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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동시 압출된 압감 접착 테이프 및 이의 제조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통합된 복합 테이프 구조물에 관한 것이다. 이 테이프는 용융 가공 처리에 의해 결합되는 2개
의 외측 압감 접착게 총(16, 18)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용융 가공 처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상기 
테이프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방법에서 다수의 층이 용융 가공처리되고 동시에 결합되어 통합
된 복합 구조물(10)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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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동시 압출된 압감 접착 테이프 및 이의 제조 방법

[발명의 배경]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복합 압감 접착 테이프 및 이 테이프의 무용매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 기술의 설명]

복합 압감 접착 테이프는 공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 테이프는 다른 층에 부착된 하나 이상의 접착제
층을 포함한다. 이런 다른 층은 제2의 접착제 층이나, 또는 여러 물질층으로 이루어진 백킹 층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복합 압감 접착 테이프를 제조하는 기법도 공지되어 있다. 하나의 기법은 다단계 용매 피복법을 포
함한다. 또 다른 기법은 다단계 고온 용융 피복법을 포함한다. 이 기법들 각각에서 복합 테이프를 구성
하는 개개의 층들은 연속적으로 적용된다. 결국, 이것은 시간 소모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방법이다. 용매 
피복법들은 또한 근로자 및 환경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한 취급 및 장치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상기 2가지 방법은 모두 엄격한 작동 조건(예, 고온, 용매 대기등)하에서 테이프를 처리해야만 한
다. 즉, 제조 방법의 엄격함을 견디려면 비신장성, 인열저항, 내열성 및/또는 내수성 백킹 재료의 사용
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백킹 재료로서 제조 방법의 엄격함을 견디기에 충분히 두껍고, 그
리고/또는 연신되는 중합체 재료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시킨다.

이 방법에 포함된 단계의 수를 감소시키려는 시도는 동시 압출법의 사용에 관련된다. 이 기법은 많은 공
보들에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 3,415,920호는 접착제 및 외측 표면용 폴리올레핀의 동
시 압출에 의한 폴리올레핀 캡슐화된 접착제 섬유의 제조를 기술하고 있다.

일본 특허 공보 제JP-46-21120호는 열가소성 합성 수지 스트림과 접착제 스트림을 단일 다이를 통해 유
입시켜 각 스트림으로 구성된 분리층을 지닌 단일 유체 흐름을 형성시키고, 접착제가 한 면에 도포된 테
이프를 형성시키는 상기 양 스트림을 용융 압출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미국 특허 제3,823,211호는 관형 필름의 형으르 접착제/백킹 구조물을 동시 압출시키는 방법, 및 기포형 
백킹 물질을 형성시킨 다음, 이 기포형 백킹물질의 내측 표면위에 접착제를 피복시키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이 2가지 기법은 접착제가 한면위에 도포된 테이프를 산출시킨다.

미국 특허 제4,214,261호는 동시 압출법으로 제조할 수 있는 다중층의 폴리프르필렌 필름을 기술하고 있
다. 또한, 접착제가 그 다중층 필름상에 연속적으로 피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미국 특허 제4,379,806호는 2층의 압감 접착제 테이프를 제조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제1방법에서는 
점착성의 열가소성 고무/수지 압감 접착제 및 일반적으로 비점착성인 열가소성 수지의 백킹이 동시 압출
되어 접착제가 한면 위에만 도포된 테이프를 제공한다. 제2 방법에서는 백킹과 접착제의 중공 층형 필름
이 압출된다. 이 필름은 그 다음 내려 앉아 백킹 필름이 자체에 결합하게 된다. 접착제 및 백킹은 각각 
브라벤더(Brabender) 토오크 동력계에서 420℉ 및 74rpm으로 작동시켰을때 약 100 미터 그람 및 1000 미
터 그람 사이의 토오크 값을 갖는다. 또한, 접착제는 "필름 형성 조성물 및 접착제 조성물의 동시 압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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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성분들의 조절 침투에 의해 형성된 중간 연동층을 통해" 백킹에 결합된다(2 컬럼, 3 내지 7행).

미국 특허 제4,888,075호는 압감 라벨, 테이프 등에 대한 모든 플라스틱 다중층 라이너와 표면 소재, 및 
이러한 라이너와 표면 소재를 제조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이 라이너/표면 소재는 임의의 적합한 동
시 압출 다이, 예를 들면, 클로렌 "베인"(Cloeren "vane") 다이로부터 동시 압출된다(2 컬럼, 56 내지 
61행). 이 압감 접착제는 이어서 박리 라이너로부터 접착제 전이에 의해(6컬럼, 14 내지 22행), 또는 연
속적인 피복 단계에 의해(6컬럼, 23 내지 29행, 및 제3a도) 라이너/표면 소재에 적용된다.

유럽 특허 출원 공고 번호 제0 411 820 A1호는 보강된 압감 접착제 테이프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을 기
술하고 있다. 이 테이프는 이것의 주요 표면중 하나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매립된 다수의 리브(rib)를 갖
고 있는 백킹을 포함한다. 압감 접착제는 백킹의 적어도 하나의 표면위에 제공된다. 백킹 및 보강용 리
브는 함께 동시 압출된 다음 여기에 접착제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2개의 고체 표면 사이에 형성된 닙내로 직접 다중층의 양면 접착제 테이프를 동시 압출시키려는 시
도가 이루어졌다. 이 기법은 압출물이 닙내에 제공되어 있는 동안 압출물 상의 압력이 접착제가 양 표면
중 하나에 잘 접착하도록 할 만큼 아주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일단 접착되면, 접착제를 제거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종래의 테이프들은 유용한 반면, 이 테이프들의 제조 및 접착 테이프로의 이차 가공은 일반적으
로 일련의 연속적인 조작 과정이나 과잉의 취급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제조 비용과 제조 복잡성을 추가
시킨다. 상술한 공고들에 개시된 테이프들은 접착제를 단지 한면 위에만 갖고 있다. 상기 공보들에 개시
되어 있는 정도의 양면위에 접착제가 적용된 테이프는 전체 테이프가 단일 용융 가공 처리 단계를 통해 
제조되는 1단계 방법이 아닌 다단계 방법을 통해서만 제조된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통합된 복합 압감 접착 테이프를 제공한다. 이 복합 구조는 보통 점착성인 압감 접착제로 구
성된 반대편 양쪽에 각각 외측 표면을 갖고 있다. 본 발명의 테이프는 때때로 본원에서 "양면" 테이프로 
언급하여 양쪽 표면상에 접착제가 존제함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제1 구체예에 있어서, 통합 구조는 제1 및 제2의 동시 용융 가공 처리된 압감 접착제 층을 포
함한다. 이 층들은 용융상태에서 결합되고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구조물이 냉각된다.

본 발명의 제2 구체예에 있어서, 테이프는 제1 및 제2의 압감 접착제를 가지며, 이들 사이에 얇은(예, 
15미크른 이하의 두께) 지지체 층을 포함한다. 이 층들은 용융 가공 처리 단계에서 동시에 함께 결합된
다.

본 발명의 제3 구체예에 있어서, 테이프는 2개의 외측 압감 접착제 층, 및 발포층, 중합체들의 배합물, 
불연속층 또는 일련의 2이상의 층일 수 있는 내부층을 포함하는 동시 용융 가공 처리된 구조물을 포함한
다. 본 발명의 제4 구체예에 있어서, 테이프는 제1 및 제2의 압감 접착제층을 가지며, 이들 사이에 두꺼
운(예, 15미크론 이상) 지지체를 포함한다. 이 층들은 용융 가공 처리 단계에 의해 동시에 함께 결합되
고,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구조물은 닙을 통해 통과하기 전에 냉각된다.

본 발명의 테이프는 2이상의 압감 접착제 조성물의 용융 스트림을 용융 가공 처리하고, 이들을 동시에 
함께 결합시킨 다음, 결합된 스트림을 지지체 표면상의 한면위에 침착시킨 뒤 스트림을 냉각시켜 복합 
테이프를 형성시킴으로써 제공된다. 신규 방법에서, 용융 스트림은 용융 복합 구조물을 닙을 통해 통과
시키지 않고 지지체 표면 상에 동시에 용융 가공 처리되고 침착된다. 따라서, 용융된 복합 구조물의 한 
면은 지지체에 접촉되는 반면, 또 다른 면은 유리 상태, 즉, 다른 고체 표면과 접촉하고 있지 않은 상태
이다. 본 발명의 이러한 구체예에서는 용융 구조물을 닙핑 처리함으로써 유발되는 접착성의 문제점이 제
거된다. 이 신규의 제조 방법에 사용되는 지지체 표면은 바람직하게는 박리 라이너를 포함한다. 이 경우
에 있어서, 지지체 표면의 반대쪽 면은 이어서 복합 구조물의 용융 온도이하의 온도로 유지되는 냉각 수
단과 접촉될 수 있다. 이 테이프는 닙핑 처리되고, 감겨지며, 임의의 바람직한 너비 및/또는 길이로 절
단된 후 냉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의적으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추가 용융 스트림을 접착제의 용융 스트림 사이에 제공하여 동시에 
결합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복합 테이프는 임의의 백킹 및/또는 지지체 층이 없은 구조물로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지
지체 층을 갖는 구조물로서 제공될 수도 있다. 지지체 5층은 복합 테이프의 제조 동안 동시에 용융 가공 
처리되기 때문에 임의의 특정 두께에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바람직하다면 매우 얇은 층(예, 1㎛이
하)일 수도 있다.

본 발명은 여러가지 독특한 특징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 본 발명은 종이, 부직포, 또는 직물 백킹이 없는 테이프를 제공하여 다양한 웨브계 백킹의 재고를 구
입하고 보존시킬 필요성을 제거한다.

- 본 발명은 접착제 층이 용융 가공을 통해 동시에 결합되며 양면위에 압감 접착제를 갖는 통합된 복합 
테이프를 제공한다.

- 본 발명은 접착제 층사이에 임의의 바람직한 지지체를 갖는 통합된 복합양면 테이프를 제공한다.

- 본 발명은 단지 이용된 성분의 특성 및 양 그리고/또는 사용된 가공 조건을 달리함으로써, 바람직한 
성질(예, 손에 의한 인열 적성 또는 분산성)을 갖는 테이프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도록 한다.

- 본 발명은 1단계 무용매 제조 방법을 제공하며, 이로써, 상술한 다단계 방법에 포함되는 다양한 취급, 
가공 및 용매 회수 단계를 제거할 수 있다.

- 본 발명은 원료가 한쪽 말단에서 주입되고 최종 제품이 다른쪽 말단에서 수득되는 연속 방법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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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a 내지 1e도는 본 발명의 테이프중에 여러가지 구체예의 횡단면도이다.

제2도는 븐 발명의 테이프를 제조하는데 사용된 시스템의 모식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테이프는 용융 가공에 의해 통합된 복합 구조물을 형성시키기 위해 동시에 함께 결합된 2이상
의 접착제 층을 포함한다.

본원에 사용된 용융 가공은 용융 물질을 구조물내르 펌프 주입하고 성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유용한 한가지 용융 가공 기법은 동시 압출법이다. 본 명세서중에서 동시압출은 다수의 용융 스트림을 
동시 용융 가공하고 이와 같이 용융된 스트림을 바람직하게는 단일 압출 다이로부터 하나의 통합 구조로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단일 다이가 사용될 때, 용융된 물질의 스트림들은 단일 배출구로 부터 다이
에서 배출시킬 필요는 없다. 용융된 스트림은 원료 공급 블록내에서, 다이내에서, 또는 다이의 외측에서 
함께 합류될 수 있다. 스트림이 다이내에서 합류된다면, 이 스트림들은 배출 오리피스에서(제로 공통 랜
드 다이(zero common land die)), 또는 배출 오리피스의 상류에서(공통 랜드 다이) 함께 합류할 수 있
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스트림들은 다이 배출구의 근접부에서 함께 합류되거나 또는 배합
된다.

본 발명의 테이프는 여러 구체예들로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층의 압감 접착제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제1 구체예를 제1a도에 나타내었고, 여기에서 참조 부호(10)은 전체 테이프를 나타내고 참조 부
호(12) 및 (14)는 각각 제1 및 제2 압감 접착제 층(16) 및 (18)의 제1 및 제2의 노출된 접착제 표면을 
나타낸다.

제1b도는 테이프(20)가 지지체 층(19)에 의해 분리된 압감 접착제 층(16) 및 (18)을 포함하고 있는 본 
발명의 제2 구체예를 나타낸다.

제1c도는 테이프(30)가 지지체 층(19), 제2접착제 층(15) 또는 (17), 및 제1 압감 접착제 층(16)과 (18)
을 포함하고 있는 본 발명의 제3구체예를 나타낸다.

제1d도는 테이프(40)가 지지체(19)와 접착제(16)사이에, 그리고 지지체(19)와 접착제(18)사이에 각각 개
제된 중간 층(11) 및 (13)을 갖고 있는 본 발명의 제4구체예를 나타낸다.

제1e도는 지지체층으로서 불연속 물질이 제공된 본 발명의 제5구체예를 나타낸다. 이 구체예에서, 테이
프(50)는 동시 압출된 압감 접착제 층(16) 및 (18)로 둘러싸인 일련의 길이 방향으로 배치된 리브 또는 
가닥 (51)을 포함한다.

이러한 각각의 구체예들에서, 여러층들은 동시에 용융 가공된다. 또한, 각 구체예에서, 사용된 각 접착
제는 서로 동일하거나, 서로 상이한 것일 수 있다. 동일한 접착제가 사용되는 경우, 이 테이프는 균일한 
조성을 지니며 단일 층 구조물인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2층의 접착제의 존재가 또한 관찰될 수도 있
다.  도면에 예시된 모든 구체예에 있어서,  접착제 층으로서 공통 접착제를 사용하면 양 표면(12)  및 
(14)상에 거의 동일한 점착성 및 접착성을 갖는 테이프가 산출된다. 그러나, 상이한 점착성 및/또는 접
착성을 갖는 테이프가 바람직하다면, 상이한 접착제 물질이 사용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테이프에는 제1c도에 층(15)/(16) 및 (17)/(18)로 예시한 바와 같이 다수의 인접 접착제 층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구조물은 테이프의 디자인 및 구조에 유연성을 허용하며, 예를 들면 고 전단력의 접
착제상에 고 점착성의 표면을 갖는 테이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토론은 제1c도의 접착 테이
프를 참조로 하여 이루어졌지만, 본 발명의 모든 구체예가 다수의 접착제 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부가적으로, 상기 다양한 구체예들의 지지체 층도 또한 다중층으로서 제공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테이프를 구성하는 임의의 층은 다른 층과 동일하거나 상이한 두께를 지닐 수 있다. 따
라서, 예를 들면, 층(16) 및 (18)은 제1a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일한 두께이거나, 또는 상이한 두께일 
수 있다. 이 층들의 정확한 두께는 본 발명에 중대한 것은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1㎛이상의 두께를 갖
는다.

본 발명에 유용한 압감 접착제로는 당업계에 공지된 일반적으로 점착성인 압감 접착제를 포함한다. 이런 
접착제는 바람직하다면 발포형 접착제일 수 있다. 본원에 유용한 접착제는 압출성이고 절대적은 아닐지
라도 일반적으로 무정형이다. 또한, 바람직한 접착제는 일반적으로 점착성(실온에서)인 압감 접착제이
다.

유용한 압감 접착제 조성물은 테이프를 용융 가공하는데 사용된 온도(예, 90℃-300℃)에서 유체이거나 
펌프 주입성이다. 또한, 이 접착제 조성물은 용융 가공동안 사용된 온도에서 상당히 분해되거나 겔화되
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용한 접착제 조성물은 또한 일반적으로 1센티포이즈(cps)내지 1,000,000 포
이즈의 용융 점도를 갖는다. 본원에 사용된 용융 점도란 용어는 사용된 가공 온도에서 용융된 물질의 점
도를 의미한다.

접착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종류들로 분류될 수 있다:

- 아크릴레이트 및/또는 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 α-올레핀 공중합체, 실리콘 공중합체, 클로르프렌/
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등을 기초로 한 것과 같은 무작위 공중합체 접착제.

- 선형 블록 공중합체(즉, A-B 및 A-B-A형), 별형 블록 공중합체, 벌집형 블록 공중합체 등을 기초로한 
것을 비롯한 블록 공중합체 접착제.

18-4

등록특허10-0254084



- 천연의 고무 접착제.

유용한 압감 접착제에 대한 설명은 문헌[Encyclopedia of Polymer Science and Engineering, Vol. 13, 
Wiley-Interscience Publishers(New York, 1988)]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용한 압감 접착제에 대한 부가
적인  설명은  문헌[Encyclopedia  of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Vo1.  1,  Interscience 
Publishers(New York,1964)]에 기술되어 있다.

본 발명에 유용한 다른 압감 접착제는 하기의 특허 문헌에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특허의 예로는 Re 
24,906(Ulrich),  미국  특허  제3,389,827호(Abere  et  al.  Col.  4-Col.  5),  미국  특허  제4,080,348호 
(Korpman),  미국  특허  제4,136,071호(Korpman),  미국  특허  제4,792,584호(Shiraki  et  al.),  미국 
특허제4,883,179호(Young et al.), 및 미국 특허 제4,952,650호(Young et al.)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는 또한 시판용 압감 접착제도 유용하다. 이러한 접착제의 예로는 에이취. 비. 풀러 컴패니사(
미네소타 세인트 폴 소재)로부터 HM-1597, HL-2207-X, HL-2115X, HL-2193-X로서 시판되는 고온 용융 압
감 접착제를 포함한다. 다른 유용한 시판용 압감 접착제로는 센츄리 어드헤시브 코오포레이숀(오하이오 
콜롬부스에 소재)에서 시판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유용한 지지체층으로는 압출성 중합체 물질을 포함한다. 유용한 지지체 물질은 테이프를 용융 
가공하는데 사용된 온도에서 유체이거나 펌프 주입성인 것이다; 그 온도에서 크게 분해되지 않는다; 그
리고 1cps 내지 1,000,000 포이즈 범위내의 용융 점도를 갖는다.

지지체 및/또는 접착제 층에는 무기 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 유용한 무기물질의 예로는 탄산 칼슘, 이산
화 티타늄, 유리 비드 또는 기포, 중합체 비드 또는 기포, 금속 입자, 난연제, 섬유, 안료등을 포함한
다.

지지체는 연속층 또는 불연속층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접착제 층과 같이 매우 얇은 층(또는 작은 
리브)(예, 1㎛)이거나, 또는 두꺼운 층(또는 큰 리브)(예, 500㎛)일 수 있다.

지지체 층으로서 많은 유기 물질이 유용하다. 이러한 물질의 예로는 폴리올레핀(예를 들면,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초 저밀도 폴리에틸렌, 저밀도, 중밀도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발포형 폴리
올레핀, 폴리프로필렌과 에틸렌의 공중합체, 및 폴리올레핀의 배합물 (폴리프로필렌/폴리에틸렌 배합물, 
및 폴리프로필렌/폴리스티렌 배합물 포함)), 폴리우레탄, 발포형 폴리우레탄, 폴리스티렌 및 발포형 폴
리스티렌, 비닐 물질(예,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폴리비닐리덴 디클로라이드,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폴리에스테르,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및 블록 공중합체(예, A-B 및 A-B-A 블록 공중합체)를 포함한
다. 이 물질들의 배합물 및 혼합물도 또한 지지체 층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테이프는 또한 지지체 층과 접착제 층(들)사이에 하나이상의 중간층들을 병입시킬 수 있다. 
이 중간층은 지지체 층으로서 유용한 물질들중의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절대적인 요구조건은 아니지
만, 중간층은 지지체 층보다 얇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중간층은 1 내지 500㎛ 범위내의 두께, 일
반적으로 1 내지 5㎛ 범위내의 두께를 가질 수 있다. 이 물질이 본원에 유용하게 사용되려면 지지체 층 
물질과 동일한 용융 가공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유용한 중간층 물질의 제1군은 중간 층 물질 및 지지체 층 물질의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중간층으로서 유용한 물질의 구체예로는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바람직하게는 약 10중량% 이
상의  비닐  아세테이트  단위를  포함),  듀퐁사로부터  입수  용이한  "CXA"  3101과  같은  카르복실화된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걸프  오일  앤드  케미칼스  컴패니로  부터  입수  용이한  "poly-Eth" 
2205 EMA와 같은 에틸렌 및 메틸 아크릴레이트의 공중합체, 다우 케미칼 컴패니로부터 입수 용이한 에틸
렌/아크릴산 공증합체, 듀퐁사로부터 입수 용이한 "Surlyn＼에틸렌과 메틸아크릴레이트의 공중합체), 미
쯔비시 케미칼 컴패니로 부터 입수 용이한 말레산 무수물 변형된 폴리올레핀 및 "Modic"수지와 같은 폴
리올레핀의 공중합체, 미쯔비시 케미칼 컴패니로 부터 입수 용이한 "VMX" 수지와 같은 균일하게 분산된 
비닐 중합체를 함유하는 폴리올레핀(예, 총 비닐 아세테이트 함량이 50%인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계 제
품인 FN-70, 및 분산된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를 함유하며 비닐 아세테이트 함량이 23%이고 메틸 메타
크릴레이트 함량이 23%인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계 제품인 JN-70), 비.피. 케미칼스 인코오포레이티드
로부터 입수용이한 "Polybond"(아크릴산과 그라프트 중합된 폴리올레핀인 것으로 추정), 퀀텀 케미칼스, 
인코오포레이티드로부터 입수 용이한 "Plexar"(극성 작용기와 그라프트 중합된 폴리올레핀인 것으로 추
정), 다우 케미칼 컴패니로부터 입수 용이한 "Primacor"와 같은 에틸렌과 아크릴산의 공중합체, 및 듀퐁
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Nucrel"과 같은 에틸렌과 메타크릴산의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필요하다면, 중간
층 물질은 지지체층을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원에 층으로서 사용된 임의의 물질의 용융 점도 대 본원에 층으로서 사용된 또 다른 임의의 물질의 용
융 점도의 비율은 바람직하게는 10:1 내지 1:10 범위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3:1 내지 1:3 범위이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2:1 내지 1:2 범위이다. 용융 점도의 비가 1:1의 비율로부터 변화해감에 따라 보다 
낮은 점도의 물질이 압출 다이의 고 전단부로 이동해 가는 경향이 있어 그 물질이 풍부한 영역을 산출하
게 된다.

바람직하다면 저접착성의 백사이즈(LAB)가 표면(12) 및 (14)의 한쪽이나 양쪽내에 또는 그 위에 용융 가
공 처리될 수 있다. 산출된 구조물은 LAB가 사용되지 않은 것보다는 다소 적을지라도 여전히 압감성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LAB가 용융 가공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LAB는 테이프의 제조과정 중
에 사용된 조건하에서 압출성 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또한 테이프가 동시 압출된 후 LAB를 통상적인 피
복 기법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본원에 유용한 LAB 물질로는 폴리올레핀, 경화된 실리콘, 폴리메틸펜텐, 
폴리 1-옥텐,  폴리에틸렌과 실리콘 배합물,  플루오로화합물과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 
또는 폴리올레핀이나 유사 중합체에 그라프트 중합된 플루오로화합물의 배합물등을 포함한다.

LAB  물질은  문헌에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2,532,011호  :  제2,607,711호  :  및 
제3,318,852호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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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테이프는 압감 접착제 조성물의 2 이상의 용융 스트림 및 임의적으로 다른 용융 가공성 물질
의 스트림을, 바람직하게는 압출 다이의 배출구 근접 부위에서 함께 배합하여 통합 구조물을 형성시키는 
용융 가공 기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다른 물질의 용융 스트림은 또한 본 발명을 실시할 때 접착제 
스트림과 배합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신규한 용융 가공 기법에 있어서, 테이프는 다음과 같이 제조
될 수 있다:

a) 제1 및 제2 압감 접착제 조성물의 2 이상의 용융 스트림을 제공하고;

b) 상기 용융 스트림을 제1 및 제2의 외측 표면을 갖는 하나의 통합된 용융 구조물로 배합시키고;

c) 상기 통합된 용융 구조물을 고체 기제상에 침착시킨 후;

d) 상기 용융 구조물을 냉각시킨 다음 닙을 통해 통과시킨다.

이 테이프는 다양한 용융 스트림을 압출 다이의 배출구로 전송하고 이 배출구의 근접부에서 함께 합류시
키는 동시 압출 기법에 의해 제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유용한 동시 압출 기법은 제2도에 도
식적으로  예시되어  있다.  제2도에  참조적으로  압출기(100),  (110)  및  (120)이  예시되어  있다. 
압출기(100)  및  (110)은  제1  및  제2  압감  접착제  조성물의  용융  스트림(102)  및  (112)를  원료공급 
블록(130)으로 제공한다. 압출기(120)은 제3의 물질, 예, 지지체 물질(122)의 용융 스트림을 원료 공급 
블록(130)으로 공급한다. 물론, 제3의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출기(120)을 사용할 필요는 없
다. 또한, 압감 접착제 조성물을 원료 공급 블록으로 전달하는데 필요로 되는 압출기는 단지 1개일 수도 
있다. 단지 1개의 압출기가 사용되는 경우, 용융 스트림은 테이프에 사용되는 접착제 스트림의 수(예, 2 
또는 그 이상)로 분할된다.

원료 공급 블록(130)은 용융 스트림을 하나의 유동 채널로 배합시킨다. 이때에는 스트림들의 유선형 유
동 특성 때문에 각 물질이 별개 층으로 유지된다. 원료 공급 블록은 이제 통합된 용융 구조물을 높이가 
감소되고 넓이가 증가되는 압출다이(140)로 전달 또는 전송하여 비교적 얇고 넓은 구조물을 제공한다.

압출기(100), (110) 및 (120)은 압출 다이로 용융 스트림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펌프"들이다. 사용된 
정밀 압출기는 본 방법에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압출기 스크류(screw)의 디자인은 우수한 용융물의 
질, 온도 균일성, 원료처리량등을 제공하는 압출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은 유용한 압출기가 
공지되어 있고, 그 예로는 단일 스크류 및 쌍 스크류 압출기, 배치-오프(batch-off)압출기 등을 포함한
다. 이 압출기들은 다비스-스탠더드 익스트루더스, 인코오포레이티드(Pawcatuck, CT), 블랙 클로슨 컴패
니(Fulton, NY), 버스토프 코오포레이숀(NC), 파렐 코오포레이숀(CT), 모리야마 매뉴팩츄어링 웍스, 리
미티드(Osaka, Japan)를 비롯한 다양한 제조업자들로부터 입수용이하다.

또한, 용융 스트림을 압출 다이로 전달하는데에는 다른 "펌프"가 사용될 수도 있다. 그 예로는 드럼 언
로우더(drum unloader), 벌크 용융기, 기어 펌프등을 포함한다. 이것은 그라코 엘티아이(Monterey, CA), 
노드슨 (Westlake,  CA),  인더스트리얼 머신 매뉴팩츄어링(Richmond, VA), 제니쓰 펌프스 디비젼, 파커 
한니핀 코오포레이숀(NC)를 비롯한 많은 제조업자로 부터 입수용이하다.

일단 용융 스트림이 펌프로부터 배출되면, 이 스트림은 일반적으로 전송관 및/또는 전송 호스를 통해 다
이로 전달된다. 관내에서의 잔류 시간은 용융 온도의 변화와 같은 문제점들을 피하기 위해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예를 들면, 관의 길이를 최소화하고, 관의 적절한 온도 조절을 제공하고, 관내
에 균일한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관내에 고정 혼합기 이용하는 것을 비롯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함으로
써 실행될 수 있다.

원료 공급 블록의 사용은 다양한 동시 압출 다이 시스템이 공지되어 있으므로 임의적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멀티매니폴드 다이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유용한 원료 공급 블록 및 압출 다이의 예
는 텍사스주 오렌지시에 소재하는 클로렌 컴패니에서 시판되는 클로렌 "Vane" 다이 및 클로렌 동시 압출 
원료공급  블록  및  다중  매니폴드  다이이다.  이  다이들은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4,152,387호; 
제4,197,069호; 제4,600,550호; 제4,619,802호; 제4,780,258호; 및 제4,789,513호에 기술되어 있다. 다
른 동시 압출 다이 및 원료 공급 블록은 익스트루젼 다이스 인코오포레이티드 (Chippewa  Falls,  WI), 
ER-WE-PA(GA), 이간 머신너리 디비젼, 죤 브라운 인코오포레이트(NJ), 및 웰렉스 인코오포레이트(PA)로
부터 입수 용이하다.

사용할 원료 공급 블록 및/또는 압출 다이의 선택은 본 방법의 실행에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
부 요인이 압출 과정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원료 공급 블록은 
재료들이 합류 지점 이후에 단일 매니폴드를 통해 접촉한 상태로 유동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재료
들의 상대적 점도와 단일 매니폴드 온도에서 가공 처리될 그 재료들의 수행 능력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재료들의 상대적 점도가 4:1 을 초과하거나, 재료들이 단일 매니폴드의 온도를 견딜 수 없을때, 다중 매
니폴드 다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다중 매니폴드 다이내에서, 각 재료는 합류 지점까지 자체 매니폴
드내에서 유동한다. 각각의 매니폴드는 각 수지의 리올로지(rheology)에 따라 특이적으로 디자인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매니폴드는 상이한 가공 온도에서 조절될 수 있다.

다중 매니폴드 다이는 또한 다이 입구나 배출 오리피스에 이르기 까지 재료들이 합류하지 않도록 제로 
공통 랜드 길이를 갖도록 디자인될 수 있다. 또한, 이 다이는 짧은 공통의 유동 채널을 갖도록 디자인될 
수 있다. 제로 공통 랜드는 극한점도 차이(예, 400:1+의 비율)를 지닌 용융 스트림이 사용될 때 바람직
하다. 보다 중간 정도의 점도 차이(예, 10:1 이하의 비율)를 지닌 경우에는 짧은 공통 랜드가 이로울 것
이며, 이것은 용융물이 공통 랜드내에 있는 동안 고온 및 고압으로 인해 복합 테이프의 층들사이의 결합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압출  다이(140)는  로울(151)로부터  공급된  고체  기제(박리 
라이너(150)로 나타냄)상에 통합된 용융 구조물을 침착시키며, 이로써 구조물의 제1표면은 라이너(고체 
기재)와 접촉하는 반면 구조물의 제2표면은 유리 상태의 표면(즉, 임의의 다른 고체 표면과 접촉하고 있
지 않은 상태)이 된다. 이로써, 테이프(141)가 산출된다. 라이너(150)는 주조 횔(160)의 표면에 접촉하
고 주조 횔(Wheel)의 표면과 용융 스트림사이에 개제된다. 그러나, 이 가공에서 라이너(150)의 사용은 
임의적이다. 따라서, 용융 구조물은 주조 횔(160)의 표면위에 직접 침착될 수 있다. 라이너는 본 가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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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후에, 예를 들면, 닙 로울(170)에서 본 발명의 테이프의 한 표면위로 연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
다.

주조 휠은 일반적으로 통합된 용융 구조물의 온도 보다 낮은 온도로 유지된다. 일반적으로 이 온도는 5 
내지 150℃ 범위(바람직하게는 30-105℃)이내이다.

제1b도에 예시된 것과 같은 테이프가 제조될 때, 접착제 층(16) 및 (18)은 지지체 층(19) 전역에 적용된
다. 이것은 주문 제작된 열 이력(thermal history)을 지니며, 이러한 열 이력의 결과로서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갖는 지지체를 함유한 테이프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출원인들은 이러한 특징을 제공하는 
임의의 다른 테이프나 그 동등물을 제조하는 다른 방법은 모른다.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일부 지지체 층 물질에 있어서, 용융 구조물을 서서히 냉각시키고 응고시키는 것은 
메짐성의 지지체 층을 산출시킨다고 밝혀진 바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제조된 테이프는 수(手) 인열성이
다. 그러나, 통합된 용융 구조물이 빠르게 냉각되고 응고되면, 보다 연성의 지지체층이 산출된다. 이 방
식으로 제조된 테이프는 손으로 찢을 때 상당히 신장하고 높은 절단점 연신율을 나타낸다.

에어 나이프(165)는 필요하다면 라이너(150)에 대하여 통합된 용융 구조물을 가압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
다.

통합 구조물은 그 다음 주조 횔(160)과 닙 로울(170)사이에 "물리게 된다". 필요하다면, 통합 구조물은 
그 다음 일련의 로울(171), (172), (173)을 통해 통과한 다음 로울(180)로 감겨질 수 있다. 또는 테이프
를 라이너로부터 떼어낸 다음 로울(180)로 감을 수 있다. 라이너는 회수하여 필요하다면 제사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당업계에 공지된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테이프의 바람직한 너비 및/또는 길이로 절단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많은 부가적 단계가 임의적으로 실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테이프는 일축 연신
되거나 이축 연신될 수 있고, 후경화(예를 들면, 가열, 전자식 복사 등을 통해)될 수 있거나, 또는 다양
한 점착성-저하제가 살포될 수도 있다. 또한, 이때 LAB 피복물이 도포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다음의 비제한적인 실시예에 참조적으로 부가 기술된다. 이 실시예에서는 다음의 시험 방법에 
따라 하기 성질들이 시험된다:

[시험 방법]

본 발명에 기술된 테이프는 하기 시험 방법으로 특성 규명된다:

ASTM-D412 : 절단점 인장 연신에 대한 시험법.

[실시예 1]

본 발명에 의한 동시 압출된 압감 접착 테이프는 3층의 동시 압출 원료 공급 블록에 연결된 단일 매니폴
드  압출  다이를  사용함으로써  제조하였다.  이  다이는  익스트루젼  다이스  인코오포레이티드(Chippewa 

Falls, WI)에 의해 조립된 모델 Ultraflex
TM
140이다. 이것의 내부 유동 채널은 유입구 채널, 제1 매니풀

드, 제2 매니폴드 및 최종 랜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다이는 수동 조정되는 가요성 입구와 다이의 각 반
쪽에  하나씩  존제하는  2개의  독립  조절된  온도  구역을  갖고  있다.  다이  오리피스는  너비가 
25.4cm(10in.)이며, 0.1016cm(0.040in.)의 높이로 절단된다. 이 다이의 유입구 채널은 다이에 볼트로 조
여진  원료  공급  블록의  배출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다.  이  원료  공급  블록은  클로렌 
컴패니(Orange, TX)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이것은 3개의 유입구, 선별기 플러그, 3개의 매니폴드, 이 
매니폴드들 사이의 2개의 조정 가능한 베인(vane), 및 2개의 분배 핀을 갖고 있다. 이 원료 공급 블록은 
2개의 독립 조절되는 온도 구역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예에는 외측의 2개의 원료 공급 블록의 매니폴
드에 동일한 압출기로부터의 동일한 중합체가 주입되도록 ABA 선별기 플러그를 사용한다. 총 횡단면적이 
3개로 분할되도록 조정 가능한 베인을 놓는다. 종단면은 분배 핀으로 나누지 않았다.

고온-용융 아크릴레이트 압출 가공 장치로부터의 전송관을 원료 공급 블록의 "A" 유입구에 장착시켰다. 
이것은 5.08cm(2in.) 직경의 단일 스크류 압출기(Berlyn Corp., Worcester, MA)에 이 압출기의 3번 구역
에 있는 유입구를 통해 캐스캐이드로 결합된 본노트(Bonnot) 배치-오프 압출기로 구성된다. 이 압출기는 
전기  가열되고  수냉각된다.  이  압출기의  두부에는  베를린  스크린  팩  및  니콜스  제니쓰  PEP  기어 
펌프(Parker Hannifin Corp. 사로부터 입수 용이함, 매사츄세츠 월텀 소재)가 사용되었다.

지지체 수지를 가공 처리하기 위해 3.175cm(1.25in.)  직경의 단일 스크류 압출기(Killion  Extruders, 
Inc. 로부터 입수 용이함. 뉴저어지 세다 그로브 소재)로부터의 전송관을 원료 공급 블록의 "B" 유입구
에 장착시켰다. 이 압출기는 본 실시예에 사용된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가공하기 위해 1단계의 단일 날개
를 지닌 3:1 압착비를 산출하는 스크류를 사용했다. 이 압출기 바렐(barrel)은 전기 가열하고 공기 냉각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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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압출 장치는 다음의 온도 및 속도로 작동된다:

다이 온도, 구역 1 = 166℃(330℉)

다이 온도, 구역 2 = 166℃(330℉)

원료 공급 블록 온도, 구역 l = 166℃(330℉)

원료 공급 블록 온도, 구역 2 = 166℃(330℉)

PSA 압출기, 구역 3-7의 온도 =166℃(330℉)

기어 펌프 온도 = 166℃(330℉)

PSA 전송관 온도 = 166℃(330℉)

지지체 압출기, 구역 1 온도 = 138℃(280℉)

지지체 압출기, 구역 2 온도 = 216℃(420℉)

지지체 압출기, 구역 3 온도 = 249℃(480℉)

지지체 전송관 온도 = 249℃(480℉)

본노트 속도 설정 = 5

PSA 압출기 스크류 속도 = 38 RPM

기어 펌프 속도 = 33RPM

지지체 압출기 스크류 속도 = 42RPM

원료 공급 블록/단일 매니폴드 다이에는 주조 휠(로울 A)의 표면으로부터 1.0cm(0.4in.)내에 다이 오리
피스가 대략 수평 위치로 장착되어 있다. 실리콘 도포된 종이 라이너를 로울 A상에 풀어 놓아 다이 오리
피스로 유입되기 전에 로울 둘레의 약 1/4의 로울 표면과 접촉하도록 한다. 로울 A가 작동함에 따라 라
이너가 오리피스를 통과해 이동하면서, 복합 용융물은 라이너 위에 놓이게 된다. 이 단계는 용융물과 유
입되는 라이너 사이의 공기 포획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어 나이프(Marshall and Williams Co. 사로부터 
입수 용이함, 로데 아이슬랜드 프로비던스 소재)로부터의 공기의 충돌에 의해 보조된다. 로울 A의 온도
는 그 로울의 내부를 통해 물을 순환시킴으로써 조절하였다. 이 온도 조절은 그 과정이 복합 테이프를 
켄칭시키거나  서서히  냉각시킴으로써  최종  제품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로울  A는  직경이 
30,5cm(12in.)이고 0.635cm(0.25in.)의 실리콘 고무로 피복되어 있다.

닙로울(로울 B)은 연속적인 웨브 취급 단계로부터 웨브 장력을 분리시키기 위한 웨브상의 닙으로서 작용
했다.  로울 B는 직경이 15.2cm(6in.)였고,924호 플라즈마 피복물(Plasma  Coatings  Incorporated로부터 
입수 용이함, 코네티컷 워터베리 소재)로 피복되어 있다. 로울 B는 또한 그 내부를 통해 물을 순환시킴
으로써 온도 조절된다.

로울 B로부터 웨브를 분리시킨 후, 웨브 가장 자리를 다듬고, 라이너와 테이프를 축 구동 와인더를 사용
하여 코어주위에 감았다.

실시예 1의 웨브 취급 장치는 다음의 온도 및 속도로 작동시켰다:

로울 A 온도 = 104℃(220℉)

로울 B 온도 = 38℃(100℉)

웨브 라인 속도 = 12.2m/분(40피트/분, FPM)

실시예 1에서 완성된 테이프를 하기에 기술한다. 아크릴레이트 압감 접착제는 Re 24,906의 실시예 5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제조했다:

상면 접착제 조성물 - 아크릴레이트 압감 접착제

지지체 조성물-폴리프로필렌 엑손 Escorene
TM
 3014(12 용융 유속(MFR))

배면 접착제 조성물 - 아크릴레이트 압감 접착제

상면 접착제 두께 - 0.038mm(1.5mil)

지지체 두께 - 0.025mm(1.0mil)

배면 접착제 두께 - 0.038mm(1.5mil)

라이너-실리콘 피복된 종이, 60#(0.098kg/㎡)기본 중량

완성 테이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었다:

SS에 대한 180°박리 접착성, 상면-0.85N/mm(39oz/0.5inch)

SS에 대한 180°박리 접착성, 배면-0.74N/mm(34oz/0.5inch)

PP에 대한 180°박리 접착성, 상면-0.70N/mm(32oz/0.5inch)

PP에 대한 180°박리 접착성, 배면-0.59N/mm(26oz/0.5inch)

라이너 박리 - 0.59g 힘/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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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온 전단력, 상면, 1000g-220분

실온 전단력, 배면, 1000g-450분

오븐 전단력, 70℃(158℉), 500g-18분

절단점 인장율 - 80%

[실시예 2]

하기의 가공 처리의 조절점군에서 제 2의 아크릴레이트 PSA 조성물을 가지고 실시예 1을 반복했다:

다이 온도, 구역 1 = 177℃(350℉)

다이 온도, 구역 2 = 177℃(350℉)

원료 공급 블록 온도, 구역 1 = 177℃(350℉)

원료 공급 블록 온도, 구역 2 = 177℃(350℉)

PSA 압출기, 구역 3-7의 온도 =177℃(350℉)

기어 펌프 온도 = 177℃(350℉)

PSA 전송관 온도 = 177℃(350℉)

지지체 압출기, 구역 1 온도 = 138℃(280℉)

지지체 압출기, 구역 2 온도 = 216℃(420℉)

지지체 압출기, 구역 3 온도 = 232℃(450℉)

지지체 전송관 온도 = 232℃(450℉)

본노트 속도 설정 = 2.8

PSA 압출기 스크류 속도 = 13 RPM

기어 펌프 속도 = 19RPM

지지체 압출기 스크류 속도 = 18RPM

실시예 2의 웨브 취급 장치는 실시예 1과 동일하나, 단, 웨브 속도가 5.48m/분(18FPM) 였다.

실시예 2의 완성 테이프를 하기 기술한다. 아크릴레이트 압감 접착제는 미국 특허 제4,833,179호의 설명
에 따라 제조했다:

상면 접착제 조성물 - 아크릴레이트 압감 접착제

지지체 조성물-폴리프로필렌 엑손 Escorene
TM
 3014(12MFR)

배면 접착제 조성물 - 아크릴레이트 압감 접착제

배면 접착제 두께 - 0.038mm(1.5mil)

지지체 두께 - 0.025mm(1.0mil)

상면 접착제 두께 - 0.038mm(1.5mil)

라이너-실리콘 피복된 종이, 60#(0.098kg/㎡)기본 중량

실시예 2의 완성 테이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었다:

SS에 대한 180°박리 접착성, 상면-0.85N/mm(39oz/0.5inch)

SS에 대한 180°박리 접착성, 배면-0.72N/mm(34oz/0.5inch)

PP에 대한 180°박리 접착성, 상면-0.66N/mm(30oz/0.5inch)

PP에 대한 180°박리 접착성, 배면-0.55N/mm(25oz/0.5inch)

라이너 박리 - 0.59g 힘/mm

실온 전단력, 상면, 1000g-1500분

실온 전단력, 배면, 1000g-1500분

오븐 전단력, 70℃(158℉), 500g-500분

[실시예 3]

본 실시예에 사용된 압출 및 웨브 취급 장치 및 조건은 실시예 1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였으나, 단 웨브 
속도는 24m/분(80FPM)로 증가시켜 얇은 지지체 층을 지닌 0.051mm(2mil)의 두꺼운 테이프를 제조했다.

실시예 3에서 완성된 테이프를 하기에 기술한다.

상면 접착제 조성물 - 아크릴레이트 압감 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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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체 조성물-폴리프로필렌 엑손 Escorene
TM
 3014(12 MFR)

배면 접착제 조성물 - 아크릴레이트 압감 접착제

상면 접착제 두께 - 0.019mm(0.75mil)

지지체 두께 - 0.013mm(0.5mil)

상면 접착제 두께 - 0.019mm(0.75mil)

라이너-실리콘 피복된 종이, 60#(0.098kg/㎡)기본 중량

완성 테이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었다:

SS에 대한 180°박리 접착성, 상면-0.64N/mm(29oz/0.5inch)

SS에 대한 180°박리 접착성, 배면-0.55N/mm(25oz/0.5inch)

PP에 대한 180°박리 접착성, 상면-0.54N/mm(24oz/0.5inch)

PP에 대한 180°박리 접착성, 배면-0.48N/mm(22oz/0.5inch)

라이너 박리 - 0.39g 힘/mm

실온 전단력, 상면, 1000g-190분

실온 전단력, 배면, 1000g-250분

오븐 전단력, 70℃(158℉), 500g-15분

[실시예 4]

본 실시예는 손으로 인열가능한 테이프를 예시한다. 이 테이프의 폴리프로필렌 백킹은 고온 접착제 외측 
층으로 다중층 용융물내에 둘러싸인 중심 지지체층의 초-서냉 속도에 의해 가능한 결정질 형태학으로 인
해 메짐성이 크게 된다. 특이 적인 압출 및 웨브 취급 매개 변수와 함께 동시압출에 의해 제공된 완전도
포(blanketing) 효과는 손으로 찢어지는 테이프를 산출했다. 이러한 테이프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쉽게 
제조할 수 없으나, 본 발명에 따르면 가능하고, 이것은 지지체 층이 복합 구조물의 일부로서 가공처리되
기 때문이다.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압출 장치 및 웨브 취급 장치를 사용하여, 손으로 인열 가능한 테이프를 순수한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를 사용함으로써 제조할 수 있으며, 이것은 웨브 경로의 디자인이 상기 완전 도
포된 테이프가 서냉할 수 있도록하기 때문이다. 또한, 웨브가 초기 냉각될 때까지 접착제 면의 접촉을 
지연시킴으로써, 접착제 조직화를 최소화시켰다.

상기 압출 장치는 다음과 같은 온도 및 속도에서 작동되었다:

다이 온도, 구역 1 = 166℃(330℉)

다이 온도, 구역 2 = 166℃(330℉)

원료 공급 블록 온도, 구역 1 = 171℃(340℉)

원료 공급 블록 온도, 구역 2 = 171℃(340℉)

PSA 압출기, 구역 3-7의 온도 = 166℃(330℉)

기어 펌프 온도 = 166℃(330℉)

PSA 전송관 온도 = 166℃(330℉)

지지체 압출기, 구역 1 온도 = 138℃(280℉)

지지체 압출기, 구역 2 온도 = 209℃(408℉)

지지체 압출기, 구역 3 온도 = 277℃(530℉)

지지체 전송관 온도 = 277℃(530℉)

본노트 속도 설정 = 1

PSA 압출기 스크류 속도 = 10 RPM

기어 펌프 속도 = 6RPM

지지체 압출기 스크류 속도 = 6RPM

웨브 취급 장치는 다음의 온도 및 속도로 작동시켰다:

로울 A 온도 = 104.4℃(220℉)

로울 B 온도 = 37.7℃(100℉)

웨브 라인 속도 = 2.65m/분(8.7 FPM)

실시예 1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접착제를 이용한 완성 테이프를 하기에 기술 한다:

상면 접착제 조성물 - 아크릴레이트 압감 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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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체 조성물-폴리프로필렌 엑손 Escorene
TM
 3014(12 MFR)

배면 접착제 조성물 - 아크릴레이트 압감 접착제

상면 접착제 두께 - 0.038mm(1.5mil)

지지체 두께 - 0.025mm(1.0mil)

배면 접착제 두께 - 0.038mm(l.5mil)

라이너-실리콘 피복된 종이, 60#(0.098kg/㎡)기본 중량

완성 테이프는 절단점에서 l1% 인장율을 나타냈다. 라이너 상의 일정 길이의 테이프를 2.54cm(1in.) 너
비의 테이프 로울로부터 분리시켰다. 이것은 웨브를 따라 손으로 찢어졌고 매끄럽고 균일한 수 인열성을 
나타냈다.

[실시예 5]

본 실시예는 손으로 인열 가능한 또 다른 테이프를 예시한다. 지지체로서 폴리프로필렌계 배합물을 사용
했다. 실시예 4에서와 동일한 가공 처리 조건을 사용했다.

실시예 1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접착제를 이용한 완성 테이프를 하기 기술한다:

상면 접착제 조성물 - 아크릴레이트 압감 접착제

지지체 조성물-66% 폴리프로필렌 엑손 Escorene
TM
3014,

2%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듀퐁 ElVaX
TM
 3190,

30%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롬 앤드 하아스 VMl00,

2% 푸른색 농축물 폴리프로필렌 마스터 배치(C.B.Edwards 로부터 입수용이함,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 거
주).

배면 접착제 조성물 - 아크릴레이트 압감 접착제

상면 접착제 두께 - 0.038mm(1.5mil)

지지체 두께 - 0.025mm(1.0mil)

배면 접착제 두께 - 0.038mm(1.5mil)

라이너-실리콘 피복된 종이, 60#(0.098kg/㎡)기본 중량

완성 테이프는 절단점에서 5% 인장율을 나타냈다. 라이너상의 일정 길이의 테이프를 2.54cm(lin.)너비의 
테이프 로울로부터 분리시켰다. 이것은 웨브를 따라 손으로 찢어졌고 매끄럽고 균일한 수인열성을 나타
냈다.

[실시예 6]

실시예 6을 제조하기 위해, 실시예 1의 원료 공급 블록/다이에 전술한 고온 용융 아크릴레이트 장치 대
신 고온 용융 합성 고무 PSA 장치를 장착시켰다. 그라코 LTI(Monterey, CA)에 의해 디자인되고 제조된 

드럼 언로우더를 사용하여 쉘 Kraton
TM
1107 공중합체 100중량부 및 쉘 Wingtack

TM
 점착화제 100중량부를 

함유하는 예비혼합된 합성 고무 PSA를 재용융시키고 펌프 주입시켰다. 드럼 언로우더는 가열판과 내부기
어 펌프를 갖고 있어 PSA 조성물을 용융시키고 펌프 주입시킬 수 있다. 이 장치를 클로렌 동시 압출 원
료 공급 블록의 "A"유입구에 장착시켰다.

압출 장치는 다음과 같은 온도 및 속도로 작동시켰다:

다이 온도, 구역 1 = 166℃(320℉)

다이 온도, 구역 2 = 166℃(320℉)

원료 공급 블록 온도, 구역 1 = 177℃(350℉)

원료 공급 블록 온도, 구역 2 = 177℃(350℉)

드럼 언로우더 열판 온도 = 166℃(330℉)

드럼 언로우더 호스 온도 = 171℃(340℉)

지지체 압출기, 구역 1 온도 = 143℃(290℉)

지지체 압출기, 구역 2 온도 = 204℃(400℉)

지지체 압출기, 구역 3 온도 = 215℃(420℉)

지지체 전송관 온도 = 215℃(420℉)

드럼 언로우더 펌프 속도 = 33RPM

지지체 압출기 스크류 속도 = 44RPM

웨브 취급 장치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작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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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울 A 온도 = 38℃(100℉)

로울 B 온도 = 38℃(100℉)

웨브 라인 속도 = 9.8m/분(32 FPM)

완성 테이프를 하기 기술한다:

상면 접착제 조성물 - Kraton
TM
/Wingtack

TM

지지체 조성물 - 폴리프르필렌 엑손 Escorene
TM
3085(35MFR)

배면 접착제 조성물 - Kraton
TM
/Wingtack

TM

상면 접착제 두께 - 0.081mm(3.25mil)

지지체 두께 - 0.051mm(2.0mil)

배면 접착제 두께 - 0.081mm(3.25mil)

라이너-실리콘 피복된 종이, 60#(0.098kg/㎡)기본 중량

완성 테이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강철에 대한 180°접착성-1.66N/mm(76oz/0.5inch)

PP에 대한 180°접착성-1.64N/mm(75oz/0.5inch)

라이너 박리 - 1.8g 힘/mm

실온 전단력, 1000g-10,000분

오븐 전단력, 70℃(158℉), 500g-6000분

[실시예 7]

본  실시예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6과  유사하다.  클로렌  컴패니(Orange,  TX)에서  제조한 
66cm(26inch)너비의 단일 매니폴드 다이를 사용했다. 이 다이는 이것의 너비를 따라 독립적으로 조절되
는 온도 구역을 3개 갖고 있다. 지지체 층을 가공 처리하는데에는 5.08cm(2inch)직경의 단일 스크류 압
출기(Killion Extruders, Inc. 로부터 입수 용이함, Cedar Grove, NJ)를 사용했다. 클로렌 원료 공급 블
록내의 베인들을 조정하여 반대편 양쪽의 외측 접착제 층사이에 상이한 층 두께를 제공했다.

압출 장치는 다음과 같은 온도 및 속도로 작동시켰다:

다이 온도, 구역 1 = 182℃(360℉)

다이 온도, 구역 2 = 182℃(360℉)

다이 온도, 구역 3 = 182℃(360℉)

원료 공급 블록 온도, 구역 1 = 182℃(360℉)

원료 공급 블록 온도, 구역 2 = 182℃(360℉)

드럼 언로우더 열판 온도 = 182℃(360℉)

드럼 언로우더 호스 온도 = 182℃(360℉)

지지체 압출기, 구역 1 온도 = 138℃(280℉)

지지체 압출기, 구역 2 온도 = 193℃(380℉)

지지체 압출기, 구역 3 온도 = 227℃(440℉)

지지체 압출기, 구역 4 온도 = 227℃(440℉)

지지체 전송관 온도 = 227℃(440℉)

드럼 언로우더 펌프 속도 = 32RPM

지지체 압출기 스크류 속도 = 25RPM

웨브 취급 장치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작동시켰다.

로울 A 온도 = 18℃(65℉)

로울 B 온도 = 18℃(65℉)

웨브 라인 속도 = 15.2m/분(50 FPM)

완성 테이프를 하기 기술한다:

상면 접착제 조성물 - Kraton
TM
/Wingtack

TM

지지체 조성물 - 폴리프로필렌/폴리에틸렌 공중합체, 쉘 케미칼 컴패니 DS 7C○ 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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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면 접착제 조성물 - Kraton
TM
/Wingtack

TM

상면 접착제 두께 - 0.056mm(2.2mil)

지지체 두께 - 0.020mm(0.8mil)

배면 접착제 두께 - 0.020mm(0.8mil)

라이너-실리콘 피복된 종이, 78#(0.127kg/㎡)기본 중량

[실시예 8]

본 실시예에서는 실시예 7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압출 장치 및 웨브 취급 장치를 사용했다. 지지체 층 
압출기의 유동 속도를 접착제 유동 속도에 비해 현저히 감소시켜 0.005mm(0.2mil)이하의 두께를 갖는 지
지체를 함유한 테이프를 제조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제조하기가 어려운 본 실시예는 본 발명에 따라 
제조 가능하며, 이것은 지지체 층이 항상 보다 큰 복합구조물의 일부로서 가공 처리되기 때문이다.

본 실시예는 또한 접착제 층의 완전 도포 효과를 이용하여 가압될 때 라이너로부터 깨끗하게 절단되는 
낮은 모듈러스의 테이프를 제조했다. 본 실시예의 테이프는 상업적 및 공업적 접착제 전이 테이프 적용
기에 유용하다.

압출 장치는 다음의 온도 및 속도로 작동시켰다:

다이 온도, 구역 1 = 182℃(360℉)

다이 온도, 구역 2 = 182℃(360℉)

다이 온도, 구역 3 = 182℃(360℉)

원료 공급 블록 온도, 구역 1 = 182℃(360℉)

원료 공급 블록 온도, 구역 2 = 182℃(360℉)

드럼 언로우더 열판 온도 = 182℃(360℉)

드럼 언로우더 호스 온도 = 182℃(360℉)

지지체 압출기, 구역 1 온도 = 138℃(280℉)

지지체 압출기, 구역 2 온도 = 193℃(380℉)

지지체 압출기, 구역 3 온도 = 227℃(440℉)

지지체 압출기, 구역 4 온도 = 227℃(440℉)

지지체 전송관 온도 = 227℃(440℉)

드럼 언로우더 펌프 속도 = 40RPM

지지체 압출기 스크류 속도 = 6RPM

웨브 취급 장치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작동시켰다.

로울 A 온도 = 104℃(220℉)

로울 B 온도 = 18℃(65℉)

웨브 라인 속도 = 24.4m/분(80 FPM)

완성 테이프를 하기 기술한다:

상면 접착제 조성물 - Kraton
TM
/Wingtack

TM

지지체 조성물 - 폴리프로필렌/폴리에틸렌 공중합체, 쉘 케미칼 컴패니 DS 7C○4N

배면 접착제 조성물 - Kraton
TM
/Wingtack

TM

상면 접착제 두께 - 0.024mm(0.95mil)

지지체 두께 - 0.003mm(0.12mil)

배면 접착제 두께 - 0.024mm(0.95mil)

라이너-실리콘 피복된 종이, 42#(0.065kg/㎡)기본 중량

[실시예 9]

본  실시예는  예비  혼합된  합성  고무  접착제를  제용융시키는  드럼  언로우더를  쌍-스크류  혼합 
압출기(American Leistritz Extruder Corp. 으로부터 입수 용이함, Somerville, NJ)에 장착하고, 이 압
출기는 원료 공급 블록에 장착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6과 유사하다. 이것은 2가지 고체를 무수 
유입시켜 접착제 조성물내에 혼합되도록 하였다. 이 고체는 난연제 화합물이다. 클로렌 원료 공급 블록
내의 베인들을 조정하여 2개의 반대편 양쪽의 외측 접착제 층사이에 상이한 층 두께를 제공했다.

압출장치는 다음의 온도 및 속도로 작동시켰다:

다이 온도, 구역 1 = 1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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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온도, 구역 2 = 160℃(320℉)

원료 공급블록 온도, 구역 1 = 177℃(350℉)

원료 공급블록 온도, 구역 2 = 177℃(350℉)

드럼 언로우더 열판 온도 = 160℃(320℉)

드럼 언로우더 호스 온도 = 160℃(320℉)

지지체 압출기, 구역 1 온도 = 149℃(300℉)

지지체 압출기, 구역 2 온도 = 177℃(350℉)

지지체 압출기, 구역 3 온도 = 232℃(450℉)

지지체 전송관 온도 = 232℃(450℉)

배합기, 구역 1 온도 = l21℃(250℉)

배합기, 구역 2 온도 = 132℃(270℉)

배합기, 구역 3 온도 = 149℃(300℉)

배합기, 구역 4 온도 = 160℃(320℉)

배합기 전송관 온도 = 160℃(320℉)

드럼 언로우더 펌프 속도 = 14RPM

지지체 압출기 스크류 속도 = 9RPM

배합기 스크류 속도 = 99RPM

웨브 취급 장치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작동시켰다:

로울 A 온도 = 38℃(l00℉)

로울 B 온도 = 38℃(100℉)

웨브 라인 속도 = 7.3m/분(24 FPM)

완성 테이프를 하기 기술한다:

상면 접착제 조성물 - 85중량%의 Kraton
TM
/Wingtack

TM
,

15중량%의 난연 첨가제(데카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3부/안티모니 트리옥사이드 1부)

지지체 조성물 - 폴리프로필렌 엑손 Escorene
TM
3085

배면 접착제 조성물 - 85중량%의 Kraton
TM
/Wingtack

TM
,

15중량%의 난연첨가제(데카브르모디페닐 옥사이드 3부/안티모니 트리옥사이드 1부)

상면 접착제 두께 - 0.076mm(3mil)

지지체 두께 - 0.038mm(1.5mil)

배면 접착제 두께 - 0.038mm(1.5mil)

라이너-실리콘 피복된 종이, 60#(0.098kg/㎡)기본 중량

완성 테이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SS에 대한 90° 접착성-1.66N/mm(32oz/0.5inch)

PP에 대한 90°접착성-1.64N/mm(35oz/0.5inch)

실온 전단력, 1500g-10,000분

오븐 전단력, 70℃, 500g-1795분

FAR 25.853 수직 버언(burn), 길이-14cm(5.5in.)

FAR 25.853 수직 버언, 소화 시간-0초

[실시예 10]

보다 강인한 테이프 구조물을 예시하기 위해, 실시예 6의 압출 및 웨브 취장치를 이하에 기술된 조건에
서 사용하여 선형의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비교적 두꺼운 지지체 층을 지닌 테이프를 가공하였다.

압출 장치는 다음과 같은 온도 및 속도로 작동시켰다:

다이 온도, 구역 1 = 176℃(350℉)

다이 온도, 구역 2 = 176℃(350℉)

원료 공급 블록 온도, 구역 1 = 19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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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공급 블록 온도, 구역 2 = 193℃(380℉)

드럼 언로우더 열판 온도 = 171℃(340℉)

드럼 언로우더 호스 온도 = 166℃(330℉)

지지체 압출기, 구역 1 온도 = 149℃(300℉)

지지체 압출기, 구역 2 온도 = 177℃(350℉)

지지체 압출기, 구역 3 온도 = 221℃(430℉)

지지체 전송관 온도 = 221℃(430℉)

드럼 언로우더 펌프 속도 = 40RPM

지지체 압출기 스크류 속도 = 41RPM

웨브 취급 장치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작동시켰다:

로울 A 온도 = 49℃(120℉)

로울 B 온도 = 24℃(75℉)

웨브 라인 속도 = 4.9m/분(16 FPM)

완성 테이프를 하기 기술한다:

상면 접착제 조성물 - Kraton
TM
/Wingtack

TM

지지체 조성물 -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다우 Dowlex
TM
3085

배면 접착제 조성물 - Kraton
TM
/Wingtack

TM

상면 접착제 두께 - 0.030mm(1.2mil)

지지체 두께 - 0.122mm(4.8mil)

배면 접착제 두께 - 0.030mm(1.2mil)

라이너-실리콘 피복된 종이, 60#(0.098kg/㎡)기본 중량

기계적 특성-강인하고 신장성.

[실시예 11]

본 실시예는 발포된 열가소성 백킹층을 가진 동시 압출된 양면 압감 접착제테이프를 예시한다. 백킹층은 
화학적 발포제를 사용하여 발포시켰으나, 다른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발포제도 사용될 수 있다.

발포된 백킹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잇점을 제공한다:

1) 높은 현도(loft) 테이프-카페트를 바닥에 부착시키는 것과 같은 일부 적용예에 중요함.

2) 감소된 밀도-중량 감수성 적용예에 대한 잇점.

3) 특이적인 기계적 성질-기포는 독특한 압축, 진동 및 부하 회복성을 갖고 있다.

본 실시예는 단축된 최종 랜드 길이를 지닌 25.4cm(10in.) 너비의 단일 매니폴드 다이를 통상적인 매니
폴드 다이(Extrusion Dies. Inc. 사로부터 입수 용이함, Chippewa Fal1s, WI)대신 대체시킨 것을 제외하
고는 실시예 6에 사용된 일반적인 압출 및 웨브 취급 장치를 사용했다. 이 다이는 제 2의 매니폴드를 갖
고 있지 않았다. 이 화학적 발포제를 지지체 층 압출기내로 병입시키기 위해, 이 성분을 회분 방식으로 

무수  배합시킨 후  압출기 호퍼로 전이시킨다.  본  실시예에 사용된 화학적 발포제는 Safoam
TM
FP(Reedy 

International Corp. 로부터 입수 용이함, NJ)이다. 이 화학적 발포제는 압출 과정 동안 이산화탄소와 
질소로 분해하고, 지지체층이 다이로부터 주위 대기 압력으로 방출될때 기체는 팽창하여 기포 셀을 형성
시킨다.

압출 장치는 다음과 같은 온도 및 속도로 작동시켰다:

다이 온도, 구역 1 = 160℃(320℉)

다이 온도, 구역 2 = 160℃(320℉)

원료 공급 블록 온도, 구역 1 = 177℃(350℉)

원료 공급 블록 온도, 구역 2 = 177℃(350℉)

드럼 언로우더 열판 온도 = 160℃(320℉)

드럼 언로우더 호스 온도 = 160℃(320℉)

지지체 압출기, 구역 1 온도 = 149℃(300℉)

지지체 압출기, 구역 2 온도 = 204℃(400℉)

지지체 압출기, 구역 3 온도 = 23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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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체 전송관 온도 = 215℃(420℉)

드럼 언로우더 펌프 속도 = 20RPM

지지체 압출기 스크류 속도 = 42RPM

웨브 취급 장치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작동시켰다:

로울 A 온도 = 66℃(150℉)

로울 B 온도 = 66℃(150℉)

웨브 라인 속도 = 5.2m/분(17 FPM)

완성 테이프를 하기 기술한다:

상면 접착제 조성물 - Kraton
TM
/Wingtack

TM

지지체 조성물 - 99·5중량% 저밀도 폴리에틸렌, 이스트만 Tenite
TM
1550P, 0.5중량% 리디 Safoam

TM
FP(활성 

상태)

배면 접착제 조성물 - Kraton
TM
/Wingtack

TM

상면 접착제 두께 - 0.102mm(4mil)

지지체 두께 - 0.330mm(13mil)

배면 접착제 두께 - 0.051mm(2mil)

라이너-실리콘 피복된 종이, 60#(0.098kg/㎡)기본 중량

[실시예 12]

본 실시예에서는 45.72cm(18in.)녀비의 3개의 매니폴드 "베인" 다이를 사용했다(Cloeren Company로부터 
입수 용이함, Orange, TX). 이 다이를 변형시켜 지지체 물질의 경로에 삽입물을 제공하여 지지체 물질의 
스트림을 소정의 수의 개개의 스트림으로 분할시켰다. 이 스트림들은 연속적인 기계 진행 방향(즉, 웨브 
아래 방향)으로 지지체 물질의 가닥을 제공했다. 이 가닥들은 삽입물의 입체에 의해 규정된 간격을 두고 
웨브 횡방향으로 배치된 접착제에 의해 서로 분리되어 있다. 이 접착제는 압출물의 맞은 편 표면위의 섬
유들을 덮는다.

지지체 도메인들 사이의 접착제 부피보다 비교적 얇은 지지체 도메인들 상에 직접 접촉하고 있는 접착제 
층으로 인해, 적용되는 힘에 따라 기제에 대한 테이프의 매우 상이한 접착성을 얻을 수 있다. 높은 법선
력(normal force)은 가닥 사이의 접착제에 대해 기제를 노출시키면서 가닥을 변형시킨다.

본 실시예는 인장 성질, 인열 저항, 접착성 및 전단력에 있어서 극한 이방성을 나타낸다.

상기 다이와 함께 사용된 압출기 및 웨브 취급 장치는 실시예 6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하다.

압출 장치는 다음과 같은 온도 및 속도로 작동시켰다:

다이 온도, 구역 1 = 182℃(360℉)

다이 온도, 구역 2 = 182℃(360℉)

드럼 언로우더 열판 온도 = 160℃(320℉)

드럼 언로우더 호스 온도 = 160℃(320℉)

지지체 압출기, 구역 1 온도 = 138℃(280℉)

지지체 압출기, 구역 2 온도 = 193℃(380℉)

지지체 압출기, 구역 3 온도 = 210℃(410℉)

지지체 전송관 온도 = 204℃(400℉)

드럼 언로우더 펌프 속도 = 50RPM

지지체 압출기 스크류 속도 = 7.3RPM

웨브 취급 장치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작동시켰다:

로울 A 온도 = 38℃(100℉)

로울 B 온도 = 16℃(60℉)

웨브 라인 속도 = 5.48m/분(18 FPM)

완성 테이프를 하기 기술한다:

상면 접착제 조성물 - Kraton
TM
/Wingtack

TM

지지체 조성물 - 폴리프로필렌 엑손 Escorene
TM
3085(35M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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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면 접착제 조성물 - Kraton
TM
/Wingtack

TM

공칭 총 두께 - 0.102mm(4.0mil)

지지체 도메인 직경 - 0.081mm(3.25mil)

라이너-실리콘 피복된 종이, 60#(0.098kg/㎡)기본 중량

이 테이프는 2.54cm(in.) 너비당 약 6개의 가닥을 갖고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및 제2 동시 용융 가공처리된 압감 접착제 층들(16, 18)의 통합 구조물을 포함하는 일반적으로 점착
성인 압감 접착제의 양쪽 외측 표면(12, 14)를 지닌 복합 테이프(10).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압감 접착제 층들 사이에 동시 용융 가공 처리된 하나 이상의 제3층(19)을 추가로 포함
하며, 그 구조물은 닙을 통과하기 전에 먼저 냉각됨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테이프.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3층과 하나 이상의 상기 압감 접착제층 사이에 중간층(11, 13)을 추가로 포함하는 복합 테이프.

청구항 4 

a) 제1 및 제2 압감 접착제 조성물의 2 이상의 용융 스트림(102, 112)을 제공하는 단계;

b) 상기 스트림을 제1 및 제2 외측 표면상에 상기 제1 및 제2 접착제 조성물을 갖고 있는 하나의 통합된 
용융 구조물로 결합시키는 단계;

c) 상기 통합된 용융 구조물을 고체 기제(150) 상에 침착시켜 상기 제1 표면은 상기 기제에 접촉한 상태
이고 상기 표면은 유리 상태의 표면이도록 하는 단계; 및

d) 상기 용융 구조물을 냉각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용융 가공처리에 의한 압감 접착제 테이프(10)의 제
조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aa) 상기 단계 b)의 통합 구조물내에 결합되는 제3의 압출성 물질의 용융 스트림(122)을 상기 제1 및 
제2 압감 접착제 조성물 사이에 제공하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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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1c

    도면1d

    도면1e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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