체 또는 매체들은 실질적으로 평면의 시트로 형성될 수 있으며, 또는 열융착(thermal bonding) 과정 동안 상기 습식 조

성물을 수용하는 형태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매체 섬유는 유리, 금속, 실리카

및 다른 관련 섬유들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기에 바람직한 섬유는 10 내지 10,000의 종횡비 및 약 0.1 내지 약

10 마이크로미터 범위일 수 있는 직경을 갖는 유리섬유인 반면 바람직한 물질은 치수를 달리하는 유리 섬유의 혼합물이다.

본 발명의 필터 매체는 전형적으로 높은 효율의 여과 특성에 적합하여, 수성 및 비수성 연료, 윤활유, 유압유 또는 다른 그

러한 유체들을 포함하는 액체가 오염 미립자의 제거를 위해 신속히 여과될 수 있다.

본 발명자들은 본 명세서의 2개의 필터 매체, 즉 로딩층과 효율층이 결합될 수 있고, 상기 각각의 층들은 복합물 층

(composite layer)을 형성하기 위한 별개의 구조 및 여과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기 층들은 여과 성능을 수

득하기 위해 협력하는 상이한 여과 특성을 갖는 별개의 구조이다. 제조과정에서, 먼저 효율층이 형성되는데, 이는 더 많은

가는 유리 섬유들이 상기 매체의 효율층 또는 와이어측(wire side) 상에 증착되는 것을 허용한다. 이것은 향상된 로딩 성능

을 위해 구배 구조(gradient structure)를 형성하는 것을 돕는다. 이어서 로딩층이 상기 효율층의 상부에 형성된다. 바람직

하게는 상기 효율층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형성된다. 이것은 상기 두 층 사이의 섬유들의 일부 혼합(intermingling)이 구

배 구조를 형성하고, 상기 층간의 결합 및 강도를 강화하는 것을 허용한다. 로딩층을 추가할 때, 가는 섬유들이 효율층과

보다 많이 혼합하도록 할 수도 있다. 효율층을 형성할 때 가장 가는 섬유들의 일부는 스크린 또는 와이어 형성을 통해 유실

된다. 로딩층을 형성할 때에는, 가장 가는 섬유들이 거의 유실되지 않는데, 이는 상기 섬유들이 최초의 효율층에 의해 캡춰

되어 혼합되기 때문이다. 함께 형성된 시트와 개별적으로 형성된 시트의 성능, 즉 여과 및 물리적 특성과 상호간의 상부 상

의 레이드(laid)는 상이하다. 효율층은 유체가 상기 필터 구조를 통해 지나갈 때 상기 유체 스트림으로부터 임의의 잔존하

는 유해한 미립자를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다공성, 효율, 투과성 및 다른 여과 특성을 갖는 고도로 효율적인 층이다. 본 발

명의 로딩 여과 매체는 약 33 내지 약 65 g-m-2의 평량(basis weight)을 갖는다. 효율층은 약 65 내지 약 130 g-m-2의 평

량을 갖는다. 효율층은 약 2 내지 약 10 마이크로미터 범위인 로딩층의 기공 크기보다 더 작은 평균 흐름 기공 크기(mean

flow pore size)를 갖는다. 로딩층은 약 80 내지 160 ft-min-1 범위의 투과성을 갖는다. 효율층은 약 10 내지 50 ft-min-1

의 투과성을 갖는다. 본 발명의 로딩층 또는 효율층은 약 5 psi 이상, 전형적으로 약 10 내지 약 30 psi의 습파열강도를 갖

는다. 결합된 여과 층(filteration layer)은 약 15 내지 40 ft-min-1의 투과성, 10 내지 30 psi의 습파열강도 및 130 내지

200 g-m-2의 평량을 갖는다. 마이크로파이버 유리(microfiber glass)는 코팅되거나 풀칠되지 않는다. 오직 커다란 절단

유리(chopped glass)만이 풀칠된다. 2가지 타입이 본 출원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섬유들은 특징

으로서 코팅되거나 사이징(sizing)으로 풀칠된다. 그러한 코팅은 그렇지 않은 이온적으로 중성인 유리 섬유들이 다발을 형

성하여 다발로 남아있도록 한다. 유리 섬유의 제조자들은 통상 이와 같은 풀(sizes)을 채용한다. 사이징 조성물(sizing

composition) 및 양이온성 대전방지제는 섬유 덩어리를 제거하고, 탱크 내에서 분산액의 교반시 유리 섬유의 균일한 분산

액이 형성되도록 한다. 유리 섬유의 혼합은 실질적으로 상기 물질의 투과성 향상을 도울 수 있다. 본 발명자들은 약 0.3 내

지 0.5 마이크론의 평균 입자 크기를 갖는 유리 섬유, 약 1 내지 2 마이크론의 평균 입자 직경을 갖는 유리 섬유, 평균 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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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6 마이크로미터의 입자 직경을 갖는 유리섬유 또는 약 6 내지 10 마이크로미터의 평균 입자 직경을 갖는 유리 섬유의

둘 이상의 소스(source)를 다양한 비율로 결합하면 실질적으로 투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발명

자들은 그러한 유리 섬유 혼합물이 통제된 기공 크기를 가지면 상기 매체층에서 한정된 투과성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바인더 수지는 전형적으로 유성, 수용성 또는 감수성(water sensitive) 폴리머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포화 수지(saturate

resin)로서 수성 라텍스를 들 수 있다. 페놀 및 에폭시 페놀 혼합물과 같은 유성 수지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폴리머

물질은 전형적으로 건조 형태 또는 수성 분산액으로 제공된다. 그러한 유용한 폴리머 물질은 아크릴 폴리머,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폴리머, 에틸렌 비닐 폴리비닐 알콜, 에틸렌 비닐 알콜 폴리머, 폴리비닐 피롤리돈 폴리머, 및 천연검 및 수용

액에서 유용한 수지를 포함한다. 이성분 섬유(bicomponent fiber)로서 다양한 조합의 폴리머가 본 발명에서 사용될 수 있

지만, 제1 폴리머 성분은 제2 폴리머 성분의 용융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용융되고, 그것은 전형적으로 300℉ 이하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또한, 상기 이성분 섬유는 완전히 혼합되며 펄프 섬유와 함께 고르게 분산된다. 상기 이성분 섬유의 제1

폴리머 성분의 용융은 이성분 섬유가 점착성의 골격 구조를 형성하게 하는데 필요하며, 상기 골격 구조는 냉각시, 많은 펄

프 섬유를 포획하여 그에 결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성분 섬유와도 결합한다. 본 발명의 매체에서 사용되는 이성분 섬유

는 일반적으로 0.1 내지 10 밀리미터의 길이 및 10 내지 20 마이크로미터의 직경을 갖는다.

수용성 또는 분산성 바인더 폴리머로서 바람직한 물질은 아크릴 수지, 메트아크릴 수지, 폴리아미드 수지, 에폭시 수지, 페

놀 수지, 폴리우레아, 폴리우레탄, 멜라민 포름알데히드 수지, 폴리에스테르 및 알카이드 수지(alkyd resin)와 같은 수용성

또는 수분산성(water dispersible)의 열경화성 수지를 들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이적으로, 수용성 아크릴 수지,

메트아크릴 수지, 폴리아미드 수지가 제지 산업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그러한 열가소성 바인더 수지 물질은 전형적으

로 비닐 아세테이트 물질, 비닐 클로라이드 수지, 폴리비닐 알콜 수지,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수지, 폴리비닐 아세틸 수지,

아크릴 수지, 메트아크릴 수지, 폴리아미드 수지, 폴리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코폴리머 수지를 포함하는 비닐 열가소성

수지, 우레아 페놀, 우레아 포름알데히드, 멜라민, 에폭시, 폴리우레탄, 경화성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curable

unsaturated polyester resins), 폴리아로마틱 수지, 레조시놀(resorcinol) 수지 및 유사한 엘라스토머 수지와 같은 열경

화성 수지의 수용성 분산액이다. 그러한 바인더 수지는 전형적으로 최종적인 비직조 매트릭스(final non-woven matrix)

내에서 섬유를 코팅하고 섬유를 섬유에 부착시킨다. 시트 물질 내에 형성된 기공 위에 필름을 형성하는 일 없이 섬유를 충

분히 코팅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수지가 퍼니쉬(furnish)에 추가된다. 상기 수지는 제지과정 중 퍼니쉬에 추가될 수 있으

며 또는 형성 후에 매체에 응용될 수도 있다.

라텍스 바인더는 각각의 비직조 층(non-woven layer) 내에서 3차원적인 비직조 섬유를 함께 결합하기 위하여 사용되거

나 부가적인 접착제로서 사용되는데, 기술분야에서 공지되어 있는 다양한 라텍스 접착제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당업자는

결합하게 되는 섬유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라텍스 접착제를 선택할 수 있다. 상기 라텍스 접착제는 스프레잉, 포밍

(foaming), 일정한 코팅, 그래버 롤링(gravure rolling) 또는 사이즈 프레싱 포화(size pressing saturation) 기술과 같은

공지된 기술에 의해 응용될 수 있다. 사용되는 라텍스 접착제 내의 고형물 함량은, 그 중에서도 특히, 각 층 내의 섬유 중량

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15 내지 25%의 고형물을 갖는 라텍스 접착제가 사용된다.

본 발명의 비직조 매체는 수많은 친수성 섬유 및 소수성 섬유 둘 다로 만들어진 섬유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섬유들은

유리 섬유 및 이성분 섬유와 협력하여, 유체 물질 통과시의 기계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고 이용시 미립자의 로딩을 유지

할 수 있는, 기계적으로 안정한, 그러나 강하고 투과적인 여과 매체를 형성한다. 상기 섬유의 특성은 전형적으로 데니어

(denier)로서 표시되며, 전형적으로 섬유 9000 미터의 그람 중량을 표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제 2 열가소성 섬유는 폴리에스테르 섬유, 폴리아미드 섬유, 폴리프로필렌 섬유, 코폴리에테르에스테르 섬유,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 폴리에테르케톤케톤(PEKK) 섬유,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

섬유, 액체 크리스탈린 폴리머(LCP) 섬유,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폴리아미드 섬유는

나일론 6,66,11,12,612, 및 셀룰로오스 섬유,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88% 가수분해된 폴리머, 95% 가수분해된 폴리머,

98% 가수분해된 폴리머 및 99.5% 가수분해된 폴리머와 같은 다양한 폴리비닐 알콜의 가수분해물을 포함하는) 폴리비닐

알콜 섬유, 면, 점성 레이온(viscous rayon),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텔렌 등과 같은 열가소성, 폴리비닐 아세

테이트, 젖산(polyactic acid), 및 다른 통상의 섬유 타입을 포함하는 (나일론 46과 같은) 고온 "나일론"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열가소성 섬유는 일반적으로 가늘고(약 0.5-20 데니어), 짧은(약 0.1-5cm), 표준 섬유이며,

가능하게는 항산화제, 안정제, 윤활제, 강성제 등과 같은 프리컴파운드의(precompounded) 통상의 접착제를 포함한다. 또

한, 상기 열가소성 수지는 분산보조제(dispersing aid)로 표면 처리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열가소성 수지는 폴리아미드 및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이며, 가장 바람직하게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이다.

본 발명의 시트 매체(sheet media)는 전형적으로 제지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된다. 상기 매체는 평면형일 수 있으며 또는

다양한 기하학적인 형태로 제조될 수 있다. 그러한 웨트 레이드 공법이 특히 유용하며 많은 섬유 성분들이 수성 분산액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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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맞게 설계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매체는 에어 레이드 공법에 맞추어진 유사한 성분들을 이용하는 에어 레이드 공법

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웨트 레이드 시트 제조에서 사용되는 기계들은 핸드 레이드 시트(hand laid sheet) 장치, 포드리

니어 제지 기기(Fourdrinier papermaking machines), 실린더형 제지 기기, 경사진 제지 기기(inclined papermaking

machines), 조합 제지 기기 및 적절히 혼합된 페이퍼 퍼니쉬(paper furnish)를 취하고, 퍼니쉬 성분들의 층을 형성하고,

젖은 시트(wet sheet)를 형성하기 위해서 유체 수성 성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기기들을 포함한다. 상기 물질들을 포

함하는 섬유 슬러리는 전형적으로 균일한 섬유 슬러리를 형성하기 위해 혼합된다. 이어서 상기 섬유 슬러리는 웨트 레이드

제지 방법에 적용된다. 상기 슬러리가 웨트 레이드 시트로 형성되면, 상기 웨트 레이드 시트는 건조되고, 경화되거나, 또는

건조한 투과성의, 그러나 실제의 시트 또는 매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처리된다. 여과 매체(filtration media)

로 충분히 건조되고 처리되면, 상기 시트는 전형적으로 약 0.01 내지 0.1, 또는 0.02 내지 0.08 인치의 두께를 가지며, 약

30 내지 250 g-m-2의 평량(basis weight)을 갖는다. 상업적인 규모의 처리를 위해서는, 본 발명의 이성분 매트

(bicomponent mats)는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포드리니어(Fourdrinier), 와이어 실린더, 스티븐스 포머

(Stevens Former), 로토 포머(Roto Former), 인버 포머(Inver Former), 벤티 포머(Venti Former), 및 경사진 델타 포머

(inclined Delta Former) 기기와 같은 제지형 기기(papermaking-type machines)의 이용을 통해 처리된다. 바람직하게

는, 경사진 델타 포머 기기가 이용된다. 본 발명의 이성분 매트는 이성분 섬유 및 매체 또는 유리 섬유 슬러리를 형성하고,

상기 슬러리를, 예를 들어 혼합 탱크 내에서 결합함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상기 처리에서 사용되는 물의 함량은 사용되는

장치의 크기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상기 퍼니쉬는 통상적인 헤드 박스(head box) 내로 통과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탈수

되고 이동 와이어 스크린(moving wire screen) 상에 증착되며, 비직조 이성분 웹을 형성하기 위해 석션 또는 진공에 의해

탈수된다. 그 다음 상기 웹은 통상적인 수단, 예를 들어 플러드 및 익스트랙트 방법(flood and extract method) 또는 롤 코

팅 기술에 의해 바인더로 코팅될 수 있고, 상기 매트를 건조시키고 바인더를 경화시키고 상기 시트 또는 매체를 열융착시

키는 건조 오븐을 통해 통과될 수 있다. 그 결과 얻어지는 매트는 커다란 롤 내에 수집될 수 있다.

합성 특히 폴리에스테르 및 유리 섬유 다층 여과 매체는 이성분 PET/PET 뿐만 아니라 모노머 PVA 바인더 섬유 및 아크

릴 라텍스 수지를 이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효율층 및 로딩층 모두 페이퍼 기기 상에서 거의 동시에 형성된다. 여과 매체

는 이동성 및 공장내 유압 응용 뿐만 아니라 이동 장치 루브 오일(mobile equipment lube oil) 응용에 적합하다.

실시예

핸드 시트 제조과정(hand sheet making procedure)의 설명

8번의 실험에서, 가로 12인치, 세로 12 인치 크기의 핸드 시트를 표 4의 퍼니쉬 레시피(furnish recipes)를 이용하여 하기

의 과정으로 제조하였다.

과정:

물질들을 선택하여 각각의 용기 내에서 칭량(weight)하였다. 예를 들어, 가로 12인치, 세로 12인치 크기의 핸드 시트 한 배

치(batch)를 제조하기 위하여, 선택된 섬유 또는 섬유들(이는 퍼니쉬의 요건에 달려있다)의 76 그람이 사용된다. 상기 섬

유들을 블렌더를 이용하여 알려진 함량의 물 내에 분산시켰다. 한 번에 하나의 배치 내에 모든 섬유를 분산시키기에 블렌

더의 용량(용적)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상기 배치를 좀 더 처리하기 쉽게 부분으로 나눈 다음, 충분한 황산으로 pH를 약

2.5까지 감소시켜 분산을 돕고 필터 매체의 최종적인 형성을 향상시킨다. 하나의 용기 내에서 섬유 분산액의 모든 부분들

을 결합한 다음, 최종적인 시트 형성 농도(전형적으로 약 0.05%)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되는 물의 함량을 조심스럽게 고려

하면서 물을 추가하고, 핸드 시트의 형성 전에, 균일한 분산액을 얻기 위하여 충분히 저어주는데, 15분 정도가 충분하다.

이 방법에 의하면, 기지의 농도(물질의 물 부피에 대한 섬유 중량)를 얻을 수 있고 각 핸드 시트마다 물질 비율이 동일하게

된다. 제지용 와이어(paper making wire)는 상기 박스 내 스크린 상에 놓여진다. 상기 박스는 폐쇄되고 물이 추가된다. 상

기 박스에 섬유 분산액 2.5 리터를 교반하면서 추가한다. 시트를 형성하기 위해 배수한다. 여분의 물을 제거하기 위해 진공

을 이용하여 시트를 건조하는데, 에어 건조하거나 또는 프린트 건조기, 드럼 건조기, 핫 플레이트나 다른 장치를 이용하여

열을 가할 수 있다. 이성분 섬유의 쉬드 폴리머(sheath polymer)의 융점 보다 높은 온도의 열을 가한다.

수지 포화(resin saturation) 과정은 강도 및 내구성을 위하여 핸드 시트를 수지로 포화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핸드 시트를

오븐 내 랙(rack) 상에 위치시키고 300℉(150℃)에서 10분간 건조시킨 다음 초기 평량(initial base weight)을 얻기 위해

서 무게를 잰다. 수지 제형화를 이용하여 수지 성분을 선택하고 이들 모두를 각각의 용기 내에서 측정한 다음 물과 결합시

킨다. 사이즈 프레스 실험실 포화 시스템(size press laboratory saturating system)을 이용하여, 상부 롤 압력을 40 psi로

조정한다. 포화 팬(saturating pan)을 수지 용액으로 채운다. 핸드 시트를 수지 팬(resin pan) 내에 담그고 와이어 및 펠트

측면(felt side) 상에서 그것을 포화시킨다. 들러붙는 것을 방지하고 취급의 용이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와이어나 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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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상기의 양 측면에 대한 지지 스크림(support scrim)이 실험실 포화에서 사용될 수 있다. 스크림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젖은 핸드 시트를 오븐 내 랙(rack) 상에 위치시킨 후 건조될 때까지 300℉(150℃)에서 건조시키고, 평량

을 측정한다. 하기의 공식을 이용하여 수지 픽업량(pick up, %로 표시)을 계산한다:

수지 픽업량(resin pick up) = (포화된 중량 - 초기 중량)·100 / 초기 중량

만약 수지 픽업량이 목표한 픽업 레벨과 상이한 경우에는, 목표로 하는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단계 내의 수지 농도를 조정

한다. 정확한 수지 픽업 레벨로, 핸드 시트의 배치(batch)를 포화시킨다. 스크림을 사용한 경우 이를 제거하고 젖은 핸드

시트를 랙 상에 위치시켜 에어 오버나이트(air overnight) 시킨다. 건조된 시트를 오븐 내 랙 상에 위치시킨 다음 300℉

(150℃)에서 10분간 건조시키고, 중량을 측정한 다음 최종적인 평량 및 수지 픽업량을 계산한다.

표 4

퍼니쉬 특성(Furnish Characteristics)

효율층(Efficiency Layer, 건조 중량에 기초한 %)

건조된 층의 평량(basis weight) 65-138 g-m-2

라텍스 수지 25% 까지

PVA 바인더 섬유 0-2%

PET/PET 쉬드 코어 이성분 바인더 섬유 적어도 5%

유리 섬유 50-95%

제 2 폴리에스테르 섬유 0-55%

로딩층(Loading Layer)

건조된 층의 평량(basis weight) 33-65g-m-2

라텍스 수지 25% 까지

PVA 바인더 섬유 0-2%

PET/PET 쉬드 코어 이성분 바인더 섬유 15% 까지

유리 섬유 70-90%

제 2 폴리에스테르 섬유 0-25%

단일층 핸드 시트의 제 2 세트는 실험을 위해 개시된 과정을 이용하여 제조되었다. 상기 퍼니쉬 제형은 하기의 표 5에서 발

견된다. 폴리비닐 알콜(PVA) 바인더 수지가 1%로 사용되었다.

표 5

퍼니쉬 정보(Furnish information)

 퍼니쉬 (건조 중량 %)

유리 섬유

(평균 직경)

퍼니쉬 A

(93 g-m-2)

퍼니쉬 C

(93 g-m-2)

퍼니쉬 D

(93 g-m-2)

퍼니쉬 G

(93 g-m-2)

GLASS FIBER 706

(0.3 마이크론)
9% 9% 9% 11%

GLASS FIBER 110X

(2 마이크론)
40% 40% 40% 28%

GLASS FIBER 112X

(3 마이크론)
30% 30% 39% 30%

GLASS FIBER

Lauscha EC 6-6 SC

(6 마이크론)
10%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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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FIBER

Lauscha EC 10-12 SC

(10 마이크론)

10% - - -

PVA (88% 가수분해) SPG 056-11 1% 1% 1% 1%

BICOMPONENT FIBER

(DuPont 271P)
- 10% 20% 30%

표 6

핸드시트 데이터시트(Handsheet Datasheet)

표 6은 이 실험에서 포화된 핸드 시트(예를 들어, 퍼니쉬 D 및 G)가 포화되지 않은 버전에 비교하여 상당한 투과성, β 및

로딩 여과 특성을 가지는 반면 향상된 습인장강도(wet tensile strength)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 2는 ISO 16689 테스트 표준에 따른 미니플로 벤치(miniflow Bench)를 이용하여 표 6의 핸드시트(플랫시트 매체 샘플)

에 대해 수행된 실험을 보여준다. 기본 타입의 결과는 대조군(0% 이성분)과 대비하여 30% 이성분 섬유를 이용한 로딩에

서 52%의 증가를 보여준다.

도 3은 표 6의 핸드시트에서, 포화된 타입의 결과가 포화 대조군(0%)과 대비하여 30% 이성분 섬유를 이용한 로딩에서

55%의 증가를 제공함을 보여준다.

도 4는 대조군으로서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0% 이성분을 이용한 기본 핸드시트 및 포화 핸드시트의 로딩 데이터를 보여준

다. 이것은 또한 이성분 섬유의 이용의 이익을 강조한다; 포화 수지의 첨가는 로딩 성능을 떨어뜨린다. 30%의 이성분 섬유

를 갖는 기본 시트의 건조 파열 강도(10.3 psi)를 이성분 및 포화 수지의 건조 파열 강도와 비교한다면, 동일한 강도를 달성

하기 위하여 10% 이상의 수지 픽업(resin pick-up)이 요구됨을 알게 될 것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카트리지 필터 상의 스핀의 횡단면이다. 도 5에서, 카트리지(50)는 전형적으로 플라스틱 또는 금속성인

외부 쉘(exterior shell)(58)을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카트리지 구조의 일 말단부에는 접촉 표면 말단 실(contact surface

end seal)(59)과, 방출구 고리형 공간(outlet annular space)(52)을 포함하는 스레딩된 마운팅 수단(threaded mounting

means)(60) 상의 스핀이 있다. 상기 접촉 표면(contact surface)은, 잠재적인 미립자 로드를 갖는 액체가 카트리지(50)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입구 구멍(inlet aperture)(51) 또는 액체 입구(liquid inlet)(51)를 갖는다. 상기 카트리지는 액체

가 액체 흐름 통로(liquid flow pathway)(53)를 이용하여 주름진 매체(pleated media)(54)를 통해 지나가도록 실 플레이

트(seal plates)(55, 56)를 이용하여 양 말단에서 밀봉된 주름진 매체(54)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상기 주름진 매체(54)의

물질은 전형적으로 어떤 형태의 지지체 없이는 여과 특성을 유지하기에 기계적으로 불충분하다. 본 발명의 카트리지(50)

는 상기 주름진 매체(54)가 상기 카트리지를 통해 지나가는 액체의 힘에 의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지지 층(support

layer)(57)을 이용하여 상기 주름진 매체(54)를 지지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지지된 주름진 매체의 일 구현예를 보여준다. 도 6에서는, 주름진 매체(54)가 천공성 매체 지지체

(perforate media support)(61) 상에서 지지된 것을 보여준다. 유체 흐름(fluid flow)(63)이 보여지는데, 유체는 상기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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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천공성 지지체를 통과하여 상기 구조의 내부로 들어간다. 상기 천공성 매체는 상기 지지체 내에, 액체가 상기 매체의 외

부로부터 상기 필터 구조의 내부로 흐르는 것을 허용하는 구멍 또는 기공(62)을 포함한다. 상기 구멍 또는 기공(62)은 상기

주름진 매체(54)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안정한 지지를 유지하는 금속(61)에 의해 둘러싸여진다.

도 7은 본 발명의 스크린 지지된 매체의 하류 측면(down stream side)의 측면도이다. 도 7에서는, 지지된 매체(70)가 보

여지는데, 거기에서는 주름진 매체(54)가 스크린 지지체(screen support)(71)에 의해 지지된다. 도 6에서 일반적으로, 유

체는 상기 매체의 스크린-지지된 측면을 통해 상기 지지된 매체의 매체 측면을 통과하여 상기 카트리지 구조의 내부로 들

어간다.

실험 방법 ISO 16889 "Hydraulic Fluid Power Filters - Multipass Method for Evaluating Filtration of a Filter

Element"가 로딩 및 β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β 결과는 이 실험 방법에서 패러그래프 12.6에 대하여 기록된

다. β는 유압 산업에 의해 사용되는 필터 평가 시스템이다. βx = (입자수 > 필터 상류(upstream)의 지정된 크기)/(입자수

> 필터 하류(downstream)의 지정된 크기) 이다. 상기 아래기호 "x"는 입자의 마이크론 크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1,000개의 입자 15 마이크로미터 이상이 필터의 상류에서 계산되면, 그와 동일한 크기의 입자의 50이 하류에서 계산되어,

β는 20이 되거나 또는 β15 = 20이다. 지정된 다른 방식에 따르면, 상기 필터는 1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에 대해 95%

효율적이다. ISO 16889 테스트 표준에 따른 DCI 미니플로 벤치(miniflow bench)를 이용하여 핸드 시트(플랫시트 매체 샘

플)에 대해 실험이 수행되었다. 기본의 결과(도 2 참조)는 대조군(0% 이성분)과 대비하여 30% 이성분 섬유를 이용한 로딩

에서 52%의 증가가 있음을 보여준다. 투과성은 물 0.5 인치의 압력손실에서 필터 매체를 통해 흐르게 되는 공기의 함량

(ft3-min-1-ft-2 또는 ft-min-1)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투과성은 상기 용어가 사용되는 것과 같이, 메릴랜드, 게티스

버그의 Frazier Precision Instrument CO. Inc.,로부터 구입 가능한 Frazier 투과성 테스터 또는

www.aticorporation.com., (864)989-0566, 사우스 캐롤리나 29301, 스파탄버그, 이스트 블랙 스톡 로드 수트 2 243번

지의 Advanced Testing Instruments Corp (ATI)로부터 구입가능한 TexTest 3300 또는 TexTest 3310을 이용한

ASTM D737에 따른 Frazier 투과성 테스트에 의해 평가된다. 본 명세서에서 언급되는 기공 크기는 www.pmiapp.com,

1-800-825-5764, 뉴욕 14850-1298, 이타카, 빌딩 4.83 브라운 로드, 콘웰 대학 리서치 파크의 Porus Materials, Inc.,

에 의해 판매되는 Model APP 1200 AEXSC와 같은 모세관 흐름 포로메타(capillary flow porometer)를 이용하여 결정된

평균 흐름 기공 직경(mean flow pore diameter)을 의미한다.

Kahlbaugh 등에 의한 미국특허 제5,082,476호는 본 발명의 마이크로섬유 물질과 결합된 주름진 성분을 갖는 거품 기질

(foam substrate)을 포함하는 뎁스 매체(depth media)를 이용한 필터 디자인을 개시한다. Stifelman 등에 의한 미국특허

제5,104,537호는 액체 매체를 여과하는데 유용한 필터 구조에 관한 것이다. 액체가 필터 하우징(filter housing) 내로 혼

입되고, 필터의 외부를 통해 내부 고리형 코어(interior annular core) 내로 지나간 다음 상기 구조 내에서의 이용을 활성

화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Gillingham 등에 의한 미국특허 제5,820,646호는 적절한 필터랑 성능을 얻기 위하여 필터 매체의 적어도 하나의 층을 통

해 "Z" 형상의 통로로 지나가는 유체 스트림(fluid stream)을 필요로 하는 막힌 통로(plugged passage)와 관련된 특정한

주름진 필터 디자인(pleated filter design)을 이용하는 물결 모양으로 주름잡힌 또는 Z 필터 구조를 개시한다. 주름진 Z

형상의 포맷으로 형성된 상기의 필터 매체는 본 발명의 가는 섬유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그 특정한 구현예와 관련하여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은 또한 변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응용은 본 발명의 설명을

뒤따르는 그리고 본 발명이 포함되는 기술분야 내의 공지된 또는 관행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임의의 변형, 이용 또는 개조

를 커버하는 것이 의도되며, 앞에서 기술된 필수적인 특징에 응용될 수 있고 첨부의 청구항의 범위와 같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여과 매체에서 이성분 섬유를 이용한 경우의 그래픽 데이터를 보여준다. 이성분 섬유의 사용(다른 모든 변수들은

일정하게 유지)은 본 발명 매체의 여과 용량에 실질적인 증가를 제공하며, 상기 매체는 상당한 기계적 강도를 유지한다.

도 2는 이성분 섬유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효율적인 미립자 로딩의 증가를 보여준다.

도 3은 수지 포화 매체(resin saturated media)에서 이성분 섬유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효율적인 미립자 로딩의 증가

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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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수지 포화 또는 무 수지(resin free)일 수 있는 유사한 핸드 시트(hand sheet)의 멀티패스(multipass) 결과를 보여

준다.

도 5는 액체 여과를 위해 주름진 매체 층(pleated media layer)을 이용한 본 발명의 카트리지 필터 태양 상의 스핀의 횡단

면이다.

도 6은 천공성 금속 지지체에 의해 지지된 본 발명의 주름진 매체(pleated media)의 횡단평면도이다. 이러한 조합은 본 발

명의 지지된 매체의 한 태양이다.

도 7은 스크린 지지체에 의해 지지된 본 발명의 주름진 매체의 하향식 측면(down flow side)의 측면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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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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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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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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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공개특허 10-2007-0085813

- 18 -


	문서
	서지사항
	요약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특허청구의 범위 1
명세서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도면의 간단한 설명 13
도면 14
 도면1 14
 도면2 15
 도면3 16
 도면4 17
 도면5 17
 도면6 18
 도면7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