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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본 발명은 극히 얇은 피층들을 갖는 저게이지(low gauge)의 다층 필름에 관한 것이다.<1>

본 발명은 극히 얇은 다층 필름과 이들을 라미네이트와 함께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2>
재료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특히 제한 사용되는 일회용 물품 영역에서 그러하다.

오늘날 많은 제품들은 고도로 가공된 부품들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이들 제품은 제한 사용되<3>
거나 일회용 물품이 되도록 요구된다. 제한 사용 또는 일회용이라는 것은 제품 및(또는) 부품이 폐기되기 
전에 적은 횟수로만 사용되거나 가능하게는 단 1번만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제품의 예로는 수술
용 드레이프(drape) 및 가운과 같은 수술용 및 의료 관련 제품, 커버롤(coveralls) 및 실험실 코트와 같
은 일회용 작업복, 및 기저귀, 배변 연습용 팬티, 실금자용 가먼트(garment), 생리대, 밴드(bandage), 와
이프(wipe) 등과 같은 개인 위생 흡수용품이 비제한적으로 포함된다. 이들 제품은 모두 그 구성품으로서 
필름과 섬유상 부직 웹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활용하고 있다. 두 재료들은 종종 교환가능하게 사용되
지만, 필름은 특히 액체에 대한 배리어(barrier) 특성이 보다 큰 경향이 있는 반면, 섬유상 부직 웹은 무
엇보다도 촉감, 편안함 및 미관상 특성이 보다 우수하다. 이들 재료를 제한 사용 및(또는) 일회용 제품에 
사용하면, 가격을 절감시키면서 가공된 성질을 최대화시키려는 동인이 매우 크다. 이를 위해, 목적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름 또는 부직포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종종 바람직한데, 이는 둘의 조합이 종종 
더 비싸기 때문이다. 필름 분야에서는 종래에 두께를 감소시킨 다층 필름을 제도하려고 시도되었다. 예를 
들면, 다층 필름의 전체 두께의 약 30  내지 70%를 차지하는 중앙층을 갖는 3층 필름을 제조하는 비셔
(Vischer)의 미국 특허 제5,261,899호를 참조한다. 다층 필름를 형성하는 경우의 장점 중 하나는 특정한 
성질들이 필름에 내재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 것이며, 필름을 다층으로 만듦으로써 보다 고가의 성분들을, 
이들을 가장 필요로 할 것 같은 외층들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특정한 성질들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성질들을 매우 얇은 게이지에서 제공하도<4>
록 가공할 수 있는 다층 필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독립 청구항 1, 3 및 11에 따른 다층 필름, 독립 청구항 12 및 16에 따른 개인 위생 <5>
흡수용품, 독립 청구항 13 및 15에 따른 라미네이트, 독립 청구항 18 및 19에 따른 수술용 가운, 독립 청
구항 20 및 21에 따른 수술용 드레이프, 및 독립 청구항 22 및 23에 따른 의류 제품에 의해 해결된다.

본 발명의 다른 이점, 특징, 측면들 및 상세한 사항은 종속 청구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6>
된 도면으로부터 자명해진다. 청구항들은 본 발명을 포괄적 용어로 정의하는 첫 번째 비제한적인 접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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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이해되기 바란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은 상기한 저게이지 필름을 섬유상 부직 웹으로 이루어진 층과 같은 다른 지<7>
지층과 결합시켜 강도를 증가시키고 미관상 특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다층 필름, 및 다층 필름/부직포 라미네이트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섬유상 <8>
부직 웹 등과 같은 다른 재료에 적층시킨 상기한 필름에 관한 것이다.

필름은 캐스트(cast) 및 블로운(blown) 공압출 필름 형성법과 같은 통상의 필름 형성 기법으로 <9>
제조한다. 필름은 제1 외면과 제2면을 규정하는, 압출가능한 열가소성 중합체로 제조된 코어층을 갖도록 
생성한다. 가장 기본적인 구성에서, 제1 피층이 코어층의 제1 외면에 일반적으로 공압출법으로 인해 동시
에 부착되어 다층 필름을 형성한다. 이 다층 필름은 전체 두께를 규정하며, 제1 피층은 다층 필름의 전체 
두께의 약 10% 이하를 차지하는 제1 피층 두께를 규정한다. 이는 압출된 필름을, 다층 필름을 본 명세서
에 규정한 치수 이내로 얇게 만들도록 연신시키는 것에 기인한다. 그 결과, 제1 피층의 두께는 약 2 ㎛를 
넘지 않을 것이다. 다층 필름의 극히 얇은 성질을 고려하면, 다층 필름을 지지층과 같은 다른 재료에 적
층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적절한 지지층으로는 다른 필름, 섬유상 부직 웹, 직물 재료, 스크림
(scrim), 그물(netting) 및 이들의 조합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태양에서는, 코어층은 그의 제1 외면에 부착된 제1 피층과 그의 제2 외면에 부착된 제2 피층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1 피층과 제2 피층은 합한 두께가 전체 두께의 약 15%을 넘지 않아야 하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제1 피층 두께 또는 제2 피층 두께 중 어느 것도 다층 필름의 전체 두께의 약 7.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원하는 경우, 이들 층 중 하나 이상이 미립상 충전제 등과 같은 다른 첨가제를 함유할 
수 있다. 가장 전형적으로는, 이러한 충전제는 주로 코어층에서 예를 들면, 이 특정한 층의 총 중량을 기
준으로 약 60 중량% 이상으로 사용될 것이다.

층들을 통한 기체 확산을 허용하는 특수한 중합체를 사용하여, 및(또는) 미립상 충전제를 사용하<10>
여, 통기성이 있는 다층 필름을 제조하는 것도 또한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이들 필름을 통기성으로 만들
려면, 압축 롤러들 사이에서 필름을 연신 및(또는) 압착시켜 입자들 내에 및 주위에 공극을 생성시켜 수
증기와 다른 기체의 투과가 가능하도록 한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통기성 다층 필름은 수증기 투과율이 
300 g/㎡/24 hr 이상일 것이다.

이러한 필름 및 라미네이트는 기저귀, 배변 연습용 팬티, 생리대, 실금자용 기구, 밴드 등을 포<11>
함한 개인 위생 흡수용품에서의 용도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용도를 갖지만 이들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이
들 필름 및 라미네이트는 또한 수술용 드레이프 및 가운 뿐만 아니라 각종 의류 제품과 같은 물품에서 전
체 제품으로서 또는 단순히 그의 부분품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실시태양에 대한 다음 상세한 설명을 첨부된 도면과 함께 참조하여 더 잘 <12>
이해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다층 필름의 횡단 측면도이다. 필름의 우측은 설명을 돕기 위해 서로 분<13>
리시켜 두었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다층 필름/부직포 라미네이트의 횡단 측면도이다.<14>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다층 필름과 본 발명에 따른 다층 필름/부직포 라미네이트를 제조하는 공<15>
정의 도식적 측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다층 필름 및 다층 필름/부직포 라미네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예시적인 <16>
개인 위생 흡수용품, 이 경우 기저귀의 부분 절단 평면도이다.

본 발명은 다층 필름, 즉, 2개 이상의 층들을 갖는 필름 뿐만 아니라, 섬유상 부직 웹 등과 같은 <17>
지지층에 적층시킨 이러한 필름에 관한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예시의 목적으로 도면의 우측에서 서로 
분리시킨 다층 필름 (10)을 원래의 크기대로는 아니지만 도시한다. 다층 필름 (10)은 폴리올레핀 또는 폴
리올레핀 블렌드와 같은 압출가능한 열가소성 중합체로 제조된 코어층 (12)를 포함한다. 코어층 (12)는 
제1 외면 (14)와 제2 외면 (16)을 갖는다. 코어층은 또한 코어 두께 (22)를 갖는다. 제1 피층 두께 (24)
를 갖는 제1 피층 (18)이 코어층 (12)의 제1 외면 (14)에 부착되어 있다. 제2 피층 두께 (26)을 갖는 선
택적인 제2 피층 (20)이 코어층 (12)의 제2 외면 (16)에 부착되어 있다. 또한, 다층 필름 (10)은 전체 두
께 (28)을 갖는다. 이러한 다층 필름 (10)은 필름 제조업의 숙련자에게 공지된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특히 유리한 2가지 방법은 캐스트 필름 공압출법과 블로운 필름 공압출법이다. 이들 
방법에서는, 2층 또는 3층이 동시에 형성되어 다층 형태로 압출기를 빠져나온다. 본 발명에 따른 다층 필
름의 극히 얇은 특성 때문에, 별개의 압출법을 이용하여 다층 필름을 형성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상기 방법들이 아마도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에 대해
서는 전문을 본원에 참고로 인용한 미국 특허 제4,522,203호, 동 제4,494,629호 및 동 제4,734,324호 등
을 참조한다.

본 발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보다 일반적인 코어층 (12)를, 제1 피층(18)과 같은 훨씬 더 <18>
얇고 더 특수하게 설계된 피층이나, 또는 코어층 (12)의 어느 한 쪽 또는 양쪽 면에 부착시킨 2개 이상의 
피층들의 조합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많은 재료층들을 갖는 다층 필름 (10)을 형성하
는 것이 가능하다. 제1 피층 (18)과 선택적인 제2 피층 (20)을 갖는 것과 같은 코어층 (12)는 단독 중합
체, 공중합체 및 블렌드를 포함한 폴리올레핀을 비제한적으로 포함하는, 다층 필름 구조물에 활용될 수 
있는 임의의 중합체로부터 형성할 수 있다. 코어층 (12)의 단가를 더욱 절감하기 위해 1종 이상의 충전제
를 코어층 중합체 압출 블렌드에 첨가할 수도 있다. 유기 충전제와 무기 충전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충전제는 압출된 필름을 화학적으로 저해하거나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선택해야 한다. 이들 충전제는 
코어층 (12)에 사용되는 중합체 양을 감소시키고(시키거나) 통기성 및(또는) 악취 감소와 같은 특정한 성
질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충전제의 예로는 탄산칼슘(CaCO3), 각종 점토, 실리카(SiO2), 알루미

나, 황산바륨, 탄산나트륨, 활석, 황산마그네슘, 이산화티탄, 제올라이트, 황산알루미늄, 셀룰로오스계 
분말, 규조토, 황산마그네슘, 탄산마그네슘, 탄산바륨, 고령토, 운모, 탄소,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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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알루미늄, 펄프분, 목분, 셀룰로오스 유도체, 중합체 입자, 키틴 및 키틴 유도체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사용할 수 있는 충전제의 양은 최종 사용자의 재량 내에 있으나, 코어층 (12)의 총 중량을 기준<19>
으로 0 내지 80중량%로의 첨가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충전제는 미립상 형태일 것이며, 통상 평균 입자 
크기가 약 0.1 내지 약 7 ㎛ 범위인 다소 구형일 것이다. 또한, 충분한 충전제를 다층 필름 (10)의 충분
하게 연신하면서 함께 사용하면, 코어층 (12) 내에 함유된 입자들 주변에 공극이 생성되어 코어층을 통기
성으로 만들 수 있다. 코어층 (12)의 약 60 중량%를 넘는 고함량으로 연신과 함께 이용하면 통기성 필름
을 제공한다. 이러한 통기성 필름은 일반적으로 수증기 투과율(WVTR)이 300 g/㎡/24hr을 넘을 것이다.

피층들 (18 및 20)은 전형적으로는 다층 필름 (10)에 특수한 성질을 부여하는 압출가능한 열가소<20>
성 중합체 및(또는) 첨가제를 포함할 것이다. 따라서, 제1 피층 (18) 및(또는) 제2 피층 (20)은 항균 활
성, 수증기 투과, 접착 및(또는) 블로킹 방지 특성과 같은 성질을 부여하는 중합체로 제조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층들 (18 및 20)에 대해 선택되는 특정한 중합체(들)은 원하는 특정한 속성에 따라 달라질 것
이다.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중합체의 예로는 폴리올레핀의 단독중합체, 공중합
체 및 블렌드 뿐만 아니라,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에틸렌 에틸 아크릴레이트(EEA), 에틸렌 아크
릴산(EAA), 에틸렌 메틸 아크릴레이트(EMA), 에틸렌 부틸 아크릴레이트(EBA), 폴리에스테르(PET), 나일론
(PA), 에틸렌비닐 알코올(EVOH), 폴리스티렌(PS), 폴리우레탄(PU), 및 비정질 에틸렌 프로필렌 랜덤 공중
합체가 주로 반결정성 고폴리프로필렌 단량체/저에틸렌 단량체 연속 매트릭스 중에 분자 수준으로 분산되
어 있는 다단계 반응기 생성물인 올레핀계 열가소성 탄성체가 포함된다.

다층 필름 (10)을 도 2에 나타낸 것과 같은 하나 이상의 기판들 또는 지지층들 (30)에 적층시키<21>
는 것이 종종 바람직할 수 있다. 코어층은 지지층 (30)에 접착될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접착성 또는 
부착성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제1 피층 (18)은 코어층 (12)보다 더 높은 접착성 및(또는) 더 
낮은 점성점을 나타내는 중합체(들)로부터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재료에 관해 원하는 결과는 매우 작은 전체 필름 두께, 및 더 중요하게는 다층 필름 <22>
(10)의 전체 두께의 적은 비율만을 차지하는 피층을 얻기 위한 것이다. 아래 실시예에서 증명되는 바와 
같이, 다층 필름 (10)의 전체 두께 (28)을 기준으로, 2층 구조물에서는 제1 피층 (18)의 제1 피층 두께 
(24)는 전체 두께 (28)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3층 필름 구조물에서는 제1 피층 (18)과 제2 피층(2
0)의 합한 두께가 전체 두께의 15%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제1 피층(18)은 전체 피층 두께 (2
8)의 7.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제2 피층 (20)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코어 두께 (22)는 
전체 두께 (28)의 85% 이상을 차지하며, 제1 피층 (18)과 제2 피층 (20)은 각각 일반적으로 전체 두께 
(28)의 7.5% 이하를 차지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체 두께 (28)이 30 ㎛ 이하인 얇게 만든 필름을 제조
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일부 용도에서는 2 ㎛를 넘지 않는 피층을 갖는 필름을 제조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이는 먼저 다층 필름 (10)을 형성한 다음, 아래에 더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생성된 다
층 필름 (10)이 기계 방향, 즉 필름이 필름 압출 장치를 빠져나올 때 필름 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향상
된 강도 특성을 갖도록 필름을 기계 방향으로 연신 또는 배향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서 얻어진 필름은 필요하다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지지층 (30)에 적층시킬 <23>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지층 (30)은 섬유상 부직 웹이다. 이러한 섬유상 부직 웹의 제법은 
부직포 제조 분야의 숙련자에게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섬유상 부직 웹은 다층 필름 (10)에 보다 부드럽
고 천과 같은 감촉 등의 부가적인 특성을 부가할 수 있다. 이는 다층 필름 (10)을 개인 위생 흡수용품에 
대한 외측 커버와 같은 용도에서 액체에 대한 배리어층으로서, 및 수술용 드레이프, 가운 및 다른 형태의 
의복 등과 같이 병원용, 수술용 및 청정실 용도를 위한 배리어 재료로서 사용하는 경우 특히 유리하다. 
제1 피층 (18)과 제2 피층 (20)에 지지층 (30)을 부착하는 것은 고온 용융(hot-melt) 접착제 및 용매 기
재 접착제와 같은 별도의 접착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가열 접착 룰의 경우와 같이 열 및(또는) 압력을 사
용하여 성취할 수 있다. 그 결과, 제1 피층 (18)과 제2 피층 (20)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를 고유한 
접착성을 갖도록 설계하여 적층 공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특히 유리한 지지층은 섬유상 부직 웹이다. 이러한 웹은 스펀본딩, 멜트블로잉 및 본디드 카디드 <24>
웹법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많은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멜트블로운 섬유는 용융된 열가소
성 재료를 다수의 미세한, 통상적으로 원형의 다이 모세관을 통해 용융된 실 또는 필라멘트로서 고속의, 
통상적으로 대기와 같은 가열된 기체 스트림 내로 압출시킴으로써 형성하며, 이는 용융된 열가소성 재료
의 필라멘트를 가늘게 하여 직경을 감소시킨다. 그 후, 멜트블로운 섬유는 고속의, 통상적으로 가열된 기
체 스트림에 의해 운반되어, 수집면에 축적되어 무작위적으로 분산된 멜트블로운 섬유의 웹을 형성한다. 
멜트블로운법은 잘 공지되어 있으며, 문헌[NRL Report 4364, B.A. Wendt, E.L. Boone 및 C.D. Fluharty 
"Manufacture  of  Super-Fine  Organic  Fibers";  NRL  Report  5265,  K,D.  Lawrence,  R.T.  Lukas,  J.A. 
Young, "An Improved Device for the Formation of Super-Fine Thermoplastic Fibers"]; 1972년 7월 11일 
프렌티스(Prentice)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3,676,242호; 및 1974년 11월 19일 분틴(Buntin) 등에게 허
여된 미국 특허 제3,849,241호 등을 포함한 각종 특허문헌과 출판물에 설명되어 있다. 상기 참고문헌들은 
본 명세서에 그 전문을 참고로 포함시킨다.

스펀본드 섬유는 용융된 열가소성 재료를 방사구(spinnerette)에서 다수의 미세한, 통상적으로 <25>
원형의  모세관으로부터  필라멘트로서  압출시키고,  그  후  압출된  필라멘트의  직경을 비인취식(non-
eductive) 또는 인취식 유체 연신 또는 다른 공지된 스펀본딩 기전 등에 의해 빠르게 감소시켜 형성한다. 
스펀본드 부직 웹의 제조는 아펠(Appel) 등의 미국 특허 제4,340,563호; 마쯔끼(Matsuki) 등의 미국 특허 
제3,802,817호;  도쉬너(Dorschner)  등의  미국  특허  제3,692,618호,  키니(Kinney)의  미국  특허 제
3,338,992호와 제3,341,394호; 레비(Levy)의 미국 특허 제3,276,944호; 피터슨(Peterson)의 미국 특허 제
3,502,538호; 하트만(Hartman)의 미국 특허 제3,502,763호, 도보(Dobo)  등의 미국 특허 제3,542,615호; 
및 하몬(Harmon)의 카나다 특허 제803,714호와 같은 특허문헌에 설명되어 있다. 상기 참고문헌들은 모두 
그 전문을 본 명세서에 참고로 포함시킨다.

다층 지지층 (30)을 또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의 예로는 본 명세서에 그 전문을 참고로 <26>
포함시키는 브록(Brock) 등의 미국 특허 제4,041,203호에 교시된 것과 같은 스펀본드/멜트블로운 라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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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및 스펀본드/멜트블로운/스펀본드 라미네이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본디드 카디드 웹은 통상적으로 면포(bale)로 구입되는 스테이플 섬유로부터 제조한다. 면포를 <27>
섬유들을 분리시키는 피커(picker)에 놓는다. 이어서, 섬유들을, 스테이플 섬유들을 더 분리시키고 기계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코우밍(combing) 또는 카딩(carding) 유닛을 통해 통과시켜 기계 방향으로 배향된 
섬유상 부직 웹을 형성시킨다. 일단 웹이 형성되면 이어서 이를 몇 가지 접착법 중 한 가지 이상으로 접
착시킨다. 한가지 접착법은 분말 접착제를 웹 전체에 분배시킨 다음, 통상적으로 웹과 접착제를 고온 공
기로 가열함으로써 활성화시키는 분말 접착이다. 다른 접착법은 가열된 캘린더 롤 또는 초음파 접착 기구
를 사용하여 섬유들을 함께, 원하는 경우 웹의 전체 표면에 걸쳐 접착시킬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국소
화 접착 패턴으로 접착시키는 패턴 접착이다. 이성분 스테이플 섬유를 사용하는 경우 통기 (through-air) 
접착 기구가 그의 많은 용도 때문에 특히 유리하다.

다층 필름 (10)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을 도 3에 도시한다. 이 도면을 참조하면, 다층 필름 (10)<28>
을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캐스트 또는 블로운 유닛과 같은 공압출 필름 장치 (40)로부터 형성한다. 전형
적으로 이 장치 (40)은 2개 이상의 중합체 압출기 (41)를 포함할 것이다. 다층 필름 (10)은 1쌍의 닙 또
는 냉각(chill) 롤러들 (42) (이 중 하나는 새로 형성되는 필름 (10)에 엠보싱 패턴을 부여하도록 패턴화
될 수 있다) 내로 압출된다. 이는 필름의 번들거림을 감소시키고 무광택 마감처리를 하는 경우 특히 유리
하다. 도 1에 도시된 것과 같은 3층 필름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 전형적으로 다층 필름 (10)은 최초 형성
된 상태에서 전체 두께 (28)은 약 40 ㎛ 이상이고, 제1 피층 (18)과 제2 피층 (20)은 각각 초기 두께가 3 
㎛ 이상이며 둘을 합하면 전체 초기 두께의 약 15%일 것이다.

공압출 필름 장치 (40)으로부터 나온 필름 (10)은 Marshall and Williams Company (미국 로드 아<29>
일랜드주 프로비덴스 소재)와 같은 판매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장치인 기계 방향 배향기와 같은 필름 
연신 유닛 (44)로 향한다. 이러한 장치 (44)는 다층 필름 (10)을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공정을 통해 
필름 (10)의 이동 방향인 필름의 기계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연신시키고 얇게 만드는 다수의 연신 롤러들 
(46)을 갖는다. 필름 연신 유닛 (44)에서 나온 후, 필름 (10)은 최대 두께가 약 30 ㎛일 것이고, 피층들
을 각각 최대 두께가 약 2 ㎛ 이하로서 이들을 다시 합하면 전체 필름의 약 15% 미만, 더 바람직하게는 
전체 필름 두께의 10% 미만일 것이다.

원하는 경우, 다층 필름 (10)을 하나 이상의 지지층 (30)에 부착시켜 다층 필름/부직포 라미네이<30>
트 (32)를 형성시킬 수도 있다. 다시 도 3을 참조하면, 1쌍의 스펀본드기와 같은 통상적인 섬유상 부직 
웹 형성 장치 (48)을 사용하여 지지층 (30)을 형성한다. 길고 본질적으로 연속 섬유 (50)을 형성 와이어 
(52) 상에 미접착 웹 (54)으로서 퇴적시키고, 이 미접착 웹 (54)는 이어서 섬유들을 함께 접착시키고 생
성된 웹 지지층 (30)의 인열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1쌍의 접착 롤러 (56)을 통해 보내진다. 이들 롤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는 접착을 돕기 위해 종종 가열된다. 전형적으로, 웹 (30)에 소정의 접착 표면적을 갖
는 불연속 접착 패턴을 부여하도록 롤들 (56) 중 하나를 패턴화시킨다. 나머지 롤은 통상적으로 평활한 
앤빌(anvil) 롤이지만, 이 롤도 또한 원하는 경우 패턴화시킬 수 있다. 일단 다층 필름 (10)이 충분히 얇
아지고 배향되고 지지층 (30)이 형성되면, 1쌍의 적층 롤 또는 다른 수단 (58)을 이용하여 2개의 층들을 
함께 모아 서로 적층시킨다. 접착 롤 (56)의 경우와 같이, 적층 롤 (58)은 가열될 수 있다. 또한, 이 롤
들 중 적어도 하나는 생성된 라미네이트 (32)에 소정 접착 표면적을 갖는 불연속 접착 패턴을 생성하도록 
패턴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라미네이트 (32)의 한쪽 면 상의 주어진 표면적에 대한 최대 접착점 표
면적은 전체 표면적의 약 50%를 넘지 않을 것이다. 사용할 수 있는 불연속 접착 패턴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본 명세서에 전문을 참고로 포함시키는 브록등의 미국 특허 제4,041,203호를 참조한다. 라미네이트 
(32)는 일단 적층 롤 (58)에서 나오면 후속적인 가공을 위해 롤 (60)에 권취시킬 수 있다. 별법으로, 라
미네이트 (32)는 추가의 가공 또는 전환을 위해 작업 라인 내에 연속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공정은 또한 도 2에 도시된 것과 같은 3층 라미네이트 (32)를 만들기 위해 사용할 <31>
수도 있다. 앞서 설명한 공정에 대한 유일한 변경사항은 다층 필름 (10)의 다른 섬유상 부직 웹 지지층 
(30)의 반대쪽 면 상의 적층 롤 (58) 내로 제2 섬유상 부직 웹 지지층 (30)의 공급물(supply) (62)를 공
급하는 것이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지지층 (30)의 공급물은 예비형성된 롤 (62) 형태이다. 별법으
로, 다른 층들의 경우와 같이 지지층 (30)을 작업 라인에서 직접 형성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나, 제2 
지지층 (30)은 적층 롤 (58) 내에 공급되어 다른 지지층 (30)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층 필름 (10)에 적층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층 필름 (10)과 라미네이트 (32)는 기저귀, 배변 연습용 팬티, 실금자<32>
용 기구, 및 생리대와 같은 여성 위생용품과 같은 개인 위생 흡수 물품을 비제한적으로 포함하는 광범위
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예시적인 제품 (80)을, 이 경우 기저귀를 도 4에 도시한다. 도 4를 참조하면, 
대부분의 이러한 개인 위생 흡수용품 (80)은 액체 투과성 상부 시이트 또는 라이너 (82), 배면 시이트 또
는 외부커버 (84), 및 상부 시이트 (82)와 배면 시이트 (84) 사이에 배치되어 구속된 흡수성 코어 (86)을 
포함한다.  기저귀와  같은  용품  (80)은  또한  점착  체결  테이프  또는  기계적  후크-앤드-루프형 체결구
(fastener)와 같은 몇몇 종류의 체결 수단 (88)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층 필름 (10)은 그 자체로 또는 다층 필름/지지층 라미네이트 (32)와 같은 다른 형태로, 상부 <33>
시이트 (82) 및 배면 시이트 (84)를 비제한적으로 포함한 용품의 각 부분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
다. 필름을 라이너 (82)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는 대부분 천공되거나 달리 액체 투과성이 되도록 만들
어져야 할 것이다. 다층 필름/부직포 라미네이트 (32)를 외부커버 (84)로서 사용하는 경우, 부직포 면을 
사용자로부터 먼 쪽을 향하도록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또한, 이러한 실시태양에서는 라미네이
트 (32)의 부직포 부분을 후크-앤드-루프 조합의 루프 부분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다층 필름 및 다층 필름/지지층 라미네이트의 다른 용도로는 수술용 드레이프 및 <34>
가운, 와이퍼, 배리어 재료, 및 작업복 및 실험실 코트와 같은 품목을 포함한 의류 제품 또는 그 일부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의 특성을 하기하는 일련의 시험 절차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러한 특성으로는 필름 <35>
두께, 수증기 투과율 및 박리 강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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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기 투과율<36>

샘플 재료에 대한 수증기 투과율(WVTR)은 ASTM 표준 E96-80에 따라 계산하였다. 직경 7.62 cm(3 <37>
인치)의 원형 샘플을 각 시험 재료와 CELGARD(등록상표) 2500 (Hoechst Celanese Corporation; 미국 뉴저
지주 솜머빌 소재)의 조각인 대조용으로부터 잘라내었다. CELGARD(등록상표) 2500 필름은 미세다공성 폴
리프로필렌  필름이다.  각  재료들에  대해  3개  샘플을  마련하였다.  시험  접시는  No.  60-1 증기계
(Vapometer)  팬 (Thwing-Albert  Instrument  Company(미국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 소재) 판매)이었다. 
물 100 ㎖를 각 증기계 팬에 부어넣고, 시험 재료와 대조용 재료의 각 샘플들을 각 팬의 개방된 상부에 
걸쳐 놓았다. 스크류-온(screw-on) 플랜지를 잠가서 각 팬의 가장자리를 따라 밀봉을 형성하여, 연결된 
시험 재료 또는 대조용 재료가 노출 면적 약 33.17 ㎠인 직경 6.5 cm의 원에 걸쳐 주변 분위기에 노출되
도록 두었다. 팬을 32℃ (100°F)의 가압 공기 오븐에 넣었다. 오븐은 외부 공기가 오븐을 통하여 순환하
여 내부 수증기 축적을 방지시키는 항온 오븐이었다. 적절한 가압 공기 오븐은 예를 들면, Blue M Power-
O-Matic 60 오븐(Blue M Electric Company(미국 일리노이주 블루 아일랜드 소재) 판매)이다. 24시간 후, 
팬을 오븐에서 꺼내 다시 중량을 재었다. 예비 시험 수증기 투과율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시험 WVTR = (24시간에 걸친 중량 손실 g)×315.5 g/㎡/24 hr<38>

오븐 내의 상대 습도는 특정하게 조절하지 않았다.<39>

32℃ (100°F)와 주변 상대 습도의 소정 세팅 조건 하에서, CELGARD(등록상표) 2500 대조용에 대<40>
한 WVTR은 5000 g/㎡/24 hr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대조용 샘플을 각 시험에서 수행하고 예비 시
험값을 다음 식을 사용하여 세팅 조건으로 보정하였다.

WVTR (g/㎡/24 hr) = (시험 WVTR/대조용 WVTR)×5000 g/㎡/24 hr<41>

필름/필름층 두께<42>

전체 두께 (28), 제1 피층 두께 (24), 코어 두께 (22) 및 제2 피층 두께 (26)을 필드 방출 주사 <43>
전자 현미경법 (FESEM)으로 단면에서 측정하였다. 각 필름 샘플을 액체 질소에 담근 다음 면도날로 충격
을 가해 절단하였다. 새로 절단한 단면을 구리 테이프를 사용하여 직립 형태로 시료대에 장착하였다. 히
다찌(Hitachi) S-800 필드 방출 주사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5 및 10 keV에서 샘플을 관찰하였다. 2000X 
배율로 주사 전자 현미경사진을 찍어 각 샘플에 대한 필름 구조를 보였다. 각 다층 필름에 대해 3개의 별
개 샘플과 해당하는 사진을 마련하였다. 10.2 cm×12.7 cm 음화를 20.4 cm×25.4 cm 사본으로 확대하여, 
이들 사진으로부터 직접 측정값을 취하였다. 2000X로 확대한 기준 15 ㎛ 척도를 각 사진에 겹쳐놓았다. 
각 필름 샘플에 대한 3개의 사진 각각에서 각각의 층들에 대해 5번 측정하여, 각 두께에 대하여 15개의 
데이터점 또는 측정값을 얻었다. 각 샘플의 제1 피층, 제2 피층 및 코어층에 대해 측정을 행하였다. 각 
층에 대한 15개의 측정값을 모아 평균하여 각 층에 대한 두께값 (㎛ 단위)을 얻었다. 전체 필름의 전체 
두께는 각 샘플에 대한 코어층, 제1 피층 및 제2 피층에 대한 평균값을 더하여 얻었다. 각 피층의 상대적 
비율은 개별 피층의 평균 두께를 동일한 샘플의 평균 전체 두께로 나누어 그 결과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
을 얻어 구하였다.

180° T 박리 시험<44>

필름층과 섬유상 부직포 안락층 사이의 접착 강도를 시험하기 위해, 각종 재료의 샘플들에 대해 <45>
층분리 또는 박리 강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10.2 cm×약 15.2 cm의 재료 샘플을 절단하였다. 샘플의 필름
쪽에 3M 2308 마스킹 테이프 10.2 cm×15.2 cm 조각을 부착시켰다. 이어서, 테이프쪽을 위로 하여 22.2 
kg 롤러 중량으로 샘플을 앞뒤로 2회 롤링하였다. 그 다음 짧은 쪽 단부들 중 하나에서 샘플을 손으로 층
분리시켜 Sintech(등록상표)/2 Computer Integrated Testing System (MTS Systems Corporation (미국 미
네소타주 에덴 프레이리 소재) 제조)의 죠(jaw) 안에 놓일 수 있는 가장자리를 만들었다. 죠 간극은 100 
mm 간격으로 설정하고 충분한 양의 재료를 적층된 상태로 두어 죠가 65 mm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샘
플은 죠가 10 mm 연장되기 전에 샘플의 층분리가 시작되도록 죠 내에 배치하였다. 크로스 헤드 속도를 
300 mm/분으로 설정한 다음, 10 mm 시점과 65 mm 종점 사이에서 데이터를 기록하였다. 기록된 데이터는 2
층들을 분리시키는 데 필요한 박리 강도 또는 하중을 g으로, 및 최대, 최소 및 평균값과 함께 표준 지표
를 g으로 표시하였다.

실시예의 모든 필름은 각 실시예에서 2개의 외층 또는 피층들이 서로 동일한 3층 필름이었다. 모<46>
든 필름은 캐스트 필름이며, 필름은 모두 연신에 앞서 엠보싱되어 필름 상에 무광택 마감 처리되었다. 또
한, 모든 필름은 약 0.22 텍스(2 데니어) 섬유로부터 제조한 17 g/㎡(gsm)의 폴리프로필렌 스펀본드 웹에 
적층시켰다. 스펀 본드 웹은 점 접착 패턴으로 예비접착되었으며 총 접착 면적은 약 15%였다.

실시예 1<47>

실시예 1에서 코어층은 층의 총 중량 기준의 중량%로 65%가 평균 입자 크기 1 ㎛이고 상부 단면 <48>

7  ㎛인  ECC  English  China Supercoat
TM
 탄산칼슘이었다.  이  탄산칼슘은 ECC  International사의  지부인 

ECCA Calcium Products, Inc.(미국 알라바마주 실라코가 소재)에서 얻은 것이었다. 코어층은 또한 Exxon 
9302  랜덤  공중합체  폴리프로필렌(RCP)  (Exxon  Chemical  Company,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소재)  15%, 
Himont KSO59 Catalloy 중합체 (Himont U.S.A.,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소재) 15% 및 Quantum NA206 저
밀도  폴리에틸렌(LDPE)  (Quantum  Chemical  Corporation,  미국  뉴욕주  뉴욕  소재)  5%를  포함하였다. 
Himont Catalloy 중합체는 올레핀계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또는 비정질 에틸렌 프로필렌 랜덤 공중합체가 
주로 반결정성인 고폴리프로필렌 단량체/저에틸렌 단량체 연속상 매트릭스에 분자 수준으로 분산되어 있
는 TPO 다단 반응기 생성물이다.

코어층의 반대편에 있는 2개의 외층 또는 피층들은 Himont U.S.A.의 Himont KSO57 Catalloy 중합<49>
체  15%,  Ampacet  10115  블로킹  방지제  20%와  Exxon  XC-101  65%  (EMA  공중합체  28%)를  함유하였다. 
Ampacet 10115 블로킹 방지제는 79.75% Chevron 2207 EMA와 0.25% 스테아르산알루미늄 중에 침강시킨 20 

중량%의 Superfloss
TM
 규조토로 이루어진다. Ampacet 10115 블로킹 방지제는 Ampacet Corporation(미국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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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주 태리타운 소재)에서 구입할 수 있다. Chevron 2207 EMA는 Chevron Chemical Corporation(미국 캘리
포니아주 산 라몬 소재)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Exxon XC-101은 Exxon Chemical Company(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소재)에서 구입할 수 있다.

상기 설명한 종류의 캐스트 압출 장치를 사용하여 3층 필름을 압출시켰다. 피층에 대한 배출 용<50>
융물 온도는 196℃인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코어에 대해서는 223℃였다. 공기 간극 (다이와 닙 냉각 롤 
사이의 거리)은 53 cm였고, 생성된 필름의 게이지는 38 ㎛(미크론)이었다. 필름은 롤에 권취한 후 나중에 
기계 방향 배향기(MDO) 모델 번호 7200 (Marshall and Williams Company,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덴
스 소재)을 통해 통과시켰다. MDO 유닛을 77℃로 예열하고, 77℃의 온도에서 필름을 4x로 연신시켰다. 필
름을 4x로 연신시킨다는 것은 예를 들어 1 m 길이의 필름을 최종 길이 4 m로 연신되는 것을 뜻한다. 필름
의 최종 측정 두께는 16.08 ㎛였고, 기본 중량은 17 g/㎡ (gsm)이었다. 2개의 피층들은 각각 전체 필름 
두께의 약 2.7%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코어층은 전체 두께의 94.6%를 나타내었다. 상기 설명한 필름 두
께 측정법을 사용하여, 2개의 피층들은 각각 필름 두께가 0.44 ㎛이고, 코어층은 두께가 15.2 ㎛였다.

이어서, 생성된 필름을, 온도 약 77℃의 패턴화시킨 접착 롤과 온도 약 54℃의 평활한 앤빌 롤을 <51>
사용하고 닙 압력을 4,218 kg/m으로 하여 152 m/분의 선속도에서 필름의 한 면의 표면적을 기준으로 전체 
접착 면적 15%로 상기 설명한 스펀본드층에 가열 적층시켰다. 라미네이트를 스펀본드층이 패턴 롤에 인접
하고 필름층이 평활한 앤빌 롤에 인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접착기를 통해 통과시켰다. 얻어진 라미네이
트는 상기한 바와 같이 측정한 수증기 투과율(WVTR)이 2570 g/㎡/24 hr(또는 1일)이었다. 라미네이트의 
수두(hydrohead)는 70 cm이고, 박리 강도는 48 g이었다.

실시예 2<52>

실시예 2에서, 코어층은 층의 총 중량 기준의 중량%로서 ECC English China Supercoat
TM
 탄산칼<53>

슘 65%, Exxon 9302 랜덤 공중합체 폴리프로필렌(RCP) 15%, Himont KSO59 Catalloy 중합체 15%와 Quantum 
NA206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5%로 이루어졌다.

코어층의 반대편에 있는 2개의 외층 또는 피층들은 Ampacet 10115 블로킹 방지제 (24% 공중합체 <54>
에틸렌 메틸 아크릴레이트(EMA) 중에 침강시킨 20% 규조토 블로킹 방지제) 농축액 또는 매스터배치 15% 
및 Himont KSO57 Catalloy 중합체 85%로 이루어졌다.

상기 설명한 종류의 캐스트 압출 장치를 사용하여 3층 필름을 압출시켰다. 피층에 대해 압출기로<55>
부터 배출되는 용융물 온도는 188℃이고, 코어층에 대해 용융 물 온도는 223℃였다. 공기 간격(다이 헤드
와 성형 닙 사이의 거리)은 53 cm였고, 생성된 필름의 게이지는 35.5 ㎛이었다. 필름은 롤에 권취한 후 
나중에 88℃로 예열한 MDO 유닛을 통해 통과시켜, 88℃의 온도에서 필름을 3x로 연신시켰다. 필름의 최종 
측정 두께는 17.28 ㎛였으며, 기본 중량은 15 gsm이었다. 2개의 피층들은 각각 전체 필름 두께의 2%를 차
지하였다. 따라서, 코어층은 전체 두께의 96%를 나타내었다. 상기 설명한 필름 두께 측정법을 이용하여, 
2개의 피층들은 각각 필름 두께가 0.33 ㎛이었고, 코어층은 두께가 16.62 ㎛였다.

이어서 생성된 필름을, 온도 약 77℃의 패턴화시킨 접착 롤과 온도 약 54℃의 평활한 앤빌 롤을 <56>
사용하고 닙 압력을 4,218 kg/m으로 하여 152 m/분의 선속도에서 필름의 한 면의 표면적을 기준으로 총 
접착 면적 15 내지 18%로 상기 설명한 스펀본드층에 가열 적층시켰다. 라미네이트를 스펀본드층이 패턴 
롤에 인접하고 필름층이 앤빌 롤에 인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접착기를 통해 통과시켰다. 필름은 상기한 
바와 같이 측정한 수증기 투과율(WVTR)이 925 g/㎡/24 hr였고, 라미네이트의 WVTR은 820 g/㎡/24 hr였다. 
라미네이트의 수두는 113 cm이고, 박리 강도는 62 g 이었다.

실시예 3<57>

실시예 3에서, 코어층은 층의 총 중량 기준의 중량%로서 ECC English China Supercoat
TM
 탄산칼<58>

슘 63%, Himont KSO59 Catalloy 중합체 19%, Shell 6D81 폴리프로필렌 (Shell Chemical Company, 미국 텍
사스주 휴스턴 소재) 13% 및 Dow 4012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Dow Chemical U.S.A., 미국 미시간주 미
드랜드 소재) 5%로 이루어졌다.

코어층의 반대편에 있는 2개의 외층 또는 피층들은 Himont KSO57 Catalloy 중합체 30%, Techmer <59>
S110128E62 블로킹 방지제/EVA 농축액 또는 매스터배치(Techmer PM,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 도밍게스 소
재) 20%, Exxon 760.36 EMA 20% 및 Lotryl 29MA03 에스테르 개질 EMA 공중합체 (Elf Atochem N.A., 미국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 소재) 30%로 이루어졌다.

캐스트 압출 장치를 사용하여 3층 필름을 압출시켰다. 피층에 대해 압출기에서 배출 온도는 188<60>
℃이고, 코어의 경우 209℃였다. 공기 간격(다이 헤드와 성형 롤 사이의 거리)은 66 cm였고, 생성된 필름
의 게이지는 38 ㎛이었다. 필름은 롤에 권취한 후 나중에 71℃로 예열한 MDO 유닛을 통해 통과시켜, 71℃
의 온도에서 필름을 4x로 연신시킨 후 약 85℃의 온도에서 어닐링하였다.

필름의 최종 게이지는 16.98 ㎛였으며, 기본 중량은 17 gsm이었다. 2개의 층은 각각 전체 필름 <61>
두께의 3.7%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코어층은 전체 두께의 92.6%를 나타내었다. 상기 설명한 필름 두께 
측정법을 사용하면, 2개의 피층들은 각각 필름 두께가 0.6 ㎛이고, 코어층은 두께가 15.77 ㎛였다.

이어서 생성된 필름을, 온도 약 110℃의 패턴화시킨 접착 롤과 온도 약 32℃의 평활한 앤빌 롤을 <62>
사용하고, 닙 압력을 4,570 kg/m 2.54 cm(1 인치)로 하여 61 m/분의 선속도에서 필름의 한 면의 단위 표
면적을 기준으로 총 접착 면적 15 내지 18%로 상기 설명한 스펀본드층에 가열 적층시켰다. 라미네이트를 
스펀본드층이 패턴 롤에 인접하고 필름층이 앤빌 롤에 인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접착기를 통해 통과시켰
다. 필름은 상기한 바와 같이 측정한 수증기 투과율(WVTR)이 1301 g/㎡/24 hr이었고, 생성된 라미네이트
의 WVTR은 1184 g/㎡/24 hr였다. 라미네이트의 수두는 110 cm이고, 박리 강도는 161 g이었다.

실시예 4<63>

실시예 4에서, 코어층은 층의 총 중량 기준의 중량%로서 ECC English China Supercoat
TM
 탄산칼<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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슘 63%, Himont KSO59 Catalloy 중합체 19%, Shell 6D81 폴리프로필렌 13% 및 Dow 4012 LDPE 5%로 이루어
졌다.

코어층의 반대편에 있는 2개의 외층 또는 피층들은 Himont KSO57 Catalloy 중합체 35%, Techmer <65>
S110128E62 블로킹 방지제/EVA 농축액 또는 매스터배치 20% 및 Exxon 760.36 EMA 45%를 함유하였다.

캐스트 압출 장치를 사용하여 3층 필름을 압출시켰다. 피층에 대한 배출 온도는 187℃이고, 코어<66>
의 경우 208℃였다. 공기 간격(다이 헤드와 성형 롤 사이의 거리)은 66 cm였고, 생성된 필름의 게이지는 
35.5 ㎛이었다. 필름은 롤에 권취한 후 나중에 71℃로 예열한 MDO 유닛을 통해 통과시켜, 71℃의 온도에
서 필름을 4x로 연신시킨 다음 약 85℃의 온도에서 어닐링하였다. 필름의 최종 측정 두께는 15.96 ㎛였으
며, 기본 중량은 15 gsm이었다. 2개의 피층들은 각각 전체 필름 두께의 3.0%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코어
층은 전체 두께의 94.0%를 나타내었다. 상기한 필름 두께 측정법을 사용하면, 2개의 피층들은 각각 필름 
두께가 0.48 ㎛이고, 코어층은 두께가 15.0 ㎛였다.

이어서 생성된 필름을, 온도 약 110℃의 패턴화시킨 접착 롤과 온도 약 66℃의 평활한 앤빌 롤을 <67>
사용하고 닙 압력을 4,570 kg/m로 하여 61 m/분의 선속도에서 필름의 한 면의 단위 표면적을 기준으로 총 
접착 면적 15 내지 18%로 상기 설명한 스펀본드층에 가열 적층시켰다. 라미네이트를 스펀본드층이 패턴 
롤에 인접하고 필름층이 앤빌 롤에 인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접착기를 통해 통과시켰다. 얻어진 라미네
이트의 WVTR은 1522 g/㎡/24 hr이고, 수두는 89 cm이며, 박리 강도는 148 g이었다.

실시예 5<68>

실시예 5에서, 코어층은 층의 총 중량 기준의 중량%로서 ECC English China Supercoat
TM
 탄산칼<69>

슘 65%, Himont KSO59 Catalloy 중합체 15%, Exxon 9302 랜덤 공중합체 폴리프로필렌(RCP) 15% 및 Dow 
4012 LDPE 5%로 이루어졌다.

코어층의 반대편에 있는 2개의 외층 또는 피층들은 Himont KSO57 Catalloy 중합체 35%, Techmer <70>
S110128E62 블로킹 방지제/EVA 농축액 또는 매스터배치 20% 및 Exxon 760.36 EMA 45%를 함유하였다.

캐스트 압출 장치를 사용하여 3층 필름을 압출시켰다. 피층에 대해 배출 온도는 175℃이고, 코어<71>
의 경우 234℃였다. 공기 간격(다이 헤드와 성형 롤 사이의 거리)은 33 cm였고, 생성된 필름의 게이지는 
35.5 ㎛이었다. 필름은 롤에 권취한 후 나중에 77℃로 예열한 MDO 유닛을 통해 통과시켰고, 77℃의 온도
에서 필름을 4x로 연신시킨 이후 약 75℃의 온도에서 어닐링하였다. 필름의 최종 측정 두께는 16.92 ㎛였
고, 기본 중량은 15 gsm이었다. 2개의 피층들은 각각 전체 필름 두께의 1.0%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코어
층은 전체 두께의 98.0%를 나타내었다. 상기 설명한 필름 두께 측정법을 사용하면, 2개의 피층들은 각각 
필름 두께가 1.75 ㎛이고, 코어층은 두께가 16.57 ㎛였다.

이어서 생성된 필름을, 온도 약 73℃의 패턴화시킨 접착 롤과 온도 약 51℃의 평활한 앤빌 롤을 <72>
사용하고 닙 압력을 4,218 kg/m로 하여 152 m/4분의 선속도에서 필름의 한 면의 단위 표면적을 기준으로 
총 접착 면적 15 내지 18%로 상기 설명한 스펀본드층에 가열 적층시켰다. 라미네이트를 스펀본드층이 패
턴 롤에 인접하고 필름층이 앤빌 롤에 인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접착기를 통해 통과시켰다. 얻어진 라미
네이트의 WVTR은 1930 g/㎡/24 hr이고, 수두는 66 cm이며, 박리 강도는 116 g 이었다.

상기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두께가 아주 얇은 (30 ㎛ 미만) 다층 필름을 제조<73>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필름은 필름을 특성상 증기 투과성, 액체 불투과성 및 접착성으로 만드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매우 얇은 피층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필름을 부직포와 
같은 다른 지지층에 부착시켜 라미네이트를 형성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다음 청구항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74>
본 발명에 다양한 수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외면 (14)와 제2 외면 (16)을 갖고, 충전제를 함유하며, 이 충전제 주위에 다수의 공극을 갖
는, 압출가능한 열가소성 중합체로 제조된 코어층 (12), 및

상기 코어층 (12)의 상기 제1 외면 (14)에 부착되어 다층 필름 (10)을 형성하는 제1 피층 (18)을 
포함하며,

상기 다층 필름 (10)은 전체 두께 (28)을 규정하고, 상기 제1 피층 (18)은 제1 피층 두께 (24)를 
규정하며, 이 제1 피층 두께 (24)는 상기 전체 두께 (28)의 약 10%  미만을 차지하고, 상기 전체 두께 
(28)은 약 30 ㎛를 넘지 않으며,

상기 다층 필름 (10)은 액체 배리어이며, 수증기 투과율(WVTR)이 300 g/㎡/24 hr 이상인 다층 필
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피층 (18)의 상기 제1 피층 두께 (24)가 약 2 ㎛를 넘지 않는 다층 필
름.

청구항 3 

제1 외면 (14)와 제2 외면 (16)을 갖고, 충전제를 함유하며, 이 충전제 주위에 다수의 공극을 갖
는, 압출가능한 열가소성 중합체로 제조된 코어층 (1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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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코어층 (12)의 상기 제1 외면 (14)에는 제1 피층 (18)이 부착되고 상기 코어층 (12)의 상기 
제2 외면 (16)에는 제2 층 (20)이 부착되어 다층 필름 (10)을 형성하는 제1 피층 (18)과 제2층 (20)을 포
함하며,

상기 다층 필름 (10)은 전체 두께 (28)을 규정하고, 상기 제1 피층 (18)은 제1 피층 두께 (24)를 
규정하며, 상기 제2 피층 (20)은 제2 피층 두께 (26)을 규정하고, 상기 코어층 (12)는 코어 두께 (22)를 
규정하며, 상기 제1 피층 두께 (24)는 상기 전체 두께 (28)의 약 7.5% 이하를 차지하고, 상기 전체 두께 
(28)은 약 30 ㎛를 넘지 않으며,

상기 다층 필름 (10)은 액체 배리어이며, WVTR이 300 g/㎡/24 hr 이상인 다층 필름.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피층 (20)의 상기 제2 피층 두께 (26)이 상기 전체 두께 (28)의 약 
7.5% 이하를 차지하는 다층 필름.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피층 (18)의 상기 제1 피층 두께 (24)가 약 2 ㎛를 넘지 않는 다층 필
름.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피층 (20)의 상기 제2 피층 두께 (26)이 약 2 ㎛를 넘지 않는 다층 필
름.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피층 (18)의 상기 제1 피층 두께 (24)와 상기 제2 피층 (20)의 상기 
제2 피층 두께 (26)을 합쳐서 상기 전체 두께 (28)의 약 15%를 넘지 않는 다층 필름.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층 (12)가 미립상 충전제를 더 함유하며, 이 미립상 충전제는 상기 코
어층 (12)에 이 코어층 (12)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60 중량% 이상으로 존재하는 다층 필름.

청구항 9 

제1 외면 (14)와 제2 외면 (16)을 갖는, 압출가능한 열가소성 중합체로 제조된 코어층 (12), 및

상기 코어층 (12)의 상기 제1 외면 (14)에는 제1 피층 (18)이 부착되고 상기 코어층 (12)의 상기 
제2 외면 (16)에는 제2 피층 (20)이 부착되어 다층 필름 (10)을  형성하는 제1 피층 (18)과 제2 피층 
(20)을 포함하며,

상기 다층 필름 (10)은 전체 두께 (28)을 규정하고, 상기 제1 피층 (18)은 약 2 ㎛ 이하의 제1 
피층 두께 (24)를 규정하며, 상기 제2 피층 (20)은 약 2 ㎛ 이하의 제2 피층 두께 (26)을 규정하며, 상기 
코어층 (12)는 코어 두께 (22)를 규정하며, 상기 제1 피층 두께 (24)는 상기 전체 두께 (28)의 약 7.5% 
이하를 차지하고, 상기 제2 피층 두께 (26)은 상기 전체 두께 (28)의 약 7.5% 이하를 차지하며, 상기 전
체 두께(28)은 약 30 ㎛를 넘지 않으며,

상기 코어층 (12)는 충전제와 이 충전제 주변에 공극들을 함유하고, 이 충전제는 상기 코어층 
(12)에 이 코어층 (12)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60 중량% 이상으로 존재하며,

상기 다층 필름 (10)은 액체 배리어이며, 수증기 투과율이 300 g/㎡/24 hr 이상인 다층 필름.

청구항 10 

액체 투과성 상부 시이트 (82)와 배면 시이트 (84), 및 이들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흡수성 코어 
(86)를 포함하며, 상기 배면 시이트 (84)가 제1항 내지 제8항 및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다층 필름
을 포함하는 것인 개인 위생 흡수용품 (80).

청구항 11 

지지층 (30)에 부착된 제1항 내지 제8항 및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다층 필름 (10)을 포함
하는 라미네이트.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층 (30)이 섬유상 부직 웹인 라미네이트.

청구항 13 

별개의 지지층들이 상기 제3항 내지 제8항 및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다층 필름의 제1 피층
과 제2 피층에 각각 부착되어 있는, 상기 다층 필름을 포함하는 라미네이트.

청구항 14 

액체 투과성 상부 시이트 (82)와 배면 시이트 (84), 및 이들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흡수성 코어 
(86)를 포함하며, 상기 배면 시이트 (84)가 제11항에 따른 라미네이트를 포함하는 것인 개인 위생 흡수용
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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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용품이 기저귀, 배변 연습용 팬티, 생리대, 실금자용 기구 또는 밴드
(bandage)인 개인 위생 흡수용품.

청구항 16 

적어도 일부분이 제1항 내지 제8항 및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다층 필름을 포함하는 수술용 
가운.

청구항 17 

적어도 일부분이 제11항에 따른 라미네이트를 포함하는 수술용 가운.

청구항 18 

적어도 일부분이 제1항 내지 제8항 및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다층 필름을 포함하는 수술용 
드레이프(drape).

청구항 19 

적어도 일부분이 제11항에 따른 라미네이트를 포함하는 수술용 드레이프.

청구항 20 

적어도 일부분이 제1항 내지 제8항 및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다층 필름을 포함하는 의류 
제품.

청구항 21 

적어도 일부분이 제11항에 따른 라미네이트를 포함하는 의류 제품.

청구항 22 

적어도 일부분이 제13항에 따른 라미네이트를 포함하는 의류 제품.

청구항 23 

액체 투과성 상부 시이트 (82)와 배면 시이트 (84), 및 이들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흡수성 코어 
(86)를 포함하며, 상기 배면 시이트 (84)가 제13항에 따른 라미네이트를 포함하는 것인 개인 위생 흡수용
품 (80).

청구항 24 

적어도 일부분이 제13항에 따른 라미네이트를 포함하는 수술용 드레이프.

요약

본 발명은 섬유상 부직 웹 등과 같은 다른 재료에 적층될 수 있는 저게이지의 다층 필름 (10)을 
개시한다. 이 다층 필름은 한 구조에서는 다층 필름 (10)의 전체 두께의 약 15% 이하를 차지하고 다른 구
조에서는 다층 필름 (10)의 전체 두께의 약 10% 이하를 차지하는 하나 이상의 피층들 (18, 20)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필름 및 라미네이트는 개인 위생 흡수용품, 의류 제품, 및 수술용 드레이프 및 가운과 
같은 의료 관련 품목을 비제한적으로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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