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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수압에 의해 엉킨 부직 섬유상 비탄성 공성형물 및 이들의 성형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수압으로 엉킨 본 발명에 의한 부직 공성형물을 성형하는 장치의 개략도임.

제2a도  및  제2b도는  본  발명에  의한  멜트블로운(meltblown)과  스테이플  섬유의  공성형물의  각 측면
의 현미경 사진(각각 85× 및 86× 배율)임.

제3a도  및  제3b도는  본  발명에  의한  멜트블로운과  펄프의  공성형물의  각  측면의  현미경  사진(각각 
109× 및 75× 배율)임.

제4도는  본  발명에  의한  멜트블로운과  연속  필라멘트의  스펀본드  공성형물의  현미경  사진(86× 
배율)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 제1가스 스트림                   8,10 : 노즐

12 : 제2가스 스트림                 14 : 피커 롤

16 : 펄프 시트                          18,40,44 : 롤

20,26 : 덕트                            22 : 하우징

24 : 통로                                 28 : 제1스트림과 제2스트림의 혼합 스트림

30 : 벨트                                 32 : 공성형물

34 :지지 부재(部材)                 36 : 분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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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접착 스테이션(station)     42,46 : 회전 샤프트(shaft)

48 : 수지 접착제 조성물 수용액의 저장조

50 : 수지 접착제 조성물의 수용액

52 : 건조기                               54 : 와인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입상 재료를 갖거나 또는 갖지 않는 비(非)  탄성  부직 섬유상 재료 및  강화  부직 섬유상 
재료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부직  섬유상  재료는  수압에  의해  엉키게  되는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  및  섬유상  재료(예,  비탄성  섬유상  재료)의  공성형물(예,  혼합물)이다.  이  섬유상  재료는  펄프 
섬유,  스테이플 섬유,  멜트블로운 섬유 및 연속 필라멘트 중 적어도 1종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재료
는 여러 용도 중에서도 와이프(wipe), 티슈 및 의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수압식 엉킴 기술에 의해 이와 같은 부직 재료를 성형하는 방법 및 강화 부직 재료
를 성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웹의  드레이프(drape),  벌크(bulk)  및  천  유사능이  현저히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증가된  웹  강력, 
저  린팅도(linting)  및  고  내구성을  갖는  공성형물을  제공하는  것이  요망되어  왔다.  또한,  보호용 
의복,  와이프  및  인체  보호용  흡수  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커버  스톡(cover-stock)과  같은  각종 용도
를  갖는  상기와  같은,  예를  들면,  라미네이트(laminate)의  일부로서  공성형물을  제공하는  것이 요망
되어 왔다.

본  명세서에  참고로  포함되어  있는  안더슨(Anderson)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4,100,324호  에는,  약 
10마이크론  미만의  평균  섬유  직경을  갖는  열가소성  중합체의  미세섬유들의  함기  매트릭스  및 미세
섬유의  매트릭스  사이에  위치하며  미세섬유들을  서로  분리시켜  일정한  간격을  두기  위해  적어도 일
부의  미세섬유들과  연결되어  있는  다수의  개개의  목재  펄프  섬유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부직포와 유
사한  복합  재료에  관해  기재되어  있다.  이  특허에서,  목재  펄프  섬유는  미세섬유와  목재  펄프 섬유
와의  기계적인  엉킴에  의해  상호  연결되어  미세섬유의  매트릭스내에  계류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미
세섬유와 목재 펄프 섬유는 부가적인 결합,  예를 들면 열,  수지 등에 의한 접착없이 기계적 엉킴 및 
상호연결  만으로  연계되어,  웅집성의  전체  섬유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웹의  강력은 열가소
성  미세섬유들이  엠보싱(embossing)된  부분에서  필름과  같은  구조로  평평하게  되도록  웹을  초음파 
처리  또는  가온  처리하여  엠보싱시킴으로써  개선시킬  수  있다.  합성  섬유(예,  스테이플  나이론 
섬유)  및  천연  섬유(예,  면,  아마,  황마  및  비단)를  포함한 섬유상 재료 및  (또는)  입상  재료를 복
합 재료로 추가로 혼입시킬 수  있다.  이  재료의 성형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즉,  처음에 멜트블로운 
미세섬유를  함유한  제1에어  스트림(air  stream)을  형성시키고,  목재  펄프  섬유(또는  입상  재료를 갖
거나  또는  갖지  않는  목재  펄프  섬유  및(또는)  기타  섬유)를  함유하는  제2에어  스트림을  형성한 다
음,  이  제1  및  제2  스트림을  난류(turbulent)  조건하에  두어,  미세섬유와  목재  펄프  섬유가  충분히 
혼합된 혼합물을 함유한 단일 에어 스트림을 형성한 후,  단일 에어 스트림을 성형 표면에 직접 접촉
시켜서 함기 섬유 유사 재료를 형성시킨다.

하우저(Hauser)의  미합중국  특허  제4,118,531호는  미세섬유와  권축가공된  벌킹  섬유의  혼합물을 함
유한,  미세섬유  기재  웹(web)에  관한  것이다.  이  특허에는  권축가공된  벌킹  섬유를  블로운(blown) 
미세섬유의  스트림으로  혼입시킨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어서  미세섬유와  벌킹  섬유의  혼합  스트림을 
집속기에  연속적으로  도입시켜서,  불규칙하게  상호  혼합되고  상호  엉킨  섬유들의  웹이  이 접속기에
서 성형된다.

에반스(Evans)의  미합중국  특허  제3,485,706호는  텍스타일  유사성(textile-like)부직포  및  이를 제
조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이 특허에서 직물은,  섬유가 인접 엉킴 부위 사이로 뻗
침에  의해  상호  연결된  국소적으로  엉킨  부위가  반복된  패턴으로서  불규칙하게  서로  엉켜있는 섬유
들을  갖는다.  이  특허에  기재된  방법은  섬유상  재료의  층을  가공  처리하기  위해  다공성  패턴  부재 
지지시키는  단계,  이  주입된  액상의  재료를  일정  거리에서 23,000ft.lb/in2 .sec  이상의  에너지 플럭

스를  갖는  스트림이  형성되도록  적어도  200psing의  압력으로  분사시키는  단계,  이어서,  균일하게 패
턴화된  직물을  생성시키기에  충분한  처리량을  사용하여  섬유상  재료의  지지층을  상기  스트림으로 관
통시켜서  섬유를  지지  부재에  의해  결정되는  패턴으로  엉키도록  하는  단계가  포함된다.  초기의 재료
는  서로  불규칙하게  또는  일정한  질서를  갖고  배치되어  있는  임의의  웹,  매트(mat),  배트(batt), 또
는 루스 파이버류(loose fibers)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께다(lkeda)  등의  갱신  특허  제31,601호에는  인조피에  대한  기재층(substratum)으로서  유용한, 직
포  또는  니트  직물  성분  및  부직포  성분으로  이루어진  직물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다.  이  부직포 성
분은  평균  직경이  0.1  내지  6.0마이크론이고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상호  엉켜서  부직포  본체를 이루
고  있는  개개의  극미세섬유  다수로  구성되어  있다.  부직포  성분  및  직포  또는  니트  직물  성분이 서
로  중첩되어  있으며  서로  결합되어,  극미세  개별  섬유  및  부직포  성분의  일부가  직포  또는  니트 직
물 성분들 내부로 관통하여 이들 섬유 일부와 엉켜진 방식으로 복합 직물 본체를 형성하고 있다.  두 
직물 성분을 서로 중첩시켜 두고,  여기에 15  내지 100㎏/㎠의 압력 하에서 방출된 다량의 유체 스트
림을  웹  섬유  성분의  표면으로  분사시켜서  복합  직물을  생산하는  방법이  상기  특허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극미세  섬유가  통상적인  섬유  생산법  중  임의의  방법,  바람직하게는  멜트블로운  방법에 
의해 생산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니더하우저(Niederhauser)의  미합중국  특허  제4,190,695호는  규칙적인  횡방향  배열로  성형된  연속 
필라멘트의  기재와  짧은  스테이플  섬유를  수압  니들링  가공(hydraulic  needling  process)함으로써 
생산된,  일반  용도의  의복에  적합한  경량  복합  직물에  관한  것으로서,  이  직물은  개개의  연속 필라
멘트  사이를  짧은  스테이플  섬유가  관통하고,  스테이플  섬유가  고빈도로  뒤집혀져  있는  곳에서 차단
되어 있다.  성형된 복합 직물은 세탁시 스테이플 섬유를 계속 보유할 수 있으며,  또한 보다 높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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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량을 가진 직포 재료에 비교될만한 외관 및 직물 심미성을 가질 수 있다.

나까마에(Nakamae)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4,426,421호는  인조피용  기재로서  유용한  다층  복합 시트
에  관해  기재하고  있으며,  이  다중  복합  시트는  적어도  3개의  섬유층,  즉  상호  엉키어  부직 섬유층
의  본체를  형성하는  스펀-레이드(spun-laid)  극미세  섬유로  이루어진  최상층,  상호  엉키어  부직 섬
유층  본체를  형성하는  합성  스테이플  섬유로  이루어진  중간층  및  직포  또는  니트  직물로  이루어진 
기개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특허에서  복합  시트(sheet)는,  상기  순서대로  층을  중첩시켜  놓은  후 
이들을  고압  하에서  니들  펀칭(needle-punching)  또는  수류(水流)  방사  방법에  의해  복합  시트의 본
체가  형성되도록  통합시킴으로써  제조한다.  이  특허는  또한  스펀  레이드  극미세  섬유는 멜트블로운
법으로 생산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기라요글루(Kirayoglu)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4,442,161호는  스펀레이스된(수압식으로  엉키는) 부직
포  및  목재  펄프  및  합성  유기  섬유로  주로  구성된  어셈블리(assembly)를  지지  부재  상에서 미세컬
럼분사수(水)로  처리하여  이들  직물을  생산하는  방법을  기재하고  있다.  이  특허에서는  합성  유기 섬
유는 반드시 연속 필리멘트의 부직 시트 형태이어야 하고,  목재 펄프 섬유는 반드시 페이퍼 시트 형
태인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현존의  수압식  엉킴  재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재료는  등방성(等方性)을  나타내지도 않
고,  내구성을  갖지도  않으며(예를  들면,  항  필링성(pilling)이  우수하지  않음),  또한  마모  저항성이 
충분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웹의  드레이프,  벌크  및  천유사능을  현저히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웹  강력  및  완전성,  저  린팅성 및  고  내구성를 갖는 부직 웹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 요망되고 있다. 
또한,  기타  제품  특성,  예를  들면  흡수성,  등방성,  습윤  강력,  배리어(barrier)  특성,날염성  및 마
모 저항성을 조절할 수 있는 재료의 생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고 웹 강력 및 완전성,  저  린틴성 및 고 내구성을 갖는,  수압에 의해 엉
킨  부직  섬유상  재료(예,  웹과  같이  자체  지지되는  부직  섬유상  재료)  및  이의  성형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웹이  강화  재료,  예를  들면  멜트스펀(melt-spun)부직,  스크림(scrim), 스
크린(screen),  네트(net),  니트,  직물  등을  포함하는  강화  부직  섬유상  웹  재료  및  이와  같은  강화 
부직 섬유상 웹 재료를 성형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입상  재료를  갖거나  또는  갖지  않는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와  섬유상  재료와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공성형물을  수압으로  엉키게  함으로써  성형된  복합  부직  섬유상  비탄성  웹  재료를 제공하
는 것이다.  섬유상 재료는 펄프 섬유,  스테이플 섬유,  멜트블로운 섬유 및  연속 필라멘트 중  적어도 
1종일  수  있다.  수압으로  엉키게  하려는  침착  혼합물  중의  일부로서  멜트블로운  섬유를  사용하면, 
그  엉킴이  촉진된다.  그  결과,  엉킴도가  높아져서,  보다  짧은  섬유상  재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멜트블로운  섬유는  비교적  저렴하며(보다  경제적임),  고  커버력(즉,  넓은  표면적)을 가
지므로,  경제성이  증대된다.  또한,  멜트블로운  섬유를  사용하는  경우,  분리된  층을  엉키게  하고 친
밀  혼합체를  생성하는  에너지에  비해,  공성형물을  수압으로  엉키게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이 감소
될 수 있다.

멜트블로운  섬유의  사용으로,  멜트블로운  섬유와  섬유상  재료(예,  비탄성  섬유상  재료  사이)의  엉킴 
및  인터트와인(intertwine)이  개선된  제품을  제공한다.  멜트블로운  섬유의  상대적으로  긴  길이와 상
대적으로  얇은  두께(데니어)로  인해,  웹  중의  다른  섬유상  재료  주변  및  재료내의  멜트블로운 섬유
는  래핑(wrapping)  또는  인터트와인이  증대된다.  또한,  멜트블로운  섬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표면적, 
작은  직경을  가지며  서로  충분히  격리된  거리,  예를  들면  셀룰로오스,  스테이플  섬유  및  멜트블로운 
섬유가 섬유상 웹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엉키게 될 정도의 거리 만큼 떨어져 있다.

또한,  수압으로  엉키게  되는  코폼  웹의  일부로서  멜트블로운  섬유를  사용하게  되면,  웹이  수압으로 
엉키게 되기 전에 웹이 어느 정도의 엉킴성과 완전성을 갖는 잇점이 추가된다.  이로써 낮은 기초 중
량을  가진  것으로  가공될  수  있고,  또한  소정의  목적하는  특성을  얻기  위한  엉킴  처리의 수(에너
지)도 감소시킬 수 있다.

기타 기계적 엉킴 기술,  예를 들면 니들 펀칭 기술을 비롯한 다른 접착 기술을 사용하는 것보다, 수
압에  의한  엉킴  기술을  사용하여  섬유상  재료를  기계적으로  엉키게  하는  것(예,  기계적  적착)은  웹 
강력  및  완전성이 증가된 복합 부직 섬유 웹  재료를 제공하게 되고,  또한  기타 제품 특성,  예를 들
면,  흡수성,  웹  강력,  핸드 앤  드레이프(hand  and  drape),  날염성,  마모 저항성,  배리어 특성, 패터
닝, 촉감 시각적 심미성, 벌크 조절성 등을 양호하게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와  섬유상  재료의  공성형물을  강화  재료와  함께  수압으로  엉키게 함으
로써,  공성형물의  강력  및  완전성은  공성형물의  드레이프  및  천  유사능을  심하게  손상시키지 않으면
서 현저히 개선될 수 있다.

또한,  멜트블로운  섬유의  층(웹)을  코폼  웹에  더  추가시킨  후,  이러한  멜트블로운  섬유  층/코폼 웹
을  수압으로  엉키게  함으로써,  성형  구조의  배리어  특성(예,  액상  및  입상  재료의  통과를  차단하는 
특징)은 호흡성이 보유되는 동안 강화된다.

본  발명에  의한  수압에  의해  엉킨  공성형물은  기계  세탁  후의  기초  중량의  손실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이며,  또한  영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많은  경우,  공성형물  내의  멜트블로운  섬유로  인해 
섬유 필링이 생기지 않는다.

본  발명을  구체적이고도  적합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동안,  본  발명을  이와  같은  실시예에 
한정하지  않음을  이해할  것이다.  반대로,  이것은  첨부된  특허청구의  범위에서  정의하는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별법, 변형법 및 동등한 방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수압에 의해 엉키는 공성형물의 부직 섬유 웹  및  입상  재료를 갖거나 또는 갖지 않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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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  멜트블로운  섬유와  섬유상  재료(예,  비탄성  섬유상  재료)의  공성형물  또는  혼합물을  가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기  웹의  성형법에  관한  것이다.  섬유상  재료는  펄프  섬유,  스테이플  섬유, 멜트
블로운 섬유 및 연속 필라멘트 중 적어도 1종일 수 있다. 혼합물은 수압에 의해 엉킬 수 있으며, 다
시 말하면,  약 100psi(이하,  계기압)  이상,  예를 들면 약 100  내지 300psi의  고압 하에서 액상 컬럼 
스트림을  혼합물의  표면으로  분사  함으로써,  입상  재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 
및  섬유상  재료(예,  펄프  섬유  및(또는)  스테이플  섬유  및(또는)  멜트블로운  섬유  및(또는)  연속 필
라멘트)이 기계적으로 엉키게 되고 인터트와인된다.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와  섬유상  재료의  공성형물이란,  입상  재료를  갖거나  또는  갖지  않는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  또는  섬유상  재료의  공침착  혼합물을  의미한다.  바람직하게는,  입상  재료를  갖거나 
또는  갖지  않는  섬유상  재료를,  미합중국  특허  제4,100,324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멜트블로잉 다이
(die)를  통해  멜트블로운  섬유  재료를  압출시킨  직후  멜트블로운  섬유와  혼합한다.  섬유상  재료는 
펄프  섬유,  스테이플  섬유  및(또는)  연속  필라멘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성형물은 멜트블
로운 섬유를 약  1  내지  99중량%  함유할 수  있다.  입상  재료를 갖거나 갖지 않는 스테이플 섬유, 펄
프  섬유  및  연속  필라멘트  중  적어도  1종과  멜트블로운  섬유를  상기  방법에  의해  공침착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균질한  혼합물을  수압으로  엉키게  하여  침착시킬  수  있다.  또한  웹  내의  섬유의  배치를 
조절할 수도 있다.

또한,  섬유상  재료는  멜트블로운  섬유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멜트블로잉  다이(들)을  통한 멜트
블로운  섬유의  성형,  예를  들면  압출에  의해  성형한  직후,  상이한  멜트블로운  섬유의  스트림을 혼합
한다.  이와  같은  공성형물은  미세섬유,  거대섬유  또는  미세섬유와  거대섬유  모두의  혼합물일  수 있
다.  어떤  경우,  공성형물은  자유  섬유  또는  이동  섬유  및  덜  이동성인  섬유를  목적하는  엉킴도  및 
인터트와인도를  얻을  만큼  충분히  함유하며,  즉,  랩핑  또는  인터트와인시킬  섬유와,  랩핑  또는 인터
트와인될 섬유를 충분히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웹이  수압식  엉킴  단계를  거칠  때,  코폼  웹(예,  멜트블로운  섬유)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지  않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요지는 수압에 의해 엉키는 동안,  목적하는 엉킴도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유섬유(충분히  이동되는  섬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멜트블로운  섬유가 
멜트블로잉  단계에서  지나치게  응집되지  않았을  경우,  이와  같은  충분한  이동성을  수압식  엉킴  도중 

방사력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응집도는  가공  파라메타,  예를  들면  압출  온도,  감소  기온, 치

(quench)  기온  또는  수온,  성형  거리등의  파라메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별법으로서,  코폼  웹은 
이  웹을  충분하게  결합되지  않은  섬유로  수압에  의해  엉키게  하기  전에  기계적으로  신축시킬  수 있
으며,  또한  홈  닙(grooved  nips)  또는  돌기를  사용하여  처리(매니플레이트  :  manipulated)할  수 있
다.

제1도는 수압에 의해 엉키는 본 발명의 부직 공성형물을 제조하는 장치의 개략도이다.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의  제1가스  스트림(2)는,  본  명세서  끝  부분에  명시된  참고  문헌  제4번에 의
해  일반적으로  설계된  통상적인  멜트블로잉  장치로,  공지된  멜트블로잉  기술에  의해  형성되며,  이 
기술은  예를  들면  번틴(Buntin)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3,849,241호  및  동  제3,978,185호,  및 하딩
(Harding)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4,048,364호에  기재된  방법이며,  이들  각각의  내용은  본 명세서에
서  참조로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성형법은  참고  문헌  제6번에  의해  일반적으로  설계된  다이 
헤드를  통해  용융  중합  재료를  미세  스트림으로  압출하는  단계  및  고속  흐름을  집중시켜  스트림을 
어테뉴에이션(attenuation)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이에  의해  노즐(8  및  10)에서  공급되는  가열 유
체(통상  공기임)가  중합체  스트림을  방해하여  비교적  소직경의  섬유가  되도록  한다.  다이  헤드는 적
어도  1렬의  직렬  압출  구경을  갖는  것이  좋다.  섬유는  어테뉴에이션도에  따라  미세섬유일  수도 
있고,  거대섬유일  수도  있다.  미세섬유는  상대적으로  큰  어테뉴에이션을  행하므로,  최대로  약  2 마
이크론의  직경을  가지나,  일반적으로는  그  직경이  약  2  내지  12  마이크론이다.  거대섬유는  대직경, 
즉  약  20마이크론  이상이며,  예를  들면  약  20  내지  100마이크론이며,  통상적으로  20  내지 50마이크
론이다.  일반적으로,  상기  번틴  등의  특허에  기재된  방법과  같이,  임의의  비탄성  열성형  중합체를 
본  발명의  멜트블로운  섬유  성형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폴리올레핀류,  특히  폴리에틸렌  및 폴리
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류,  특히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및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염화폴
리비닐 및 아크릴 레이트류가 바람직하다. 상기 재료의 공성형물도 역시 사용할 수 있다.

제1가스  스트림(2)를  입상  재료를  갖거나  또는  갖지  않는  섬유상  재료,  예를  들면  펄프  섬유, 스테
이플 섬유,  멜트블로운 섬유 및  연속 필라멘트 중  적어도 1개  이상을 갖는 제2가스 스트림(12)와 혼
합한다.  입상  재료를  갖거나  또는  갖지  않는  임의의  펄프(목재  셀룰로오스)  및(또는)  스테이플  섬유 
및(또는)  멜트블로운  섬유  및(또는)  연속  필라멘트를  본  발명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히 길
고  유연한  섬유가  본  발명에  더  유용하며,  그  이유는  이러한  섬유가  엉킴  및  인터트와인에  더 유용
하기 때문이다. 서던 파인(southernpine)은 엉킴을 위해 충분히 길고 유연한 펄프 섬유의 한 
예이다.  기타  펄프  섬유로는,  레드  시더(redcedar),  헴록  및  가문비나무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Croften  ECH  크라프트  목재  펄프  타입(70%  웨스턴  레드  시더-30%  헴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Terrace  Bay  Long  Lac-19로  공지된,  평균  길이  2.6㎜의  표백  노던(Northern)  소프트우드  크라프트 
펄프를  사용하는  것이  이롭다.  특히  바람직한  펄프  재료는  IPSS(International  Paper  Super Soft)이
다.  이와  같은  펄프는  용이하게  섬유화되는  펄프  재료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그러나,  펄프  섬유의 
유형  및  크기는  본  발명에서  고  표면적의  멜트블로운  섬유를  사용하여  얻는  독특한  잇점으로  인해 
특히  한정적이지는  않다.  예를  들면,  유우칼리  나무와  같은  단섬유,  기타  활엽수  및  고  정련 섬유
(예,  목재 섬유 또는 세컨드 컷 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유로 멜트블로운 섬유가 충분히 작으
며,  또한  보다  작은  섬유를  인케이스(encase)  및  트랩(trap)하기  때문이다.  또한,  멜트블로운 섬유
를  사용하면,  작은  데니어  섬유(예,  1.35데니어  이하)의  사용과  관련된  특성을  갖는  재료를  보다  큰 
데니어  섬유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마닐라삼,  아마  및  밀크위드와  같은  식물성 
섬유도 사용할 수 있다.

스테이플  섬유상  재료(천연  및  합성  섬유상  재료)에는  레이온,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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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린터류), 모, 나일론 및 폴리프로필렌이 포함된다.

연속  필라멘트에는,  예를  들면  20㎛  이상의  필라멘트,  예를  들면  스펀본드,  예를  들면  스펀본드 폴
리올레핀류(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이성분  필라멘트류,  형상화  필라멘트류,  나일론류  또는 
레이온류 및 얀(yarn)류가 포함된다.

또한,  섬유상  재료에는  파이버글라스  및  세라믹과  같은  광물이  포함된다.  또한,  무기  섬유상  재료, 
예를들면 탄소, 텅스텐, 흑연, 질산붕소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제2가스  스트림은  미세섬유  및(또는)  거대섬유일  수  있는  멜트블로운  섬유를  함유할  수  있다. 멜트
블로운 섬유는 일반적으로, 상기에서 언급한 비탄성 열성형 중합 재료이다.

펄프  또는  스테이플  섬유의  제2가스  스트림(12)는  다이벨리케이팅(divellicating)  펄프  시트(16)용 
피킹  디스(picking  teeth)를  갖는  통상적인  피커  롤(14)에  의해  개별  섬유로  생산될  수  있다. 제1도
에서,  펄프  시트(16)은  방사상으로,  즉  피커  롤의  반경을  따라,  롤(18)에  의해  피커  롤(14)로 공급
된다.  피커  롤(14)  상의  티스가  펄프  시트(16)을  개별  섬유로  다이벨리케이트하기  때문에,  그  결과 
분리된  섬유를  성형  노즐  또는  덕트(20)을  통해  제1에어  스트림(2)를  향하여  아래  쪽으로  운반한다. 
하우징(22)는  피커  롤(14)를  덮고  있으며,  하우징(22)와  피커  롤  표면  사이에  통로(24)를  형성한다. 
충분량의  프로세스  에어를  통상적인  방법,  예를  들면  블로우어를  사용하여,  덕트(26)을  통해 통로
(24)의  피커  롤(14)로  공급함으로써,  섬유를  피커  티스와  유사한  속도로  덕트(26)을  통해  운반하기 
위한 매체로서 상기 프로세스 에어를 사용한다.

스테이플  섬유는  소모(梳毛)시킬  수  있으며,  또한  웹으로서  피커  및  리커인(lickerin)  롤(14)로 용
이하게 운반되어 성형 웹에 불규칙하게 전달될 수 있다. 이로인해 높은 라인 속도를 얻을 수 
있으며, 등방 강력 특성을 갖는 웹을 제공한다.

연속 필라멘트는,  예를 들면 다른 노즐을 통해 압출될 수  있거나 또는 고효율의 벤튜리 덕트로 추출
되어 제공된 얀으로서 공급될 수 있으며, 또한 제2가스 스트림으로서 운반될 수 있다.

멜트블로운  섬유를  포함한  제2가스  스트림은  상기  유형의  제2멜트블로잉  장치에  의해  형성될  수 있
다.  제2가스 스트림 중  멜트블로운 섬유는 제1가스 스트림 중의 섬유와 상이한 크기 또는 상이한 재
료일 수 있다. 멜트블로운 섬유는 단일 스트림이거나 또는 2개 이상의 스트림일 수 있다.

제2스트림(12)의  속도를  바람직하게는  제1스트림(2)의  속도보다  낮게  하여,  제1스트림(2)  및 제2스
트림(12)를  서로  혼합시켜  합해진  스트림(28)이  제1스트림(2)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한다. 합
해진  스트림은  벨트(30)  상에서  접속되어,  공성형물(32)를  형성한다.  형성된  공성형물(32)에 관해서
는, 미합중국 특허 제4,100,324호에 기재된 기술과 직접 연관된다.

수압식  엉킴  기술에는,  공형성물(32)가  공극  지지체(34)상에서  지지되는  동안  이  공형성물(32)를 분
사  장치(36)에서  나오는  액상  스트림으로  처리하는  단계가  포함된다.  지지체(34)는  임의의  다공서 
웹  지지  매체,  예를  들면  롤,  메쉬  스크린,  성형  와이어  또는  다공  플레이트일  수  있다.  또한,  이 
지지체(34)는  이와 같은 패턴의 부직 재료를 형성하는 패턴을 가질 수  있다.  수압 엉킴용 장치는 통
상적인  장치,  예를  들면  에반스(Evans)의  특허  제3,485,706호에  기재된  장치  또는  제1도에  나타낸 
장치  및  본  명세서에  참고문헌으로  채택된  Rotary  Hydraulic  Entanglement  of  Nonwovens라는  제목의 
하니콤브  시스템스,  인크.[Honeycomb  Systems,  Inc.  메인주,  비드포드  소재]의  논문(Insight  86 
International  Advanced  Forming/Bonding  Conference에서  재판됨)에  기재된  장치일  수  있다.  이러한 
장치 상에서 섬유 엉킴은 미세하고 반드시 칼럼형의 액상 스트림을 성형하도록, 예를 들면 약 
100psi   이상의  압력으로  제공된  액체를  지지  공성형물의  표면을  향해  분사함으로써  행해진다.  지지 
공성형물을  섬유가  엉키고  인터트와인될  때  까지  스트림으로  관통  시킨다.  공성형물을  일면  또는 양
면에서  수압  엉킴식  장치를  통해  수회  통과시킨다.  액상을  약  100  내지  3,000psi의  압력에서  공급할 
수  있다.  컬럼상  액상  스트림을  생성하는  오리피스는  당  기술  업계에  공지된  통상의  직경,  예를 들
면,  0.0127㎝(0.005인치)의  직경을  가질  수  있으며,  1개  이상의  열에  다수의  오리피스를,  예를  들면 
각  열마다  40개의  오리피스를  가질  수  있다.  수압식  엉킴에  관한  각종  기술이  상기  미합중국  특허 
제3,485,706호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 특허를 이러한 기술과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다.

공성형물이  수압에  의해  엉키게  된  후,  그  강력을  더  증강시키기  위해  접착  스테이션(38)에서 임의
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패더(padder)는  가벼운  접촉  시,  회전  샤프트(42)  위에  장착되거나 
또는 롤 사이에 1  또는 2mil의  틈이 형성되도록 스토핑된,  조절가능한 상부 회전 톱 롤(40)  및  회전 
샤프트(46)  위에  장착된  하부  픽업  롤(44)를  포함한다.  하부의  픽업  롤(44)는  수성  수지  접착제 조
성물(50)의  저장조(48)에  부분적으로  잠겨  있다.  픽업  롤(44)는  수지를  끌어  올리고,  수지를 롤(4
0)과  롤(44)  사이의  닙에서  수압으로  엉킨  공성형물로  전달한다.  이러한  접착  스테이션은 케네트
(Kennette)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4,612,226호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본  명세서에  참조로 
기재되어 있다.  기타 임의의 제2접착 처리에는 열  접착,  초음파 접착,  결착 접착 등이 포함된다. 이
러한  제2접착  처리는  강력을  증가시키나,  공성형물을  딱딱하게  하기도  한다.  수압으로  엉킨 공성형
물을  접착  스테이션(38)을  통해  통과시킨  후,  이것을  예를  들면  건조기(52)  또는  캔  건조기에서 건
조시킨 다음 와인더(54)에 감는다.

본  발명의  공성형물은  강화  재료(예,  강화  레이어  예를  들면,  스크림,  스크린,네팅,  니트  또는  직포 
재료)와  함께  수압에  의해  엉킬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한  기술은  폴리프로필렌  스펀본드  직물,  예를 
들면  평균  데니어  2.3d.p.f인  섬유로  이루어진  스펀본드  웹의  연속  필라멘트와의  수압식으로  엉키게 
되는  공성형물에  관한  것이다.  약한  포인트  접착  스펀본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엉킴의  목적으로는, 
비접착  스펀본드가  바람직하다.  스펀본드는  공성형물로  제공되기  전  접착이  제거될  수  있다.  또한, 
브로크(Brock)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4,041,203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멜트블로운/스펀본드 라미네
이트  또는  멜트블로운/스펀본드/멜트블로운  라미네이트를  코폼  웹에  제공하여,  전체를  수압으로 엉
키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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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을  수압  엉킴식  장치를  통해  통과시켜  접착성을  제거한  스펀본드  폴리에스테르  웹을  스테이플 코
폼  웹  사이에  샌드위치식으로  끼우고,  엉킴에  의해  접착시킨다.  또한,  접착되지  않은  멜트스펀 폴리
프로필렌  및  니트를  코폼  웹  사이에  유사하게  위치시킨다.  이  기술은  웹  강력을  현저히  증가시킨다. 
멜트블로운  폴리프로필렌  섬유의  웹은  또한  코폼  웹  사이  또는  코폼  웹  아래에  위치시켜  엉키게  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배리어  특성을  향상시킨다.  강화  섬유  및  배리어  섬유의  라미네이트는  특정 특
성을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섬유가 공혼합물로서 첨가될 경우,  기타 특성이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 기초 중량(통상의 루스 스테이플 웹의 기초 중량에 비해 낮음)을 가진 웹을 생
성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멜트블로운  섬유가  저  기초  중량의  웹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완
전성을  위해  필요한  섬유의  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물은  공극의  크기  구배(예, Z방
향)에  의해  유체의  분포,  습윤  조절,  흡수성,  날염성,  여과성  등을  제어하여  조작할  수  있다.  또한 
공성형물을  압출  필름,  포말[예,  오픈  셀(open  cell)  포말],  네트,  스테이플  섬유  웹  등과  함께 라
미네이트할 수 있다.

초흡수성  재료  또는  기타  입상  재료,  예를  들면  탄소,  알루미나  등을  공성형물에  병합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초흡수성  재료의  함유에  관한  바람직한  기술은  에반스  등의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3,563,241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수압  엉킴식  처리  후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화학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  공성형물에  재료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수용해도  및(또는)  흡수성의  변형에  대한  기타 기술
은  라이드(Reid)의  미합중국  특허  제3,379,720호  및  4,128,692호에  기재되어  있다.  초흡수성 및(또
는)  입상  재료를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  및  섬유상  재료(예,  펄프  섬유,  스테이플  섬유, 멜트블로
운 섬유 및  연속 필라멘트 중  적어도 1종)과  함께 섬유상 재료의 제2가스 스트림이 비탄성 멜트블로
운  섬유의  제1스트림으로  도입되는  지점에서  혼합시킬  수  있다.  공성형물에  입상  재료를  혼입시키는 
것에  관한  참조  문헌은  미합중국  특허  제4,100,324호이다.  또한,  입상  재료는  합성  스테이플  펄프 
섬유, 예를 들면 분쇄된 합성 스테이플 펄프 섬유가 포함된다.

제2a도  및  제2b도는  본  발명의  멜트블로운과  면의  공성형물의  현미경  사진이다.  특히,  코폼  재료는 
면  50%,  멜트블로운  폴리프로필렌  50%이다.  공성형물을  각  면에서  200,  400,  800,  1200,  1200  및 
1200psi에서  100×92메쉬로,  라인  속도는  23fpm으로  하여  수압으로  엉키게  하였다.  공성형물은  기초 
중량이  68gsm이었다.  마지막으로  처리된  측면은  제2a도에  나타내고,  처음으로  처리된  측면은 제2b도
에 나타내었다.

제3a도  및  제3b도는  본  발명의  멜트블로운과  펄프의  공성형물의  현미경  사진이다.  특히,  공성형물은 
IPSS  50%  및  멜트블로운  폴리프로필렌  50%이다.  이  공성형물은  일면에서  400,  400  및  400psi의 
압력,  100×92메쉬로,  라인속도는  23fpm으로  하여  수압식으로  엉키게  하였다.  이  공성형물의  기초 
중량은 20gsm이었다. 제3a도는 처리 측면을 나타낸 것이고, 제3b도는 비처리 측면을 나타낸 것이다.

제4도는  본  발명의  멜트블로운과  스펀본드  공성형물의  현미경  사진이다.  특히,  공성형물은  평균 직
경이  약  20㎛인  스펀본드  폴리프로필렌  75%  및  멜트블로운  폴리프로필렌  25%로  이루어진다. 공성형
물을  라인  속도를  23fpm으로  하여,  일면에  대해  200psi로  6회  통과,  400,  800  및  1200psi로  3회 통
과시켜서  수압식으로  엉키게  하였다.  이  공성형물은  기초  중량이  46gsm이었다.  처리된  측면을 제4도
에 나타내었다.

공정  조건의  다양한  실시예에  의해  본  발명을  설명한다.  물론,  이러한  실시예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예를들면,  통상의  라인  속력은  고속,  예를  들면  400fpm  이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샘플  작업에 기초
하면, 라인 속도는 예를 들면, 1000 또는 2000fpm이 가능할 수 잇다.

다음  실시예에서,  구체적인  재료를  구체적  조건  하에서  수압에  의해  엉키게  하였다.  다음  실시예에 
대한  수압식  엉킴은  제2a,  2b,  3a,  3b  및  4도에  나타낸  공성형물을  성형하는데  사용하는  바와  같이 
0.0127㎝(0.005인치)  오리피스가,  2.54㎝(1  inch)당  40개인  1렬의  오리피스를  갖는,  통상의  장치와 
유사한 수압식 엉킴 장치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하기의 %는 중량%이다.

[실시예 1]

코폼 재료 : IPSS 50%/멜트블로운 폴리프로필렌 50%

수압에 의한 엉킴 공정의 라인 속도 : 23fpm

엉킴 처리(매 통과 당 psi) : (공성형물 지지 부재에 사용한 와이어 매쉬)

측면 1 : 750, 750, 750; 100×92

측면 2 : 750, 750, 750; 100×92

[실시예 2]

코폼 재료 : IPSS 50%/멜트블로운 폴리프로필렌 50%

수압에 의한 엉킴 공정의 라인 속도 : 40fpm

엉킴 처리(매 통과 당 psi) : (와이어 매쉬)

측면 1 : 100, 750, 750, 750, 750, 750; 100×92

측면 2 : 750, 750, 750; 100×92

[실시예 3]

코폼 재료 : IPSS 30%/멜트블로운 폴리프로필렌 70%

수압에 의한 엉킴 공정의 라인 속도 : 40f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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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킴 처리(매 통과 당 psi) : (와이어 매쉬)

측면 1 : 100, 500, 500, 500, 500, 500; 100×92

측면 2 : 처리하지 않음

[실시예 4]

코폼 재료 : IPSS 40%/멜트블로운 폴리프로필렌 60%

수압에 의한 엉킴 공정의 라인 속도 : 40fpm

엉킴 처리(매 통과 당 psi) : (와이어 매쉬)

측면 1 : 1200, 1200, 1200; 20×20

측면 2 : 1200, 1200, 1200; 20×20

[실시예 5]

코폼 재료 : IPSS 50%/멜트블로운 폴리프로필렌 50%

수압에 의한 엉킴 공정의 라인 속도 : 23fpm

엉킴 처리(매 통과 당 psi) : (와이어 매쉬)

측면 1 : 900, 900, 900; 100×92

측면 2 : 300, 300, 300; 20×20

[실시예 6]

코폼 재료 : 면 50%/멜트블로운 폴리프로필렌 50%

수압에 의한 엉킴 공정의 라인 속도 : 23fpm

엉킴 처리(매 통과 당 psi) : (와이어 매쉬)

측면 1 : 800, 800, 800; 100×92

측면 2 : 800, 800, 800; 100×92

[실시예 7]

코폼 재료 : 면 50%/멜트블로운 폴리프로필렌 50%

수압에 의한 엉킴 공정의 라인 속도 : 40fpm

엉킴 처리(매 통과 당 psi) : (와이어 매쉬)

측면 1 : 1200, 1200, 1200; 20×20

측면 2 : 1200, 1200, 1200; 20×20

[실시예 8]

코폼 재료 :  면 50%/멜트블로운 폴리프로필렌 50%

수압에 의한 엉킴 공정의 라인 속도 : 40fpm

엉킴 처리(매 통과 당 psi) : (와이어 매쉬)

측면 1 : 200, 400, 800, 1500, 1500, 1500; 100×92

측면 2 : 200, 400, 800, 1500, 1500, 1500; 100×92

[실시예 9]

코폼 재료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스테이플 50%/멜트블로운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50%

수압에 의한 엉킴 공정의 라인 속도 : 23fpm

엉킴 처리(매 통과 당 psi) : (와이어 매쉬)

측면 1 : 1500, 1500, 1500; 100×92

측면 2 : 1500, 1500, 1500; 100×92

[실시예 10]

코폼 재료 : 면 60%/멜트블로운 폴리프로필렌 40%

수압에 의한 엉킴 공정의 라인 속도 : 23fpm

엉킴 처리(매 통과 당 psi) : (와이어 매쉬)

측면 1 : 1500, 1500, 1500; 100×92

측면 2 : 700, 700, 70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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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1]

2개의  스테이플  섬유층  사이에  샌드위치식으로  끼인  펄프  코폼  층을  갖는  라미네이트를  다음과  같이 
수압으로 엉키게 하였다.

라미네이트 : 층1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50%/레이온 50%(약 20gsm)

층2 : IPSS 60%/멜틀블로운 폴리프로필렌 40%(약 40gsm)

층3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50%/레이온 50%(약 20gsm)

수압에 의한 엉킴 공정의 라인 속력 : 23fpm

엉킴 처리(매 통과 당 psi) : (와이어 매쉬)

측면 1 : 300, 800, 800; 100×92

측면 2 : 200, 600, 800; 20×20

[실시예 12]

접착되지  않은  스펀본드  폴리프로필렌(약  14g/㎠)을  2개의  IPSS  50%/멜트블로운  폴리프로필렌 50%
(약 27g/㎡) 웹 사이에 샌드위치식으로 끼워 놓고, 다음과 같이 수압에 의해 엉키도록 하였다.

수압에 의한 엉킴 공정의 라인 속도 : 23fpm

엉킴 처리(매 통과 당 psi) : (와이어 매쉬)

측면 1 : 700, 700, 700;100×92

측면 2 : 700, 700, 700;100×92

[실시예 13]

부분적으로  접착이  제거된  DuPont  Reenay  2006(폴리에스테르)  스펀본드(약  20g/㎡)를  면 50%/멜트블
로운  폴리프로필렌  50%  코폼  엡(약  15g/㎡)사이에  샌드위치식으로  끼워  넣고,  다음과  같이  수압에 
의해 엉키게 하였다.

수압에 의한 엉킴 공정의 라인 속도 : 40fpm

엉킴 처리(매 통과 당 psi) : (와이어 매쉬)

측면 1 : 100, 1200, 1200, 1200; 100×92

측면 2 : 1200, 1200, 1200; 100×92

[실시예 14]

실시예  13과  동일한  출발  재료를  20×20의  와이어  메쉬를  각  측면에  사용한  것  이외에  실시예  13과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실시예 1 내지 14의 재료의 물리적 특성은 다음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업계에  유용한  Ames  벌크  또는  두께  측정기(또는  그의  상당물)를  사용하여  벌크를  측정하였다. 벌크
는 거의 0.0254㎝(0.001인치)로 측정되었다.

기초  중량  및  MD  및  CD  그랩  인장성은  연방  표준  시험법  제191A호(각각  제5041  및  5100호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마모  저항성  측정은  연방  표준  시험법  제191A  호(제5306호  방법)에  의해  회전  플레이트폼,  더블 헤
드(Tabor)법으로  행하였다.  CS10휠의  2가지  유형(고무기재  및  중간  코어스니스)을  사용하여  500g을 
부하시켰다.  이  시험에서는  각  재료에서  구멍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주기의  수를  측정하였다. 표본
에 대해서 조절 압력 조건 및 마모 작용 하에서 회전 마찰 시험을 행하였다.

컵  크러쉬(cup  crush)  시험으로  각  시료의  유연도,  즉  핸드  앤  드레이프성을  측정하였다.  이 시험으
로  실린더  또는  '컵'에  미리  담아놓은  직물을  푸트(foot)  또는  플런저(plunger)로  미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을  측정하였다.  이  시험에서  시료의  최대  하중량이  낮을수록,  시료가  보다  유연하고  보다 
가요성이 있다. 100 내지 150g  이하의 수는 '유연한' 재료로 간주될 수 있다.

시료의  흡수율은  일정  온도의  수조  및  오일조에서  각  시료가  완전히  젖을  때  까지  걸리는 시간(초)
에 기초하여 측정하였다.

이들  시험의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에서는,  비교의  목적으로,  공지된  2종의  수압으로  엉킨 

부직  섬유상  재료,  즉 Sontara  8005[1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1.35d.p.f×3/4),  E.  I. 

DuPont  de  Nemours  and  Company  제품]  및 Optima  [목재  섬유-폴리에스테르  전환  직물,  American 

Hospital  Supply  Corp.  제품]의  물리적  특성도  나타내었다.  표  2에서는,  비교의  목적으로,  코폼 재
료에  대해  수압식  엉킴  처리를  행하기  전의  실시예  1,6,9  및  12  코폼  재료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
었다. 실시예 1,  6,  9  및 12의 엉키지 않은 코폼 재료는 표2에서 각각 1',  6',  9'  및 12'로 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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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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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b]

[표 2]

상기  표1에  나타낸  바와같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부직  섬유상  재료는  강력  및  마모  저항 
특성이  우수하였다.  그러나,  공정  조건,  예를  들면,  기계적  유연화를  변화시킴으로써  동일  기재를 
사용하여  일정  범위의  마모  저항  및  유연도를  가진  재료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에서와  같이 멜트
블로운 섬유를 사용할 경우 보다 큰 CD 회수율을 갖는 웹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웹은  소모된  웹과는  달리  비(非)  배향  섬유를  가지므로,  양호한  등방  강력을  갖는다. 또
한,  본  발명의 웹은 소모된 웹에 비해 높은 마모 저항을 갖는다.  본  발명의 방법은 엠보싱이 웹  중 
섬유간  접착을  형성시켜서  스티퍼  웹이  되기  때문에,  엠보싱  가공보다  더욱  유리하다.  본  발명의 공
성형물을 포함하는 라미네이트는 강력이 증가되며, 또한 예를 들면 의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특허는, 동일자 출원되는 일련의 특허출원 중 하나이다. 이 특허출원은 다음과 같다.

(1)  Non-woven  Fibrous  Hydraulically  Entangled  Elastic  Coform  Material  And  Method  of  Formation 
Thereof,  L.  Trimble  et  al(KC  Serial  No.  7982);  (2)  Nonwoven  Fibrous  Hydraulically  Entang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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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lastic  Coform  Material  And  Method  Of  Formation  Thereof,  F.  Radwanski  et  al(KC  Serial  No. 
7977);  (3)  Hydraulically  Entangled  Nonwoven  Elastomeric  Web  And  Method  Of  Forming  The  Same, 
F.  Radwanski  et  al(KC  Serial  No.  7975);  (4)  Nonwoven  Hydraulically  Entangled  Non-Elastic  Wet 
And  Method  of  Formation  Thereof,  F.  Radwanski  et  al(KC  Serial  No.  7974);  및  (5)  Nonwoven 
Material Subjected To Hydraulic Jet Treatment In Spots, And Method And Apparatus For 
Producing The Same, F. Radwanski(KC Serial No. 8030).

본 출원외의 다른 출원의 내용은 참조로서 본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다.

앞에서  본  발명에  다른  몇몇  실시태양을  나타내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이들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당업계의  통상의  숙련자에게  공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수의  변화  및  변형이 가능하다
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본  출원인은 본  발명이 본  명세서에서 기재하고 보여준 내용으로 제
한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첨부된  청구  범위의  영역내에  포함되는  상기한  모든  변형을  포함하고자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와  섬유상  재료의  혼합물에  액체를  고압  분사시킴으로써  상기  비탄성 멜트블
로운  섬유와  상기  섬유상  재료의  엉킴  및  인터트와인을  야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탄성 멜
트블로운  섬유와  섬유상  재료의  수압으로  엉킨  혼합물로  이루어지는  자체  지지되는  부직  섬유상 비
탄성 재료.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상  재료가  펄프  섬유,  스테이플  섬유,  멜트블로운  섬유  및  연속  필라멘트 
중 적어도 1종인, 자체 지지되는 부직 섬유상 비탄성 재료.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수압으로  엉킨  상기  혼합물이,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의  재료를  멜트블로잉 다이
를  통해  압출하고,  상기  펄프  섬유,  멜트블로운  섬유  및  연속  필라멘트  중  적어도  1종을  압출된 재
료와  혼합한  후,  펄프  섬유,  스테이플  섬유,  멜트블로운  섬유  및  연속  필라멘트  중  적어도  1종과, 
혼합된  멜트블로운  섬유을  집속  표면상에서  함께  침착시킴으로써  성형된  혼합물인,  자체  지지되는 
부직 섬유상 비탄성 재료.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물이  주로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와  펄프  섬유로  이루어지는,  자체 지지
되는 부직 섬유상 비탄성 재료.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가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부틸렌 테페프탈레
이트  및  폴리에틸렌  테페프탈레이트  중에서  선택되는  열성형  재료로부터  제조되는,  자체  지지되는 
부직 섬유상 비탄성 재료.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물이  주로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와  스테이플  섬유로  이루어지는,  자체 
지지되는 부직 섬유상 비탄성 재료.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플  섬유가  천연  스테이플  섬유인,  자체  지지되는  부직  섬유상  비탄성 
재료.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플  섬유가  합성  스테이플  섬유인,  자체  지지되는  부직  섬유상  비탄성 
재료.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물이  주로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로  이루어지는,  자체  지지되는  부직 섬
유상 비탄성 재료.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물이  주로  비탄성  멜트블로운  미세섬유와  비탄성  멜트블로운  거대섬유로 
이루어지는, 자체 지지되는 부직 섬유상 비탄성 재료.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재료가  적어도  1개의  패턴화된  표면을  갖는,  자체  지지되는  부직  섬유상 비탄
성 재료.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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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물이  입상  재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자체  지지되는  부직  섬유상  비탄성 
재료.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입상 재료가 초흡수성 재료인, 자체 지지되는 부직 섬유상 비탄성 재료.

청구항 1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물이  주로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와  연속  필라멘트로  이루어지는,  자체 
지지되는 부직 섬유상 비탄성 재료.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연속  필라멘트가  스펀본드  연속  필라멘트인,  자체  지지되는  부직  섬유상 비
탄성 재료.

청구항 16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와  섬유상  재료의  혼합물의  코폼  웹  및  강화  재료에  액체를  고압  분사시켜서 
상기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  섬유상 재료 및  강화 재료의 수압에 의한 엉킴 및  인턴트와인을 야기
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코폼  웹  및  강화재료로  이루어지는,  자체  지지되는  부직  섬유상  비탄성 
강화 공성형물 재료.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상  재료가  펄프  섬유,  스테이플  섬유,  멜트블로운  섬유  및  연속 필라멘
트 중 적어도 1종인, 자체 지지되는 부직 섬유상 비탄성 강화 공성형물.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강화  재료가  스펀본드  재료인,  자체  지지되는  부직  섬유상  비탄성  강화 공성
형물.

청구항 19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  및  섬유상  재료의  혼합물을  지지체  상에  제공하는  단계,  다량의  고압  액상 
스트림을  혼합물의  표면으로  분사시키는  단계  및  이에  의해  상기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  및  상기 
섬유상  재료가  수압에  의해  엉키고  인터트와인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수압으로 엉
키는 부직 비탄성 공성형물의 성형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상  재료가  펄프  섬유,  스테이플  섬유,  멜트블로운  섬유  및  연속 필라멘
트 중 적어도 1종인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물이,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의  재료를  멜트블로잉  다이를  통해 압출시
키고,  상기  적어도  1종의  펄프  섬유,  스테이플  섬유,  멜트블로운  섬유  및  연속  필라멘트를  압출된 
재료와  함께  혼합한  후,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와  적어도  1종의  펄프  섬유,  스테이플  섬유, 멜트블
로운 섬유 및 연속 필라멘트를 집속 표면 상에서 공침착시킴으로써 제공되는 방법.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체가 다공성 지지체인 방법.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물이 주로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와 펄프 섬유로 이루어지는 방법.

청구항 24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물이 주로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와 스테이플 섬유로 이루어지는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플 섬유가 천연 스테이플 섬유인 방법.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플 섬유가 합성 스테이플 섬유인 방법.

청구항 27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물이 주로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로 이루어지는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물이  주로  비탄성  멜트블로운  미세섬유와  비탄성  멜트블로운  거대섬유로 
이루어지는 방법.

15-12

97-005852



청구항 29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물이 주로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와 연속 필라멘트로 이루어지는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연속 필라멘트가 스펀본드 연속 필라멘트인 방법.

청구항 3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가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부틸렌 테레프탈
렌이트  및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열성형  재료로부터  제조되는 
방법.

청구항 3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재료가 적어도 1개의 패턴화된 표면을 갖는 방법.

청구항 3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물이 입상 재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입상 재료가 초흡수성 재료인 방법.

청구항 35 

제19항에  있어서,  다량의  고압  액상  스트림이  지지체  상의  상기  혼합물의  장축  방향으로  관통하도록 
지지체 상의 적어도 1종의 상기 혼합물 및 상기 다량의 고압 액상 스트림을 상호 이동시키는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다량의  고압  액상  스트림을  상기  지지체  상의  상기  혼합물로  다수회 관통시
키는 방법.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혼합물이  대향되는  주표면을  가지며  상기  다량의  고압  액상  스트림을  상기 혼합물
의 각각의 주 표면에 분사시키는 방법.

청구항 38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와  섬유상  재료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코폼  웹  및  강화  재료로  이루어진 복합
체를  지지체  상에  제공하는  단계,  다량의  고압  액상  스트림을  상기  복합체의  적어도  1개의  표면으로 
분사  시키는  단계,  다량의  고압  액상  스트림을  상기  복합체의  적어도  1개의  표면으로  분사시키는 단
계 및 이에 의해 상기 비탄성 멜트블로운 섬유, 상기 섬유상 재료 및 상기 강화 재료를 수압으로 엉
키게  하고  인터트와인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자체  지지되는  부직  섬유상  비탄성  강화  공성형물의 성
형 방법.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상  재료가  펄프  섬유,  스테이플  섬유,  멜트블로운  섬유  및  연속 필라멘
트 중 적어도 1종인 방법.

청구항 40 

제38항에  있어서,  복합체가  대향되는  주  표면을  가지며,  상기  다량의  고압  액상  스트림을  상기 복합
체의 각각의 주 표면으로 분사하는 방법.

청구항 41 

19항의 방법으로 성형된 제품.

청구항 42 

제38항의 방법으로 성형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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