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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직 웨브의 제조장치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부직 웨브의 제조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공정을 도시하는 흐름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장치의 단면사시도.

제3도는 필라멘트 제조를 도시하는 단면도.

제4도는 제3도의 하단부의 확대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직  웨브(web)의  제조는  공업적으로  성숙단계에  있다.  이러한  웨브를  제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
은 제지로부터 공기총 또는 기계적 인발에 의한 중합체 방사에 이르기까지 발전되어 왔다.

1)  의학용  드레이프(drape)와  같은  단일  용도  제품,  2)  와이핑(wiping)천과  같은  다용도  제품,  3) 
카페트  제조용과  같은  항구적인  섬유와  4)  기저귀  및  위생  내프킨과  같은  일회용  제품을  포함하는 
웨브에  대한  여러가지  용도가  발전해  왔다.  본  발명은,  열가소성  중합체를  방사함으로서, 일반적으

로 0.1-10oz/yd
2
에서의 기본 무게를 갖는 부직 웨브를 제조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웨브는 기저귀 내장재 및  위생 내프킨 랩과 같은 일회용 제품의 제조에 이용된다.  보다 무거
운 무게에서, 웨브는 카페트 이면제, 텐트 섬유등과 같은 제품에 이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열가소성  중합체의  필라멘트를  방사한  다음  공기력을  이용하여  바람직한 데
니어로  연신하고  필라멘트를  다공성  표면에  중첩되게  수집하여  형성된  부직  웨브에  관한  것이다. 여
기서  제조된  웨브는  여러  모로  이용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갖는  물질이며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서 처리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은,  기계의 전체 폭으로 연장하고 있는 필라멘트의 열을 형성하고 
기계의 전체 폭에 걸친 노즐에서 필라멘트를 연신함으로서 부직웨브를 제조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수집  표면에  불규칙  웨브를  형성하기  위해  방사구를  통하여  열가소성물질을  압출시킨  다음  연신에 
의해  압출된  물질을  필라멘트로  연신시켜  열가소성  물질로부터  부직웨브를  제조하는  것이  알려져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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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에  주위  유체를  운반하는  불연속  제트가  형성되는  곳에서  추출연신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추출장치는  개별적인  유체(보통  공기)  공급원을  필요로  하며  운동에너지에  의해서  연신이 이루어진
다.  예를들면,  미국특허  제3,692,618호에서는,  다수의  필라멘트가  고압을  필요로하는  매우  빠른 속
도의  공기에  의해서  연신되는  일련의  추출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상기  장치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
다.  결합될 수  있고 부직에 이용될 수  있는 웨브에 중첩 루우프를 생성시키기 위해서 다발을 진동시
키거나 분산시킨다. 이 장치와 공정에 대한 결점은 다음과 같다 : 

1) 고압의 공기를 공급해야 할 필요성 : 

2) 심한 난류를 발생시켜 필라멘트를 엉키게 하는 저압 공기의 추출 : 

3) 동일 특성을 갖는 필라멘트를 제조하기 위해 모든 이덕터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 

4) 불량한 필라멘트에 의한 이덕터의 막힘과

5) 불량한 필라멘트 다발의 분산 또는 필라멘트 엉김의 변화에 따른 불균일 기본 무게 프로우필.

영국특허 제1,285,381호에서는 유사한 이덕터 공정과 장치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는데 이 
장치에서는,  기계  전체  폭에  걸쳐  연신실을  이용할때,  상술한  추출구에서  일어나는  난류  혼합,  막힘 
및  엉킴의  문제가  야기되는  노즐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  특허에서는  분할형상을  갖는  비추출성 
배열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다. 

미국특허  제3,802,817호에서는,  영국특허  제1,285,381호의  배출노즐판을  이용하고  않고  고압을 필요
로  하며  조작을  위해서  저속으로  제한되는  방법  및  전체  폭에  걸친  이덕터  장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미국특허  제4,064,605호에서는  고속  공기  제트  연신(drafting)을  이용하는  장치에  대해서 기
재하고 있다. 

본  발명은  열가소성  중합체  필라멘트를  방사하는  비추출  연신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기  종래  기술의 
장치들을  필라멘트를  연신시키기  위한  이덕터형  장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심한  난류와 제
품의  균일성을  한정하면서  필라멘트를  엉기게  하는  와류를  형성시킨다.  더욱이,  종래  장치는  빈번한 
막힘과  같은  결점을  발생시키는  조그만  이덕터  구멍을  포함한다.  이들  장치는  두개의  공기 공급장치
와 이와 관련된 2개의 장치를 필요로 한다 :   하나는 저압 냉각 공기원으로 용융된 필라멘트를 고체 
상태로  급냉  하는데  이용되며  또  다른  하나는  고압  공기원으로  필라멘트를  연신시키기  위해서 고속
의 공기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하다. 고속의 공기는 필라멘트를 연신시킬때 시끄러운 소음이 난다. 

반대로,  본  발명의  장치는  기계  폭에  걸쳐  필라멘트  분포를  일정하게  하는  노즐  부분에서 필라멘트
의  선형  평면을  형성하는  기계의  전체  폭에  걸쳐  연속적으로  좁아지는  노즐을  이용하며  초기 급냉실
을  포함하고,  기계단면  균일성의  조절을  양호하게  한다.  연신력이  난류를  형성하고  그  영향을 최소
한으로  하는  노즐로  급냉  공기를  균일하게  가속시킬때  공기는  이  장치내로  추출되지  않는다.  똑같은 
공기가  두가지  목적으로  이용된다  :  첫째,  필라멘트를  급냉시키기  위해서,  둘째,  공기가  고속으로 
연신노즐을  통하여  나갈때  필라멘트를  연신시키기  위해서  이용된다.  이와같은  공기의  이중사용은 공
기의  취급장치와  환기장치에서  필요한  투자비와  유틸리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적절한  길이의 노
즐을  선택함으로서  노즐에서의  공기속도가  필라멘트  속도보다  약  1.5-4배일  때  필요한  연신장력을 
얻을  수  있다.  예를들면,  이  경우에,  275ft/sec의  공기속도는,  3/8인치의  노즐  구멍에  대하여  0.65 
psing이  플리넘  압력을  필요로하면서,  157ft/sec의  필라멘트  속도를  형성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하기표  실시예#6).  예를들면,  이  경우에  필요한  공기량은  필라멘트  연신에  대하여  기계  폭의 1인치
당  약  43scfm인  것이다.  필라멘트냉각은  급냉  공기의  온도를  조절하고  급냉실  상단  근처의 배출개구
로  향하여  필라멘트를  통과하는  공기의  유동율을  단절함으로서  조절될  수  있다.  관을  통해  배출되는 
급냉  공기량은  본  공정의  조작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동율은  정밀하게  계측되고  조절된다. 배출속
도가  너무  빠르면,  필라멘트  다발을  지나는  공기의  속도로  인해  필라멘트를  흔들리게하여  서로 접착
되어  필라멘트의  파손을  가져오게  한다.  또한  필라멘트는  너무  급냉되면  태데니어의  약한 필라멘트
가  생성된다.  너무  느린  방사로  인해,  필라멘트가  연신노즐로  들어갈때,  완전히  냉각되지  않아  노즐 
표면에 부착되기가 쉽다.

본  발명의  장점을  얻기  위하여,  특정  조건의  범위내에서  장치를  구성해야  한다.  예를들면  급냉 공기
는  약  40℉-130℉  범위에서유지되어야  한다.  공기  유동율은  기계  폭  1인치  당  20-80scfm  범위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노즐  구멍은  약1/8인치-1인치  이어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배출  유동율은 바람
직한 필라멘트성질을 얻는데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기계 폭 1인치당 약 0-14scfm 범위이다.

물론,  급냉실의  길이와  인발  노즐의  길이는  방사되는  물질과  바람직한  웨브의  특정성질에  따라 결정
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은  광범위하게  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급냉  지역의  길이는  약 
50-80인치(적어도  2피트가  바람직함)이고  인발  노즐의  길이는  약  10-40인치이다.  방사구금은  여러 

형상으로  구성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균일한  모세관  배열에서 in
2
당  약  3-약  40  범위내에서 이

용된다.  상술한  바와같이,  본  발명의  방법과  장치는  유연성이  크며  여러가지  원료와  작동조건에 따
라 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본 발명의 특별한 장점과 특색이다.

본  발명은  양호한  실시로  기술되고  있지만  그  한계를  규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청구범위에 
규정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범위내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변경, 개량 및 동일한 것을 포함한다.

제1도를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방법을 상세히 기술한다.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1단계를  방사를  위해서  유체  상태의  열가소성  중합체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유연성을  갖고  있으므로  여러가지  중합체를  처리할  수  있다.  예를들면,  다음중  어느  것도 이
용할 수 있다 :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폴리올레핀,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폴리비닐 알콜, 셀룰로오즈 아세테이트, : 비스코오스등이다.

물론,  용융된  유리와  같이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기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할  수  있다.  물질은 

10-2

특1984-0000196



방사를  위해  충분히  유체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하며  필라멘트  연신지역에서  연신시키기에  충분한 
성질을 가져야 한다. 다른 예는 당 분야에 숙련된 사람들에게 명백할 것이다.

중합체는  공급기(10)으로부터  호퍼(hopper)(12)로  도입된  다음  압출기(14),  여과기(16)과 계량펌프
(17)을  통하여  방사  상자(18)로  도입된다.  필라멘트(20)은  필라멘트(20)  커어튼을  형성하는 한개이
상의  열로  배열된  구멍이  있는  방사구(spinnerette)(22)를  통하여  방사된  다음  급냉실(24)로 통과된
다.  급냉실(24)에서  필라멘트(20)을  공기  입구(26)을  통하여  들어오는  공기  또는  기타  냉각  유체와 
접촉되고  바람직하게는  상기  필라멘트보다  더  차가운  온도,  예를들면  약  40°  내지  130℉에서 유지
된다.  급냉  유체는  12psi  이하(2psi  이하가  바람직함)의  저압에서  공급되며  일부는  필라멘트 커어튼
(20)을  통과하여  개구(28)을  통하여  배출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공급된  공기중  배출되는  공기의 
비율은  사용되는  중합체와  데니어,  강인성  등과  같은  바람직한  필라멘트  특성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급냉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배기되는  공기량이  많아질수록  생성되는  필라멘트  데니어는 
더 커지며 반대로, 배기 공기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데니어는 작아진다.

급냉이  종료됨에  따라  필라멘트  커어튼은  서서히  좁아지는  급냉실의  하부  단부(30)을  통하여 노즐
(32)로  도입되며  이  노즐에서의  공기속도는  약  150-800ft/sec이다.  인발  노즐은  전체  기계  폭에 걸
쳐  있으며  기계의  폭에  따라  걸쳐  있는  이동  벽(36)과  정지  벽(34)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 벽은 급냉 공기 스크린 밑에서 수축될 수 있거나 정지벽을 향하
여  움직일  수  있다.  작동중  이동벽은  충분히  수축되어  필라멘트는  넓은  개방  노즐을  통하여  중력에 
의해  낙하한다.  약한  공기력연신이  발생할  수  있도록  넓은  개방  노즐을  통하여  급냉  공기의  속도는 
낮게  유지된다.  중합체  유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  이동벽은  전방으로  이동하여  노즐  구멍을 감소시
키며  공기  속도를  증가시켜  필라멘트를  연신시킨다.  주요  공정의  결함이  발생하고  연신  노즐이 작동
하는  동안  중합체로  일부가  막힌다면,  이동  벽은  플러그가  확장된  노즐을  통하여  떨어질  때까지 순
간적으로 후퇴한다. 다시 벽은 정상 작동 위치로 전진한다.

이동벽의  위치는  연신  노즐  구멍을  결정함으로서  주어진  급냉공기의  유동율과  배출  속도에  대하여 
노즐을  통과하는  공기의  속도가  결정되게  된다.  공기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필라멘트  연신력이 증가
하기  때문에  필라멘트  데니어는  노즐  구멍의  크기를  단순히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서  쉽게  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필라멘트 데니어는 다음 조작에 의해서 증가될 수 있다 : 

1)  노즐  구멍을  크게하거나,  2)  노즐을  통한  공기의  유동율을  감소시키거나,  3)  배출공기의 유동율
을  증가시키거나,  4)  급냉공기의  온도를  낮추거나,  5)  중합체  온도를  감소시키거나,  6)  중합체 분자
량을 증가시키거나 용융물의 유동율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7) 모세관을 지나는 중합체의 양을 증가시킬.

단계 1)과  2)는  공기 연신력을 감소시키고 :  3)과  4)는  중합체 급냉 속도를 증가시키며 :  5)와  6)은 
중합체 신장 정도를 증가시키며 7)은 중합체 질량을 증가시킨다.

폴리프로필렌에  대해서  용융  온도는  일반적으로  약  208℃-약  320℃  범위이며  방사구에서  중합체의 
용융지수(190℃,  2160g)는  약  17-약  110이다.  이러한  물질을  이용할  때,  도입된  중합체는  방사구금 

지역의 1in
2
 당  약  0.25-4  lb/hr의  범위에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약  1/16인치-약  1.0인치 범위내

의 노즐 간극을이용함으로서 만족할 만한 조작을 얻었다.

이와같이,  필라멘트  데니어는,  노즐로  부터의  필라멘트  분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비교적 쉽고 신속하게 변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노즐은 기계의 전체 폭에 걸쳐 있다. 
그러므로,  기계의  폭을  가로지르는  방사판의  오리피스  분포와  사실상  동일한  필라멘트의  분포가 노
즐 출구에 이르기까지 항상 유지된다.

노즐로  부터  배출된  후,  필라멘트는  부직  웨브(40)을  형성하기  위해서  무한  스크린  또는  벨트와 같
은  이동하는  작은  구멍의  표면(38)에  모여진다.  노즐  구멍과  거리를  선택함으로서  각  필라멘트의 루
핑(looping)의  칫수  특성은  각  필라멘트를  중첩시키기  위해서  조절될  수  있다.  이러한  조작으로 생
성되는  웨브에  일정량의  엉킴이  생기고  일체성이  충분하여  롤  닙(nip)(40)에서의  웨브의  치밀화,  롤 
닙(42)에서의 접착과, (44)에서의 접착성 섬유의 권취와 같은 조작을 용이하게 한다.

제2도  및  제3도에서,  급냉실(24)와  노즐  지역(34)가  보다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방사구(22)은 공지
의  설계로  될  수  있으며  기계  전체  폭을  가로질러  급냉실에  이르기까지  등  간격으로  배치된 오리피
스(46)의  한개  이상의  열에  있어서  간격이  약  0.15-0.56인치(0.25-0.30인치가  바람직함)인 필라멘트
(20)을  압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급냉실의  중앙선은  급냉  유체가  통과할때 
필라멘트의  휨(bowing)을  수용하기  위해서  방사구중앙선으로부터  편기(offset)되어  있다.  급냉실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필라멘트와  측면  사이의  접촉을  피하고  충분한  필라멘트의  냉각을  얻을  수 있도
록 충분히 크게 한다.

오리피스를  통한  압출직후,  스트랜드의  이동이  공기력  인발  수단에  의해  발생되는  각 필라멘트에서
의  인장력  때문에  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들은  노즐  입구  방향의  주속도  성분을  갖는  각도에서 하
나  이상의  스크린(25)를  통하여  공급되는  급냉  유체와  접촉할  때  동시에  냉각하기  시작한다.  급냉 
유체는  당분야에서  숙련된  사람들에게  명백하둣이,  여러가지  기체중의  하나이지만  공기가 경제적으
로  바람직하다.  급냉유체는  필라멘트의  냉각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  40°-130℉에서  도입된다. 상술
한  바와  같이  필라멘트  커어튼은  급냉유체  유동  횡방향의  힘에  의해  수직  경로로부터  다소  변위되어 
있다.  급냉지역은  방사판을  연신  노즐의  중앙선으로부터  급냉  공기  공급쪽을  향하여  수인치 떨어져
서 위치시킴으로서 상기 작동을 할 수 있게 고안될 수 있다.

필라멘트가  곡선의  입구  표면과  거의  또는  완전히  접촉되지  않고  노즐로  통과할  수  있도록  편기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구(29)로  부터(28)에서  배출되는  배출공기는  필라멘트의  급냉이  얼마나 빨
리이루어지느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배출유체의  유동율을  빨리  하면,  필라멘트를 
더  빨리  냉각시키고  필라멘트  데니어를  증가시키게  된다.  필라멘트가  인발  노즐에  도입될  때 용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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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면,  노즐에  부착되기  때문에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급냉실의  길이는  노즐로 도입되
기  전에  필라멘트를  부착성이  없는  온도로  냉각시키기에  충분해야  한다.  2피이트  이상의  길이가 바
람직한데  그  이유는  저온의  공기  또는  고속의  베출속도를  요하지  않고,  높은  생성속도에서  많은 필
라멘트를  냉각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이다.  측벽(36)에  의해  형성된  노즐로의  도입은, 필
라멘트의  파손을  줄이기  위해서  적어도  약  135°의  각도(A)로  모서리(56)에서,  서서히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측벽(34)와  (36)의  상대  위치를  조절하기  위한  구성에는  (37)에서  측벽(36)에  고정된 
피스톤(35)와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와류  발생을 방지하
기  위해서  휜(54)와  같은  몇가지  수단을  설치한다.  이러한  휜의  형상,  간격  및  갯수는  급냉실의 폭
과  필라멘트의  휨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1/8  인치보다  얇으며,  휘어진 필라멘
트에 의하여 형성된 전체모서리를 채우면서 3/4 인치 이하로 간격을 둔다.

제4도에서,  연신  노즐을  보다  상세히  나타내고  있다.  필라멘트는  급냉실로부터  연신력이  형성되는 
좁은 노즐로 향한다.

급냉지역에서의  유체  압력은  노즐  출구에서의  유체  압력보다  높으므로  바랍직한  유체의  속도를  가진 
필라멘트를  연신하게  된다.  노즐을  통과하는  유체의  속도는  바람직한  연신  및  필라멘트  특성을  얻기 
위해서 노즐의 길이에 대하여 선택된다.  노즐을 기계 전체 폭에 걸쳐 있으며 주어진 공기 유입 속도
에  대해  필요한  유체의  속도를  형성하기에  충분히  좁다.  선택된  표면(32)와  (34)  사이의  특정 노즐
구멍은  바람직한  필라멘트  특성과  기타  처리  조건에  따라  결정되나,  보통  약  1/8인치-1인치이며 1/4
인치03/4인치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비추출  연신  장치를  설계함에  있어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압축기  또는  팬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발 노즐의 길이와 바람직한 노즐 구멍을 선택한다.  짧은 노즐과 큰  노즐 구멍 모
두는  비교적  높은  공기의  체적  유동이  이용되는데,  짧은  노즐의  경우에  연신속도가  커야  하며,  큰 
노즐  구멍의  경우에는  단면적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요한  공기  압력은  비교적  낮다.  반면에, 
긴  노즐은  연신공기로부터  전단응력에  노출되는  보다  긴  필라멘트를  제공함으로서  보다  낮은 공기속
도로서  필요한  힘을  형성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적은  공기의  체적유동을  요하게  된다.  그러나 고압
은 노즐에서의 마찰손실을 크게 한다.

마찬가지로,  노즐구멍을  더  작게하면  공기  유동의  필요한  체적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마찰손실로 
인해  필요한  공급  압력을  증가시킨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공기  압력은  약  12psi  이하이며 추출장치
에서  필요한  압력의  일부인  약  2psi  이하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인자들간의  상호관계를  유체역학과 
당분야에 익숙한 기술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

노즐  출구에서,  유동은  운동량의  난류  확산을  하기  쉬운  자유제트가  된다.  평균  속도는  감소하고 노
즐  구멍의  칫수보다  약  20배의  거리  내에서  연신력은  0에  이르고  필라멘트의  장력이  감소되어 필라
멘트가  국소적인  와류에  의해서  떨어지게  한다.  이와같이  하여  형성된  웨브내에  불규칙한  루우프를 
형성하며  병합된  웨브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중첩을  제공하게  된다.  이  루우핑은  노즐  구멍과 
표면 구멍에 대한 거리에 의해 결정되는 특징적인 크기나 칫수를 갖고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
시예에서  노즐  구멍(32)를  형성하는  측벽(34)(36)은  길이가  서로  다른데  하나는  약  3인치  정도인데 
다른  벽보다  3/4  내지  1-1/4인치  더  긴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배열로  인해  기계의  횡  방향으로 
필라멘트의  일정한  요동  운동을  증가시키는데  이  운동은  웨브의  엉킴을  증가시키며  인발  노즐을 나
가는  필라멘트의  운동량  분산을  차단한다.  그러나,  어느경우에도,  특히  높은  생성률,  예를들면 1시
간 또는 그  이상에서 기계 폭  1인치당 5lb의  비율로 작동될 때,  루우핑은 연신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와  형성  와이어(wire)  사이에서  필라멘트의  횡방향  분산을  요하는  장치에서  현저한  대규모  성분과 
독립적이다.  1/8인치와  같은  작은  노즐  구멍으로  부터  나오는  필라멘트는,  웨브가  노즐로부터 15인
치  거리에서  모여질  때  약  1인치의  필라멘트의  이동거리  또는  최대  루우프와  크기가  약  1/8인치 내
지  1/4인치인  루우프를  갖는다.  반면  1/2인치  구멍의  노즐은  1/4-1/2인치의  보다  큰  루우프를 생성
시킨다.  6인치  거리에서와  같이  노즐  출구에  근접한  곳에서  루우프가  생길때  필라멘트  중  가장  큰 
이동거리는  약  1/2인치이다.  본  장치에서  필라멘트의  작은  루핑이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형성된  웨브의  구조는  대규모의  루우프가  우세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차이는  대규모 
루우프와  관련된  필라멘트의  강한  군집이  있을  때  특히  현저하므로  기본  무게의  공간  분포의  변화는 
규모에  있어  클  뿐만  아니라  강도에  있어서도  크다.  작은  루우프와  필라멘트의  이동거리에서는 웨브
에  고농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더  적은  군집을  이루어  기본  무게에서도  변화강도  뿐만  아니라  변화 
크기도  작다.  조그만  루우프의  두번째  장점은  생성  조작의  제트가  없는  부분은  기계에  걸쳐 전반적
인 기본 무게의 분포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조절은 방사판에서 구멍의 분포에 달려 있다.

급냉실로  공급되는  공기는  필라멘트보다  차가워야  할  뿐만  아니라  분포가  균일하며  2차  순환이 없으
며  난류가  약해야  한다는  것은  유체역학에  숙련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균일하고  일정한 필
라멘트의  분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급냉실로부터  노즐까지는  증류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서,  한개  이상의  스크린(25)가  급낸  입구(26)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동은  급냉실  하단을 
통하여  가속화되므로  불안정하지는  않지만  인접  유동에는  어떠한대규모  와류  또는  소용돌이가 있어
서는  안된다.  노즐내의  일반적인  난류의  발생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필라멘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술한  바와같이,  본  발명의  장치는  여러  작동  조건에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어  그  유연성이 
크다.  노즐의  구멍이  비교적  크고  기계  전체  폭에  걸쳐  있기  때문에,  본  장치에서는  막히는  경항을 
감소시키며,  필라멘트가  파손될  때  자동적으로  교체시킨다.  본  공정에서는  필라멘트  파손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색소,  채색  및  변형된  웨브로  하중을  크게  받는  필라멘트를  방사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장치에서는  대규모의  공기난류를  발생시키지  않고  보통의  필라멘트  분포시  발생하는  불규칙 조건
들을 배제함으로서 보다 균일한 웨브는 모양이 좋으며 물리적 성질도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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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특별 실시예들을 본  발명에 의해 얻어진 작동과 결과를 도시하고 있다.  그  실시예들은 표에 나
타낸  바와  같은  매개변수,  56인치  길이의  급냉지역,  40인치  길이의  노즐과  방사구금을  갖고  있는 첨
부도면 1-4에 도시한 장치에서 시행되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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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TiO2 색소가 7.28 중량%로 첨가되었음.

(2) TriLon X-102가 0.8중량%로 첨가되었음.

(3) 사용된 중합체는 나일론 6임.

음향측정은  장치가  1/4인치의  노즐  간극과  완전히  개방된  상태에서 80-90 dB  기준으로  작동되는 조건

하에서 실시되었다.

바닥으로부터  실험자의  귀까지  5피트  높이에서  노즐구멍  아래로  12인치  있을  때  100.5에서 100
dB
를 

초과하였다. 나머지는 90
dB
 이하이었다.

요약해서  상기  특정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과  그의  작동을  나타내고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5 
데니어  이하의  미세  플리프로필렌  필라멘트와  시간당  5lb/in  생성률로부터  낮은  기본  무게의  웨브의 
제조를  나타내며  1)  위생제품의  내장재,  2)  특수복,  3)의학용  트레이프와,  4)  항구적인  제품까지도 
포함한  여러부분에  유용한  부직물질을  제조하기  위해  이러한  웨브를  접착시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상기  장점과  목적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부직  웨브를  제조하기  위한 개량
된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유체물질로부터  간격이  밀접한  하나  이상의  필라멘트  열을  형성하는  모세관  배열을  갖는  방사구와, 
기계폭에  걸친  연속된  구멍과  상기  필라멘트와  급냉실  표면  사이의  접촉을  피하기  위한  형상과  상기 
필라멘트를  상기  급냉실  내에서  고화시키기에  충분한  체적을  갖고  있는  급냉실과,  상기  필라멘트 보
다  더  낮은  온도의  저압  급냉  유체원과,  상기  필라멘트의  일  측방으로  상기  급냉  유체를  도입하고 
필라멘트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상기  유체를  상기  팔라멘트로  통과시키기  위한  상기  급냉실  내의 입
구와,  상기  냉각된  필라멘트와  급냉유체를  수용하기  위해서  상기  급냉실과  서로  결합하고  있으며 기
계  폭에  걸쳐  연속된  구멍을  갖고  있으며  상기  필라멘트를  연신시키기  위해서  약  150-180ft/sec의 
냉각  유체  속도를  발생시키는  치수를  갖고있는  노즐과,  엉켜진  웨브로서  상기  필라멘트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물질로부터 부직 웨브를 제조하는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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