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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부직포 탄성층 및 부직포 주름형성 가능한 층을 포함하는 부직포 복합 탄성 재료를 포함하는 습윤 닦개를 

제공한다. 주름형성 가능한 층을 적어도 두 점에서 탄성층에 접착시키고, 접착 점 사이에서 주름을 잡는다. 상기 습윤

닦개는 보다 부드러운 옷감 같은 느낌을 갖는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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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윤 닦개, 복합 탄성 재료, 주름형성, 옷감 같은 느낌

명세서

배경기술

섬유성 부직포 재료 및 섬유성 부직포 복합 재료는 비싸지 않게 제조될 수 있고 특이한 특성을 갖도록 만들어질 수 있

기 때문에 습윤 닦개 같은 제품 또는 제품의 구성요소로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상기 제품들은 아주 저렴하게 제조

될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는 것과는 반대로 일회용으로 의도될 수 있다.

습윤 닦개용 섬유 부직포 복합재료를 제조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은 셀룰로오스 섬유 또는 다른 흡수성 재료와 혼합된

섬유의 공기가 들어있는 웹(air-laid web)와 같은 재료의 균질 혼합물의 사용을 들 수 있다. 다른 습윤 닦개는 여러 

종류의 부직포 재료를 라미네이트로 결합시켜 제조하거나 층 구조로 형성한 것이다. 이러한 제품은 예를 들면 슬롯 

필름 압출, 블로운 버블 필름 압출, 부직 웹의 용융취입 및 방적접착 등과 같은 압출 공정에 의해 만들어진 플라스틱 

시트, 필름 및 부직 웹 등의 플라스틱 재료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소비용 제품으로 유용한 부직포 재료 및 라미네이트화 부직포 재료는 강도, 습기 함량, 크기, 유연성, 두께, 부드러움 

및 질감에 대한 최소의 제품 표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들 변수 중 하나가 변화되면, 이는 또다른 변수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라미네이트의 목적은 허용되는 강도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부드러운 옷감같은 느낌을 

모방하거나 적어도 이제까지 가능했었던 부드러 운 옷감같은 느낌에 더 근접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드러운 옷감같은 느낌은 종종 무엇보다도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특징된다: 부직포 재료의 두께, 벌

크 밀도, 유연성, 질감, 부드러움, 밀도 및 내구성. 상기 재료는 예를 들면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티슈 및 일회용 습윤 

닦개 같은 일회용 닦개 등 일회용 제품에 적합하다.

정의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다음 용어들이 정의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탄성(elastic)'이라는 용어는 편향된 힘을 적용할 때 연신가능한 임의의 재료, 즉 약 60% 이상 늘

어날 수 있고(즉, 완화된 편향되지 않은 길이의 160% 이상의 연신된, 편향된 길이까지), 연신하는 잡아당기는 힘을 

해제하면 55% 이상 회복될 수 있는 재료를 의미한다. 가정해 보면, 적어도 1.60 cm까지 신장될 수 있는 재료의 1 cm

시료가 1.60 cm까지 신장되었다가 해제되면, 1.27 cm 이하의 길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탄성 재료가 60 %

보다 훨씬 높은 정도로(즉, 완화된 길이의 160% 를 훨씬 넘게), 예를 들면 100 % 또는 그 이상 신장될 수 있고, 이들 

중 다수는 실질적으로 연신하는 힘이 해제되면 그들의 초기 완화된 길이, 예를 들면 원래 완화된 길이의 105% 이내로

회복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비탄성(non-elastic)'이라는 용어는 상기 '탄성'의 정의 내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의 재료를 일

컫는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부직포 웹'이라는 용어는 직조 공정을 사용하지 않고 형성되어 망상으로 된, 하지만 일정한 

반복되는 방식이 아닌 방법에 의해 개개 의 섬유 또는 실의 구조를 생성한 재료의 구조 또는 웹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부직포 웹은 예를 들면 용융취입 공정, 방적접착 공정, 필름 천공 공정 및 스테이플 섬유 카드(carding) 공정과 같은 

다양한 통상의 방법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여기에서 사용된 '회복하다' 및 '회복'이라는 용어는 재료의 연신에 이어 편향력의 적용이 종료되었을 때 연신된 재료

의 수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완되고 편향되지 않은 1 cm의 길이를 갖는 재료를 연신에 의해 1.5 cm까지 50 % 

신장시키면, 상기 재료는 50 %(0.5 cm) 신장될 것이고, 그 이완된 길이의 150%인 연신된 길이를 가질 것이다. 만일 

상기 예시한 연신된 재료가 수축되어 편향 및 연신력을 해제한 후 1.1 cm의 길이까지 회복되었다면, 재료는 그의 0.5

cm 신장의 80 %(0.4 cm)가 회복된 것이다. 회복율은 수학식 [(최대 연신 길이 - 최종 시료 길이) / (최대 연신 길이 -

초기 시료 길이)] x 100 으로 계산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용융 취입(meltblown) 섬유'라는 용어는 용융된 열가소성 재료를 복수의 미세한, 보통은 원형인, 다

이 모세관을 통하여 용융된 실 또는 필라멘트로서 고속의 기체(예, 공기) 기류 내로 압출하고, 그 기류가 용융된 열가

소성 재료의 필라멘트를 가늘게 하여 그 직경을 마이크로섬유 직경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의해 형성된 섬유를

의미한다. 그후, 용융 취입 섬유는 고속의 기체 흐름에 의해 실려 수집 표면 상에 침착되어 랜덤하게 분배된 용융 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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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웹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공정은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 3,849,241 호(Butin)에 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방적접착된 섬유'라는 용어는 용융된 열가소성 재료를 복 수의 미세한 보통은 원형인 방사구의 모세

관으로부터 필라멘트로 압출하고 압출된 필라멘트의 직경을 예를 들면 끌어내는 당김 또는 다른 공지의 방적접착 메

카니즘에 의해 급속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형성된 작은 직경의 섬유를 일컫는다. 방적접착된 부직포 웹의 제조에 관

해서는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 4,340,563 호(Appel 등), 미국 특허 제 3,692,618 호(Dorschner 등)에 설명되어 있

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공형성(coform)'이라는 용어는 예를 들면 약 10 미크론 미만의 평균 섬유 직경을 갖는 마이크로 

섬유와 같은 열가소성 중합체 용융 취입 섬유, 및 예를 들면 중합체 마이크로 섬유의 매트릭스에 걸쳐 위치한 목재 펄

프 섬유와 같은 다수의 개별화된 흡수성 섬유를 포함하며, 적어도 일부의 마이크로 섬유는 마이크로섬유를 서로에게

서 떨어지게 위치시키는 데 관여하는, 공기-형성된 매트릭스 재료의 부직포 복합 재료를 의미한다. 흡수성 섬유는 마

이크로섬유의 흡수성 섬유와의 기계적 엉킴에 의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기 미세섬유의 매트릭스 내에 갇혀 있으며,

상기 마이크로 섬유 및 흡수성 섬유의 기계적 엉킴과 상호연결만이 고유의 일체화된 섬유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재료는 미국 특허 제 4,100,324 호(Anderson 등), 미국 특허 제 5,508,102 호(Georger 등) 및 미국 특허 제 5,385,7

75 호(Wright)에 기재된 대로 제조된다.

여기에서 사용된 '마이크로 섬유'라는 용어는 약 100 미크론 이하의 평균 직경을 갖는, 예를 들면 약 0.5 미크론 내지 

약 50 미크론의 평균 직경을 갖는 작은 직경의 섬유를 의미하며, 더욱 특별하게는 마이크로 섬유는 약 4 미크론 내지 

약 40 미크론의 평균 직경을 가질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자가 접착'이라는 용어는 외부로부터의 접착제나 결합제를 사용하지 않고 섬유 및(또는) 필라멘

트의 융합 및(또는) 자기접착에 의해 제공된 접착을 의미한다. 자가 접착은 섬유 및(또는) 필라멘트의 적어도 일부가 

반-용융 또는 점착성일 때 섬유 및(또는) 필라멘트 사이의 접촉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자가 접착은 또한 섬유 및(또

는) 필라멘트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열가소성 중합체와 점착성 수지를 배합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그러한 배합

물로부터 형성된 섬유 및(또는) 필라멘트는 압력 및(또는) 열을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자가접착에 적용될 수 있다. 용

매 제거 후에 남아 있는 용매도 섬유 및 필라멘트의 융합을 초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기계 방향(MD)'이라는 용어는 부직포 섬유 웹의 형성 도중 섬유가 침착되는 형성 표면이 이

동하는 방향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사용된 '교차-기계 방향(CD)'이라는 용어는 상기 정의한 기계 방향에 실질적으로 수직인 방향을 일컫는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인장 강도'라는 용어는 시료를 파단될 때까지 신장시킬 때 적용되는 최대의 하중 또는 힘(즉, 

최고 하중)을 일컫는다. 최고 하중의 측정은 젖은 시료를 이용하여 기계 및 교차-기계 방향에서 수행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습윤닦개'라는 용어는 제조 시에 액체가 도포되어 소비자에 의해 사용될 때까지 섬유성 시트 

상에 또는 내부에 액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 섬유성 시트를 의미한다. 상기 액체는 향료 및(또는) 유연제(emollient)

를 포함할 수 있고, 사용 시에 닦아지는 물질이 섬유성 시트에 보유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연신-접착된 라미네이트' 또는 '복합 탄성 재료'라는 용어는 적어도 하나의 부직포 웹 층이 탄성이

고 적어도 하나의 부직포 웹 층이 비탄성인, 예를 들면 주름형성가능층(gatherable layer)인, 하나 이상의 부직포 웹 

층을 갖는 직물 재료를 일컫는다. 탄성 부직포 웹 층(들)은 적어도 두 지점에서 비-탄성 부직포 웹 층(들)에 결합 또는

접착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접착은 부직포 웹 층(들)이 병렬된 배열인 경우 및 탄성 부직포 웹 층(들)이 거기에 적

용된 인장력을 갖는 경우에 간헐적인 접착점 또는 접착면에서 이루어져 탄성 부직포 웹에 연신된 상태를 가져온다. 웹

층의 결합 후에 인장력을 제거하면, 탄성 부직포 웹 층은 그의 비연신된 상태를 회복하려 할 것이고, 따라서 비탄성 

부직포 웹 층이 두 층의 결합 점 또는 결합 면 사이에서 주름잡힐 것이다. 복합 재료는 층의 결합 도중 탄성층의 연신 

방향에서 탄성을 가지며, 비탄성 부직포 웹 또는 필름 층의 주름이 제거될 때까지 연신될 수 있다. 연신-접착된 라미

네이트는 2 보다 많은 층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탄성 부직포 웹 또는 필름은 연신된 상태에서 양 측이 모두 결

합된 비-탄성 부직포 웹 층을 가져서 주름진 비탄성(부직포 웹 또는 필름)/ 탄성 (부직포 웹 또는 필름)/ 주름진 비탄

성(부직포 웹 또는 필름)의 구조를 갖는 3 층 부직포 웹 복합재료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탄성 및 비탄성층들

의 조합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복합 탄성 재료는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 4,720,415 호(Vander Wielen 등) 및 미

국 특허 제 5,385,775 호(Wright)에 개시되어 있다.

본 명세서에서 '열점 접착'이란 접착될 둘 또는 그 이상의 섬유 웹과 같은 재료를 가열된 캘린더 롤과 모루 롤 사이로 

통과시키는 것을 수반한다. 캘린더 롤은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져 전체 직물이 

표면 전체를 가로질러 접착되지 않으며, 모루 롤은 일반적으로 편평하다. 그 결과,캘린더 롤의 다양한 패턴이 미학적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이유에서 개발되어 왔다. 본 발명의 한 실시태양에서, 접착 패턴은 기계 방향에서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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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허용하여 웹이 오그라들 때 주름형성가능층이 주름잡히도록 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초흡수성'이라는 용어는 수팽윤성의, 실질적으로 불용성인 유기 또는 무기 재료가 자체 무게의

10 배 이상의 0.9 중량%의 염화 나트륨을 함유하는 수용액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대칭(palindromic)'이라는 용어는 다층 라미네이트, 예를 들면 연신-결합된 라미네이트가 실질

적으로 대칭인 것을 의미한다. 대칭성 라미네이트의 예로서는 A/B/A, A/B/B/A, A/A/B/B/A/A, A/B/C/B/A 등의 층 

배열을 갖는 것들이 있다. 비대칭성 층 배열의 예로서는 A/B/C, A/B/C/A, A/B/C/D 등을 들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중합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블록, 그라프트, 랜덤 및 교호 공중합체, 삼원중합체 

등과 같은 공중합체, 단독 중합체, 및 이들의 혼합물 및 변성물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달리 특

별히 제한되지 않는 한, '중합체'라는 용어는 모든 재료의 가능한 기하학적 배열을 포함한다. 상기 배열은 이소택틱, 

신디오택틱 및 랜덤 대칭을 포함하는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요약>

종래 복합 탄성 재료와 관련된 부드러움 또는 옷감 같은 느낌이 부족한 문제점은, 달리 얻을 수 있던 것보다 더 옷감 

같은 느낌을 제공하기 위해 적용된 본 발명의 복합 탄성 재료에 의해 해결되었다. 이는 원하는 수준의 강도 및 내파열

성(즉, 기계 방향(MD) 및 교차-기계 방향(CD) 모두에서 충분한 인장 강도)을 유지하면서 낮은 컵 분쇄(즉, 증가된 유

연성) 및 낮은 밀도(즉, 단위 질량 당 최대 부피)를 갖는 부직포 복합 재료를 제공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복합 탄성 재료는 혼입된 탄성 섬유를 선택적으로 갖는 부직포 층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탄성층, 및 공

간적으로 분리된 위치에서 상기 탄성층에 결합된 적어도 하나의 주름형성가능층을 포함하여, 상기 공간을 두고 분리

된 위치 사이에서 상기 주름형성가능층이 주름잡힐 수 있다.

주름형성가능층은 예를 들면 방적접착된 웹, 용융 취입 웹, 공기가 들어있는 층 웹, 접착된 카드 웹, 가수성엉킴 웹, 습

윤-형성된 (습기가 들어 있는) 웹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과 같은 부직포 섬유 웹일 수 있다. 주름형성가능층은 섬유

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재료, 예를 들면, 목재 펄프, 스테이플-길이 섬유, 미립자 및 초흡수성 재료와의 혼합물일 수

도 있다. 이러한 혼합물은 섬유 및(또는) 미립자를 용융 취입 섬유가 실리는 기류에 첨가하여 용융 취입 섬유와 다른 

재료, 예를 들면 목재 펄프, 스테이플 섬유 및 초흡수성 재료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하이드로콜로 이드(하이드로겔) 

미립자와 같은 미립자가 밀접하게 엉킨 뒤섞임이 수집 장치 상에서의 용융 취입 섬유의 수집에 앞서 일어나게 되어 

랜덤 분산된 용융 취입 섬유 및 미국 특허 제 4,100,324 호(Anderson 등)에 개시된 것과 같은 기타 재료의 고유한 웹

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형성된다.

탄성층은 탄성 필름, 탄성 웹, 탄성 섬유, 또는 예를 들면 탄성 섬유를 함유하는 탄성 웹과 같은 이들의 임의의 조합일

수 있다. 탄성 웹은 적어도 1 층의 탄성체 용융취입 섬유 및 선택적으로 적어도 1 층의 실질적으로 평행인 열의 탄성

체 섬유를 함유할 수 있다. 탄성체 섬유는 실질적으로 평행한 열에 있을 수 있고, 상기 용융 취입 섬유의 적어도 일부

에 자가 접착될 수 있다. 이러한 접착은 예를 들면 용융된 탄성체 섬유를 용융취입 섬유 층 위에 직접 형성시켜 자가 

접착을 제공하는 것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본 발명의 탄성체 섬유는 약 40 내지 약 750 미크론 범위의 평균 직경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바람직한 실시태양

에서 상기 탄성체 섬유는 약 100 내지 약 500 미크론 범위의 평균 직경을 가질 수 있다. 더욱 바람직한 탄성체 섬유는

약 250 내지 약 350 미크론 범위일 수 있고, 부직포 탄성 섬유 웹 층의 약 20 중량% 이상을 구성할 수 있다. 바람직하

게는, 상기 부직포 탄성 섬유 웹 층은 약 20 내지 약 100 중량%의 탄성중합체 섬유를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국면에서, 본 발명의 복합 탄성 재료는 약 120 g cm 미만의 컵 분쇄(cup crush)를 가질 수 있다. 본 발

명의 바람직한 복합 탄성 재료는 약 115 g cm 미만의 컵 분쇄를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더욱 바람직한 복합 탄성 재

료는 약 110 g cm 미만의 컵 분쇄를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좀 더 바람직한 복합 탄성 재료는 약 100 g cm 미만의 

컵 분쇄를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의 훨씬 더 바람직한 복합 탄성 재료는 약 90 g cm 미만의 컵 분쇄를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매우 바람직한 복합 탄성 재료는 약 80 g cm 미만의 컵 분쇄를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복

합 탄성 재료는 약 70 g cm 미만의 컵 분쇄를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국면에서, 복합 탄성 재료는 약 70 내지 약 90 g cm 범위의 컵 분쇄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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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복합 탄성 재료는 약 0.085 g/cm  3 미만의 밀도를 가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복합 탄성 재료

는 약 0.075 g/cm  3 미만의 밀도를 가질 수 있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복합 탄성 재료는 약 0.070 g/cm  3

미만의 밀도를 가질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복합 탄성 재료는 약 0.060 g/cm  3 미만의 밀도를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국면에서, 복합 탄성 재료는 약 0.060 g/cm  3 내지 약 0.075 g/cm  3 범위의 밀도를 가질 수 있

다.

본 발명의 복합 탄성 재료의 컵 분쇄 대 밀도의 비는 약 1579 cm  2 내지 약 950 cm  2 범위일 수 있다. 바람직한 복

합 탄성 재료의 컵 분쇄 대 밀도의 비는 약 1500 cm  2 내지 약 1000 cm  2 범위이다. 복합 탄성 재료의 더욱 바람직

한 컵 분쇄 대 밀도의 비는 약 1400 cm  2 내지 약 1100 cm  2 범위이다. 복합 탄성 재료의 가장 바람직한 컵 분쇄 대 

밀도의 비는 약 1300 cm  2 내지 약 1100 cm  2 범위이다.

본 발명의 복합 탄성 재료는 약 308.4 gm을 초과하는 CD 인장 강도를 가질 수 있다. 바람직한 CD 인장 강도는 약 31

7.5 gm을 초과한다. 더욱 바람직한 CD 인장 강도는 약 340.2 gm을 초과한다. 좀 더 바람직한 CD 인장 강도는 약 36

2.9 gm을 초과한다. 더더욱 바람직한 CD 인장 강도는 약 385.6 gm을 초과한다. 훨씬 더 바람직한 CD 인장 강도는 

약 408.2 gm을 초과한다. 매우 바람직한 CD 인장 강도는 약 430.9 gm을 초과한다. 가장 바람직한 CD 인장 강도는 

약 453.6 gm을 초과한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국면에서, 복합 탄성 재료는 약 317.5 gm lbs 내지 약 362.9 gm의 CD 인장 강도를 가질 수 있

다.

본 발명의 복합 탄성 재료는 약 75 g/m  2 내지 약 90 g/m  2 의 기본 중량을 가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복합 

탄성 재료는 약 85 g/m  2 의 기본 중량을 가질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복합 탄성 재료를 형성하기 위한 예시적 공정의 개요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복합 탄성 재료의 성분인 탄성 섬유 웹을 형성하기 위한 예시적 공정의 개요도이다.

도 3 및 3a는 공형성하는 것과 같은 주름형성가능층의 제조를 위한 예시적 공정의 개요도이다.

도 4는 열 활성화기에서 처리함으로써 활성화된 본 발명의 복합 탄성 재료의 열처리를 위한 예시적 공정의 개요도이

다.

도 5는 본 발명의 복합 탄성 재료의 제조를 위한 공정의 개요도이다.

도 6은 여러가지 시판되는 습윤닦개의 습윤 밀도와 본 발명의 습윤 닦개의 습윤 밀도를 설명하는 그래프이다.

도 7은 여러가지 시판되는 습윤닦개의 컵 분쇄 및 본 발명의 습윤닦개의 컵 분쇄를 설명하는 그래프이다.

도 8은 여러가지 시판되는 습윤닦개의 컵 분쇄 대 밀도 비율과 본 발명의 습윤닦개의 컵 분쇄 대 밀도 비율을 설명하

는 그래프이다.

도 9는 여러가지 시판되는 습윤닦개의 CD 인장 강도 및 본 발명의 습윤닦개의 CD 인장 강도를 설명하는 그래프이다.

도 10은 복합 탄성 재료의 층을 접착하는 데 적합한 접착 패턴의 대표 기획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르는 복합재료를 시험하기 위한 하중 시험 장치의 개요도이다.

도 12는 도 11의 분해도이다.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향상된 부드러움과 옷감 같은 느낌을 제공하기 위해 개조된 복합 탄성 재료, 예를 들면 연신-접착된 라미

네이트를 제공한다. 이는 원하는 수준의 강도 및 내파열성을 유지하면서 낮은 컵 분쇄 및 낮은 밀도를 갖는 부직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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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재료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복합 탄성 재료는 탄성체 섬유와 탄성체 용융 취입 섬유의 복합재료

일 수 있는 탄성 섬유 웹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습윤닦개는 종전의 습윤닦개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원하는 수준의 강도와 내파열성(즉, MD 및 CD 모두에

서 충분한 인장강도)을 유지하면서 낮은 컵 분쇄(즉, 증가된 유연성) 및 낮은 밀도(즉, 단위 질량 당 최대 부피)를 갖는

성질들이 조합되었으므로 향상된 부드러움과 옷감 같은 느낌을 제공한다. 습윤닦개의 느낌은 종종 그들을 구성하는 

부직포의 다음 속성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특징된다: 두께, 벌크 밀도, 유연성, 질감, 부드러움 및 내구성. 부드러

운 옷감 같은 느낌을 갖는 습윤닦개를 제조함에 있어서는 복합 탄성 재료의 성질, 예를 들면 컵 분쇄, 밀도 및 인장 강

도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 성질은 상호의존적일 수 있어서, 즉, 하나의 성질을 변화시키면 또 하나의 성질(및

습윤닦개의 전체적인 느낌)에 역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전형적으로 기본 중량이 감소되면, 

컵 분쇄는 감소되고, 인장 강도가 감소된다. 기본 중량이 감소되면 반대의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부드러움을 향상

시키기 위해 하나의 성질이 변화하면 결과되는 산물이 바람직하지 않은 전반적인 성질을 갖는 것을 피하도록 보다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본 발명자들은 부직포 닦개에 종래에 가능했던 것보다 더 옷감 같은 느낌을 부여하기 위

해 선택적으로 분리하고 변화시킬 특정 성질을 실험을 통하여 발견하였다. 본 발명에서, 발명자들은 인장 강도는 여

전히 유지하면서 기본 중량은 증가시키고 컵-분쇄는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면, 그러나 비제한적으

로, 본 발명의 부직포 닦개는 예를 들면 약 0.085 g/cm  3 미만의 밀도, 약 120 g/cm 미만의 컵 분쇄 및 약 0.68 파운

드를 초과하는 CD 인장 강도와 같은 범위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습윤닦개는 적어도 하나의 부직포 탄성층과 적어도 하나의 부직포 주름형성가능층을 갖는 부직포 복합 탄

성 재료를 포함한다. 상기 주름형성가능층은 적어도 두 지점에서 탄성층에 접착되어 상기 접착 점 사이에서 주름잡힌

다. 탄성층은 실질적으로 평행한 배열로 배치된, 혼입된 탄성 섬유를 갖는 부직포 웹을 가질 수 있다.

상기 복합 탄성 재료는 약 0.085 g/cm  3 미만의 밀도 및 약 0.68 파운드를 초과하는 CD 인장 강도를 갖는다. 상기 복

합 재료는 약 120 g/cm 미만의 컵 분쇄를 가지며, 약 1579 cm  2 보다 작고 약 950 cm  2 보다 큰, 컵 분쇄 대 밀도 

비를 가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컵 분쇄 대 밀도 비는 약 1500 cm  2 미만이고, 약 1000 cm  2 보다 클 수 있다. 더

욱 바람직하게는 컵 분쇄 대 밀도 비는 약 1400 cm  2 미만이고, 약 1100 cm  2 보다 클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컵 분쇄 대 밀도 비는 약 1300 cm  2 미만이고, 약 1100 cm  2 보다 클 수 있다.

바람직한 CD 인장 강도는 약 0.70 파운드를 초과한다. 더욱 바람직한 CD 인장 강도는 약 0.75 파운드를 초과한다. 

좀 더 바람직한 CD 인장 강도는 약 0.80 파운드를 초과한다. 더더욱 바람직한 CD 인장 강도는 약 0.85 파운드를 초

과한다. 훨씬 더 바람직한 CD 인장 강도는 약 0.90 파운드를 초과한다. 매우 바람직한 CD 인장 강도는 약 0.95 파운

드를 초과한다. 가장 바람직한 CD 인장 강도는 약 1.0 파운드를 초과한다.

기본 중량(제곱 미터 당 그램수, g/m  2 또는 gsm)은 건조 중량을 면적(제곱 미터)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여기에서 사

용된 습윤닦개의 밀도는 '습윤 밀도'이며, 용액으로 적신 후 기본 중량(제곱 미터 당 그램수, g/m  2 또는 gsm)을 습윤

닦개의 두께로 나누어 산출한다.

본 발명의 습윤닦개는 복합 탄성 재료 및 액체를 포함한다. 액체는 습윤닦개 복합 탄성 재료에 흡수될 수 있는 임의의

용액일 수 있고, 바람직한 닦는 성질을 제공하는 임의의 적절한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성분은 물, 유

연제(emollient), 계면활성제, 향료, 방부제, 킬레이트화제, pH 완충액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며, 당업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 액체는 로숀 및(또는) 의약품을 포함할 수도 있다.

각 습윤닦개에 함유된 액체의 양은 습윤닦개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되는 액체의 종류, 상기 습

윤닦개를 보관하는 데 사용할 용기의 종류, 및 상기 습윤닦개의 원하는 최종 용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습윤닦개는 닦는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닦개의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약 150 내지 약 600 중량%, 바람직하게는

약 250 내지 약 450 중량%의 액체를 함유할 수 있다. 더욱 바람직한 국면에서, 상기 습윤닦개에 함유된 액체의 양은 

습윤닦개의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약 300 내지 약 400 중량%, 바람직하게는 약 330 중량%이다. 액체의 양이 상기 

정의된 범위보다 적으면, 습윤닦개가 너무 건조하여 적절하게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액체의 양이 상기 정의된 범위

보다 많으면, 습윤닦개가 과포화되고 흠뻑 젖어 액체가 용기의 바닥에 고일 수 있다.

각각의 습윤닦개는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의 모양이고 임의의 적절한 펼친 폭 및 길이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습윤

닦개는 약 2.0 내지 약 80.0 cm, 바람직하게는 약 10.0 내지 약 25.0 cm의 펼친 길이 및 약 2.0 내지 약 80.0 cm, 바

람직하게는 약 10.0 내지 약 25.0 cm의 펼친 폭을 가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각각의 습윤닦개는 접혀진 상태로 배

열되고 다른 것의 위에 쌓아져 습윤닦개의 더미를 제공하거나 톡톡 뽑아쓰는 사용에 적당한 방식으로 서로 접혀있다.

이러한 접혀 있는 상태는 당업자에게 잘 알려져 있고, c-접힘, z-접힘, 4분 접힘 배열 등을 포함한다. 접혀진 습윤닦

개의 더미는 플라스틱 통과 같은 용기의 내부에 넣어져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판매를 위한 습윤닦개의 포장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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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지 않으면, 습윤닦개들은 각 닦개 사이에 천공을 갖는 재료의 연속적인 조각을 포함하여, 이것이 더미로 배열

되거나 분배를 위한 롤에 감길 수 있다.

본 발명의 습윤닦개의 층으로 된 복합 탄성 재료는 상이한 물성을 갖는 적어도 두개의 층을 포함한다. 적절한 재료를 

선택함으로써 하나의 층이 가질 수 있는 상이한 물성은 부드러움, 탄성, 강도, 유연성, 일체성, 인성, 흡수성, 액체 보

유성, 두께, 내파열성, 표면 질감, 드레이프성, 손길, 습윤성, 전달 능력(wicking ability) 등, 및 이들의 조합을 포함한

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층으로된 복합 탄성 재료에 사용되는 재료는 특히 젖었을 때에도 적절한 강도, 일체성 및 탄성

을 유지하면서 부드러움과 유연성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습윤 닦개는 강도와 탄성을 제공하기 위해 

배열된 재료의 층 하나 이상, 및 습윤닦개에 부드럽고 온화한 닦는 면을 제공하기 위해 배열된 다른 층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습윤닦개는 닦개의 노출되는 양쪽 면이 피부에 닿는 부드럽고 온화한 표면을 제

공하도록 강하고 탄력있는 층의 양쪽 면 위에 부드러운 층을 포함한다.

이제 같은 참고 숫자는 같은 또는 동등한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을 참고하여, 특히 탄성 섬유 웹을 포함하는 연신-접

착된 라미네이트를 형성하기 위한 공정 10을 도시하는 도 1을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태양을 예시하며, 웹 형성 기계 100에서 탄성 섬유 웹 12가 제조되며, 도 2에 상세히 나타낸 바

와 같이, 이것은 거기에 연결된 화살이 지적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탄성 섬유 웹 층 12는 수평의 캘린더로 들어가기

전에 패턴형성된 캘린더 롤러 20과 모루 롤러 22를 갖는 S-롤 장치 16을 통과한다. 캘 린더 롤은 1 내지 약 30%의 

엠보싱 핀 접착 면적을 가질 수 있는데, 바람직하게는 상기 면적은 약 12 내지 약 14% 이다. 모루 및 패턴 롤러는 모

두 가열되어 상술한 열점 접착을 제공한다. 적절한 접착을 이루는데 요구되는 온도 및 맞물리는 힘은 라미네이트될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 도 1의 캘린더 롤러 20 및 모루 롤러 22의 위치는 단지 예시를 위한 것이고 반대로 될 수도 있

다.

첫번째 주름형성가능층 24 및 두번째 주름형성가능층 28은 공형성 뱅크 2 및 4 (도 3에서 상세히 도시함)에서 제조

되고 롤러 9에 의해 인도 및(또는) 당기어진다. 도 1은 주름형성가능층 24 또는 28을 인도 및(또는) 당기기 위한 여러

개의 롤러를 나타낸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 모든 롤러에 참고 숫자 9를 표기하지는 않는다. 도 1 에서 복합 재료 40

뿐만 아니라 층 24 또는 28과 접촉한 원으로 표현된 모든 롤러 9의 도시적 그림이 롤러 9이다. 주름형성가능층 24 및

28은 탄성층 12와 함께 수평의 캘린더 20, 22를 더 통과한다. 상기 층은 캘린더 롤러 20 및 모루 롤러 22에 의해 접

착되어 복합재료 40을 형성한다. 주름형성가능층은 하나 이상의 압출기 세트를 사용하여 형성되어 마이크로섬유를 

제공할 수 있다. 마이크로섬유는, 예를 들면 용융취입 공정 또는 방적접착과 같은 압출 공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상기 마이크로섬유 및 목재 펄프 섬유에 의해 아무런 접착제의 사용없이 두 개의 상이한 종류의 섬유 사이의 분자 또

는 수소 결합으로 고유의 일체화된 섬유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흡수성 섬유는 바람직하게는 마이크로섬유 매트릭스

에 걸쳐 균일하게 분포되어 균질의 재료를 제공한다. 상기 재료는, 초기에는 용융 취입 마이크로섬유를 함유하는 1차 

기류를 형성하고, 목재 펄프 섬유를 함유하는 2차 기류를 형성하고, 상기 1차 및 2차 기류를 격렬한 조건 하에 몰입시

켜 마이크로섬유와 목재 펄프 섬유의 완전한 혼합물을 함유하는 일체화된 기류를 형성한 다음, 상기 일체화된 기류를

형성면 상으로 향하게 하여 옷감-같은 재료를 형성하는 것에 의해 만들어진다. 상기 마이크로섬유는 그것들이 목재 

펄프 섬유와 공기 중에서 심하게 혼합될 때 고온에서 부드러운 발생초기의 상태에 있다.

하나의 실시태양에서, 공형성 층(들)은 20 내지 50 중량%의 중합체 섬유 및 80 내지 50 중량%의 펄프 섬유를 가질 

수 있다. 중합체 섬유 대 펄프 섬유의 바람직한 비는 25 내지 40 중량%의 중합체 섬유 및 75 내지 60 중량%의 펄프 

섬유이다. 중합체 섬유 대 펄프 섬유의 더욱 바람직한 비는 30 내지 40 중량%의 중합체 섬유 및 70 내지 60 중량%의

펄프 섬유이다. 중합체 섬유 대 펄프 섬유의 가장 바람직한 비는 35 중량%의 중합체 섬유 및 65 중량%의 펄프 섬유

이다.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적절한 중합체의 비제한적 예로서, 예를 들면 에틸렌 공중합체, 프로필렌 공중합체 및 부티

렌 공중합체를 포함하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부티렌과 같은 폴리올레핀 재료를 들 수 있다. 특히 유용한

폴리프로필렌은 상품명[Basell PF-105]이다. 더 이상의 중합체들이 미국 특허 제 5,385,775 호에 개시되어 있다.

다양한 천연의 근원을 갖는 섬유가 본 발명에 적용될 수 있다. 연질목(침엽수로부터 유래), 경질목(낙엽수로부터 유래

) 또는 목화 솜털로부터 유래된 증해된(digested) 셀룰로오스 섬유가 사용될 수 있다. 아프리카 수염새(Esparto gras

s), 사탕수수 깍지, 거친 털(kemp), 아마 및 기타 목질 및 셀룰로오스 섬유원이 또한 본 발명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 비용, 제조 및 분배의 용이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섬유는 목재 펄프(즉, 셀룰로오스 섬유)로부터 유래된 것들이다.

이러한 목재 펄프 재료의 시판되는 예는 CF-405(Weyerhaeuser사 제조)이다. 일반적인 목재 펄프가 사용가능하다. 

적용가능한 목재 펄프로서, 크라프트(즉, 설페이트) 및 설파이트 펄프와 같은 화학적 펄프, 및 예를 들면 쇄목펄프, 열

기계학적 펄프(즉, TMP) 및 화학열기계학적 펄프(즉, CTMP)와 같은 기계적 펄프를 들 수 있다. 완전히 표백된 및 표

백되지 않은 섬유가 여기에서 유용하다. 우수한 광택 및 소비자 성향을 위해 표백한 펄프를 사용하는 것이 종종 바람

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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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는 상기 부류 중 임의의 것 또는 모두를 함유할 뿐만 아니라 원래의 제지 공정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충전

제 및 접착제 등과 같은 비섬유성 재료를 함유할 수 있는, 재생 종이로부터 유래된 섬유가 또한 유용하다.

탄성 섬유 웹 12는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역-S 경로로 S-롤러 16을 통과한다. S-롤 장치로부터 탄성 섬유 웹 12

는 수평 캘린더 20, 22에 접착식 롤러 장치로 형성된 압력 조임 32를 통과한다. 추가의 S-롤 장치(도시하지 않음)이 

도시된 S-롤러 장치과 캘린더 롤러 장치 사이에 도입되어 연신된 재료를 안정화하고 연신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S-

롤 장치 롤러의 주위 선속도는 캘린더 롤러 장치 롤러의 주위 선속도보다 낮게 제어되고, 탄성 섬유 웹 12는 S-롤 장

치과 수평 캘린더 롤러 장치로 형성된 압력 조임 32 사이에서 당겨진다. 탄성 섬유 웹 12의 필라멘트는 최종 복합 재

료에 원하는 연신 성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형적으로 웹이 연 신되는 방향을 따라 진행된다. 롤러들의 속도 차이를 

조절함으로써 탄성 섬유 웹은 원하는 만큼 연신하도록 당겨지며, 주름형성가능층 24 및 28이 캘린더 롤 장치를 통과

하는 도중 탄성 섬유 웹 12에 결합되는 동안 연신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복합 탄성 재료 40을 형성한다. 탄성 섬유 

웹은 이완된 길이의 약 75%(즉, 1 cm의 길이가 1.75 cm까지 연신될 수 있다) 내지 약 300%(즉, 1 cm의 길이가 4 c

m까지 연신될 수 있다) 범위에서 연신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웹은 이완된 길이의 약 75% 내지 약 150% 범위

에서 연신될 수 있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상기 웹은 이완된 길이의 약 75% 내지 약 100% 범위에서 연신될 수 있다.

복합 탄성 재료 40은 S-롤 장치 및 캘린더 롤러에 의해 제공된 장력을 풀면 이완될 수 있다. 주름형성가능층은 복합 

탄성 재료 40에서 주름잡혀진다. 다음, 복합 탄성 재료 40을 감기 롤 42 상에 감는다. 선택적으로, 복합 탄성 재료 40

을 열 활성화 유닛 44에서 열처리하여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종류의 복합 탄성 재료를 제조하는 공정은 예를 들면 미

국 특허 제 4,720,415 호(Vander Wielen 등) 및 미국 특허 제 5,385,775 호(Wright)에 기재되어 있다. 다른 실시태

양에서, 주름형성가능층 24 및 28이 공형성 뱅크 2 및 4 대신 공급 롤(도시되지 않음)로부터 공급될 수 있다. 두번째 

주름형성가능층 28을 사용할 경우에, 이는 또다른 공급 롤로부터 공급될 것이다.

주름형성가능층 24 및 28은 예를 들면 방적접착된 웹, 용융취입 웹, 공기가 들어있는 층 웹, 접착된 카드 웹, 가수성 

엉킴 웹, 습윤-형성된 웹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과 같은 부직포 재료일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실시태양에서, 주름형

성 가능층 24 및 28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가 예를 들면 1층 이상의 용융 취입 웹, 접착된 카드 웹 또는 기타 적절한 

재료에 결합된 1 층 이상의 방적접착된 웹을 갖는 다층 재료이다.

주름형성가능층 24 및 28의 하나 또는 둘 다는 2 종 이상의 상이한 섬유의 혼합물 또는 섬유와 미립자의 혼합물로 된

복합 재료일 수 있다. 이러한 혼합물은 섬유 및(또는) 미립자를 용융취입된 섬유가 실린 기류에 첨가하여, 용융취입 

섬유 및 다른 재료, 예를 들면 목재 펄프, 스테이플 섬유 및 일반적으로 초흡수성 재료라 불리우는 하이드로콜로이드(

하이드로겔) 미립자와 같은 미립자의 긴밀하게 엉킨 뒤엉킴이 용융취입 섬유가 수집 장치 상에 수집되기 전에 발생하

여 미국 특허 제 4,100,324 호(Anderson 등)에 개시된 것과 같이 랜덤하게 분산된 용융취입 섬유와 다른 재료의 고

유한 웹을 형성함으로써 형성된다.

본 발명을 실시하는 데 적절한 재료는 일반적으로 '공형성'이라 일컬어지는 부직포 복합재료이다. 공형성은 열가소성 

중합체 용융 취입 섬유, 예를 들면 약 10 미크론 미만의 평균 섬유 직경을 갖는 마이크로 섬유, 및 예를 들면 중합체 

마이크로섬유의 매트릭스에 걸쳐 배치되고 적어도 일부의 마이크로 섬유는 서로 떨어진 마이크로섬유의 공간을 메꾸

는데 기여하는 목재 펄프 섬유와 같은 개별화된 다수의 흡수성 섬유의 공기-형성된 매트릭스 재료이다. 흡수성 섬유

는 마이크로섬유와 흡수성 섬유의 기계적 엉킴 및 마이크로섬유와 단독으로 고유의 일체화된 섬유 구조를 형성하는 

흡수성 섬유의 상호연결에 의해 마이크로섬유의 매트릭스 내에 상호 연결되고 붙들려 있다.

고유의 일체화된 섬유 구조는 아무 접착제가 없이 마이크로섬유와 흡수성 섬유에 의해 두 상이한 종류의 섬유 사이의

분자 또는 수소 결합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흡수성 섬유는 균질한 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이크로섬유 매트릭스 전

체에 걸쳐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재료는 먼저 용융 취입 마이크로섬유를 함유하는 1차 기류를 형

성하고, 목재 펄프 섬유를 함유하는 2차 기류를 형성하고, 상기 1차 및 2차 기류를 격렬한 조건 하에서 합하여 마이크

로섬유와 목재 펄프 섬유의 완전한 혼합물을 함유하는 일체화된 기류를 형성한 다음, 상기 일체화된 기류를 형성면으

로 향하게 하여 옷감 같은 재료를 공기형성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마이크로섬유는 공기 중에서 목재 펄프 섬유와 격렬

하게 혼합될 때 고온에서 부드러운 초기 상태이다.

하나의 실시태양에서, 상기 주름형성가능층 24 및 28은 20 내지 50 중량%의 중합체 섬유와 80 내지 50 중량%의 펄

프 섬유를 갖는 공형성층이다. 중합체 섬유의 펄프 섬유에 대한 바람직한 비는 중합체 섬유 25 내지 40 중량% 및 펄

프 섬유 75 내지 60 중량%일 수 있다. 중합체 섬유의 펄프 섬유에 대한 더욱 바람직한 비는 중합체 섬유 30 내지 40 

중량% 및 펄프 섬유 70 내지 60 중량%일 수 있다. 중합체 섬유의 펄프 섬유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비는 중합체 섬유 

35 중량% 및 펄프 섬유 65 중량%일 수 있다.

주름형성가능층 24 및 28의 하나 또는 둘다는 목재펄프 섬유를 포함하는 펄프 섬유로 만들어져 예를 들면 티슈 층 같

은 재료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주름형성가능층들은 미국 특허 제 4,781,966 호(Taylor)에 개시된 것과 같은 목재 

펄프 와 스테이플 섬유의 가수성 엉킨 혼합물 따위의 가수성으로 엉킨 섬유의 층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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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형성가능층들 24 및 28은 예를 들면 적어도 하나의 재료(탄성 섬유 웹 12를 형성하는 데 사용된 탄성체 재료는 

주름형성가능층 24 및 28의 성분에 비하여 낮은 연화점을 가지므로 보통은 탄성 섬유 웹)의 적어도 일부를 연화시키

는 초음파 용접 또는 열접착과 같은 임의의 적절한 수단에 의해 적어도 두 곳에서 탄성 섬유 웹 12에 결합될 수 있다. 

결합은 위에 놓인 탄성 섬유 웹 12 및 주름형성가능층 24 및 28에 열 및(또는) 압력을 가하여, 상기 부위(또는 위에 

놓인 층)을 가장 낮은 연화점을 갖는 재료의 연화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여 탄성 섬유 웹과 주름형성가능층 24 및 28

의 다시 고체화된 연화된 부분 사이에 타당하도록 강하고 영구적인 결합을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접착 롤러 장치 20, 22는 매끄러운 롤러 22 및 패턴있는 캘린더 롤러 20, 예를 들면 매끄러운 모루 롤러와 배열된 핀 

엠보싱 롤러를 포함한다. 매끄러운 모루 롤러 및 캘린더 롤러의 하나 또는 둘 다는 가열될 수 있고, 상기 두 롤러 사이

의 압력은 공지의 구조에 의해 조절되어 원하는 온도 및, 존재한다면 접착 압력을 제공하여 주름형성가능층을 탄성 

섬유 웹에 결합시킬 수 있다. 잘 알 수 있듯이, 주름형성가능층과 탄성 시트 사이의 접착은 점 접착이다. 최종 복합 라

미네이트 재료의 원하는 촉감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접착 패턴이 사용될 수 있다. 접착 점은 복합 재료의 접착 면적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름형성가능층(들)과 탄성층의 접착의 한 예를 도 10과 연관하여 이하에 설

명한다.

열 접착에 있어서, 당업자는 재료 또는 적어도 접착 부위의 온도가 가열-접착을 위해 가열되는 온도는 가열된 롤러의

온도 또는 다른 가열원의 온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가 가열된 면에 머무는 시간, 재료의 조성, 재료의 기본

중량 및 그들의 비열 및 열 전도율 등에도 의존한다는 것을 잘 인식할 것이다. 전형적으로 접착은 약 40 내지 약 80℃

의 온도에서 수행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접착은 약 55 내지 약 75℃의 온도에서 수행될 수 있다. 더욱 바람직하게

는, 접착은 약 60 내지 약 70℃의 온도에서 수행될 수 있다. 롤러에 가해지는 전형적인 압력 범위는 약 18 내지 약 56

.8 kg/직선cm (KLC)일 수 있다. 롤러에 가해지는 바람직한 압력 범위는 약 18 내지 약 24 kg/직선cm (KLC)일 수 있

다. 그러나 재료의 주어진 조합에 대하여, 및 본 명세서에 개시된 관점에 입각하여, 만족스런 접착을 성취하기 위해 필

요한 가공 조건은 당업자에 의해 쉽게 결정될 수 있다.

탄성 섬유 웹 12는 또한 조임 32에서 주름형성가능층에 접착되기에 앞서 공급 롤(도시되지 않음)로 부터 미리 형성 

및 풀려 S-롤 장치 16을 직접 통과할 수 있다. 주름형성가능층 24 및 28은 공급 롤(들)(도시되지 않음)로부터 미리 

형성되고 풀려 수평 캘린더 20, 22를 직접 통과할 수 있다.

통상의 구동 수단, 예를 들면, 전기 모터 및 도 1의 장치와 연관하여 사용될 수 있는 다른 통상의 장치가 공지되어 있

고, 단순명료하게 하기 위해 도 1의 도시에는 나타내지 않았다.

복합 탄성 재료 40의 한 성분은 탄성 섬유 웹 12이다. 탄성 웹은 용융취입 섬유를 함유하는 웹일 수 있고, 또는 웹은 

둘 이상의 재료의 층을 함유할 수 있다; 그 중 적어도 한 층은 탄성체 용융취입 섬유의 층일 수 있고, 적어도 한 층은 

탄성체 용융취입 섬유의 적어도 일부에 자가 접착된 탄성체 섬유의 실질적으로 평행한 열을 함유할 수 있다. 탄성체 

섬유는 약 40 내지 약 750 미크론 범위의 평균 직경을 가질 수 있고 섬유 웹의 길이(즉, 기계 방향)를 따라 신장될 수 

있다. 탄성체 섬유는 약 50 내지 약 500 미크론 범위, 예를 들면 약 100 내지 약 200 미크론의 평균 직경을 가질 수 

있다.

섬유 웹의 길이(즉, MD)를 따라 연장되는 탄성 섬유는 CD 방향에서 섬유 웹의 인장 탄성보다 약 10% 정도 인장 탄성

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면, 탄성 섬유 웹의 인장 탄성은 단 하나의 탄성체 용융취입 섬유를 함유하는 거의 같은 기본 

중량을 갖는 실질적으로 등방성인 부직포 웹의 인장 탄성보다 MD 에서 약 20 내지 약 90% 더 클 수 있다. 상기 증가

된 MD 인장 탄성이 복합 탄성 재료의 주어진 기본 중량에 대하여 수득될 수 있는 수축의 정도를 증가시킨다.

탄성 섬유 웹은 적어도 약 20 중량%의 탄성체 섬유를 함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탄성 섬유 웹은 약 20 내지 약 100 

중량%의 탄성체 섬유를 함유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탄성체 섬유는 탄성 섬유 웹의 약 20 내지 약 60 중량%를 구

성할 수 있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탄성체 섬유는 탄성 섬유 웹의 약 20 내지 약 40 중량%를 구성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복합 탄성 재료의 한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탄성 섬유 웹을 형성하기 위한 시스템 100의 개략도

이다. 탄성 섬유 웹에 사용되는 섬유를 형성하기 위해, 압출가능한 탄성체 중합체의 펠렛 또는 칩 등(도시되지 않음)

을 압 출기 106 및 108의 펠렛 호퍼 102 및 104로 도입한다.

각 압출기는 통상의 구동 모터(도시되지 않음)로 구동되는 압출 나사(도시되지 않음)를 갖는다. 중합체가 구동 모터에

의한 압출 나사의 회전으로 인하여 압출기를 통해 전진할 때, 중합체는 점차 가열되어 용융 상태가 된다. 중합체를 용

융 상태로 가열하는 것은 중합체가 압출기 106의 비연속적인 가열 영역을 통해 연속적 필라멘트 형성 유닛 112을 향

한 용융 취입 다이 110 및 압출기 108을 향하여, 전진할 때 점차적으로 온도가 상승되면서 여러 비연속적 단계에서 

수행될 수 있다. 용융 취입 다이 110 및 연속적 필라멘트 형성 유닛 112는 열가소성 수지의 온도가 압출을 위해 상승

된 수준으로 유지되는 또 하나의 가열 영역을 가질 수 있다. 압출기 106 및 108 및 용융취입 다이 110 및 연속적 필

라멘트 형성 유닛 112의 다양한 영역의 가열은 통상의 다양한 가열 장치(도시하지 않음) 중 임의의 방법으로 수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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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탄성 섬유 웹의 탄성체 필라멘트 성분은 다양한 압출 기술을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탄성 섬유는 압출된

실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흘러서 압출된 실을 가늘게 하는 가열된 기류(즉, 1차 기류)를 제거하기 위해 

개조된 하나 이상의 통상의 용융취입 다이 유닛을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상기 개조된 용융취입 다이 유닛 112는 

일반적으로 다공성 수집 표면 114를 가로질러 수집 표면 114의 이동 방향에 실질적으로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연장된

다. 개조된 다이 유닛 112는 다이의 가로지른 연장을 따라 늘어선 작은 직경의 모세관의 선형 배열 116을 포함하며, 

다이의 가로지른 연장은 생성될 탄성체 섬유의 평행한 열의 원 하는 폭과 거의 같은 길이이다. 즉, 다이의 횡단 크기는

다이 모세관의 선형 배열에 의해 정의된 크기이다. 전형적으로, 모세관의 직경은 약 0.025 cm(0.01 in) 내지 약 0.07

6 cm(0.03 in) 정도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모세관의 직경은 약 0.0368 cm(0.0145 in) 내지 약 0.0711 cm(0.028 i

n)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상기 모세관의 직경은 약 0.06 cm(0.023 in) 내지 약 0.07 cm(0.028 in)이다. 다이 면의 

직선 1 인치 당 약 5 내지 약 50 개의 이러한 모세관이 설치될 수 있다. 전형적으로, 모세관의 길이는 약 0.127 cm(0.

05 in) 내지 약 0.508 cm(0.20 in)일 수 있다. 전형적으로, 모세관의 길이는 약 0.287 cm(0.113 in) 내지 약 0.356 c

m(0.14 in)일 수 있다. 용융취입 다이는 횡단 방향으로 길이가 약 51 cm(20 in) 내지 약 185 cm (약 72 in), 또는 그 

이상 연장될 수 있다. 당업자라면 상기 모세관은 원이 아닌 형태, 예를 들면, 삼각형, 직사각형 등일 수 있고; 모세관의

공간배치나 밀도는 다이의 길이를 가로질러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다이 끝을 통하여 흐르는 가열된 기류(즉, 1차 기류)는 많이 감소되거나 없으므로, 다이 끝을 단열하거나, 압축된 중

합체가 다이 끝에서 용융 및 유동가능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가열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합체는 개조된

다이 유닛 112에 있는 모세관의 배열 116으로부터 압출되어 압출된 탄성체 섬유 118을 만든다.

압출된 탄성체 섬유 118은 개조된 다이 유닛 112의 모세관 배열 116을 떠날 때 초기 속도를 갖는다. 상기 섬유 118

은 다공성 표면 114 위에 침착되며, 이 표면은 탄성 섬유 118의 초기 속도와 적어도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 상기

다공 성 표면 114는 통상적으로 롤러 120에 의해 구동되는 무한 벨트이다. 섬유 118은 도 2에서 화살표 122로 표시

한 회전 중인 무한 벨트 114의 표면에 실질적으로 평행인 배열로 침착된다. 벨트 114의 표면 상에 매트릭스의 유지를

돕기 위해 진공 박스(도시되지 않음)가 사용될 수 있다. 다이 유닛 112의 끝은 연속적인 탄성 섬유 118이 수집되는 

다공성 벨트 114의 표면에 실질적으로 가깝다. 예를 들면, 상기 형성 거리는 약 2 인치 내지 약 10 인치일 수 있다. 바

람직하게는, 상기 거리는 약 2 인치 내지 약 8 인치이다.

섬유 118의 실질적으로 평행한 열로의 배열을 향상시키고(거나) 섬유 118을 원하는 직경을 갖도록 신장시키기 위해 

탄성 섬유 118의 초기 속도보다 훨씬 더 큰 속도로 다공성 표면 114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탄성체 섬유 118의 배열은 다공성 표면 114를 탄성체 섬유 118의 초기 속도보다 약 2 배 내지 약 10 배 큰 속도

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심지어 더 큰 속도 차이도 필요하다면 사용될 수 있다. 상이한 요인들이 상기 

다공성 표면 114의 속도의 특별한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형적으로 상기 속도는 탄성체 섬유 118의 초기 속

도보다 약 4 배 내지 약 8 배 빠른 속도가 될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연속적인 탄성체 섬유는 다이 면 위에 모세관의 밀도에 일반적으로 상응하는 재료의 폭 1 인치 당 밀

도로 형성된다. 예를 들면, 재료의 폭 1 인치당 필라멘트 밀도는 재료의 폭 1 인치 당 상기 섬유 약 10 내지 약 120 개

의 범위일 수 있다. 전형적으로, 단 하나의 필라멘트 형성 다이로는 섬유의 낮은 밀도(예, 폭 1 인치 당 10 내지 35 개 

섬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필라멘트 형성 장 치의 다수의 뱅크로는 보다 높은 밀도(예, 폭 1 인치 당 35 내지 120 개 

섬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탄성 섬유 웹의 용융취입 섬유 성분은 통상의 용융취입 장치 124를 사용하여 형성된다. 용융취입 장치 124는 일반적

으로 열가소성 중합체 수지를 용융취입 다이의 복수의 작은 직경 모세관을 통해, 일반적으로 압출된 실과 같은 방향

으로 흐르는 가열된 기류(1차 기류)로 용융된 실로 압출하여, 상기 압출된 실이 가늘어지게, 즉, 당기거나 늘려 직경이

감소되게 한다. 이러한 용융취입 기술 및 그를 위한 장치는 미국 특허 제 4,663,220 호(Wisneski 등)에 상세히 기술

되어 있다.

용융 취입 다이 장치 110에서, 다이 부분과 함께 방(chamber)과 틈(gap)을 정의하는 공기 판의 위치는 다이 부분에 

대하여 조절되어 기체 경로를 가늘게하는 폭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가늘게하는 기체의 속도를 변화시키지 않

고 주어진 시간 동안 공기 경로를 통과하는 가늘게 하는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실질적

으로 연속적인 용융취입 섬유 또는 마이크로섬유가 생성될 경우 가늘게하는 기체의 속도가 낮고 공기 경로의 틈이 넓

은 것이 바람직하다.

가늘게하는 기체의 두 기류가 수렴하여, 그들이 구멍을 빠져나가 가늘기의 정도, 마이크로 섬유의 수준에 따라 일반

적으로 구멍의 직경보다 작은 직경의 섬유로, 용융된 실을 동반하여 가늘게하는 기류를 형성한다. 기체-운반된 섬유 

또는 마이크로섬유 126은 가늘게하는 기체의 작용으로 도 2에 도시된 실시태양에서 탄성체 필라멘트를 실질적으로 

평행한 배열로 운반하는 다공성 무한 벨트 114인 수집 장치 위로 취입된다. 섬유 또는 마이크로섬유 126은 탄성체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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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118 및 도 2의 화살표 122로 나타낸 바와 같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다공성 무한 벨트 114 의 표면 상에 섬유

의 고유한 매트릭스로서 수집된다. 원한다면, 용융취입 섬유 또는 마이크로섬유 126은 많은 작용 각에서 다공성 무한

벨트 114 상에 수집될 수 있다. 벨트 114의 표면 상에 매트릭스의 보유를 돕기 위해 진공 상자(도시되지 않음)가 사

용될 수 있다. 전형적으로 다이 110의 끝 128은 섬유가 수집되는 다공성 벨트 114의 표면으로부터 약 6 인치 내지 약

14 인치에 있다. 섬유 또는 마이크로 섬유 124는 탄성 연속 섬유 118 상에 침착되는 동안 아직도 어느 정도는 점착성

내지 용융상태이므로 엉킨 섬유 또는 마이크로섬유 124는 탄성 연속 섬유 118의 적어도 일부에 자가 접착되어, 탄성 

섬유 웹 130을 형성한다. 섬유를 방치하여 약 38℃ 미만의 온도까지 식힌다.

상술한 바와 같이, 탄성체 섬유 및 탄성체 용융취입 섬유는 움직이는 다공성 표면 상에 침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실시태양에서, 용융취입 섬유는 압출된 탄성체 섬유의 위에 직접 형성될 수 있다. 이는 섬유 및 다공성 표면을 용융취

입 섬유를 제조하는 장치 하에 통과시킴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탄성체 용융취입 섬유의 층이 다공성 

표면 상에 침착되고, 탄성체 섬유의 실질적으로 평행한 열이 탄성체 용융취입 섬유의 위에 직접 형성될 수 있다. 필라

멘트 형성과 섬유 형성 장치의 다양한 조합이 상이한 종류의 탄성 섬유 웹을 제조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탄성 섬유 웹은 탄성체 섬유 및 탄성체 용융취입 섬유의 번갈아 교차되는 층을 함유할 수도 있다. 용융취입 섬유를 형

성하거나 탄성체 섬유를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여러 개의 다이가 배열되어 섬유의 포개어진 층을 제공할 수도 있다.

탄성체 용융취입 섬유 및 탄성체 섬유는 그러한 섬유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임의의 물질, 예를 들면 천연 중합체 또는 

합성 중합체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의의 적절한 탄성체 섬유 형성 수지 또는 그를 함유하는 혼합물

이 상기 탄성체 용융취입 섬유를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임의의 적절한 탄성체 필라멘트 형성 수지 또는 그를 함유하는

혼합물이 탄성체 섬유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섬유는 같거나 상이한 탄성체 수지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탄성체 용융취입 섬유 및(또는) 탄성체 섬유는 A-B-A'(여기에서 A와 A'는 각각 스티렌계 잔기를 갖는 폴

리(비닐 아렌) 등의 열가소성 중합체 말단 블록이고 B는 공역 디엔 또는 저급 알켄 중합체와 같은 탄성체 중합체 중간

블록임)의 일반식을 갖는 블록 공중합체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 블록 공중합체는 예를 들면, 쉘 케미칼 컴퍼니(Shel

l Chemical Company)로부터 상표명 KRATON R  TM G 로 시판되는 (폴리스티렌/폴리(에틸렌부티렌)/폴리스티렌) 

블록 공중합체일 수 있다. 그러한 블록 공중합체의 한 예로서 KRATON R  TM G-1657을 들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는 기타 탄성체 재료의 예로서, 굿리치 사(B.F. Goodrich amp; Co.)의 상표 ESTANE로 시판되는 폴리

우레탄 탄성체 재료, 릴산 사(Rilsan Company)의 상표 PEBAX로 시판되는 폴리아미드 탄성체 재료, 이아이듀퐁드네

무어 사(E.I. DuPont De Nemour amp; Company)의 상표 Hytrel로 시판되는 폴리에스테르 탄성체 재료를 들 수 있

다. 폴리에스테르 탄성 재료로부터 탄성체 용융취입 섬유를 형성하는 것은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 4,741,949 호에 

개시되어 있다.

또한 유용한 탄성체 중합체의 예로서, 비닐 아세테이트, 불포화 지방족 모노카르복실산 및 그러한 모노카르복실산의 

에스테르와 같은 적어도 하나의 비닐 단량체와 에틸렌의 탄성 공중합체를 들 수 있다. 상기 탄성 공중합체 및 이러한 

탄성 공중합체로부터 탄성체 용융취입 섬유를 제조하는 것은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 4,803,117 호(Daponte)에 개시

되어 있다. 또한, 적절한 탄성체 중합체는 PCT 국제 공개 WO 00/48834 호에 개시된 것과 같이 메탈로센 촉매를 사

용하여 제조된 것들이다.

탄성체 중합체에 가공 보조제가 첨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폴리올레핀이 탄성체 중합체(예, A-B-A 탄성체 블록 공

중합체)와 함께 배합되어 조성물의 가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폴리올레핀은 이렇게 혼합되고 상승된 압력 및 상승

된 온도 조건의 적절한 조합으로 처리될 때 탄성체 중합체와 배합된 형태에서 압출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유용한 배

합용 폴리올레핀 재료의 예로서 에틸렌 공중합체, 프로필렌 공중합체 및 부티렌 공중합체를 포함하는 폴리에틸렌, 폴

리프로필렌 및 폴리부티렌을 들 수 있다. 특별히 유용한 폴리에틸렌은 유에스아이 사(U.S.I. Chemical Company)의 

상표 Betrothing NA 601(본 명세서에서 또한 PE NA 601 또는 폴리에틸렌 NA 601로도 언급됨)하에 입수될 수 있

다. 2 종 이상의 폴리올레핀이 사용될 수 있다. 탄성체 중합체와 폴리올레핀의 압출가능한 배합물은 예를 들면 앞에 

언급한 미국 특허 제 4,663,220 호에 개시되어 있다.

탄성체 용융취입 섬유 및(또는) 탄성체 섬유는 자가 접착을 향상시키기 위해 약간의 점착성 내지 접착성을 가질 수 있

다. 예를 들면, 탄성체 중합체 자체가 섬유로 형성될 때 점착성이거나, 선택적으로, 상용성의 점착성을 부여하는 수지

를 상술한 압출가능한 탄성체 조성물에 첨가하여 점착성을 갖는 탄성체 섬유 및(또는) 자가 접착하는 섬유를 제공할 

수 있다. 점착성을 부여하는 수지 및 점착성을 갖게 된 압출가능한 탄성체 조성물에 관하여는 미국 특허 제 4,787,69

9 호(Moulin)에 개시된 수지 및 조성물을 참고한다.

탄성체 중합체와 상용성이고 높은 가공(예, 압출)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임의의 점착성 부여 수지가 사용될 수 있다. 탄

성체 중합체(예, A-B-A 탄성체 블록 공중합체)가 예를 들면 폴리올레핀이나 연장화 오일(extending oil) 같은 가공 

보조제와 혼합될 경우, 점착성 부여 수지는 이들 가공 보조제와도 상용성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소화된 탄화수소

수지가 보다 나은 온도 안정성 때문에 점착성 부여 수지로 바람직하다. 복합 탄성 물질 REGALREZ  TM 및 ARK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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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시리즈의 점착성 부여제가 수소화된 탄화수소 수지의 예이다. ZONATAK  TM 501 Lite는 테르펜 탄화수소의 예

이다. REGALREZ  TM 탄화수소 수지는 헤르큘레스 사(Hercules incorporated)로부터 시판된다. ARKON  TM 시리

즈 수지는 아라카와 케미칼(Arakawa Chemical, (U.S.A.) Inc.)로부터 시판된다. 본 발명은 상기 점착성 부여 수지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고, 상기 조성물의 다른 성분과 상용성이며 높은 가공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다른 점착성 부여 수지

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전형적으로, 탄성체 섬유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혼합물은 예를 들면 약 40 내지 약 95 중량%의 탄성체 중합체, 약 

5 내지 약 40 %의 폴리올레핀 및 약 5 내지 약 40%의 수지 점착성 부여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특별히 유용한 조성

물은 중량으로 약 61 내지 약 65 %의 KRATON  TM G-1657, 약 17 내지 약 23 %의 폴리에틸렌 중합체, 그리고 약 

15 내지 약 20 %의 복합 탄성 재료 REGALREZ  TM 1126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중합체는 예를 들면 메탈로센 촉매

화 폴리에틸렌 중합체, 다우 케미칼(DOW  (R) Chemical Company)의 Affinity XUS59400.03L 과 같은 Affinity  (R)

중합체들이다.

본 발명의 탄성체 용융취입 섬유 성분은 탄성 및 비탄성 섬유 또는 미립자의 혼합물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혼

합물은 탄성체 및 비탄성체 섬유가 함께 뒤섞여 랜덤 분산된 섬유의 단일한 고유 웹을 형성하는 것으로, 미국 특허 제

4,209,563 호(Sisson)에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탄성 복합 웹의 또 하나의 예로서, 이미 언급한 미국 특허 제 4,741,9

49 호(Morman)에 개시된 기술을 들 수 있다. 상기 특허는 용융취입 열가소성 섬유와 다른 물질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탄성 부직포 재료를 개시한다. 섬유 및 다른 재료는 용융취입 섬유가 생성되는 기류에서 합쳐져, 수집 장치 상의 섬유

수집에 앞서 용융취입 섬유와 기타 물질, 예를 들면 목재 펄프, 스테이플 섬유, 또는 활성 탄소, 점토, 전분 또는 일반

적으로 초흡수제로불리우는 하이드로콜로이드(하이드로겔) 미립자 따위 미립자의 긴밀하게 엉킨 뒤섞임이 일어나게 

하여 랜덤하게 분산된 섬유의 고유 웹을 형성하게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복합 탄성 재료의 한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형성과 같은 주름형성 웹의 형성을 위한 예시적 방

법의 개요도이다. 용융취입 압출기 202의 압출기 뱅크 201 및 201A(201A 는 선택적인 추가의 압출기 뱅크임)로부

터의 열가소성 중합체 마이크로 섬유를 함유하는 매트릭스 물질은 펄프 생성기 206으로부터의 개별화된 흡수성 섬유

와 혼합된다. 부직포 웹 208은 형성 와이어 210를 따라 캘린더까지 운반되거나 롤에 감긴다.

원한다면, 본 발명의 복합 탄성 재료는 열 활성화될 수 있다. 열 활성화는 제조 공정에서 일어나는 수축을 증가시켜 

웹의 크기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웹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탄성체에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은 일반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범위 이상의 수축을 일으킬 수 있다. 공기를 통한 가열, 표면 가열,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액체 전이 등 다양

한 열 활성화 방법이 있으나, 이제 국한되지는 않는다. 열 활성화 단계는 또한 인-라인 제조 공정, 재료 감기 후, 또는 

변환 도중과 같이 다양한 위치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인-라인 공기를 통한 열 활성화가 좋은 열 전이를 제공하므로 예

시된 방법이다.

도 4에 예시된 본 발명의 실시태양에서, 복합 탄성 웹은 주위 온도에서 가능한 한 많이 수축되도록 한 다음 열 활성화

유닛 44로 공급된다. 웹을 연신하고, 약 57℃로 가열하여 수축되도록 방치한다. 상기 수축은 웹이 가열 부분에 있는 

진공 드럼으로부터 식히는 부분에 있는 진공드럼까지 이동한 후에 일어난다. 상기 추가의 수축이 일어난 후, 웹을 식

힘 진공 롤 상에서 식혀, 웹이 더 가공될 때 상기 수축된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도 4는 열 활성화 유닛 44의 예시적 공정의 개요도이다. 본 발명의 복합 탄성 재료 40을 열 활성화 유닛 44 내로 공급

할 수 있다. 전이 롤러 402는 웹을 열 활성화 유닛 내로 공급한다. 진공 롤 403(2 개가 도시됨)은 열 활성화가 일어나

는 데 필요한 체류 시간을 제공한다. 가열된 공기를 진공 롤을 함유하는 방 405으로 공급하고, 진공 롤의 중앙을 통해

공기를 빼낸다. 다수의 롤러가 사용되는 경우에, 이들은 같은 속도 또는 상이한 속도로 작동될 수 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진공 롤러 404가 식힘/냉각실 406 내의 체류 시간을 허용하여 직물 온도를 주위 조건까지 내리기 위해 제공

된다. 다수의 롤러가 사용될 경우, 이들은 같은 속도 또는 상이한 속도로 작동될 수 있다. 식힘 진공 롤러(들)는 가열 

부분에 있는 진공 롤러(들)보다 낮은 속도로 작동되어 웹의 냉각에 앞서 수축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다. 식힘 롤(들)은

가열 부분에 있는 롤보다 약 6 내지 약 10 % 느리게 작동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르는 복합재료 또는 라미네이트를 제조하는 단계를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여기에 기재된 단계들

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없다고 생각된다.

시험을 수행한 실험실 조건은 ASTM E 171, '물질의 조절 및 시험을 위한 표준 대기', 및 21 CFR 58.61-63, '비임상

적 실험실 연구를 위한 좋은 실험 실무', 및 CFR 211.160(b)(4), '최종 약품을 위한 좋은 제조의 실무'에 일반적으로 

부합된다.

도 11 및 도 12는 컵 형성 장치 1102 및 힘 시험 유닛 1103을 포함하는 컵 분쇄 시험 시스템 1100을 나타낸다. 힘 시

험 유닛 1103은 강성 로드 1105가 캔틸레버된(cantilevered) 힘 센서 1104를 포함한다. 반구형의 다리 1108이 로드

1105의 자유로운 말단에 위치한다. 힘 센서 1104는 다리 1108에 주어져서 강성 로드 1105를 통해 전달되는 힘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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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한 전자 및 기계 장치를 포함한다. 장치 1102는 짝이 맞는 모자 형태로 형성된 1110 및 1112를 포함하며, 

이것이 적어도 네 지점에서 시트 1202(습윤닦개 1000 같은, 도 10 참고)를 잡아준다. 시트 1202의 네 모퉁이 1106

은 장치 1102 밖으로 연장된다. 컵 1112는 시트 1202를 컵 안으로 형성한 후 제거된다. 잡는 고리 1114는 시험 도중

, 형성된 시트 1202를 컵 1110 내에서 잡아준다.

부직포 시트 1202의 부드러움을 측정하는 한 방법은 시스템 1100에 의한 '컵 분쇄'에 따라 결정된다. 컵 분쇄 시험은

4.5 cm 직경 반구형의 다리 1108이 17.8 cm x 17.8 cm 조각의 직물 1202을 약 6.5 cm 직경 x 6.5 cm 높이의 컵 모

양으로 분쇄하는 데 (이제 그 컵 모양 직물은 약 6.5 cm 직경의 실린더 컵 1110으로 둘러 싸여 컵 모양의 직물 1102

의 균일한 변형을 유지시킨다) 요구되는 최고 하중('컵 분쇄 하중' 또는 단지 '컵 분쇄'라고 함)을 측정하여 직물의 뻣

뻣함을 평가한다. 고리 1114 및 형성 컵 1110 사이에는 틈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네 모퉁이 1106은 그 사이에 고

정적으로 조여져 있어야 한다. 다리 1108과 실린더 컵 1110은 눈금에 영향을 줄수 있는 다리와 컵 벽 사이에서 수축

을 피하기 위해 정렬된다. 하중은 그램으로 측정되고 다리가 약 406 mm/min의 속도로 내려가는 동안 초당 최소 20

회 기록된다. 컵 분쇄 시험은 하나의 시료를 분쇄하는 데 요구되는 총 에너지('컵 분 쇄 에너지'), 즉 직물 컵의 꼭대기 

0.5 cm 아래에서 시작하여 4.5 cm 범위, 즉, 한 축 위에서 그램으로 측정된 하중 및 다른 축 상에서 다리가 움직인 거

리에 의해 형성된 커브 아래의 면적에 걸친 에너지에 대한 값을 제공한다. 컵 분쇄 에너지는 gm-mm(또는 인치-파운

드)로 보고된다. 보다 낮은 컵 분쇄 값은 보다 부드러운 재료를 의미한다. 컵 분쇄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는 섀

비츠 사(Schaevitz Company, Pennsauken, N.J.)에서 시판하는 모델 FTD-G-500 하중 셀(500 g 범위)이다.

최고 하중 인장 시험은 한방향의 응력을 가했을 때 직물의 파열 강도 및 신장 또는 응력을 측정한다. 이 방법은 당 분

야에 공지되었으며 12-인치/분의 응력 속도를 사용하는 ASTM-1117-80, 제 7 부와 유사하다. 결과는 파열까지의 

그램수 및 파열 이전의 연신 백분율로 표시된다. 숫자가 클수록 보다 강하고 더 잘 연신되는 직물을 의미한다. '하중'

이라는 용어는 인장 시험에서 시료의 파열 또는 파괴에 요구되는 중량의 단위로 표현되는 최대 하중 또는 힘을 의미

한다. '응력' 또는 '총 에너지'라는 용어는 중량-길이 단위로 표시되는 하중 대 신장 곡선 하의 총 에너지를 의미한다. '

신장'이라는 용어는 인장 시험 도중 시료의 길이 증가를 의미하며, 백분율로 주어진다. 인장 강도 및 신장의 값은 특정

화된 직물의 폭, 이 경우에는 1 인치(25.4 mm), 클램프 폭 및 일정한 연장 속도를 사용하여 얻어진다. 이 시험은 소비

자의 사용을 대신할 젖은 제품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직물 시험은 기계 방향(MD) 및 교차-기계 방향(CD) 모두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이는 섬유의 방향에 의해 부직포 재료에 익숙한 사람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

해 상기 시료가 기계 방향에 대해 평행인지 수직인지가 중요하다. 이 시험은 각각의 클램프 메카니즘을 갖는 하나의 

매끄러운 표면 및 하나의 0.25 인치 둥근 수평 로드를 갖는 2 인치(50.8 mm) 폭의 클램프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예를

들면, 시료는 3 인치(76 mm) 길이의 평행한 클램프를 갖는 인스트론 사(Instron Corporation, 2500 Washington St.

, Canton, Mass. 02021) 시판의 인스트론 모델 TM, 또는 트윙 알버트 사(Thwing-Albert Instrument Co., 10960 D

utton Rd., Phil., Pa. 19154) 시판의 트윙-알버트 모델 인텔렉트 II에 클램프된다. 이는 실제 사용 시의 직물 응력 조

건을 거의 모의실험한다.

본 발명의 복합 탄성 재료의 캘리퍼는 두께의 측정이다. 두께는 스타렛-형(Starret-type)의 부피 테스터를 이용하여 

0.05 psi에서, 7.62 cm(3 in) 직경의 압반(platen)을 사용하여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한다. 이 테스트는 습윤닦개 완제

품으로 수행하며 상기 압반이 포장에서 기인한 접힘이나 주름에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습윤닦개의 밀도는 계산된 '습윤-밀도'이고, 기본 중량을 캘리퍼(습윤 측정된)로 나누어 계산

한다. 소비자에 의해 수득된 제품을 대신하기 위해 젖은 두께가 사용된다. 비교 시험을 위해 사용된 시판되는 습윤닦

개들은 젖은 완제품의 형태로만 일반적으로 입수가능하다. 각종 브랜드의 습윤닦개 상의 용액의 양으로 인한 변화를 

제거함으로써 습윤-밀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건조 기본 중량을 사용하였다.

습윤닦개를 그 용기에서 제거하여 무작위로 선택한다. 각각의 닦개를 펼치 고, 숫자를 세고 측정한다(길이 및 폭). 닦

개를 쌓고 약 15-20 톤까지 프레스에서 10 초 동안 압축한다. 용액의 일정한 흐름이 더이상 관찰되지 않을 때까지 이

단계를 반복한다. 닦개를 막대 위에 걸치고 105±2℃의 건조 오븐에 약 2 시간 동안 둔다. 건조한 닦개를 약 14-15 

분 동안 식혀 ±0.01 g까지 칭량한다.

실시예

본 발명을 하기 비제한적인 실시예를 들어 설명한다.

실시예 1

본 출원에 기재된 대로 습윤 닦개를 제조하였다. 각 습윤 닦개는 3개층의 라미네이트 복합 탄성 재료를 함유하며, 이

는 두 개의 주름형성가능 외부 공형성 층과 내부의 탄성체 코어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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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체 코어

본 실시예의 탄성체 층은 두 뱅크 용융취입 공정과 하나의 연속 속도 다공성 벨트를 사용하여 제조된다. 용융취입 공

정의 첫번째 뱅크는 탄성체 필라멘트/섬유를, 필라멘트를 늘리는 가열된 1차 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평행

한 배열에서 다공성 벨트 상에 직접 압출하도록 구성되었다. 다우 케미칼(Dow Chemical Company)에서 상품명 Do

w Affinity  (R) XUS59400.03L로 시판되는 메탈로센-촉매된 폴리에틸렌 수지를 표시된 용융 온도 220℃에서 섬유 

제조에 사용하였다. 표시된 구멍 크기 0.07 cm 및 7 개의 구멍/cm의 밀도를 갖는 스핀 빔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평행

인 섬유를 압출하였다. 중합체가 스핀 빔을 통과하는 속도 및 다공성 벨트의 속도는 기본 중량이 21 g/m  2 인 섬유 

웹을 생산하도록 조절되었다. 섬유 웹 기본 중량, 스핀 빔의 모세관의 밀도, 및 모세관 크기는 탄성체 필라멘트의 당김

비율을 지정한다.

용융취입 공정의 두번째 뱅크는 통상의 용융취입 헤드로서 작동한다. 용융된 열가소성 수지는 뜨거운 기류로 수렴되

는 미세한 다이 모세관을 통해 압출되고, 이것이 용융된 재료의 필라멘트의 직경을 감소시켜 가늘게 한다. 고속의 기

류가 상기 용융취입된 섬유를 일정한 속도의 다공성 표면으로 나른다. 이러한 공정은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 3,849,2

41 호(Butin)에 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용융취입 헤드는 0.0368 cm 직경의 모세관을 12개 모세관/cm의 

밀도에서 사용하며, 250℃의 용융 온도에서 작동한다. 용융취입 섬유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탄성체 중합체는 다음 

비율을 갖는 건조 혼합 수지이다: 80% Dow Affinity  (R) XUS59400.03L, 15% Regalrez 1126 및 5% Dow 6806. 

용융취입 섬유가 미리 형성된, 실질적으로 평행인 필라멘트를 실은 다공성 표면 상에 침착될 때, 필라멘트 자가 접착

이 일어나고 아직 용융된 섬유가 필라멘트를 교차하는 비연속적인 지점이 나타난다. 제조된 웹의 기본 중량은 약 9 g/

m  2 이다.

다음 상기 웹이 진공 상자 위를 이동할 때 다공성 벨트를 통해 주위 온도를 진입시켜 웹을 약 35℃ 미만의 온도까지 

식힌다. 이러한 식힘과정은 다공성 표면으로부터 웹을 제거하기에 앞서 수행될 것이 요구된다.

연신

웹을 일련의 유동 바퀴 롤러에 의해 S-랩 롤 장치로 보낸다. S-랩 롤러는 그 속도를 제어하도록 구동되고, 이는 큰 표

면 접촉으로 조합되어 조임(nip)으로 작용한다. 다공성 용융취입 형성 벨트 및 S-랩 롤러의 움직이는 속도는 거의 같

고, 상기 속도는 캘린더 롤 속도의 50%이다. 이러한 속도 차이는 S-랩 롤과 캘린더 롤 사이에서 탄성 웹의 100% 신

장을 초래한다. 이러한 연신 효과는 약 50% 정도 기본 중량을 감소시키고, 탄성체 웹이 주름형성가능층과 결합될 때 

탄성체 웹에 상당한 저장된 에너지를 부여한다.

주름형성 공형성 층

주름형성가능 공형성 층은 뒤섞인 폴리프로필렌 용융취입 섬유 및 섬유화된 연질목 펄프로 구성되었다. 폴리프로필

렌은 35 중량%의 주름형성가능층을 구성하고, 연질목 펄프는 나머지 65%를 구성한다. 각 공형성 층은 두 개의 형성 

스테이션을 갖는 공형성 공정을 사용하여 제조된 공기 형성된 매트릭스이다. 각각의 형성 스테이션에서 섬유화된 연

질목 펄프(Weyerhaeuser Corporation 제조, 상품명 CF-405로 시판됨)를 함유한 기류는 폴리프로필렌(BASELL 사

제조, 상품명 PF-105로 시판됨) 용융취입 섬유를 함유하는 두 개의 가열된 주기류와 합쳐진다. 두 폴리프로필렌 용

융취입 기류는 서로 90 도의 각으로 마주보며, 펄프 기류는 이들 기류 사이에서 각각에 대하여 45 도의 각으로 함유

된다. 기류는 일정한 속도의 다공성 표면의 약 20 cm 위의 거리에서 격렬한 조건 하에 합쳐진다. 다음, 상기 첫번째 

공형성 층이 같은 분량 및 기본 중량의 두번째 층을 생성하는 두번째 형성 스테이션 아래에 있는 다공성 표면 위를 이

동한다. 두번째 공형성 층은 공형성 공정에 일반 적인 고속의 형성 공기에 의해 첫번째 층에 기계적 엉킴을 통해 접착

된다. 상기 두번째 주름형성가능층은 첫번째 층과 유사한 방식으로 형성된다.

상기 첫번째 및 두번째 주름형성가능층은 상이한 형성 스테이션에 의해, 서로를 향하여 공형성 층을 운반하며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별도의 다공성 벨트 표면 위에 동시에 형성된다. 다음 공형성 층은 다공성 표면으로부터 제거되어

통상의 수단에 의해 수직 캘린더까지 운반된다.

결합

상기 다공성 표면을 떠난 후, 상기 첫번째 및 두번째 주름형성가능층은 도 1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반대 방향으로부

터의 수직 엠보싱 캘린더로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주름형성가능층은 다공성 표면으로부터 같은 방향으로 캘린더

내로 이동할 수 있고, 또다른 구현에에서는, 상기 주름형성가능층은 다공성 표면이 아니라 감긴 롤로부터 이송될 수 

있다.)

탄성체 웹은 두 주름형성가능층 사이에서 신장된 상태(형성된 길이의 약 2 배, 또는 100% 신장)로 캘린더에 들어가

며, 실시예에서처럼 별도의 다공성 표면으로부터 또는 감긴 롤로부터 나올 수 있다. 매끄러운 모루 롤과 패턴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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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린더 롤이 도 10에 나타난 배열의 불연속적인 다수의 지점에서 그 층들을 한데 접착시킨다. 가열된 접착 롤과 높은 

압력이 직물 내 중합체의 추가의 기계적 엉킴과 열접착을 초래한다. 65℃의 온도 및 21 kg/직선cm의 엠보싱 압력이 

사용된다.

수축

복합 웹이 캘린더를 떠날 때, 웹이 공정을 통과할수록 감소하는 선속도에서 운반되면서 탄성체에 저장된 에너지는 방

출되며, 탄성체 코어는 외부층에서 주름잡힌다. 상술한 성분들과 함께, 수축은 약 4초에 걸쳐 일어나며, 주어진 캘린

더 롤 속도에 대하여 적절한 자유 웹 스팬을 지시한다. 예를 들면, 캘린더 롤이 5 m/초의 선 속도를 갖는 경우, 웹은 2

0 미터의 거리에 걸쳐 수축 및 감속이 자유로워야 한다. 여기에서 예시된 복합 웹은 상기 주름잡는 단계에서 약 25% 

정도 수축한다. 상기 결과는 약 25%에 해당하는 웹의 기본 중량의 증가를 초래한다.

열 활성화

복합 재료의 수축 및 수치 안정성을 더 얻고자 하여, 복합재료를 진공에 의해 고정된 치수를 유지하는 다공성 드럼으

로 이송한다. 다공성 드럼 또는 유사한 표면의 회전을 유지하는 동안, 가열된 기류를 웹을 통해 도입함으로써 웹의 온

도를 탄성체 중심 층의 유리 전이 온도 근처까지 상승시킨다. 복합재료의 탄성체 부분의 온도를 감시하는 것은 그것이

주름형성가능층 사이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따라서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 외부 주름형성가능층의 온도를 사용

하며 다공성 드럼의 변이를 빠져나갈 때 측정한다. 열이 공기를 통한 공정과 함께 이송되므로, 이는 합리적인 근접이

다. 상기 실시예에 요구되는 외부 웹 온도는 약 55℃이다. 일단 가열되면, 웹은 또다른 진공 드럼, 또는 유사한 표면으

로 공간을 통해 이송된다. 상기 두번째 드럼은 가열된 드럼(이 실시예에서는 약 5%)보다 느리게 이동하며, 상기 두 표

면 사이에서 추가의 수축이 일어난다. 다시 웹의 기본 중량의 증가가 일어난다. 두번째 드럼이 웹을 통하여 주위 온도

를 진입시켜 상기 수축 단계 후에 온도를 다시 주위 온도까지 저하시킨다.

다음 직물은 여러가지 공지의 절단, 접음, 습윤 및 쌓는 방법을 이용하여 개별의 습윤 닦개로 변환될 수 있다. 습윤 닦

개는 킴벌리-클라크 사(Kimberly-Clark Corporation, Neenah, Wis 소재)의 시판 제품인 Kleenex  (R) Huggies  (R)

슈프림 케어 향기 베이비 와이프에 통상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용액을 포함한다. 습윤 닦개는 닦개 건조 중량을 기준

으로 약 330 중량%의 용액을 포함하였다.

실시예 2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100% 탄성체 용융취입 섬유를 함유하는 탄성체 웹을 사용하여 기본 중량 25 g/m  2 에서 

복합 탄성 재료를 제조한다.

실시예 3

본 발명의 닦개를 위해 특히 적합한 용액을 다음 표의 조성에 따라 제조하였다.

성분 / CTFA 표시 중량%

물 98.52

포타슘 라우레트 모노알킬포스페이트 0.6

글리세린 0.29

폴리소르베이트-20 0.30

소듐 히드록시메틸글리시네이트 0.20

프로필파라벤 0.1

향료 0.05

포타슘 라우레트 모노알킬포스페이트는 롱-쁠랑(Rhone-Poulenc) 사의 상품명 RHODAFAC으로 시판되는 것이다. 

폴리소르베이트-20은 롱-쁠랑(Rhone-Poulenc) 사의 상품명 ALKAMULS PSML-20으로 시판되는 것이다. 소듐 

히드록시메틸글리시네이트는 서튼 랩(Sutton Labs, Catham, New Jersey 소재)으로부터 상품명 SUTTOCIDE A 로

시판되는 것이다. 다음 말산을 상기 용액에 가하여 pH 수준을 5.5로 하였다. 용액은 비단같은 매끄러운 느낌을 나타

냈고, 비교적 피부에 비자극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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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4

본 발명의 닦개를 위해 적합한 용액을 다음 표의 조성에 따라 제조하였다.

성분 / CTFA 표시 중량%

물 97.02

포타슘 코코 모노알킬포스페이트 0.4

프로필렌 글리콜 0.5

폴리소르베이트-20 0.30

소듐 히드록시메틸글리시네이트 0.15

향료 0.03

포타슘 코코 모노알킬포스페이트는 롱-쁠랑(Rhone-Poulenc) 사의 상품명 RHODAFAC으로 시판되는 것이다. 폴리

소르베이트-20은 롱-쁠랑(Rhone-Poulenc) 사의 상품명 ALKAMULS PSML-20으로 시판되는 것이다. 소듐 히드

록시메틸글리시네이트는 서튼 랩(Sutton Labs, Catham, New Jersey 소재)으로부터 상품명 SUTTOCIDE A로 시판

되는 것이다. 다음 말산을 상기 용액에 가하여 pH 수준을 5.5로 하였다. 용액은 탁하고, 약간 비단같은 뒷느낌을 나타

냈고, 침전되었다.

실시예 5

실시예 1에 따라 제조된 복합 탄성 재료를 시트로 형성하고, 실시예 3에 따라 제조된 용액을 사용하여 적셔 습윤닦개

를 수득하였다. 상기 습윤닦개를 표 1에 인용된 1996년 9월 무렵에서 2000년 1월에 걸쳐 입수한 시판 습윤닦개와 비

교하였다.

습윤닦개의 컵 분쇄, 밀도, 두께, 인장 강도, 부피 및 기본 중량을 측정하였 다. 결과를 표 2에 요약하여 나타낸다. 몇 

개의 시판되는 습윤닦개의 습윤 밀도와 본 발명의 습윤닦개의 습윤 밀도를 도 6에 비교하였다. 몇 개의 시판되는 습윤

닦개의 컵 분쇄 및 본 발명의 습윤닦개의 컵 분쇄를 도 7에 비교하였다. 몇 개의 시판되는 습윤닦개의 컵 분쇄 대 밀도

비와 본 발명의 습윤닦개의 컵 분쇄 대 밀도 비를 도 8에 비교하였다. 몇 개의 시판되는 습윤닦개의 CD 인장 강도 및 

본 발명의 습윤닦개의 CD 인장 강도를 도 9에 비교하였다.

[표 1]

제품 소매점에서 구입한 제품

시료 1  a Nov-97

시료 2  a Nov-97

시료 3  a Nov-99

하기스 센시티브 스킨 Sep-96

시료 4  a Jan-00

러브스 1QTR'99

하기스 슈프림 케어 Jan-00

퓨어 앤 젠틀 프리미엄 Dec-99

하기스 슈프림 케어 Nov-99

하기스 내츄럴 케어 1QTR'99

팸퍼스 래쉬 케어 1QTR'99

이쿠에이트 1QTR'99

하기스 슈프림 케어 1QTR'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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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퍼스 베이비 프레쉬 내츄럴 알로에 1QTR'99

하기스 오리지날 1QTR'99

팸퍼스 베이비 프레쉬-모이스춰 필로우즈 1QTR'99

팸퍼스 프리미엄 1QTR'99

유럽 팸퍼스 Sep-96

첩스 1QTR'99

a. 본 발명의 시료들은 소매점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실시예 1 또는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되었다.

[표 2]

사용된 제품
기본

중량 

g/m  2

습윤

부피

mm

컵

분쇄

g*cm

흡수

용량

g/g

CD

최고값

g

CD TEA

N*m/cm  2

MD

최고값

g/cm

MD TEA

N*m/cm  2

밀도

g/cm 
3

컵분쇄

/밀도

시료 1 82 1.14 69.2 6.88 335.66 *** 233.94 *** 0.072 965

시료 2 82 1.07 87.5 5.87 358.34 *** 364.30 *** 0.077 1138

시료 3 86 1.15 92 6.12 350.99 30.448 320.83 71.201 0.075 1227

센시티브 스킨 84 0.75 106.2 8.99 263.08 *** 196.44 *** 0.112 950

시료 4 85 1.35 115 5.74 389.09 34.813 388.94 77.323 0.063 1828

러브스 57 0.76 122.4 8.99 232.51 7.860 167.11 6.702 0.076 1609

82229 슈프림

케어
78 1.08 139 8.88 553.38 40.411 487.52 53.269 0.072 1923

퓨어 앤 젠틀

프리미엄
66 0.70 150.1 7.18 1987.22 56.876 788.05 22.839 0.095 1579

7366 슈프림 케어 77 1.30 163.7 7.77 581.87 44.352 487.77 59.042 0.059 2753

내츄럼 케어-

프린스
75 0.83 165.7 10.38 363.51 25.142 309.69 28.127 0.090 1831

팸퍼스 래쉬 케어 62 0.73 168.7 7.51 242.31 6.922 180.36 7.316 0.085 1977

이쿠에이트 62 0.57 174.6 6.53 408.19 12.141 322.35 15.027 0.110 1594

슈프림 케어 80 1.25 180.9 8.41 613.21 43.747 426.89 47.978 0.064 2815

베이비 프레쉬

내츄럴 알로에
64 0.71 188.6 6.97 301.00 8.037 193.58 7.881 0.091 2068

오리지날 79 0.78 198.6 8.57 315.61 21.353 331.80 22.357 0.101 1961

베이비 프레쉬-모이

스춰 필로우즈
64 0.73 199 7.03 294.83 *** 205.37 *** 0.088 2265

팸퍼스 프리미엄 69 0.72 226.2 7.49 346.59 9.172 247.69 9.588 0.096 2354

유럽 팸퍼스 82 0.84 255.7 9.24 403.70 *** 405.37 *** 0.097 2632

첩스 65 0.51 256.3 3.41 374.03 8.492462 486.6270 16.87733 0.129 1981

*** 측정하지 않음

도 10은 여기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제조된 습윤닦개 1000의 계획도를 나타낸다. 상술한 바와 같이 빗금으로 도 10

에 도식적으로 묘사된 탄성 섬유 1010은 기계 방향(MD)으로 연장된다. 습윤닦개 1000는 화살표 1005로 표시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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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방향(MD)이나 화살표 1006으로 표시된 교차 방향(CD) 중 어느 것에도 직교하지 않는 비직선형 웨이브로 배열된 

복수의 접착 점 1020을 포함한다. 도해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 몇 개의 접착점 1020 만을 참고 숫자로 표시하였다. 

접착 지점 1020은 탄성층 12와 주름형성가능층 24 및(또는) 28이 접착 롤러 장치를 통과할 때 접착 롤러 장치 20, 2

2에 의해 만들어진다. 습윤닦개 1000는 또한 여기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테디 베어로 나타낸 장식을 위한 윤곽을 

갖는데, 이것이 적어도 하나의 주름형성가능층 24 또는 28을 탄성층 12에 연합하는 추가의 접착 영역 1030을 형성한

다. 한 실시태양에서 캘린더 롤 20은 각 접착점 1020에 해당하는 다수의 핀과 접착 영역 1030을 형성하는 윤곽에 해

당하는 보스를 포함한다. 도시된 실시태양은 다수의 접착 점 1020과 접착 영역 1030을 갖지만, 한 실시태양은 예를 

들면 단지 두개의 접착 점 1020 또는 접착 영역 1030을 갖는 등, 도 10에 도시된 것 보다 적은 수의 접착 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습윤닦개 1000은 접착 점 1020 및 접착 영역 1030을 모두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예

를 들면, 오직 다수의 접착점 1020만으로 주름형성가능층 24를 탄성층 12에 연합시킨다. 즉, 습윤닦개는 접착 영역 1

030을 갖지 않는다. 또다른 실시태양에서는, 다수의 접착 영역 1030 만이 제공된다.

본 명세서에 인용된 모든 간행물, 특허 및 특허 문헌들은 개별적으로 도입하지 않았을지라도 모두 본 발명에 참고문

헌으로 도입된다. 내용상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는 본 명세서의 개시가 모든 정의를 포함해서 더 우선한다.

여러가지 구체적인 바람직한 실시태양과 기술을 들어 본 발명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첨부의 청구범위에 정의된 본 발

명의 정신과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해질 수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 이상의 부직포 탄성층; 및

하나 이상의 부직포 주름형성가능층(gatherable layer)를

포함하는 부직포 복합 탄성 재료 및 액체를 포함하는 습윤닦개로서, 상기 주름형성가능층은 두 지점 이상에서 상기 

탄성층에 접착되고, 상기 주름형성가능층은 상기 접착점 사이에서 주름이 잡혔으며, 상기 복합 탄성 재료는 약 0.085

g/cm  3 미만의 밀도 및 약 0.68 파운드를 초과하는 CD 인장 강도를 갖는 습윤닦개(wet-wipe).

청구항 2.
하나 이상의 부직포 탄성층;

하나 이상의 부직포 주름형성가능층; 및

하나 이상의 부직포 주름형성가능층을

포함하는 부직포 복합 탄성 재료 및 액체를 포함하는 습윤닦개로서, 상기 주름형성가능층은 두 지점 이상에서 상기 

탄성층에 접착되고, 상기 접착점 사이에서 주름이 잡혔으며, 상기 복합 탄성 재료는 약 120 g/cm 미만의 컵 분쇄 및 

약 0.68 파운드를 초과하는 CD 인장 강도를 가지는 습윤닦개.

청구항 3.
하나 이상의 부직포 탄성층;

하나 이상의 부직포 주름형성가능층; 및

하나 이상의 부직포 주름형성가능층을

포함하는 부직포 복합 탄성 재료 및 액체를 포함하는 습윤닦개로서, 상기 주름형성가능층은 두 지점 이상에서 상기 

탄성층에 접착되고, 상기 접착점 사이에서 주름이 잡혔으며, 상기 복합 탄성 재료는 약 950 cm  2 를 초과하고, 약 15

79 cm  2 미만인 컵 분쇄 대 밀도 비를 갖는 습윤닦개.

청구항 4.
제 1 내지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층이 탄성 필름, 탄성 웹, 탄성 섬유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습윤닦개.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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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층이 탄성 웹을 포함하는 습윤닦개.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층이 탄성 섬유를 포함하는 습윤닦개.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층이 탄성 섬유 및 부직포 웹을 포함하는 습윤닦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 섬유가 폴리에틸렌을 포함하는 습윤닦개.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 섬유가 실질적으로 평행인 습윤닦개.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실질적으로 평행인 탄성체 필라멘트가 웹 섬유의 적어도 일부에 자가 접착된 습윤닦개.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 섬유가 웹에 혼입된 습윤닦개.

청구항 12.
제 1 내지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주름형성가능층이 복합 재료인 습윤닦개.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주름형성가능층이 공형성(coform)인 습윤닦개.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주름형성가능층이 폴리프로필렌을 포함하는 습윤닦개.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주름형성가능층이 비탄성인 습윤닦개.

청구항 1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 재료가 약 1100 cm  2 을 초과하고, 약 1400 cm  2 미만인 컵 분쇄 대 밀도 비를 갖는 습

윤닦개.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 재료가 약 1100 cm  2 을 초과하고, 약 1300 cm  2 미만인 컵 분쇄 대 밀도 비를 갖는 

습윤닦개.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재료가 약 120 g cm 미만의 컵 분쇄를 갖는 습윤닦개.

청구항 19.
제 2 또는 18 항에 있어서, 컵 분쇄가 약 110 g cm 미만인 습윤닦개.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컵 분쇄가 약 90 g cm 미만인 습윤닦개.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컵 분쇄가 약 70 g cm 미만인 습윤닦개.

청구항 22.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재료가 약 0.085 g/cm  3 미만의 밀도를 갖는 습윤닦개.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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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또는 22 항에 있어서, 상기 재료가 약 0.075 g/cm  3 미만의 밀도를 갖는 습윤닦개.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재료가 약 0.060 g/cm  3 미만의 밀도를 갖는 습윤닦개.

청구항 25.
제 1 또는 2 항에 있어서, 상기 재료가 약 0.75 파운드를 초과하는 CD 인장 강도를 갖는 습윤닦개.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재료가 약 0.80 파운드를 초과하는 CD 인장 강도를 갖는 습윤닦개.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재료가 약 0.90 파운드를 초과하는 CD 인장 강도를 갖는 습윤닦개.

청구항 28.
제 1 내지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 탄성 재료의 기본 중량이 약 75 내지 약 90 g/m  2 인 습윤닦개.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 탄성 재료의 기본 중량이 약 85 g/m  2 인 습윤닦개.

청구항 30.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 탄성 재료가

a) 탄성 웹에 결합된 탄성 섬유를 포함하는 탄성층; 및

b) 공형성을 포함하는 두 개의 주름형성가능층을 포함하며, 상기 탄성층이 두 주름형성가능층 사이에 위치한 습윤닦

개.

청구항 31.
제 1 내지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가 방부제, 향료, 유연제, 습윤제, 세제 및 비누를 포함하는 재료의 

군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물질을 포함하며 층들 내부에 분포되어있는 습윤닦개.

청구항 32.
섬유와 중합체를 함유하는 부직포 복합 재료 및 액체를 포함하는 습윤닦개로서, 상기 복합 재료는 약 0.085 g/cm  3

미만의 밀도 및 약 0.68 파운드를 초과하는 CD 인장 강도를 가지는 습윤닦개.

청구항 33.
섬유와 중합체를 함유하는 부직포 복합 재료 및 액체를 포함하는 습윤닦개로서, 상기 복합 재료는 약 120 g/cm 미만

의 컵 분쇄 및 약 0.68 파운드를 초과하는 CD 인장 강도를 가지는 습윤닦개.

청구항 34.
섬유와 중합체를 함유하는 부직포 복합 재료 및 액체를 포함하는 습윤닦개로서, 상기 복합 재료가 약 950 cm  2 을 초

과하고, 약 1579 cm  2 미만인 컵 분쇄 대 밀도 비를 갖는 습윤닦개.

청구항 35.
섬유와 중합체를 함유하는 부직포 복합 재료 및 액체를 포함하는 습윤닦개로서, 상기 복합 재료가 약 1579 cm  2 미

만의 컵 분쇄 대 밀도 비를 가지며, 약 0.68 파운드를 초과하는 CD 인장 강도를 가지는 습윤닦개.

청구항 36.
두 점 이상에서 탄성층과 주름형성가능층을 접착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부직포 탄성층 및 하나 이상의 

부직포 주름형성가능층을 갖는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항에 따른 습윤닦개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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