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Int. Cl.
6

D02G 3/00

(11) 공개번호   특1999-0067624

(43) 공개일자   1999년08월25일

(21) 출원번호 10-1998-0703651

(22) 출원일자 1998년05월15일

       번역문제출일자 1998년05월15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1997/16505 (87) 국제공개번호 WO 1998/12371

(86) 국제출원출원일자 1997년09월12일 (87) 국제공개일자 1998년03월26일

(81) 지정국 EP 유럽특허  :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랜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칼  

국내특허 :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일본  대한민
국  멕시코  

(30) 우선권주장 8/710,488  1996년09월18일  미국(US)  

(71) 출원인 알바니 인터내셔널 코포레이션    더트 윌리암 에이취.

미합중국 뉴욕 12204  알바니 브로드웨이1373

(72) 발명자 덴톤 제프리 스코트

미합중국 매사추세츠 01756 멘돈 조지 스트리트 61

이글스 다나 버톤

미합중국 매사추세츠 01770 세르본 사우스 메인 스트리트 223

오 코너 조세프 제럴드

미합중국 매사추세츠 01747 호프데일 벤스 웨이 14

데이비스 로버트 베르나드

미합중국 매사추세츠 01701 프라밍햄 라벨레 레인 3

(74) 대리인 김창선, 서대석

심사청구 : 있음

(54) 커버되어 있는 고계수 재료의 방적사 및 이로부터 형성되는 직물

요약

본 발명은 커버되어 있는 고계수 필라멘트사 재료의 방적사 및 이로부터 형성되는 직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고계수 재료의 이점을 발휘하면서, 상기 섬유에 의해 분자 사슬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나타
나는 감소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복합 필라멘트 재료를 제공하는데에 있다.  본 발명의 
복합 필라멘트사 구조는 고계수 필라멘트사 재료의 제 1 내부층과 이성분 섬유의 제 2 외부층으로 이루어
지며, 이때 이성분 섬유의 제 2 외부층은 전체 길이를 따라 고계수 재료의 제 1 내부층의 둘레를 커버하
고 있다.  고계수 재료의 전 표면적이 커버되어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제 2 재료내에 커버되어 있는 중합체 재료와 같은 고계수 재료(high modulus material)의 방적
사에 관한 것이다.  이 방적사는 제지기용 클로딩(clothing )에 사용되는 직물 및 기타 다른 산업용 직물
을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배경기술

제지기 클로딩은 성형부, 압착부 및 건조부에서 제지기에 사용되는 산업용 직물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
적으로 종래의 큰 규모의 텍스타일 직기(textile looms)를 이용하여 직조된 폴리에스터나 또는 폴리아미
드 멀티필라멘트사 및/또는 모노필라멘트사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직물은 일반적으로 종래의 직조 기술
에 의해 만들어져 왔다.

모든 제지기 클로딩(Paper Machine Clothing : PMC)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종이 시트로부터 물을 제거하
는 역할이다.  제지기 제조업자 및 제지업자의 제지 공정 속도를 증가시키고 종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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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노력은, PMC 직물에 있어서 재료 및 직물 구성면에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새로운 장벽에 접해 있
다.  또한 PMC 제조업자는 보다 효율적인 PMC 직물 제조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품질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제지기는 특히 성형부에서 직물 구조물의 두께가 물의 제거 속도에  제한을 가하기 시작하는 정도
의 빠른 속도가 가능하다.  불충분한 탈수는 낮은 시트 강도를 초래한다.  시트 강도는 시트 특성이 그 
다음 보다 공격적인 시트 탈수 단계를 통해서 전달 및 유지되는데 중요하다.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제
지기의 성형부를 연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행가능성은 제
한적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PMC 제조업자가 보다 얇은 직물을 제조하는 것인데, 이때 직조 공정에서 
가능한 가장 작은 치수가 경사와 끝막음 방향에 사용되는 필라멘트사의 직경의 합이 된다.  치수 안정성, 
직물 강도 및 직물 수명과 같은 특성은 필라멘트사 직경의 섬도에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게 되며, 따라서 
직물의 총 두께에 영향을 준다.  많은 PMC 의 경우, 이러한 특성의 트레이드오프는 현실성이 없거나 실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는 보다 빠른 제지기 속도가 이러한 특성의 보다 더 큰 향상을 요구하
게 된다.  

현재 구입가능한 것보다 높은 강도의 저중량의 보다 얇은 클로딩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PMC 직물의 표면 형태는 종이 제품의 질을 좌우한다.  종이 시트에 보다 매끄러운 접촉면을 제공하기 위
한 노력이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PMC 직조 직물의 표면의 매끄러움은 직조 패턴으로부터 생기는 형태 
및 필라멘트사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제한을 받게 된다.  직조 직물(또는 니트 직물)의 경우 매끄러움
은 교차하는 방적사의 교차점에 형성되는 너클(knukle)에 의해 제한받게 된다.

고계수 재료는 높은 기계적 특성 및 저중량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사용하기 위한 잠재적인 재료이다.  기
계적 특성-중량을 기초로 할 때, 고계수 중합체는 금속 및 세라믹에 비해 명백한 장점을 가진다.

고계수 중합체는 고도로 이방성인 구조를 가지며, 고계수는 분자 사슬 쪽의 방향에서만이 달성된다.  실
제로 분자축에 대해 수직인 방향의 특성은 축방향에서 발휘되는 특성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낮은 전단 특성 및 압착 특성은 분자 축에 수직인 방향에서 나타난다.

특성에 있어서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복합 구성이 당해 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은 미국특

허 No. 4, 927,698로서, 여기에는 수축가능한 인조섬유 외장 내에 Kevlar
ⓡ
 및 Nomex

ⓡ
 와 같은 내화성 필

라멘트사 코어가 내장된 방적사가 개시되어 있으며, 이 방적사는 제 1 가교성 수지 사이의 반응을 통해 

내화성 코어에 제 2 가교성 수지, Kevlar
ⓡ
/Nomex

ⓡ 
 성분 및 인조섬유 성분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커버되어 있는 고계수 필라멘트 재료의 방적사 및 이로부터 형성되는 직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고계수 재료의 장점을 발휘함과 동시에 분자 사슬쪽에 수직인 방향에서 상기 직물에 의해 나타나
는 감소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한 복합 필라멘트 재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은 고계수 필라멘트 재료가 이성분(bicomponent) 필라멘트로 커버되어 있는 복합 필라멘트 구조를 
가진다.  이 복합 필라멘트 구조는 고계수 필라멘트 재료로 된 제 1 내층과 이성분 섬유로 된 제 2 외층
으로 이루어지며, 이성분 섬유로 된 제 2 외층이 고계수 재료로 된 제 1 내층 둘레를 그 길이를 따라 커
버하고 있다.  고계수 재료의 전 표면적이 커버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성분 섬유는 외장-코어 구조를 가질수도 있고 옆으로 나란한 구조를 가질수도 있으나, 외장-
코어 구조가 바람직하다.  또한 외장 성분은 코어 성분보다 낮은 용융점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합한 이성분 섬유로는 코폴리에스터/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아미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
트), 폴리아미드/폴리아미드, 폴리에틸렌/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에틸렌/폴리아미드, 폴리프로
필렌/폴리아미드,  열가소성 폴리우레탄/폴리아미드 및 열가소성 폴리우레탄/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와 같은 외장-코어 배합물이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계수(modulus)'는 실온에서 변형되는 표본 재료의 하중 신장 반응(응력 변형 곡
선)의 초기 직선 부분의 기울기로 정의되는 인장 계수를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고계수 재료에는 이론치인 약 25% 보다 높은 인장 계수를 나타내는 고계수 중합
체가 포함된다.  또한 고계수 중합체에는 약 25  GPA보다 높은 인장 계수를 가지는 중합체도 포함된다
(Encyclopedia  of Polymer. Science 2nd ed. vol 7. pp. 699 ~ 722).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고도로 
일정방향쪽으로 향하는 중합체 구조는 이방성 구조이며, 계수는 분자 사슬쪽 방향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
라 증가하므로, 다른 방향에서는 계수가 그에 비례해서 감소하게 된다.

적합한 고계수 중합체로는 듀퐁(Dupont) 사로부터 Kevlar
ⓡ
 라는 상품명으로 구입가능한 폴리(p-페닐렌테

레프탈아미드)와 같은 아라미드, Rhone-Poulenc 사로부터 구입가능한 및 Kermel
ⓡ
, Akzo 사로부터 구입가

능한 Arenka
ⓡ
, Dupont 사로부터 구입가능한 Nomex

ⓡ
 와 같은 또 다른 아라미드, 폴리에틸렌 나프탈레이트

(PEN), 폴리(p-페닐렌벤조비스티아졸), 폴리에스터, 유리, 방향족 폴리아미드 수지 Arenka
ⓡ
 (Akzo사로부

터 구입가능한 아라미드), Vectra
ⓡ
(Celanese ) 및 Xydar

ⓡ
 (Dart)와 같은 굴열성 코폴리에스터, Spectra 

900(Allied) 와 같은 고계수 폴리에틸렌 섬유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당업자라면 고계수 내부물질이 커버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예를들면 브레이딩 및 랩핑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고계수 내부물질의 둘레에 이성분 섬유를 브레이딩함으로써 우수한 안정성
을 가지는 구조가 제공된다.  고계수 내부 섬유를 이성분 섬유재료로 랩핑하는 방법도 또 다른 적합한 방
법이다.  섬유는 싱글 커버링 기기 또는 더블 커버링 기기에 의해 커버될수 있다.  이 경우 코어 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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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피치에서 나선형으로 커버될수 있다.

본 발명의 직물을 제조하는 데에 있어서, 장점은 이성분 필라멘트사의 유일한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외장 성분의 용융점은 코어 성분의 용융점보다 낮으며, 고계수 내부물질의 용융점보다 낮다.  향상된 구
조적 통합성은 직물내에서 서로 교차하는 방적사로부터 형성되는 직물을, 외장의 용융점보다 높으나 코어
와 고계수 내부물질의 용융점보다 낮은 온도로 가열시킨 다음 냉각시킴으로써 부여된다.  이 공정(이하, 
열융해라 칭함)은 이성분 섬유의 외장 성분을 연화된 상태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방적사가 외장 재료의 
용융점보다 낮은 온도로 냉각될 때 접촉점에서 함께 융해되게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 접촉점은 방적사
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다.

본 발명의 직물의 향상된 안정성으로 인해, 본 발명의 복합 방적사로부터 직조된 단일층 직물은 제지기 
상에서 성공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즉, 본 발명은 제지기 클로딩이 받게 되는 작동 조건에 잘 견딜수 
있는 단일층 직물을 제조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직물은 요구되는 작동 조건에 잘 견디기 위해 
필요한 치수 안정성 및 강도를 가지도록 적어도 2층 이상의 층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층 구조물의 탑 적층 구조로서 사용될수 있으며, 이는 이러한 층으로서의 사용이 직물
의 표면상의 너클 사이즈 감소 및 직물의 두께의 감소로 인해 통상적인 종래의 재료에 비해 이점을 제공
하게 된다.  너클 사이즈가 감소됨으로써 보다 매끄러운 직물 표면이 이루어지게 되며, 제지업자에 의해 
바람직한 모양을 가지게 된다.  또한 고계수 재료에 의해 갖게 되는 탁월한 인장 특성은 통상적인 직물에 
의해 갖게 되는 강도 수준을 얻는데에 보다 적은 재료가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발명의 고
계수 복합 방적사를 사용하여 보다 얇은 직물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은 다층 구조물의 
기본층으로서 사용될수도 있다.  이 층의 향상된 치수 안정성은 이것이 사용용도에 매우 적합하도록 해준
다.  본 발명에 따르는 직물을 기본층으로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직물 제조에 이점을 부여하게 된다.  
본 발명의 복합 방적사는 방적사의 축을 따라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강도를 발휘하므로, 본 직물층을 기본
층으로서 사용하게 되면 전체 직물 구조에 요구되는 안정성 및 강도를 제공할수 있다.  따라서, 다른 직
물층에 보다 덜 강성인 재료가 사용될수 있으며, 예를들면 제지업자가 다른 층을 제조하기 위해 미세한 
데니어(denier)의 섬유를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직물은 이러한 방법으로 또한 보다 
얇게 제조될수 있다.  얇은 직물은 배수 특성이 향상되므로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의 방적사는 클로딩의 최소한 1층이상을 구성하는 유일한 
성분이다.  다층 클로딩의 경우, 최소한 하나의 층이 본 발명의 방적사로 구성되며, 바람직하게는 종이 
시트와 접촉하는 표면층을 구성한다.  직물이 단일층이든 다층이든, 이성분 섬유는 일정한 방식으로 질서
정연하게 배치된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배치됨은 다음을 의미한다. 즉, 클로딩의 섬유는 제 1 방향으
로 작동되며, 이 제 1 방향 섬유는 제 1 방향으로 작동되는 다른 섬유와 교차하지 않는다.  또한 클로딩
의 섬유는 제 2 방향으로 작동되며, 이 제 2 방향 섬유는 제 2 방향으로 작동되는 다른 섬유와 교차하지 
않는다.  제 1 방향으로 작동하는 섬유는 제 2 방향으로 작동하는 섬유와 교차하며, 그 역으로도 가능하
다.  예를 들면 기계방향으로 배치된 섬유는 서로 교차하지 않고, 기계방향에 수직으로 작동되는 섬유와
만 교차하게 된다.  본 발명의 클로딩은 기계방향 또는 기계에 수직인 방향으로 작동되는 섬유로 구성되
는 것이 바람직하나, 제지기의 기계방향 및 이에 수직인 방향에 대해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동되는 섬유로 
구성될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의 복합 브레이드 직물이다.

도 2 는 본 발명의 또 다른 복합 브레이드 직물이다.

도 3 은 본 발명의 방적사의 단면도이다.

실시예

도 1 은 본 발명의 방적사로 제조된 직물이다.  이 직물은 본 발명의 방적사로 경사와 위사 방향으로 짜
여진 편직 직조이다. 도 1 에서부터, 본 방적사는 방적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다른 방적사와 상호연결되
어 있음을 관찰할수 있다.  이는 방적사의 열융해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성분 외장재료의 용융점보다는 
높고 코어재료의 용융점보다 낮은 온도로 직물을 가열시킴으로써, 이성분 재료 외장이 서로에 융해되는 
것이다.

도 1 에 도시된 직물의 경사와 위사는 같은 구조를 가진다.  방적사의 고계수 내부물질은 약 134 필라멘

트사인 Kevlar
ⓡ 
49 이다.  이 Kevlar

ⓡ
 내부물질 둘레에 8개의 이성분 방적사가 브레이딩되어 있다.  각각

의 방적사는 16개의 이성분 필라멘트사로 구성되어 있다.  필라멘트사는 Kanebo 사의 Bellcouple 
ⓡ
 로서, 

250 데니어이며 필라멘트수가 16이고, 저용융 코폴리에스터 외장재료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코어
를 구비하며, 이때 코폴리에스터 외장재료의 용융점은 PET 코어의 용융점보다 낮다.

Kevlar
ⓡ 

내부물질 둘레에 8개의 이성분 방적사가 브레이딩되어 있다.  브레이딩(꼬임)은 비교적 안정한 
구조를 형성하며, 커버되어 있는 고계수 방적사는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직물을 제조하는데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직물은 당해업자에 잘 알려져있는 방법에 따라 제조된다.  직물을 제조한 후에는 인장
하에 놓이게 되고, 외장 재료의 용융점보다는 높고 코어의 용융점보다는 낮은 온도로 가열된 다음, 외장 
재료의 용융점보다 낮은 온도로 냉각된다.

본 발명의 직물의 향상된 안정성으로 인해, 본 발명의 복합 방적사로 직조된 단일층 직물은 제지기상에서 
성공적으로 작동될수 있을 것이다.  즉, 본 발명은 제지기 클로딩이 받게 되는 작동조건에 잘 견딜수 있
는 단일층 직물을 제조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직물은 요구되는 작동조건에 잘 견디게 하기 위해 필요한 치수 안정성 및 강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 2층 이상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제지기 클로딩은 고계수, 저스트레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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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특성화되기 때문에, 직물의 강도 및 치수 안정성이 고계수 재료층에 의해 제공되며, 따라서 단일
층 직물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본 발명의 재료에 의해 제공되는 고도의 강도로 인해, 직물을 직조하
는데에 보다 상당히 많은 재료를 함유하는 다층 재료와 비교하여 훨씬 높거나 이와 동일한 강도를 부여하
면서 보다 적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일층 직물 구성의 달성은 PMC 구성에 있어서 획기적
인 진전이다.  기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배수시간이 단축되며, 가능한 한 가장 작은 두께를 달성할수 있
는 가능성이 보다 더 커지게 되며, 단일층 직물은 다층 직물보다 얇으므로 배수를 위해 액체가 관통해야 
하는 거리가 단축된다.

또한 본 발명은 다층 구조물의 탑 적층 구조로서 사용될수 있으며, 이러한 층으로서 사용되는 경우 표면
상의 평평성이 증가되므로 통상적인 재료에 비해 이점을 제공한다.  평평성의 향상은 방적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너클 사이즈가 감소된 결과이다.  직물의 열융해시에, 이성분 섬유중 저용융 성분이 붕괴되어 
유동하게 되어, 교차지점의 너클 사이즈가 감소된다.

또한 본 발명은 다층 구조물의 기본층으로서 사용될수 있다.  이러한 층의 향상된 치수 안정성은 이것이 
그 사용에 매우 적합하도록 할 수 있다.  안정성 및 강도는 고계수 재료로 이루어진 층에 의해 부여되므
로, 다른 층에는 미세한 직경을 가지는 물질과 같은 기타 다른 재료가 사용될수 있다.  종이 시트 접촉층
에 미세한 직경을 가지는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표면의 매끄러움을 향상시킬수 있고, 제지기 클로딩의 모
양을 바람직하게 할수 있다.

도 2 는 상기 도 1에서 기술한 방적사가 경사방향으로 사용된 직물을 도시한 것이다.  위사 방향의 방적
사는 9가닥의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즉, 도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이성분 재료로 된 9가닥의 방적사
다.  이 방적사는 느슨하게 함께 뒤틀려 꼬여져 있다.  이 방적사는 뚜렷하게 평평한 외관을 가진다.  
즉, 열융해후에 방적사는 리본과 같은 외관을 취한다.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르는 복합 방적사의 단면을 도시한 것이다.  Kevlar
ⓡ 

내부물질이 뚜렷이 구별되는 
부분으로 관찰된다..  이성분 외부물질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제지기 작동시에 본 발명에 따르는 직물은 통상적인 종래의 모노필라멘트사로 이루어진 클로딩보다 깨끗
하게 유지된다.  이성분 섬유로 구성되는 직물의 열융해는 융해된 교차 방적사에 의해 부분적으로 특징지
워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종래의 모노필라멘트사는 방적사가 교차하는 지점에 틈을 가진다.  이성분 섬
유의 교차점에서의 융해는 이러한 틈을 최소화시키게 되며, 완전제거도 가능하다.  틈은 파편조각이 갇혀
있게 되고 초과시간을 생기게 할수 있는 핀치 부분이다.  따라서 이성분 섬유로 구성되는 열융해 교차 방
적사는 종래의 모노필라멘트사로 이루어진 클로딩보다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되는 구조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는 제지기 클로딩이 종래의 모노필라멘트사로 이루어진 클로딩에 비해 가지는 또 다른 이
점은 본 클로딩이 교차지점에서 비교적 평평하고, 너클이 없는 표면을 가지는 것이다.  직물이 직조되거
나 짜여질 때, 표면의 매끄러움을 감소시키는 너클이 형성된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
은  이성분  섬유를  열융해함으로써  너클  사이즈가  감소되며,  따라서  표면의  매끄러움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표면의 매끄러움은 종이 질을 좌우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매끄러움이 향상된 클로딩은 종이 및 
관련 제품의 제조업자에게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교차하는 섬유간의 결합 네트워크는 이성분 섬유
로 이루어진 클로딩의 열융해시에 형성된다.  이러한 종류의 물리적 결합은 종래의 모노필라멘트사로 이
루어진 클로딩에 비해 치수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이성분 섬유의 성질 및 이것이 형성하는 유일한 구조
로 인해, 종래의 모노필라멘트사를 사용할 때 요구되는 것보다 낮은 데니어의 섬유를 사용할수 있다.  낮
은 데니어의 섬유의 사용은 직물의 강도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종래의 모노필라멘트사로 이루어진 클로
딩보다 얇은 클로딩이 가능하게 되는 이점을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고계수 필라멘트사 재료와 하나 이상의 제 2 필라멘트사 재료로 구성되는 복합 방적사에 있어서,

상기 제 1 고계수 필라멘트사 재료는 제 2 재료내에 커버되어 있으며,

상기 복합 방적사는,

제 1 고계수 필라멘트사 재료와, 

외장성분과 코어성분을 구비하고, 상기 제 1 고계수 필라멘트사 재료의 둘레를 커버하고 있으며, 상기 복
합 방적사의 길이를 따라 제 1 고계수 재료를 싸고 있는 형태의 제 2 이성분 필라멘트사 재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방적사.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고계수 재료는 고계수 폴리아미드, 아라미드, 폴리(에틸렌 나프탈레이트), 유리 섬유, 굴열성 
방향족 코폴리에스터,  폴리(p-페닐렌벤조비스티아졸),  폴리에스터,  고계수 폴리에틸렌 섬유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방적사.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성분 섬유의 외장-코어 배합물은 코폴리에스터/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아미드/폴리(에
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아미드/폴리아미드, 폴리에틸렌/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에틸렌/폴리
아미드, 폴리프로필렌/폴리아미드, 열가소성 폴리우레탄/폴리아미드 및 열가소성 폴리우레탄/폴리(에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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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프탈레이트)와 같은 배합물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방적사.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제 1 내부 방적사층은 다수의 고계수 필라멘트사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방적사.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제 2 외부 방적사층은 다수의 이성분 방적사를 추가로 포함하며, 각각의 이성분층은 또한 외장-코어 배치
를 가지는 이성분 필라멘트사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방적사.

청구항 6 

제지기의 성형부, 압착부 또는 건조부에 사용하기 위한 직물에 있어서, 

상기 직물은 하나 이상의 층을 구비하며, 

상기 하나 이상의 층은 고계수 재료와 하나 이상의 제 2 재료로 이루어진 복합 방적사를 포함하고, 

상기 고계수 필라멘트사 재료는 제 2 재료내에 커버되어 있으며, 

상기 복합 방적사는 고계수 필라멘트사 재료의 제 1 내부 방적사 층과, 

코어성분과 외장성분으로 된 이성분 필라멘트사 재료의 제 2 방적사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이성분 필라멘트사 재료는 제 1 고계수 필라멘트사 재료의 둘레를 커버하고 있으며 상기 복합 방적
사의 길이를 따라 제 1 고계수 재료를 싸고 있는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방적사로 구성된 직물은 직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방적사로 구성된 직물은 짜여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 방적사는 위사와 경사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청구항 10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 방적사는 경사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청구항 11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 방적사는 위사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청구항 12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고계수 재료는 고계수 폴리아미드, 아라미드, 폴리(에틸렌 나프탈레이트), 유리 섬유, 굴열성 
방향족 코폴리에스터,폴리(p-페닐렌벤조비스티아졸), 폴리에스터, 고계수 폴리에틸렌 섬유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청구항 13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이성분 섬유의 외장-코어 배합물은 코폴리에스터/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아미드/폴리(에
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아미드/폴리아미드, 폴리에틸렌/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에틸렌/폴리
아미드, 폴리프로필렌/폴리아미드, 열가소성 폴리우레탄/폴리아미드 및 열가소성 폴리우레탄/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와 같은 배합물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청구항 14 

제 6 항에 있어서, 

다수의 고계수 필라멘트사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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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6 항에 있어서, 

제 2 외부 방적사층은 다수의 이성분 방적사를 추가로 포함하며, 각각의 이성분층은 또한 외장-코어 배치
를 가지는 이성분 필라멘트사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청구항 16 

제 6 항에 있어서,

직물은 외장 성분의 용융점보다는 높고 코어 성분의 용융점보다는 높은 온도로 가열한 다음, 외장 성분의 
용융점보다 낮은 온도로 냉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청구항 17 

제 6 항에 있어서,

복합 방적사는 직물의 형성 이전에 열융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청구항 18 

제 6 항에 있어서,

직물은 단일층 직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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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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