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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방향, 다축성 직물, 이들의 직물 복합체, 방탄 조립체, 및 이들을 제조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직물은 강하고, 인접

플레인내 얀의 방향에 대한 각으로 회전하는 주어진 플레인에서 얀의 방향으로 다른 하나의 상부에 병렬 플레인으로 놓여

지는 실질적으로 병렬의 단방향성 얀 세트; 및 상기 강한 얀과 상호배치되는 보다 낮은 강도 및 보다 높은 탄성을 갖는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얀 세트로 구성된다.

본 발명의 직물은 통상의 직물 및 편직물에 비하여 우수한 탄도 효과를 제공하며 또한 통상의 직조 및 니팅 기계에 대하여

제조 용이성을 갖는다.

색인어

직물, 방탄 조립체, 얀, 편직물, 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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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관련 출원에 대한 교차-참조문헌

본 출원은 2002, 6, 7 자로 제출된 가출원 일련번호 제 60/387,201, "Bi-Directional Fabric Composites"의 우선권을 주

장하며, 그리고 2002, 8, 16 자로 제출된 동시-계류중인 출원 일련번호 제 09/639,903, "Impact Resistant Rigid

Composite and Method of Manufacture" 및 2002, 4, 19 자로 제출된 제 10/126,202, "Ballistic Fabric Laminates"와

관련된다.

배경기술

1.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이-방향성 및 다축성 직물, 직물 복합체, 이들의 방탄 조립체, 및 이들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2. 관련 기술의 설명

방탄 직물-기초 복합체는 전형적으로 서로 함께 겹쳐진 직물의 층으로부터 형성된다. 직물내 섬유는 직물(woven), 편직물

그리고/또는 부-직포일 수 있다. 각각의 직물 가닥이 부-직포 및 단방향으로 배향된 섬유를 포함하는 경우, 연속적인 플라

이는 보통 예를들어, 0°/90° 혹은 0°/45°/90°/45°의 각도로 서로 관련되어 회전된다. 각각의 직물 플라이는 일반적으로 비

코팅되거나 섬유사이에 공극 공간을 채우는 중합 매트릭스 물질에 임베딩된다. 매트릭스가 존재하지않는 경우, 직물 혹은

섬유 시이트는 본질적으로 유연하다. 상반되는 타입의 구조는 섬유 및 단일의 주요 매트릭스 물질로 구성된 복합체이다.

이러한 타입의 단단한 복합체를 형성하기위해, 각각의 플라이는 각 플라이에서 매트릭스를 부착시키기위해 열 및 압력을

이용하여 서로 결합되어, 이들 사이에 결합을 형성하고, 그 전체를 단위 물품내로 통합시킨다.

이러한 초기 구조는 여러 결점을 갖는다. 직물 혹은 편직물은 일반적으로 크로스-플라이된 단방향 섬유 복합체보다 저조

한 방탄성을 갖는다. 다른 한편, 직물 혹은 편직물은 저 비용으로 제조될 수 있으며 크로스-플라이된 단방향 섬유보다 일

반적으로 높은 이용성으로 보다 용이한 제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직물 구조물에 있어서 보다 저가이며 제조 용이성을 가지며, 한편으로는 통상의 직물보다 우수한 방탄성을 갖는 것

이 요구된다. 이상적으로, 직물 구조물은 고 유동성이며 단단한 패널을 형성하기위해 그 자체로 혹은 경성 패이싱에 결합

될 수 있다.

USP 4,737,401에는 방탄성의 미세 직물품이 개시되어 있다. USP 5,788,907 및 5,958,804에는 방탄성의 캘린더링된 직

물이 개시되어 있다. USP 4,623,574에는 탄성 매트릭스내에 임베딩된 고강도 섬유를 포함하는 간단한 복합체가 개시되

어 있다. USP 5,677,029에는 강섬유의 네트워크, 및 또한 그 섬유층의 하나의 표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결합된 적어도

하나의 연속 중합층으로 구성된 적어도 하나의 섬유층을 포함하는 가요성 침투 저항성 복합체가 개시되어 있다. 하나 또는

양면에 코팅된 아라미드 직물 고무는 UltraX의 상품명으로 Verseidag Industrietextilien Gmbh에 의해 상업적으로 제조

된다. 열 및 압력하에 서로 고무-코팅된 직물을 결합하여 형성된 경성 패널이 또한 이용가능하다.

또한, USP 2,893,442에는 얇은 바인더 얀에 삽입된 직렬 및 병렬 고강도, 고 모듈러스 얀의 횡단 세트를 갖는 이-방향성

직물이 개시되어 있다. 얇은 바인더 얀내에 삽입된 직렬 및 병렬 고강도, 고 모듈러스 얀의 횡단 세트를 갖는 이-방향성 편

직물은 S. Raz, "Eine Auswahl optimaler Geotextilien," Tettilinformationen Kettenwir-Praxis, (2), 35-39(1990)에

공개되어 있다. 다축 워프(warp) 니트 직물은 "Wellinton Sears Handbook of Industrial Textiles", S. Adanur, Ed.,

Technomic Publishing Co., Inc., Lancaster, PA, 246-247(1995)에 개시되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각 구조물은 이들이 지시되어지는 목적으로 진보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직물, 직물 복합체 및 조립체의

특정 구조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본 발명에 부합되는 모든 요구를 만족하지 않는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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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새로운 직물 및 직물 복합체, 탄도 프로젝틸에 의한 침투에 대하여 우수한 방탄성을 갖는 이들의 조립체, 및 이

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이-방향성 및 다축 물품은 통상의 직물 및 편직물에 비하여 우수한 탄도 효과

를 제공하며 통상의 직조기 및 편직물기계에서 제조 용이성을 갖는다.

제 1 구현예로, 본 발명의 물품은 제 1 플레인에 놓여지는 제 1 세트의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상기 제 1 플레인 상부의

제 2 플레인에 놓여지며 그리고 상기 제 1 세트의 얀에 횡단으로 배열되는 제 2 세트의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상기 제

1 세트의 얀에 횡단으로 배열되며 그리고 상기 제 1 세트의 얀과 교차되는 제 3 세트의 얀(여기서, 상기 제 3 세트의 각 얀

은 상기 제 1 세트의 일부 얀의 상부에 그리고 나머지 얀의 하부에 놓여진다); 상기 제 2 세트 및 제 3 세트의 얀에 횡단으

로 배열되며 상기 제 2 및 제 3 세트의 얀과 교차되는 제 4 세트의 얀(여기서, 상기 제 4 세트의 각 얀은 상기 제 2 및 제 3

세트의 일부 얀의 상부에 그리고 나머지 얀의 하부에 놓여진다); 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여기서 상기 제 1 및 제 2 세트의

얀을 포함하는 각 상기 얀은 ASTM D2256에 의한 측정시 약 15g/d이상의 강인도, 약 400g/d이상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

및 약 22 J/g이상의 파괴 에너지를 가지며; 그리고 상기 제 1 및 제 2 세트의 얀을 포함하는 각 상기 얀은 각 상기 제 3 및

제 4 세트의 얀을 포함하는 상기 얀에 비례하여 적어도 약 두배의 파괴강도 및 최대 약 2분의 1의 파괴 신장백분율

(percent elongation to break)을 갖는 이-방향 직물을 포함한다.

제 2 구현예로, 본 발명의 물품은 제 1 플레인에 놓여지는 제 1 세트의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상기 제 1 플레인 상부의

제 2 플레인에 놓여지며 그리고 상기 제 1 세트의 얀에 횡단으로 배열되는 제 2 세트의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상기 제

1 세트 및 제 2 세트의 얀과 교차되는 연동 루프를 형성하는 제 3 세트의 인터레이싱 얀(여기서, 상기 제 3 세트의 각 얀은

상기 제 1 세트 및 제 2 세트의 일부 얀의 상부에 그리고 나머지 얀의 하부에 놓여진다); 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여기서 상

기 제 1 및 제 2 세트의 얀을 포함하는 각 상기 얀은 ASTM D2256에 의한 측정시 약 15g/d이상의 강인도, 약 400g/d이상

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 및 약 22 J/g이상의 파괴 에너지를 가지며; 그리고 상기 제 1 및 제 2 세트의 얀을 포함하는 각 상기

얀은 각 상기 제 3 세트의 얀을 포함하는 상기 얀에 비례하여 적어도 약 두배의 파괴강도 및 최대 약 2분의 1의 파괴 신장

백분율(percent elongation to break)을 갖는 이-방향 직물을 포함한다.

제 3 구현예로, 본 발명의 물품은 바닥 플레인내에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세트; 각각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세트로 정

의되며 상기 바닥 플레인의 상부에 존재하는 다수의 중간 플레인; 탑 플레인내에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세트; 연동 루프

를 형성하는 인터레이싱 얀 세트; 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여기서 각각의 상기 플레인내의 단방향 얀 세트는 인접 플레인내

의 단방향 얀 세트에 상대적인 각으로 회전하며; 여기서 각각의 상기 단방향 얀 세트의 얀은 ASTM D2256에 의한 측정시

모두 약 15g/d이상의 강인도, 약 400g/d이상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 및 약 22 J/g이상의 파괴 에너지를 가지며; 그리고 각

각의 상기 단방향 얀 세트의 얀은 상기 인터레이싱 얀에 비례하여 적어도 약 두배의 파괴강도 및 최대 약 2분의 1의 파괴

신장백분율을 갖는 다축 편직물이다.

다른 구현예로, 본 발명의 직물 복합체는 매트릭스내에 임베딩된 직물을 포함한다. 상기 직물은 각각, 상기 제 1, 제 2 및

제 3 구현예에서 기술된 직물 및 편직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다. 상기 매트릭스는 ASTM D638에 의한 측정시

약 6,000psi(41.3MPa)미만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를 갖는 탄성중합 매트릭스, 및 적어도 약 300,000psi(2068MPa)의 초

기 인장 모듈러스를 갖는 경성 매트릭스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다.

다른 구현예로, 본 발명의 직물 복합체는 각각, 상기 제 1, 제 2 및 제 3 구현예에서 기술된 직물 및 편직물로 구성되는 그

룹으로부터 선택되며, ASTM D638에 의한 측정시 적어도 약 300,000psi(2068MPa)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를 갖는 경성

매트릭스내에 임베딩되고 그리고 약 6,000psi(41.3MPa)미만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를 갖는 탄성중합 물질 매트릭스를 갖

는 일 표면의 적어도 일부상에 코팅된 직물을 포함한다.

다른 구현예로, 본 발명의 직물 복합체는 매트릭스내에 임베딩된 상기한 바와 같은 직물 및 상기 임베딩된 직물의 일 표면

의 적어도 일부에 결합된 플라스틱 필름을 포함한다.

다른 구현예로, 본 발명의 직물 복합체는 상기한 바와 같은 직물의 적어도 일 표면의 적어도 일부에 결합된 플라스틱 필름

을 갖는 직물을 포함한다.

다른 구현예로, 본 발명의 방탄 물품은 서로 함께 플라이된 다수의 시이트로 구성되며, 여기서 상기 시이트의 적어도 과반

수는 상기 본 발명의 직물 및 본 발명의 직물 복합체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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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직물의 개요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편직물의 개요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축 편직물의 개요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새로운 직물 및 직물 복합체, 탄도 프로젝틸에 의한 침투에 대하여 우수한 방탄성을 갖는 이들의 조립체, 및 이

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 구현예로, 본 발명의 물품은 제 1 플레인에 놓여지는 제 1 세트의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상기 제 1 플레인 상부의 제

2 플레인에 놓여지며 그리고 상기 제 1 세트의 얀에 횡단으로 배열되는 제 2 세트의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상기 제 1

세트의 얀에 횡단으로 배열되며 그리고 상기 제 1 세트의 얀과 교차되는 제 3 세트의 얀(여기서, 상기 제 3 세트의 각 얀은

상기 제 1 세트의 일부 얀의 상부에 그리고 나머지 얀의 하부에 놓여진다); 상기 제 2 세트 및 제 3 세트의 얀에 횡단으로

배열되며 상기 제 2 및 제 3 세트의 얀과 교차되는 제 4 세트의 얀(여기서, 상기 제 4 세트의 각 얀은 상기 제 2 및 제 3 세

트의 일부 얀의 상부에 그리고 나머지 얀의 하부에 놓여진다); 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여기서 상기 제 1 및 제 2 세트의 얀

을 포함하는 각 상기 얀은 ASTM D2256에 의한 측정시 약 15g/d이상의 강인도, 약 400g/d이상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 및

약 22 J/g이상의 파괴 에너지를 가지며; 그리고 상기 제 1 및 제 2 세트의 얀을 포함하는 각 상기 얀은 각 상기 제 3 및 제 4

세트의 얀을 포함하는 상기 얀에 비례하여 적어도 약 두배의 파괴강도 및 최대 약 2분의 1의 파괴 신장백분율(percent

elongation to break)을 갖는 이-방향 직물을 포함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이-방향 직물 10의 개요도이다. 제 1 세트의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12는 상기 제 1 플레인 상부의 제

2 플레인에 놓여지며 제 1 세트의 얀 11에 횡단으로 배열된다. 제 3 세트의 얀 13은 상기 제 1 세트의 얀 11에 횡단으로 배

열되며 상기 제 1 세트의 얀 11과 교차된다. 제 4 세트의 얀 14는 제 2 세트 및 제 3 세트의 얀(각각 12 및 13)에 횡단으로

배열되며 그리고 제 2 및 제 3 세트의 얀, 각각 12 및 13과 교차된다.

제 2 구현예로, 본 발명의 물품은 제 1 플레인에 놓여지는 제 1 세트의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상기 제 1 플레인 상부의

제 2 플레인에 놓여지며 그리고 상기 제 1 세트의 얀에 횡단으로 배열되는 제 2 세트의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상기 제

1 세트 및 제 2 세트의 얀과 교차되는 연동 루프를 형성하는 제 3 세트의 인터레이싱 얀(여기서, 상기 제 3 세트의 각 얀은

상기 제 1 세트 및 제 2 세트의 일부 얀의 상부에 그리고 나머지 얀의 하부에 놓여진다); 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여기서 상

기 제 1 및 제 2 세트의 얀을 포함하는 각 상기 얀은 ASTM D2256에 의한 측정시 약 15g/d이상의 강인도, 약 400g/d이상

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 및 약 22 J/g이상의 파괴 에너지를 가지며; 그리고 상기 제 1 및 제 2 세트의 얀을 포함하는 각 상기

얀은 각 상기 제 3 세트의 얀을 포함하는 상기 얀에 비례하여 적어도 약 두배의 파괴강도 및 최대 약 2분의 1의 파괴 신장

백분율을 갖는 이-방향 직물을 포함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이-방향 편직물 20의 개요도이다. 제 1 세트의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21은 제 1 플레인에 놓여진다.

제 2 세트의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22는 상기 제 1 세트의 얀 21에 횡단으로 배열된 제 1 플레인의 상부에 제 2 플레인

으로 놓여진다. 제 3 세트의 얀 23은 연동 루프로 상기 제 1 및 제 2 세트의 얀, 각각 21 및 22와 교차된다. 도 2는 트리코

니트를 나타내지만 연동 웨프트 체인 스티치와 같은 제 1 및 제 2 세트의 얀, 21 및 22를 안정화시키는 다른 니트 형태도

적합하다.

제 3 구현예로, 본 발명의 물품은 바닥 플레인내에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세트; 각각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세트로 정

의되며 상기 바닥 플레인의 상부에 존재하는 다수의 중간 플레인; 탑 플레인내에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세트; 연동 루프

를 형성하는 인터레이싱 얀 세트; 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여기서 각각의 상기 플레인내의 단방향 얀 세트는 인접 플레인내

의 단방향 얀 세트에 상대적인 각으로 회전하며; 여기서 각각의 상기 단방향 얀 세트의 얀은 ASTM D2256에 의한 측정시

모두 약 15g/d이상의 강인도, 약 400g/d이상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 및 약 22 J/g이상의 파괴 에너지를 가지며; 그리고 각

각의 상기 단방향 얀 세트의 얀은 상기 인터레이싱 얀에 비례하여 적어도 약 두배의 파괴강도 및 최대 약 2분의 1의 파괴

신장백분율을 갖는 다축 편직물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축 니트 직물 30의 개요도이다. 제 1 세트의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31은 직물의 바닥 플레인을 규정

짓는다. 상기 구현예에서, 바닥 플레인 상부의 두 중간 플레인은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32 및 33의 세트에 의해 정의된

다. 인터레이싱 얀 35의 세트는 모든 플레인에서 단방향 얀을 감싸는 연동 루프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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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의 각 평면에서 일방향 얀의 방향은 인접 평명의 일방향 얀에 대한 각으로 회전된다. 특정 구현예에서 설명된 것으로,

제 1 중간 평면에서 상기 얀 세트32는 바닥 평면에서 상기 얀31에 대한 각 90℃로 회전한다. 제 2중간 평면에서 상기 얀33

은 제 1 중간 평면에서 상기 얀32에 대한 각 45℃로 회전한다. 상단 평면에서 상기 얀34는 제 2 중간 평면에서 상기 얀33

에 대한 각 90℃로 회전한다.

본 발명의 다축 직물은 도면 3에서 묘사된 것보다 많은 중간 평면 및/또는 얀 평면 간의 다양한 회전 각을 포함할 수 있다

는 것은 명백하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얀 평면의 수와 일방향 얀 간의 각이 직물의 대칭적 특성을 제공하도록 선택된

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섬유는 횡단 폭과 두께보다 훨씬 큰 길이방향 신장체이다. 따라서 섬유(fiber)라는 용어는 필라멘

트, 리본, 스트립 및 규칙 또는 불규칙 단면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 얀은 많은 섬유 또는 필라멘트로 구성된 연속적으로 꼰

실이다. 얀을 포함하는 상기 섬유는 얀의 길이방향으로 연속적일 수 있거나, 또는 상기 섬유는 얀보다 훨씬 짧은 길이의 스

테이플 섬유일 수 있다.

연속적 필라멘트 일방향 얀은 동일 또는 상이한 섬유 재질, 섬유 형태, 인장특성 및 데니어로 구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는 연속적 필라멘트 일방향 섬유 세트는 고배향된 연속적 필라멘트, 고분자량 폴리올레핀, 아라미드, 폴리벤자졸 및 이들

의 혼합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각각 선택된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연속적 필라멘트 일방향 얀의 세트는 고배향된 연속적

필라멘트, 고분자량 폴리에틸렌, 폴리(p-페닐렌 테레프탈아미드, 폴리(m-페닐렌 이소프탈아미드), 폴리(벤조비스옥사졸)

, 폴리(벤조비스티아졸), 폴리(벤조비스이미다졸) 및 이들의 혼합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각각 개별적으로 선택된다.

USP 4,457,985는 일반적으로 고분자량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섬유에 대해 논한다. 폴리에틸렌의 경우, 적합한 섬

유는 중량평균분자량이 적어도 150,000이고,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백만이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2백만 내지 5백만이다.

그러한 고분자 중량의 폴리에틸렌 섬유는 USP 4,137,394에 기술된 용액으로부터 성장될 수 있으며, 또는 USP

4,413,110에 기술된 겔 구조로부터 용액에서 뽑은 필라멘트일 수 있거나, USP 5,702,657에서 기술된 롤링 및 연신 공정

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된 용어인 폴리에틸렌은 주로 소량의 사슬 분기 또는 주연쇄 탄소 원자 100당 변화 단위가 5를 초과하지 않는

모노머를 포함할 수 있고, 또한 알켄-1-폴리머, 특히 저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부틸렌, 제 1 모노머로서

모노 올레핀을 포함하는 코폴리머, 산화 폴리올레핀, 그라프트 폴리올레핀 코폴리머 및 폴리옥시메틸렌, 또는 항산화제,

윤활제, 자외차단제, 착색제 등과 같은 저분자량 첨가제와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폴리머릭 첨가제가 최대 약 50 중량%

로 혼합된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선형 폴리에틸렌 물질을 의미한다.

형성 기술, 상기 연신율과 온도 및 다른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물성이 이들 섬유에 부여될 수 있다. 섬유의 강도는 적어도

15g/denier,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20g/denier, 보다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25g/denier, 특히 바람직하게는 30g/denier이

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스트론(Instron) 인장 시험기로 측정할 경우, 섬유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는 적어도 300g/denier,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500g/denier,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0g/denier, 가장 바람직하게는 1,200g/denier이다.

이들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 및 강도의 최대값은 일반적으로 단지 용액 성장 또는 겔 방사법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다. 대부

분의 필라멘트는 이들을 형성하는 폴리머의 용융점보다 높은 용융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중량평균분자량이

150,000 내지 2백만인 폴리에틸렌이 일반적으로 벌크상에서 약 138℃의 용융점을 갖는다. 이들 물질로 만들어진 고배향

된 폴리에틸렌 필라멘트는 약 7 내지 약 13℃ 정도 더 높은 용융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조금의 용융점 증가가 벌크 폴리머

와 비교하여 필라멘트의 결정성 및 고결정 배향성에 영향을 미친다.

아라미드 섬유의 경우, 방향족 폴리아라미드로부터 형성된 적합한 섬유가 USP 3,671,542에 기술되어 있다. 바람직한 아

라미드 섬유는 적어도 약 20g/d의 강도, 적어도 약 400g/d의 초기 인장모듈러스 및 적어도 약 8J/g의 파괴에너지를 가지

며, 특히 바람직한 아라미드 섬유는 강도가 적어도 약 20g/d 및 파괴에너지가 적어도 약 20J/g를 갖는다. 가장 바람직한

아라미드섬유는 강도가 약 20g/d, 모듈러스가 적어도 약 900g/d 및 파괴에너지가 약 30J/g를 갖는다. 예를 들어, 듀퐁사

의 KEVLAR®상표로 상업적으로 제조된 폴리(p-페닐렌 테레프탈아미드) 필라멘트가 방탄 복합체를 형성하는데 특히 유

용하다. 초기 인장 모듈러스 및 강도 값이 각각 KEVLAR 29는 500g/denier 및 22g/denier를 갖고, KEVLAR 49는

1000g/denier 및 22g/denier를 갖는다. 또한 본 발명에서 실제적으로 유용한 것은 듀퐁사의 NOMEX® 상표로 상업적으

로 제조된 폴리(m-페닐렌 이소프탈아미드) 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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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용상 적합한 폴리벤자졸 섬유가 USP 5,286,833, 5,296,185, 5,534,205 및 6,040,050에서 실시예로 개시되

어 있다. 바람직하게는 폴리벤자졸 섬유는 폴리(벤조비스옥사졸), 폴리(벤조비스티아졸), 및 폴리(벤조비스이미다졸)로 구

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폴리벤자졸 섬유는 토요보사(Toyobo Co.)의 ZYLON®폴리(p-페닐렌-

2,6-벤조비스옥사졸) 섬유이다.

연속 필라멘트 일방향 얀 세트의 데니어는 약 100 내지 약 3000의 범위, 보다 바람직하게는 750 내지 1500의 범위에서

각각 선택된다.

일방향 얀의 각 세트 내의 섬유 공간은 다른 일방향 얀 세트의 섬유 공간과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다. "공간(spacing)"이

세트 내의 평행한 섬유 말단 간의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기 섬유 간의 공간은 더 무거운 데니어 얀에서 더 크고, 더

가벼운 데니어 얀에서 더 작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일방향 얀 세트의 각 얀 공간은 각각 약 5ends/in(2ends/㎝) 내지 약

50ends/in(20ends/㎝)의 범위,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8ends/in(3.2ends/㎝) 내지 약 20ends/in(7.9ends/㎝)의 범위로 선

택된다. 약 8ends/in(3.2ends/㎝) 내지 약 12ends/in(4.7ends/㎝)의 얀 공간은 하니웰사(Honeywell International Inc.)

의 고배향된 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얀 1200데니어 SPECTRA®가 보다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양방향 직포에서, 제 3세트 얀의 공간은 도면 1에서 제 1세트에서 얀이 평행한 세트 내의 얀 공간의 전체 배수이

다. 상기 제 4세트에서 얀 공간은 또한 도면 1에서 제 2세트 얀에서 얀이 평행한 세트 내의 얀 공간의 전체 배수이다. 예를

들어, 제 1세트에서 얀 말단 간의 공간이 0.1인치이면, 제 3세트에서 얀 말단 간의 공간은 0.1, 0.2, 0.3, 0,4 ...인치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제 3 및 제 4세트의 얀 공간이 그와 평행한 얀 세트의 얀 공간과 동일할 수 있다.

이하의 내용은 본 발명의 직물에서 인터레이싱 얀 세트, 즉 본 발명의 양방향 직포에서 제 3 및 제 4 얀 세트, 본 발명의 양

방향 니트 직물 및 본 발명의 다중축 니트 직물에서 인터레이싱 및 루프-형성 얀 세트를 나타낸다.

상기 1 이상인 인터레이싱 얀 세트는 다른 섬유 물질과 섬유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인터레이싱 얀 세

트는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폴리비닐 알코올, 폴리올레핀, 폴리아크릴로니트릴, 폴리우레탄,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면, 울 및 이들의 공중합 및 혼합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각각 선택된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인터레이싱 얀 세트는 나일론

6, 나일론66,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 나프탈레이트(PEN),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PBT), 폴

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PTT), 폴리프로필렌, 폴리비닐 알코올 및 폴리우레탄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상

기 인터레이싱 얀 세트는 탄성중합 섬유 또는 스테이플 섬유를 포함할 수 있다.

인터레이싱 얀 세트에서 얀은 약 1/2 파괴 강도(파괴 하중, lbs(㎏)) 이상으로 제조되지 않도록 선택되며, 각 일방향 얀 파

괴에 대해 약 2배의 퍼센트 신장을 갖는다. 바람직하게는 각 인터레이싱 얀 세트의 파괴 강도가 약 1/3파괴 강도를 초과하

지 않으며, 각 일방향 얀 세트의 파괴에서 약 6배 퍼센트 신장을 갖는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각 인터레이싱 얀 세트의 상기

파괴 강도는 각 일방향 얀 세트의 파괴 강도의 1/3을 초과하지 않으며, 10배의 퍼센트 신장을 갖는다. 이러한 선택이 일방

향 얀이 본질적으로 탄환 충격시 자유롭게 존재하도록 하고, 발사물의 에너지를 가장 잘 흡수하도록 한다.

스테이플 섬유를 포함하는 얀은 연속적 필라멘트 얀보다 본질적으로 낮은 인장 강도를 갖고, 인터레이싱 얀 세트에서 연속

적 필라멘트 얀보다 큰 데니어로 사용될 수 있다.

모든 얀 세트에서 섬유는 USP 5,773,370에서 기술된 것처럼 꼬이거나 신장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각 구현예에서 일방

향 얀 세트는 약 0turn/in 내지 2turn/in(0.78turn/㎝)으로 최소한의 꼬임을 갖는다. 탄도는 전형적으로 0 꼬임 구조 얀에

보다 잘 맞는다. 약 2turn/in(0.28turn/㎝) 내지 약 10turn/in(3.9turn/㎝)인 더 큰 꼬임 정도는 인터레이싱 얀 세트의 얀이

보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직포 및 니트 직물은 광택을 낸다. 바람직하게는 광택을 내는 것은 동일한 속도로 회전하는 양면

롤링기에 직물을 통과시키고, 온도 100℃ 내지 130℃ 범위에서 직물 폭의 압력 800lbs/inch(140kN/m) 내지 1200lbs/

inch(210kN/m)로 하여 수행된다. 바람직하게는 광택을 내는 압력은 직물 폭의 약 900lbs/inch(158kN/m) 내지 1000lbs/

inch(175kN/m)이고, 온도 범위는 약 115℃ 내지 125℃이다.

다른 구현예로서, 본 발명의 직물 복합체는 상기된 발명의 직포 및 니트 직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직물, 인장 모듈

러스가 약 6,000psi(41.3MPa) 이하인 탄성중합체로 구성된 군으로 부터 선택된 매트릭스로 둘러싸인 직물, 및 초기 인장

모듈러스가 ASTMD638로 측정할 때 적어도 약 300,000psi(2068MPa)인 경화수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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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매트릭스는 바람직하게는 약 5 내지 약 30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10 내지 약 20 중량%인 직물 복합체를 포함

한다. 상기 매트릭스 물질은 바람직하게는 습식 롤법에 의해 직물상에 경화되지 않은 액체 매트릭스 또는 매트릭스 물질의

용액을 가하고, 직물상에 액체를 담지하여 완전 포화시켜 사용된다. 선택적으로 직물을 액체 욕조에 담그는 것을 채택할

수 있다.

적당히 낮은 모듈러스를 갖는 탄성중합 물질 및 체계화의 다양한 변화가 매트릭스로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물

질 즉, 폴리부타디엔, 폴리이소프렌, 천연고무, 에칠렌-프로릴펜 공중합체, 에틸렌-프로필렌-디엔 삼원 공중합체, 폴리설

파이드 폴리머, 폴리우레탄 탄성중합체, 클로로설퍼네이트 폴리에틸렌, 폴리클로로프렌, 디옥틸 프탈레이트 또는 이 분야

에서 공지된 다른 가소제를 사용한 가소성 폴리비닐클로라이드, 부타디엔 아크릴로니트릴 탄성중합체, 폴리(이소부틸렌-

co-이소프렌), 폴리아크릴레이트, 올리에스테르, 폴리에테르, 플루오로탄성중합체, 실리콘 탄성중합체, 열가소성 탄성중

합체, 에틸렌의 공중합체 중에서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탄성중합체 물질은 직물 물질에 너무 잘 또는 너무 느슨하게 결합시키지 않는다. 바람직한 폴리에틸렌

직물은 결합된 디엔의 블록 공중합체 및 비닐 방향족 공중합체이다. 부타디엔 및 이소프렌은 결합된 디엔 탄성중합체인 것

이 바람직하다. 스티렌, 비닐 톨루엔 및 t-부틸 스티렌은 결합된 방향족 모노머가 바람직하다. 폴리이소프렌을 갖는 블록

공중합체는 수소와 결합되어 포화 탄화수소 탄성중합체 세그먼트를 갖는 열 가소성 탄성중합체를 제조할 수 있다. 폴리머

는 R-(BA)x(x=3-150) 형태의 간단한 삼-블록 공중합체일 수 있으며, 여기서, A는 폴리미닐 방향족 모노머의 블록이며,

B는 결합된 디엔 탄성중합체의 블록이다. 많은 이들 폴리머가 크라톤 폴리머사(Kraton Polymers, Inc)에 의해 상업적으

로 제조된다.

낮은 모듈러스 탄성중합체가 탄소블랙, 실리카 등과 같은 충진제와 결합될 수 있으며, 오일로 확대될 수 있으며, 황, 과산

화물, 금속 산화물 또는 고무 기술자에게 잘 알려진 방법을 사용하는 방사성 경화 시스템으로 경화될 수 있다. 다른 탄성중

합체 물질의 혼합물이 함께 사용되거나, 하나 또는 보다 많은 탄성중합체가 하나 또는 보다 많은 열가소제와 혼합될 수 있

다.

본 발명의 직물 복합체에 유용한 경성 매트릭스 수지는 바람직하게는 ASTM D638로 측정한 최소 300,000psi(2068MPa)

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를 갖는다. 바람직한 매트릭스 수지로는 최소 하나의 열경화성 비닐 에스테르, 디알릴 프탈레이트

및 임의로 상기 비닐 에스테르 수지 경화용 촉매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비닐 에스테르는 다작용성 에폭시 수지를 불포화 모노카르복시산, 일반적으로 메타크릴 혹은 아크릴산

으로 에스테르화하여 제조되는 것이다. 예시적인 비닐 에스테르로는 디글리시딜 아디페이트, 디글리시딜 이소프탈레이트,

디-(2,3-에폭시부틸)아디페이트, 디-(2,3-에폭시부틸)옥살레이트, 디-(2,3-에폭시헥실)숙시네이트, 디-(3,4-에폭시부

틸)말레이트, 디-(2,3-에폭시옥틸)피멜레이트, 디-(2,3-에폭시부틸)프탈레이트, 디-(2,3-에폭시옥틸)테트라하이드로프

탈레이트, 디-(4,5-에폭시-도데실)말레이트, 디-(2,3-에폭시부틸)테레프탈레이트, 디-(2,3-에폭시펜틸)티오디프로프로

네이트, 디-(5,6-에폭시-테트라데실)디페닐디카르복시레이트, 디-(3,4-에폭시헵틸)술포닐디부티레이트, 트리-(2,3-에

폭시부틸)-1,2,4-부탄트리카르복시레이트, 디-(5,6-에폭시펜타데실)말레이트, 디-(2,3-에폭시부틸)아젤레이트, 디

(3,4-에폭시펜타데실)시트레이트, 디-(4,5-에폭시옥틸)시클로헥산-1,3-디카르복시레이트, 디-(4,5-에폭시옥타데실)말

로네이트, 비스페놀-A-푸마르산 폴리에스테르 및 유사한 물질을 포함한다. 특히 바람직한 것은 상표 DERAKANE®로

Dow Chemical Company에서 이용가능한 에폭시 비닐 에스테르이다.

다른 구현에서, 본 발명의 직물 복합체는 각각 상기한 제 1, 제 2 및 제 3 구현에서, 기술한 두 경우 모두 ASTM D638로 측

정하여 초기 인장 모듈러스가 최소 약 300,000psi(2068MPa)인 경성 매트릭스내에 임베디드되고 초기 인장 모듈러스가

약 600,000psi(41.3MPa) 미만인 탄성재료로 일면의 최소 일부에 코팅된 직물 및 편직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 부터 선택

된 직물을 포함한다.

다른 구현에서, 본 발명의 직물 복합체는 ASTM D638로 측정한 초기 인장 모듈러스가 약 6,000psi(41.3MPa)보다 작은

탄성 재료 및 초기 인장 모듈러스가 최소 약 300,000psi(2068MPa)인 경성 수지로 구성되는 그룹으로 부터 선택된 매트릭

스내에 임베디드된 상기한 발명의 직물 및 상기한 발명의 편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 부터 선택된 직물; 및 상기 임베디드

된 직물의 일면의 최소 일부에 결합된 플라스틱 필름을 포함한다.

다른 구현에서, 본 발명의 직물 복합체는 상기한 본 발명의 직물 및 상기한 본 발명의 편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 부터 선택

된 직물; 상기 직물의 최소 일 면의 최소 일부에 코팅된 ASTM D638로 측정된 초기 인장모듈러스가 약 6,000psi

(41.3MPa)이하인 탄성중합체; 및 상기 탄성중합체-코팅된 표면의 적어도 일부에 결합된 플라스틱 필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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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현에서, 본 발명의 직물 복합체는 직물의 최소 일 표면의 최소 일부에 플라스틱 필름이 결합된 상기한 본 발명의 직

물 및 상기한 본 발명의 편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 부터 선택된 직물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복합체에 유용한 플라스틱 필름은 폴리올레핀,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비닐 중합체, 플루오로

중합체 및 이들의 공중합체 및 혼합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 부터 선택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플라스틱 필름은 상기

직물 혹은 매트릭스 재료에 너무 강하게 혹은 너무 약하게 결합되지 않는다. 상기 메트릭스가 켄쥬게이션된 디엔과 비닐

방향족 공중합체의 블록 공중합체인 경우, 플라스틱 필름은 바람직하게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다. 마찬가지로, 매트

릭스 수지가 비닐 에스테르 수지인 경우, 플라스틱 필름은 바람직하게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다.

상기 플라스틱 필름은 두께가 바람직하게는 0.0002인치(5.1㎛)∼0.005인치(127㎛),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0.0003인치

(7.6㎛)∼0.003인치(76㎛)이다.

상기 플라스틱 필름은 바람직하게는 직물 복합체의 약 0.5-5중량%를 구성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플라스틱 필름은 이축

배향(biaxially oriented)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플라스틱 필름은 열 혹은 압력수단으로 직물 혹은 직물 복합체에 결합된

다.

다른 구현에서, 본 발명의 방탄성 물품은 다수의 서로 플라이된 시이트로 이루어지며, 상기 시이트의 적어도 대부분은 상

기한 발명의 직물 및 발명의 직물 복합체로 구성되는 그룹으로 부터 선택된다.

몇몇 메카니즘이 확인된 바 있으나, 섬유 복합체의 침투에 대한 완전한 분석은 현재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다. 작은 포인

트 투사체(projection)은 방호체(armor)을 파손시키지 않고 섬유를 옆으로 위치시켜서 방호체를 관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내관통성(penetration resistance)은 섬유가 얼마나 쉽게 옆으로 밀릴수 있는지에 의존하며, 따라서, 섬유 망상조

직의 특성에 의존한다. 중요한 요인은 크로스-플라이된 일방향 복합체에서 직조의 밀도(tightness) 혹은 크로스-오버

(cross-overs)의 주기, 야안(yarn) 및 섬유 데니어, 섬유-대-섬유의 마찰, 매트릭스 특성, 인터라미너(interlaminar) 결합

세기등이다. 뾰족한 파편이 섬유를 전단변형(shearing)하여 관통할 수 있다.

투사체의 또한, 장력(tension)에 의해 섬유를 손상(break)시킬 수 있다. 직물에 대한 투사체의 충격으로 섬유를 통해 스트

레인 웨이브(strain wave)가 전파된다. 방탄성(ballistic resistance)은 스트레인 웨이브가 직물을 통해 빨리 방해받지 않

고 전파되고 더욱 큰 부피의 섬유가 관여하면 더욱 커진다. 실험 및 분석작업은 모든 실제 경우에, 모든 관통 모드가 존재

하며, 이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복합체의 디자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일 구현에서, 본 발명의 방탄성 물품은 적층 배열의 다수의 서로 플라이된 직물 시이트로 이루어지며, 이 때 적어도 대부분

의 직물 시이트는 상기한 특성을 갖는 캘린더(calendered) 직물 및 상기한 특성을 갖는 캘린더(calendered) 편직으로 구

성되는 그룹으로 부터 선택된다.

다른 구현에서, 본 발명의 내탄도 물품은 적층 배열의 다수의 서로 플라이된 직물 복합체로 이루어지며, 이 때 적어도 대부

분의 직물 복합체 시이트는 상기한 어떠한 하나의 본 발명의 직물 복합체의 특성을 갖는다.

또 다른 구현에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방탄성 물품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일 방법은 상기한 특징을 갖는 2-방향 혹은 다중-방향 직물을 직조(weaving) 혹은 편직(kintting)하는 제조단

계 및 적층 배열로 상기 직물의 시이트를 플라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한 직물은 캘린더(calendered)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직물 시이트는 스티치와 같은 결합수단(joining means)로 서로 결합된다.

다른 구현에서, 본 발명의 방법은 상기한 특성을 갖는 2-방향 혹은 다중-축 직물을 직조 혹은 편직하여 제조하는 단계; 상

기 직물을 캘린더하는 단계; 직물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상기 직물을 ASTM D638로 측정한 초기 인장 모듈러스가 약

6,000psi(41.3MPa)보다 작은 탄성체 및 초기 인장 모듈러스가 최소 약 300,000psi(2068MPa)인 경성 수지로 구성되는

그룹으로 부터 선택된 매트릭스 재료내에 임베딩하는 단계; 및 단일의 물품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직물 복합체 시이트를

서로 결합 및 경화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플라스틱 시이트는 적층 배열된 직물 복합체의 시이트를 플라이(ply)하기 전에 직물 복합체의 일 면의 적어도

일부에 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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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현에서, 본 발명의 방법은 상기한 특성을 갖는 2-방향 혹은 다중-축 직물을 직조 혹은 편직하여 제조하는 단계; 상

기 직물을 캘린더하는 단계; 직물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상기 직물의 적어도 일면의 최소 일부에 플라스틱 필름을 결합

(bonding)하는 단계; 적층된 배열로 직물 복합체 시이트를 프라이(plying)하는 단계; 및 단일한 물품을 형성하도록 직물 복

합체 시이트를 서로 결합(bonding)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다른 구현에서, 본 발명의 방법은 상기한 특성을 갖는 2-방향 혹은 다중-축 직물을 직조 혹은 편직하여 제조하는 단계; 상

기 직물을 캘린더하는 단계; 직물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상기 직물을 ASTM D638로 측정한 초기 인장 모듈러스가 최소

약 300,000psi(2068MPa)인 경성 수지로 본질적으로 구성되는 매트릭스내에 임베딩하는 단계; 및 탄성-코팅된 직물 복합

체를 제조하기 위해 ASTM D638로 측정한 인장 모듈러스가 약 6000psi(41.3MPa)보다 작은 탄성 재료를 직물 복합체 표

면에 적용하는 단계; 적층 배열로 상기 탄성-코팅된 직물 복합체의 시이트를 프라이(ply)하는 단계; 및 단일의 물품을 형성

하기 위해 탄성중합체-코팅된 직물 복합체 시이트를 서로 결합 및 경화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다음의 실시예는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된다. 본 발명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특정한 기술, 조건, 비율 및 결과

는 예시적인 것으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실시예

비교예 1

고도로 배향된, 고분자량의 폴리에틸렌 얀(Honeywell International Inc의 SPECTRA®900)을 American lwer Model

A2 180 직조기로 21 x 21 ends/in ( 8.3ends/cm)의 평직 직물으로 직조하였다. 상기 폴리에틸렌 얀은 1200데니어이며

강력이 30g/d, 초기인장 모듈러스가 850g/d, 파괴력(energy to break)이 40J/g, 파괴강도가 36Kg 및 파괴시 연신율이

3.6%였다. 상기 직물을 에폭시비닐에스테르 수지[Elf Atochem의 1% LUPEROX®256 경화제(2,5-디메틸-2,5-디(2-에

틸헥사노일퍼옥시)헥산)을 함유하는 Dow Chemical의 DERAKANE®411-45]와 함께 침윤시켰다. 경화상태에서 니트한

수지의 초기인장 모듈러스는 490,000psi(3379MPa)였다. 상기 직물의 프리프레그의 수지 함량은 20중량%였다.

17개의 12"X12"(30.5cm x 30.5cm)의 치수를 갖는 직물 프리프레그 시이트를 함께 적층, 접착하고 20분동안 550psi

(3.8MPa)의 압력하에서 116℃로 압착 가열하여 단일 직물 복합체 패널로 경화하였다. 상기 제 2직물 복합체 패널의 면적

밀도는 1.05lbs/sq.ft(5.13Kg/sq.m)이었다.

비교예 2

비교예 1에서 제조된 동일한 직물 프리프레그 17개의 12"X12"(30.5cm x 30.5cm) 시이트의 제 2세트를 자르고 함께 적층

하였다. 상기 시이트를 접착하고 20분동안 550psi(3.8MPa)의 압력하에서 116℃로 압착 가열하여 단일 직물 복합체 패널

로 경화하였다. 상기 직물 복합체 패널의 면적밀도는 1.06lbs/sq.ft (5.18Kg/sq.m)이었다.

비교예 3

고도로 배향된, 고분자량의 폴리에틸렌 얀(Honeywell International Inc의 SPECTRA®1000)을 American lwer Model

A2 180 직조기로 21 x 21 ends/in ( 8.3ends/cm)의 평직 직물으로 직조하였다. 상기 폴리에틸렌 얀은 1300데니어이며

강력이 35g/d, 초기인장 모듈러스가 1150g/d, 파괴력(energy to break)이 45J/g, 파괴강도가 45Kg 및 파괴시 연신율이

3.4%였다. 상기 직물을 동일한 속도로 회전하는 대향롤을 통과시키고 121℃에서 직물 너비 당 952lbs/inch(163kN/m)의

압력을 적용하여 캘린더(calendered) 가공하였다.

상기 직물을 에폭시비닐에스테르 수지, 1% LUPEROX®256 경화제를 함유하는 DERAKANE®411-45와 함께 침윤시켰

다. 경화상태에서 니트한 수지의 초기인장 모듈러스는 490,000psi(3379MPa)였다. 상기 직물의 프리프레그의 수지 함량

은 20중량%였다. 17개의 12"X12"(30.5cm x 30.5cm)의 치수를 갖는 직물 프리프레그 시이트를 함께 적층, 접착하고 20

분동안 550psi(3.8MPa)의 압력하에서 116℃로 압착 가열하여 단일 직물 복합체 패널로 경화하였다. 상기 직물 복합체 패

널의 면적밀도는 1.0lbs/sq.ft(4.89Kg/sq.m)이었다.

실시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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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이방향성 직물을 American lwer Model A2 180 직조기로 직조하였다. 상기 직물은 4개의 얀세트로 이루어졌

다. 상기 제 1얀 및 제 2얀 세트는 각각 병렬의 고도로 배향된, 고분자량 연속 필라멘트 폴리에틸렌 얀(Honeywell

International Inc의 SPECTRA®1000)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폴리에틸렌 얀은 1300데니어이며 강력이 35g/d, 초기인장

모듈러스가 1150g/d, 파괴력(energy to break)이 45J/g, 파괴강도가 45Kg 및 파괴시 연신율이 3.4%였다. 도 1의 대표도

에서, 상기 제 1얀 세트 11 및 제 2얀 세트 12는 서로에 대하여 독립적인 평면에서 단일 방향으로 배향된 횡면이었다. 상기

제 1얀세트 11에 횡으로 배열되며 상기 제 1세트의 얀과 석여 짜여진(interlaced) 제 3얀 세트 13은 폴리비닐알콜로 이루

어지며, 상기 폴리비닐알콜은 75데니어이며 파괴강도가 0.38Kg이며 파괴시 연신율이 20%이었다. 상기 제 2 및 제 3얀 세

트에 횡으로 배열되며 상기 제 2 및 제 3얀세트의 얀과 섞여 짜여진 제 4얀 세트 14는 동일한 폴리비닐 알콜 얀으로 이루

어졌다. 상기 직물에서 4개의 얀 세트의 각각의 간격은 9ends/in(3.5ends/cm)였다.

이방향성 직물은 상기 직물을 동일한 속도로 회전하는 대향롤을 통과시키고 121℃에서 직물 너비 당 952lbs/inch

(163kN/m)의 압력을 적용하여 캘린더 가공하였다. 상기 캘린더된 직물을 경화상태에서 490,000psi(3379MPa)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를 갖는 에폭시 비닐 에스테르 수지(1% LUPEROX®256 경화제를 함유하는 DERAKANE®411-45) 20중

량%와 침윤시켰다. 34개의 12"X12"(30.5cm x 30.5cm)의 치수를 갖는 프리프레그 시이트를 접착하고 20분동안 550psi

(3.8MPa)의 압력하에서 116℃로 압착 가열하여 단일 직물 복합체 패널로 경화하였다. 상기 직물 복합체 패널의 면적밀도

는 1.0lbs/sq.ft(4.89Kg/sq.m)이었다.

실시예 2

실시예 1에서 제조된 34개의 동일한 이-방향성 직물 프리프레그 12"X12"(30.5cm x 30.5cm) 시이트의 제 2세트를 자르

고 함께 적층하였다. 상기 시이트를 접착하고 20분동안 550psi(3.8MPa)의 압력하에서 116℃로 압착 가열하여 단일 직물

복합체 패널로 경화하였다. 상기 제 2 이방향성 직물 복합체 패널의 면적밀도는 1.03lbs/sq.ft (5.03Kg/sq.m)이었다.

실시예 3

본 발명의 이방향성 직물을 Liba, Inc의 씨실 삽입된, 날실 니트기계로 니트하였다(knitted). 상기 직물은 3개의 얀세트로

이루어졌다. 상기 제 1얀 및 제 2얀 세트는 각각 고도로 배향된, 고분자량 연속 필라멘트 폴리에틸렌 얀(Honeywell

International Inc의 SPECTRA®1000)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폴리에틸렌 얀은 1300데니어이며 강력이 35g/d, 초기인장

모듈러스가 1150g/d, 파괴력(energy to break)이 45J/g, 파괴강도가 45Kg 및 파괴시 연신율이 3.4%였다. 도 2의 대표도

를 참고하면, 상기 제 1얀 세트 21 및 제 2얀 세트 22는 서로에 대하여 독립적인 평면에서 단일 방향으로 배향된 횡면이었

다. 상기 직물에서 제 1 및 제 2 얀세트 각각의 얀 간격은 9ends/in(3.5ends/cm)였다. 75데니어이며, 파괴강도가 0.38Kg,

파괴시 연신율이 22%이며 폴리비닐알콜로 이루어진 제 3얀 세트 23은 트리코트 스티치로 제 1 및 제 2얀 세트와 인터리

브(interleave)되었다.

상기 이방향성 니트된 직물을 실시예 1과 같이 캘린더하고 경화상태에서490,000psi(3379MPa)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를

갖는 에폭시 비닐 에스테르 수지(1% Lubrisol256 경화제를 함유하는 DERAKANE 411-45) 20중량%와 함께 침윤시켰

다.

34개의 12"X12"(30.5cm x 30.5cm)의 치수를 갖는 프리프레그 시이트를 접착하고 20분동안 550psi(3.8MPa)의 압력하

에서 116℃로 압착 가열하여 단일 직물 복합체 패널로 경화하였다. 상기 직물 복합체 패널의 면적밀도는 1.0lbs/sq.ft

(4.9Kg/sq.m)이었다.

탄도성 시험

비교예 1 내지 3 및 실시예 1 내지 3의 직물 복합체 패널을 MIL-P-46593A에 명시된 17-그래인 FSP(프래그먼트 모의

발사체)를 사용하여 MIL-STD-662E의 방법으로 탄도 저항성을 시험하였다. 50%의 발사체가 타겟의 침투에 실패하는 속

도(V50) 및 타겟의 특정한 에너지 흡수(SEAT)를 측정하였다. 다음 표 I에서는 탄도 성 시험의 결과를 나타낸다.

[표 I]

직물 복합체 패널에서의 탄도성 시험 결과

 실시예 번호  직물 구성  면적밀도, Kg/sq.m  V50, m/sec

공개특허 10-2006-0025112

- 10 -



SEAT J.m2/Kg

 비교예 1  평직  5.13  465  23.2

 비교예 2  평직  5.18  471  23.6

 비교예 3  평직  4.9  ~465  ~25.8

 1  이방향성 직물  4.94  497  27.6

 2  이방향성 직물  5.03  512  28.7

 3  이방향성 니트  4.9  ~490  ~28.6

본 발명의 실시예 1 및 2의 이-방향성 직물은, 직물으로 구성된 복합체 패널에 대한 탄도 저항성을 제공하는, 비교예 1 및

2의 평직 직물에 비하여 우세하였다. 실시예 3의 결과는 이방향성 니트된 직물이 유사하게 우세함을 나타낸다.

특별한 이론에 제한없이, 이방향성 직물에서 강한 얀의 평면적 특성으로 상대적으로 방해없이 전개되는 발포체에 의해 개

시된 탄도 변형 웨이브를 허용하며 섬유가 보다 길어져 발사체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비교하여, 평

직 직물에서 강한 얀의 각 인터리브(interleaving)는 직물을 통한 탄도 이벤트의 전개를 제한하며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작은 섬유 부피로 발포체의 에너지를 집중시킨다.

상기 이방향성 직물은 교차-플라이된(cross-plied) 단일 방향성 직물과 마찬가지로 우세한 탄도 저항성을 가졌으나, 통상

적인 직물 직물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기계로 제조되는 용이함과 경제성을 가졌다.

비교예 4

강력이 30g/d, 초기인장 모듈러스가 850g/d, 파괴력(energy to break)이 40J/g, 파괴강도가 36Kg 및 파괴시 연신율이

3.6%인, 1200데니어 폴리에틸렌 얀 지정된 SPECTRA®900(Honeywell International Inc)을 21 x 21 ends/in (

8.27ends/cm)로 직조하였다. 직물에서 19개의 18 x 18인치(45.7 x 45.7cm) 정사각형을 잘랐다. 상기 정사각형을 서로

적층하여 각각의 독립적인 정사각형을 잇는 어떠한 연결없이 탄도 타겟을 제조하였다.

실시예 4

실시예 1과 동일하게 직조되고 캘린더된 이방향성 직물을 36개의 18 x 18인치(45.7 x 45.7cm) 정사각형으로 잘랐다. 상

기 정사각형을 서로 적층하여 각각의 독립적인 정사각형을 잇는 어떠한 연결없이 탄도 타겟을 제조하였다.

실시예 5

본 발명의 이방향성 직물은 American lwer Model A2 180 직조기로 직조된다. 상기 직물은 4개의 얀세트로 이루어진다.

상기 제 1얀 및 제 2얀 세트는 각각 고도로 배향된, 고분자량의 연속적인 필라멘트 폴리에틸렌 얀(Honeywell

International Inc의 SPECTRA®1000)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폴리에틸렌 얀은 1300데니어, 강력이 35g/d, 초기인장 모

듈러스가 1150g/d, 파괴력이 45J/g, 파괴강도가 45Kg 그리고 파괴시 연신율이 3.4%이다.

상기 제 1얀 세트에 횡으로 배열되고 상기 제 1세트의 얀과 섞여 짜여진 제 3얀 세트는 폴리우레탄 분할된(segmented) 블

록 공중합체 탄성 중합체 얀(DuPont LYCRA®SPANDEX 상표)로 이루어지며, 상기 폴리우레탄 분할된 블록 공중합체 탄

성 중합체 얀은 1120 데니어이며, 파괴강도가 0.76Kg이며 파괴시 연신율이 535%였다. 상기 제 2 및 제 3얀 세트에 횡으

로 배열되며 상기 제 2 및 제 3얀 세트의 얀과 섞여 짜여진 제 4얀 세트는 상기 제 3얀세트의 것과 동일한 탄성 중합체 얀

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직물에서 4개 얀세트의 각각의 얀 간격은 9ends/in(3.5ends/cm)이었다.

상기 직물을 36개의 18x18 inch(45.7 x 45.7 cm)의 정사각형으로 자르고 함께 적층하여 각각의 독립적인 정사각형을 잇

는 어떠한 연결이 없는 탄도 타겟을 형성한다.

실시예 6

본 발명의 이방향성 직물을 Liba, Inc의 씨실 삽입된, 날실 니트기계로 니트하였다(knitted). 상기 직물은 3개의 얀세트로

이루어졌다. 상기 제 1 및 제 2얀 세트는 각각 고도로 배향된, 고분자량 연속 필라멘트 폴리에틸렌 얀(Honeywell

International Inc의 SPECTRA®1000)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폴리에틸렌 얀은 1300데니어이며 강력이 35g/d, 초기인장

모듈러스가 1150g/d, 파괴력(energy to break)이 45J/g, 파괴강도가 45Kg 및 파괴시 연신율이 3.4%였다. 상기 제 1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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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및 제 2얀 세트는 서로에 대하여 독립적인 평면에서 단일 방향으로 배향된 횡면이었다. 상기 직물에서 제 1 및 제 2

얀세트의 각각의 얀 간격은 9ends/in(3.5ends/cm)였다. 1120데니어이며, 파괴강도가 0.76Kg, 파괴시 연신율이 535%인

폴리우레탄 분할된 블록 공중합체(DuPont LYCRA®SPANDEX 상표) 탄성 중합체 얀으로 이루어진 제 3얀 세트는 상기

제 1 및 제 2얀세트와 트리코트 스티치로 인터리브된다.

상기 직물은 36개의 18x18 inch(45.7 x 45.7 cm)의 정사각형으로 자르고 함께 적층하여 각각의 독립적인 정사각형을 잇

는 어떠한 연결이 없는 탄도 타겟을 형성한다.

실시예 7

본 발명의 다축 직물을 Liba, Inc의 씨실 삽입된, 날실 니트기계로 니트하였다. 상기 직물은 각 평면에서 4개의 연속 필라

멘트 단일방향성 얀세트로 이루어지며, 제 5얀 세트는 고리를 양면짜기한 단일방향성 얀 세트와 섞여 짜여지고 결합된다.

상기 제 1얀 및 제 2얀 세트는 각각 고도로 배향된, 고분자량 연속 필라멘트 폴리에틸렌 얀(Honeywell International Inc

의 SPECTRA®1000)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폴리에틸렌 얀은 1300데니어이며 강력이 35g/d, 초기인장 모듈러스가

1150g/d, 파괴력(energy to break)이 45J/g, 파괴강도가 45Kg 및 파괴시 연신율이 3.4%였다. 상기 제 3 및 제 4얀 세트

는 각각 연속적인 필라멘트 아라미드얀(E.I Dupont de Nemours & Co의 KEVLAR®49)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아라미드

얀은 1140데니어이며 강력이 28g/d, 초기인장 모듈러스가 976g/d, 파괴력(energy to break)이 25J/g, 파괴강도가

31.9Kg 및 파괴시 연신율이 2.9%였다. 제 5의 섞여짜여진 얀 세트는 부분적으로 배향된 나일론 6얀으로 구성되며, 상기

나일론 6얀은 300데니어이며, 파괴강도가 0.6Kg 및 파괴시 연신율이 40%였다. 상기 직물에서 각각의 단일 방향성 얀 세

트에서의 얀의 간격은 20ends/in(7.9ends/cm)이다.

도 3의 대표도를 참고하여, 상기 제 1얀 세트 31 및 상기 제 2얀 세트 32는 독립적인 평면에 대하여 서로 단일 방향으로 배

향된 가로면이다. 상기 제 3단일 방향성 얀 세트 33은 바로 아래의 세트 32의 얀과 45°의 각을 이룬다. 상기 제 4단일방향

성 얀 세트 34는 바로 아래의 세트 33의 얀과 횡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제 5얀 세트 35는 고리를 양면짜기하는 단일 방향

성 얀 세트와 섞여 짜여지고 결합된다.

다축 직물은 실시예 1과 같이 캘린더되고 직물을 정사각형으로 자르고 서로 적층하여 독립적인 정사각형을 잇는 어떠한

연결이 없는 탄도 타겟을 형성한다.

탄도성 시험

비교예 4 및 실시예 4 내지 7에서 제조된 타겟의 탄도저항성을 클레이 배킹 및 9mm의 완전 금속 재킷된, 124그래인

(8.0g) 발사체를 사용하여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Standard NIJ 0101 03에 따라 측정한다. 50%의 발사체가 타겟

의 침투에 실패하는 속도(V50) 및 타겟의 특정한 에너지 흡수(SEAT)를 다음 표 Ⅱ에 나타낸다.

[표 Ⅱ]

적층된 직물 타겟의 탄도성 시험 결과

 실시예 번호  직물 구성  면적밀도, Kg/sq.m  V50, m/sec SEAT J.m2/Kg

 비교예 4  평직  4.26  275  72

 실시예 4  이방향성 직물  4.18  ~280  ~75

 실시예 5  이방향성 직물  4.18  ~280  ~75

 실시예 6  이방향성 니트  4.18  ~280  ~75

 실시예 7  다축 니트  4.18  ~280  ~75

본 발명의 이-방향성 및 다축 직물은 탄도성 발사체에 의한 침투에 대하여 필적할 정도 또는 보다 나은 저항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기 탄성 중합체 얀을 함유하는 직물이 연질 방호복에 편입되는 경우에 착용자에게 보다 용이하

며 편안한 만족감을 줄 수 있다.

비교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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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로 배향된, 고분자량의 폴리에틸렌 얀(Honeywell International Inc의 SPECTRA®900)을 American lwer Model

A2 180 직조기로 21 x 21 ends/in ( 8.3ends/cm)의 평직 직물으로 직조하였다. 상기 폴리에틸렌 얀은 1200데니어이며

강력이 30g/d, 초기인장 모듈러스가 850g/d, 파괴력(energy to break)이 40J/g, 파괴강도가 36Kg 및 파괴시 연신율이

3.6%였다. 상기 직물의 일표면이 초기인장 모듈러스 200psi(1.4MPa)을 갖는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탄

성중합체 지정된 KRATON®D1107로 코팅되었다.

상기 탄성 중합체는 상기 코팅된 직물의 5중량%였다. 두께가 0.00035인치(8.89마이크로미터)인 선형의 저밀도 폴리에틸

렌 필름은 상기 직물, 상기 폴리에틸렌 필름 및 외부 폴리에스테르 방출필름을 121℃에서 635lbs/inch(109kN/m)의 롤압

력 하에서 동일한 속도로 조작되는 대향롤에 통과시켜 상기 직물의 탄성 중합체 표면에 라미네이트되었다. 그 다음 상기

방출 필름을 상기 폴리에틸렌-직물 복합체로부터 스트립하였다. 상기 폴리에틸렌 필름은 직물 복합체의 3.5중량%로 구성

되었다.

상기 직물 복합체를 19개의 18x18 inch(45.7 x 45.7 cm)의 정사각형으로 자르고 함께 적층하여 각각의 독립적인 정사각

형을 잇는 어떠한 연결이 없는 탄도 타겟을 제조하였다. 상기 타겟의 면적밀도는 1.01 bs/sq.ft(4.94Kg/sq.m)이었다.

비교예 6

교차 플라이된 단일 방향성 직물 복합체(Honeywell International Inc의 SPECTRA SHIELD®LCR)를 18x18 inch(45.7

x 45.7 cm)의 정사각형으로 잘랐다. 상기 직물 복합체는 고도로 배향된, 고분자량의 폴리에틸렌 얀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폴리에틸렌 얀은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라미네이트된 탄성 중합체 매트릭스에서 강력이 35g/d, 초기인장 모듈러스가

1150g/d, 파괴력이 45J/g이며, 파괴강도가 45Kg이며 파괴시 연신율이 3.4%였다. 24개의 정사각형을 서로 적층하여 각

각의 독립적인 정사각형을 잇는 어떠한 연결이 없는 탄도 타겟을 제조하였다. 상기 타겟의 면적밀도는 0.75 lb/sq.ft

(3.66Kg/sq.m)이었다.

실시예 8

실시예 1에 개시된 바와 같이 동일한 이-방향성 직물 직물은 실시예 1에 개시된 바와 같이 캘린더되고 초기인장 모듈러스

가 200psi(1.4MPa)인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탄성 중합체 명명된 KRATON®D1107과 함께 침윤된다.

상기 탄성 중합체 매트릭스는 상기 직물 복합체의 20중량%이다. 상기 직물 복합체는 각 표면상에서 두께가 0.0015 in(38

마이크로미터)인 이축으로 배향된 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름과 함께 라미네이트된다. 상기 라미네이트된 직물 복합체를 35

개의 정사각형으로 자르고 함께 적층하여 각각의 독립적인 정사각형을 잇는 어떠한 연결이 없는 탄도 타겟을 제조한다. 상

기 타겟 면적밀도는 1.05 lb/sq.ft(5.13Kg/sq.m)이다.

실시예 9

실시예 3에 개시된 바와 같이 동일한 이-방향성 니트된 직물을 실시예 1에 개시된 바와 같이 캘린더시키고 초기인장 모듈

러스가 200psi(1.4MPa)인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탄성 중합체 명명된 KRATON®D1107과 함께 침윤된

다. 상기 탄성 중합체 매트릭스는 상기 직물 복합체의 20중량%이다. 상기 직물 복합체는 각 표면상에서 두께가 0.0015 in

(38마이크로미터)인 이축으로 배향된 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라미네이트된다. 상기 라미네이트된 직물 복합체를 35

개의 정사각형으로 자르고 함께 적층하여 각각의 독립적인 정사각형을 잇는 어떠한 연결없이 탄도 타겟을 제조한다. 상기

타겟 면적밀도는 1.02lb/sq.ft(4.98Kg/sq.m)이다.

실시예 10

실시예 7에 개시된 동일한 다축 직물을 실시예 1에 개시된 바와 같이 캘린더하고 초기인장 모듈러스가 200psi(1.4MPa)인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탄성 중합체 지정된 KRATON®D1107과 함께 침윤시킨다. 상기 탄성 중합체 매

트릭스는 상기 직물 복합체의 20중량%이다. 상기 직물 복합체는 각 표면상에서 두께가 0.0015 in(38마이크로미터)인 이

축으로 배향된 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라미네이트된다.

상기 라미네이트된 직물 복합체를 정사각형으로 자르고 함께 적층하여 각각의 독립적인 정사각형을 잇는 어떠한 연결이

없는 탄도 타겟을 제조한다. 상기 타겟 면적밀도는 1.02lb/sq.ft(4.98Kg/sq.m)이다.

탄도성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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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예 5 및 6 및 실시예 5 내지 9에서 제조된 타겟의 탄도저항성을 클레이 배킹 및 9mm의 완전 금속 재킷된, 124그래인

(8.0g) 발사체를 사용하여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Standard NIJ 0101 03에 따라 측정한다. 50%의 발사체가 타겟

의 침투에 실패하는 속도(V50) 및 타겟의 특정한 에너지 흡수(SEAT)를 다음 표 Ⅲ에 나타낸다.

[표 Ⅲ]

적층된 직물 복합체의 탄도성 시험 결과

 실시예 번호  직물 구성  면적밀도, Kg/sq.m  V50, m/sec SEAT J.m2/Kg

 비교예 5  평직  4.94  1246  117

 비교예 6 교차 플라이된

단일방향성

 3.66  1450  214

 8  이방향성 직물  5.13  ~1575  ~180

 9  이방향성 니트  4.98  ~1570  ~187

 10  다축 니트  4.98  ~1570  ~187

본 발명의 이-방향성 및 다축 직물 복합체는 평직 직물 복합체 및 교차 플라이된 단일 방향성 직물 복합체에 대하여 중간

정도의 탄도 저항성(SEAT)을 갖는 것으로 예상된다.

실시예 11

본 발명의 이-방향성 직물을 American lwer Model A2 180 직조기로 직조한다. 상기 직물은 4개의 얀 세트로 이루어진

다. 상기 제 1 및 제 2얀 세트는 각각 고도로 배향된 고분자량의 폴리에틸렌얀(Honeywell International Inc의

SPECTRA®1000)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폴리에틸렌 얀은 1300데니어이며 강력이 35g/d, 초기인장 모듈러스가 1150g/

d, 파괴력(energy to break)이 45J/g, 파괴강도가 45Kg 및 파괴시 연신율이 3.4%였다.

상기 제 1얀 세트에 횡으로 배열되고 상기 제 1세트의 얀과 섞여 짜여진 제 3얀 세트는 100데니어이며 파괴 강도가 0.2Kg

이며 파괴시 연신율이 45%인 수용성 폴리비닐알콜로 이루어진다. 상기 제 2 및 제 3얀세트에 횡으로 배열되고 상기 제 2

및 제 3얀 세트의 얀과 섞여 짜여진 제 4얀 세트는 동일한 폴리비닐알콜 얀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직물에서 상기 4개의 얀

세트 각각의 얀 간격은 9ends/in (3.5ends/cm)이다.

본 발명의 특정한 구현에 대하여 기술한 상기한 바로부터, 다양한 변형, 조절 및 개선은 이 기술분야의 기술자에게 쉽게 이

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형, 조절 및 개선 모두는 본 발명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상기한 사항은

단지 본 발명을 예시하는 것으로 이로써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제 1 플레인에 놓여지는 제 1 세트의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b) 상기 제 1 플레인 상부의 제 2 플레인에 놓여지며 그리고 상기 제 1 세트의 얀에 횡단으로 배열되는 제 2 세트의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c) 상기 제 1 세트의 얀에 횡단으로 배열되며 그리고 상기 제 1 세트의 얀과 교차되는 제 3 세트의 얀(여기서, 상기 제 3 세

트의 각 얀은 상기 제 1 세트의 일부 얀의 상부에 그리고 나머지 얀의 하부에 놓여진다);

d) 상기 제 2 세트 및 제 3 세트의 얀에 횡단으로 배열되며 상기 제 2 및 제 3 세트의 얀과 교차되는 제 4 세트의 얀(여기

서, 상기 제 4 세트의 각 얀은 상기 제 2 및 제 3 세트의 일부 얀의 상부에 그리고 나머지 얀의 하부에 놓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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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며, 여기서 각각의 상기 제 1 및 제 2 세트의 얀은 ASTM D2256에 의한 측정시 약 15g/d이상의 강인도, 약

400g/d이상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 및 약 22 J/g이상의 파괴 에너지를 가지며; 그리고 각각의 상기 제 1 및 제 2 세트의 얀

은 각 상기 제 3 및 제 4 세트의 얀을 포함하는 상기 얀에 비례하여 적어도 약 두배의 파괴강도 및 2분의 1의 파괴 신장율

을 갖는 직물.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세트의 얀은 연속 필라멘트 고 배향 고분자량 폴리올레핀, 아라미드, 폴리벤즈아졸 및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각각 독립적으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세트의 얀은 연속 필라멘트 고 배향 고분자량 폴리에틸렌, 폴리(p-페닐렌 테레프탈아

미드), 폴리(m-페닐렌 이소프탈아미드), 폴리(벤조비스옥사졸), 폴리(벤조비스티아졸), 폴리(벤조비스이미다졸) 및 이들

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각각 독립적으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및 제 4 세트의 얀은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폴리비닐 알코올, 폴리올레핀, 폴리아크릴로

니트릴, 폴리우레탄, 셀룰로오즈 아세테이트, 면, 모 및 이들의 공중합체 및 혼합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각각 독립적

으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및 제 4 세트의 얀중 적어도 하나의 얀은 탄성중합 섬유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및 제 4 세트의 얀중 적어도 하나의 얀은 스테이플 섬유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세트의 얀의 각 얀은 각각의 상기 제 3 및 제 4 세트의 얀을 포함하는 얀에 비례하여 적

어도 3배의 파괴강도 및 3분의 1의 파괴 신장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세트 얀의 각 얀은 각각의 상기 제 3 및 제 4 세트의 얀을 포함하는 얀에 비례하여 적어

도 3배의 파괴강도 및 10분의 1의 파괴 신장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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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 2, 제 3, 및 제 4 세트의 얀의 각 스페이싱은 독립적으로 약 5엔즈/인치(1.97엔즈/cm) 내지

약 50엔즈/인치(19.7엔즈/c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 2, 제 3, 및 제 4 세트의 얀의 각 스페이싱은 독립적으로 약 8엔즈/인치(3.15엔즈/cm) 내지

약 20엔즈/인치(7.87엔즈/c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직물은 캘린더링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청구항 12.

a) 제 1 플레인에 놓여지는 제 1 세트의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b) 상기 제 1 플레인 상부의 제 2 플레인에 놓여지며 그리고 상기 제 1 세트의 얀에 횡단으로 배열되는 제 2 세트의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c) 상기 제 1 세트 및 제 2 세트의 얀과 교차되는 연동 루프를 형성하는 제 3 세트의 얀(여기서, 상기 제 3 세트의 각 얀은

상기 제 1 세트 및 제 2 세트의 일부 얀의 상부에 그리고 나머지 얀의 하부에 놓여진다);

을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제 1 및 제 2 세트의 얀은 ASTM D2256에 의한 측정시 약 15g/d이상의 강인도, 약 400g/d이상

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 및 약 22 J/g이상의 파괴 에너지를 가지며; 그리고 상기 제 1 및 제 2 세트의 얀은 상기 제 3 세트의

얀을 포함하는 얀에 비례하여 적어도 약 두배의 파괴강도 및 약 2분의 1의 파괴 신장백분율을 갖는 편직물.

청구항 13.

a) 바닥 플레인내에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세트;

b) 각각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세트에 의해 규정되며 상기 바닥 플레인의 상부에 존재하는 다수의 중간 플레인;

c) 탑 플레인내에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세트;

d) 연동 루프를 형성하는 인터레이싱 얀 세트;

을 포함하며, 여기서 각각의 상기 플레인내의 단방향 얀 세트는 인접 플레인내의 단방향 얀 세트에 상대적인 각으로 회전

하며; 여기서 각각의 상기 단방향 얀 세트의 얀은 ASTM D2256에 의한 측정시 모두 약 15g/d이상의 강인도, 약 400g/d이

상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 및 약 22 J/g이상의 파괴 에너지를 가지며; 그리고 각각의 상기 단방향 얀 세트의 얀은 상기 인터

레이싱 얀을 포함하는 얀에 비례하여 적어도 약 두배의 파괴강도 및 최대 약 2분의 1의 파괴 신장백분율을 갖는 편직물.

청구항 14.

제 12항 또는 제 13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세트 는 연속 필라멘트 고 배향 고분자량 폴리올레

핀, 아라미드, 폴리벤즈아졸 및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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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2항 또는 제 13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세트 는 연속 필라멘트 고 배향 고분자량 폴리에틸

렌, 폴리(p-페닐렌 테레프탈아미드), 폴리(m-페닐렌 이소프탈아미드), 폴리(벤조비스옥사졸), 폴리(벤조비스티아졸), 폴

리(벤조비스이미다졸) 및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직물.

청구항 16.

제 12항 또는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레이싱 얀 세트는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폴리비닐 알코올, 폴리올레핀, 폴

리아크릴로니트릴, 폴리우레탄, 셀룰로오즈 아세테이트, 면, 모 및 이들의 공중합체 및 혼합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직물.

청구항 17.

제 12항 또는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레이싱 얀 세트는 탄성중합 섬유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직물.

청구항 18.

제 12항 또는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레이싱 얀 세트는 스테이플 섬유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직물.

청구항 19.

제 12항 또는 제 13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세트는 상기 인터레이싱 얀 세트를 포함하는 얀에

비례하여 적어도 3배의 파괴강도 및 10분의 1의 파괴 신장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직물.

청구항 20.

제 12항 또는 제 13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연속 필라멘트 단방향 얀 세트의 스페이싱은 독립적으로 약 5엔즈/인치(1.97

엔즈/cm) 내지 약 50엔즈/인치(19.7엔즈/c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직물.

청구항 21.

제 12항 또는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각은 약 8엔즈/인치(3.15엔즈/cm) 내지 약 20엔즈/인치(7.87엔즈/cm)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편직물.

청구항 22.

제 12항 또는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직물은 캘린더링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직물.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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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기재된 특징을 갖는 직물, 제 12항에 기재된 특징을 갖는 편직물, 및 제 13항에 기재된 특징을 갖는 편직물로 구

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직물을 포함하며, ASTM D638에 의한 측정시 약 6,000psi(41.3MPa)미만의 초기 인장 모듈

러스를 갖는 탄성중합 매트릭스 및 적어도 약 300,000psi(2068MPa)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를 갖는 경성 매트릭스로 구성

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매트릭스내에 임베딩된 직물 복합체.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매트릭스는 ASTM D638에 의한 측정시 적어도 약 300,000psi(2068MPa)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

를 갖는 경성 매트릭스이며, 그리고 상기 직물 복합체의 일 표면의 적어도 일부에 코팅되는 경우 ASTM D638에 의한 측정

시 약 6,000psi(41.3MPa)미만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를 갖는 탄성중합 물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복합체.

청구항 25.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직물은 캘린더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복합체.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플라스틱 필름이 상기 직물 복합체 표면의 적어도 일부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복합체.

청구항 27.

제 25항에 있어서, 탄성중합체가 상기 직물의 적어도 하나의 표면의 적어도 일부에 코팅되며, 상기 탄성중합체는 ASTM

D638에 의한 측정시 약 6,000psi(41.3MPa)이하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를 가지며 그리고 플라스틱 필름이 상기 탄성중합

체 코팅된 표면의 적어도 일부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물 복합체.

청구항 28.

제 11항에 기재된 특징을 갖는 캘린더링된 직물 및 적어도 하나의 상기 직물 표면의 적어도 일부에 결합된 플라스틱 필름

을 갖는 제 22항에 기재된 특징을 갖는 캘린더링된 편직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직물을 포함하는 직물 복합체.

청구항 29.

적층 배열로 서로 함께 플라이된 다수의 직물 시이트로 구성되며, 여기서 상기 직물 시이트의 적어도 과반수는 제 1항에

기재된 특징을 갖는 직물, 제 12항에 기재된 특징을 갖는 편직물, 및 제 13항에 기재된 편직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방탄 물품.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직물은 캘린더링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탄 물품.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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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직물 시이트의 적어도 일부는 ASTM D638에 의한 측정시 약 6,000psi(41.3MPa)미만의 초기 인

장 모듈러스를 갖는 탄성중합 매트릭스 및 적어도 약 300,000psi(2068MPa)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를 갖는 경성 매트릭스

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매트릭스내에 임베딩된 직물 복합체 시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탄 물품.

청구항 32.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매트릭스는 ASTM D638에 의한 측정시 적어도 약 300,000psi(2068MPa)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

를 갖는 경성 매트릭스이며, 그리고 상기 직물 복합체의 일 표면의 적어도 일부에 코팅되는 경우 ASTM D638에 의한 측정

시 약 6,000psi(41.3MPa)미만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를 갖는 탄성중합 물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탄 물품.

청구항 33.

제 27항 내지 제 32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금속, 세라믹, 유리, 금속 충진된 복합체, 세라믹 충진된 복합체 혹은 유리 충

진된 복합체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경성 표면 멤버를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탄 물품.

청구항 34.

제 1항에 기재된 특징을 갖는 직물을 직조하는 단계; 및 상기 직물의 시이트를 적층 배열로 플라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탄 물품 제조방법.

청구항 35.

제 11항에 기재된 특징을 갖는 직물을 직조하는 단계; 및 상기 직물의 시이트를 적층 배열로 플라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탄 물품 제조방법.

청구항 36.

제 22항에 기재된 특징을 갖는 직물을 직조하는 단계; 및 상기 직물의 시이트를적층 배열로 플라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탄 물품 제조방법.

청구항 37.

제 34항 내지 제 3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결합 수단에 의해 상기 직물 시이트를 서로 결합시키는 단계를 더욱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8.

a) 제 11항에 기재된 특징을 갖는 직물을 직조하는 단계;

b) ASTM D638에 의한 측정시 약 6,000psi(41.3MPa)미만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를 갖는 탄성중합체 및 적어도

300,000psi(2068MPa)의 초기 인장 모듈러스를 갖는 경성 수지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매트릭스내에 상기 직

물을 임베딩시키는 단계;

c) 적층 배열로 상기 직물 복합체의 시이트를 플라이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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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상기 직물 복합체의 시이트를 서로 결합 및 경화하여 단위 물품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탄 물품 제조방법.

청구항 39.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직물 복합체의 시이트를 적층 배열로 플라이하기전에 상기 직물 복합체의 일 표면의 적어도 일부

에 플라스틱 시이트를 결합시키는 단계를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0.

a) 제 11항에 기재된 특징을 갖는 직물을 직조하는 단계;

b) 직물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상기 직물의 적어도 일면의 최소 일부에 플라스틱 필름을 결합하는 단계;

c) 적층된 배열로 직물 복합체 시이트를 플라이하는 단계; 및

d) 단일한 물품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직물 복합체 시이트를 서로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탄 물품 제조방법.

청구항 41.

a) 제 22항에 기재된 특징을 갖는 직물을 편직하는 단계;

b) 직물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상기 직물을 ASTM D638로 측정한 초기 인장 모듈러스가 약 6,000psi(41.3MPa)보다 작

은 탄성중합체 및 초기 인장 모듈러스가 최소 약 300,000psi(2068MPa)인 경성 수지로 구성되는 그룹으로 부터 선택된 매

트릭스내에 임베딩하는 단계;

c) 적층 배열로 상기 직물 복합체 시이트를 플라이하는 단계; 및

d) 단일의 물품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직물 복합체 시이트를 서로 결합 및 경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탄 물품 제조방법.

청구항 42.

a) 제 22항에 기재된 특징을 갖는 직물을 편직하는 단계;

b) 직물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상기 직물의 적어도 일면의 최소 일부에 플라스틱 필름을 결합하는 단계;

c) 적층된 배열로 직물 복합체 시이트를 플라이하는 단계; 및

d) 단일한 물품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직물 복합체 시이트를 서로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탄 물품 제조방법.

청구항 43.

a) 제 11항에 기재된 특징을 갖는 직물을 직조하는 단계;

b) 직물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상기 직물을 ASTM D638로 측정한 초기 인장 모듈러스가 최소 약 300,000psi

(2068MPa)인 경성수지로 본질적으로 구성되는 매트릭스내에 임베딩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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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탄성중합체-코팅된 직물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ASTM D638로 측정한 인장 모듈러스가 약 6000psi(41.3MPa)보다

작은 탄성 재료를 직물 복합체 표면에 적용하는 단계;

d) 적층 배열로 상기 탄성중합체-코팅된 직물 복합체 시이트를 플라이하는 단계; 및

e) 단일의 물품을 형성하기 위해 탄성중합체-코팅된 직물 복합체 시이트를 서로 결합 및 경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탄

물품 제조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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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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