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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섬유질 매트릭스와 흡수성 재료를 갖는 흡수성 복합물이 발표된다.  섬유질 매트릭스는 복합물 전체에 분
포된 공극과 공극간 통로를 형성한다.  흡수성 재료는 일부 공극내에 유지된다.  이들 공극에 위치된 흡
수성 재료는 공극으로 팽창 가능하다.  선호되는 구체예에서 복합물의 섬유질 매트릭스는 탄성섬유와 매
트릭스 섬유를 포함한다.  복합물은 선택적으로 습강도제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3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흡수성 복합물, 특히 초흡수성 재료를 포함하는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에 관계한다.

배경기술

목질 펄프에서 유도된 셀룰로오스 섬유는 기저귀, 실금(incontinence) 제품, 여성위생제품과 같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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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제품에 사용된다.  흡수 제품은 높은 액체 흡수용량 뿐만 아니라 사용중 내구성과 효과적인 유체 취
급을 위한 양호한 건조강도 및 습강도 특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셀룰로오스 섬유로 제조된 제품의 흡
수용량은 초흡수성 폴리머와 같은 초흡수성 재료를 첨가하여 향상되기도 한다.  당해분야에서 공지된 초
흡수성 폴리머는 중량의 5 내지 100배 이상의 양으로 액체를 흡수할 용량을 가진다.  따라서 초흡수성 폴
리머의 존재는 셀룰로오스제 흡수제품의 액체수용용량을 크게 증가시킨다.

초흡수성 폴리머는 액체와 접촉시 액체를 흡수해서 팽윤하므로 지금까지의 초흡수성 폴리머는 전통적인 
건식, 공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셀룰로오스 매트에 주로 포함되었다.  셀룰로오스 매트 형성을 위한 습식
공정은 흡수성 매트 형성동안 초흡수성 폴리머가 액체를 흡수해서 팽윤하므로 완전한 건조를 위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습식공정에 의해 형성된 셀룰로오스 구조는 건식공정으로 형성된 구조보다 탁월한 성질을 보인다.  습식
공정에 의한 셀룰로오스 구조의 유체 분포, 보전성 및 심지 특성은 건식 공정에 의한 구조보다 탁월하다.  
습식 복합물의 장점과 초흡수성 재료의 고흡수용량을 조합할려는 시도는 초흡수성 재료를 포함한 다양한 
습식 흡수성 복합물을 형성시킨다.  일반적으로 이들 구조는 다층 복합물내에 층으로서 분포된 초흡수성 
재료를 포함한다.  초흡수성 폴리머는 흡수성 구조에 균일하게 분포되지 않으며 국지화 되므로 이들 복합
물은 겔 차단을 받기 쉽다.  액체 흡수시 초흡수 재료는 응집되어 복합물의 비습윤 부위로 액체를 빨아들
이는 것을 막는 젤라틴 덩어리를 형성한다.  수득된 액체가 복합물의 비습윤 부위로 분배되는 것을 막음
으로써 겔차단은 섬유질 복합물내 초흡수 재료의 효과적인 사용을 방지한다.  이러한 섬유질 복합물의 감
소된 용량은 모세관 및 분배 채널의 협소화 때문이며 이것은 초흡수성 재료의 팽윤을 수반한다.  초흡수
성 재료를 포함하는 전통적인 흡수성 코어의 모세관 분배 채널의 손실과 흡수 용량의 감소는 감소된 액체 
흡수속도와 연속 액체 공격시 불량한 액체 분포로 입증된다.

따라서, 초흡수성 재료를 포함하며 액체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복합물 전체로 액체를 빨아들이고 흡수된 
액체를 겔차단없이 액체가 효과적으로 흡수되어서 유지되는 흡수성 재료에 분배시키는 흡수성 복합물이 
필요하다.  또한, 연속적인 액체 공격시 계속해서 액체를 습득하여 복합물 전체에 분배시키는 흡수성 복
합물이 필요하다.  추가로, 습강도, 흡수용량 및 취득, 액체 분배, 부드러움 및 탄성을 포함한 습식공정
에 의한 복합물과 관련된 장점을 보이는 초흡수성 재료 함유 흡수성 복합물이 필요하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흡수성 재료를 포함한 그물망 섬유질 흡수성 복합물과 그 형성방법에 관계한다.  흡수성 복합
물은 흡수성 재료를 포함하고 3차원 채널 또는 모세관 네트워크를 가지는 섬유질 매트릭스이다.  복합물 
그물망은 액체 흡수, 취득, 분배를 향상시키며 동시에 흡수성 재료는 높은 흡수용량을 제공한다.  습강도
제가 복합물에 포함되어서 습식 완전성을 제공하며 복합물에 흡수성 재료를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흡수성 복합물은 안정한 3차원 섬유망과 채널을 포함하여서 액체의 신속한 취득 및 빨아들임을 가능케 한
다.  섬유와 채널은 취득된 액체를 복합물 전체에 분배시키고 액체를 복합물내 존재하는 흡수성 재료에 
안내하여서 액체가 최종적으로 흡수된다.  액체 도입전, 중 및 후 복합물은 그 완전성을 유지한다.  한 
구체예에서 복합물은 습윤시 최초의 체적을 복구시킬 수 있는 치밀 복합물이다.

한가지 측면에서 본 발명은 흡수성 재료를 포함하는 섬유질 매트릭스를 갖는 흡수성 복합물을 제공한다.  
섬유질 매트릭스는 공극과 공극사이의 통로를 형성하고, 이들은 복합물 전체에 분포된다.  흡수성 재료는 
일부 공극내에 위치된다.  이들 공극내 위치한 흡수성 재료는 공극속으로 팽창가능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측면에서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 형성방법이 제공된다.  이 경우에 흡수성 복합물은 흡
수성 재료를 포함하는 습식 복합물로 형성된다.  이 방법은 분산매체에서 섬유, 흡수성 재료, 습강도제의 
혼합물로 부터 습식 복합물을 형성하고, 습식 복합물을 건조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본 발명의 복합물을 제
공한다.  이 방법의 한 구체예에서 흡수성 재료는 슬러리내 분산매체와 조합시 수화하고 팽윤한다.  습식 
복합물 건조는 팽윤된 흡수성 재료의 탈수를 가져오며 동시에 흡수성 재료의 크기가 감소된다.  팽윤된 
흡수성 재료의 크기 감소는 건조된 흡수성 복합물내 공극의 형성을 가져온다.  공극은 섬유망 및 채널에 
의해 연결되어서 액체 습득, 분배 및 흡수를 시킨다.  이 방법의 한가지 구체예에서 복합물은 습식 방법
으로 형성되고 또다른 구체예에서 복합물은 발포공정에 의해 형성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 일부의 단면도이다.

도 2 는 본 발명의 습식방법으로 형성된 대표적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 단면의 12배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도 3 은 도 2 의 습식 복합물을 40배 배율로 보여준다.

도 4 는 본 발명의 발포공정으로 형성된 대표적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 단면의 12배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도 5 는 도 4 의 발포공정으로 형성된 복합물을 40배 배율로 보여준다.

도 6 은 본 발명의 습식방법으로 형성된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 단면을 습윤 상태에서 8배 배율로 보여준
다.

도 7 은 도 6 의 습식 복합물을 12배 배율로 보여준다.

도 8 은 본 발명의 발포공정으로 형성된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 단면을 습윤된 상태에서 8배 배율로 보여
준다.

도 9 는 도 8 의 발포공정으로 형성된 복합물을 12배 배율로 보여준다.

도 10 은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을 포함한 흡수 구조의 단면을 보여준다.

도 11 은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을 포함한 또다른 흡수구조의 단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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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는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을 포함한 흡수 제품의 단면을 보여준다.

도 13 은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을 포함한 또다른 흡수 제품의 단면을 보여준다.

도 14 는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을 포함한 또다른 흡수 제품의 단면을 보여준다.

도 15 는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을 포함한 흡수구조의 단면을 보여준다.

도 16 은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을 포함한 또다른 흡수구조의 단면을 보여준다.

도 17 은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을 포함한 또다른 흡수구조의 단면을 보여준다.

도 18 은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을 포함하는 흡수 제품의 일부를 보여주는 단면도
이다.

도 19 는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을 포함하는 또다른 흡수 제품의 일부를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도 20 은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을 포함하는 또다른 흡수 제품의 일부를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 부호설명

10 ... 흡수성 복합물 12 ... 섬유질 부위

14 ... 공극 16 ... 섬유

18 ... 흡수성 재료 20 ... 상부 습득층

22 ... 액체 투과성 판 24 ... 액체 불투과성 지지판

26 ... 액체 투과성 티슈 28 ... 중간층

30 ... 제 3 층 40,50 ... 흡수제품

70,80,90 ... 구조 72 ... 저장층

100,110,120 ... 흡수제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흡수성 복합물은 흡수성 재료를 포함하는 그물망 섬유질 복합물이다.  흡수성 재료는 섬유질 
복합물 전체에 분포되어서 복합물에 의해 습득된 액체를 흡수 및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선호되는 구체
예에서 흡수성 재료는 초흡수성 재료이다.  흡수성 재료에 대한 매트릭스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복합물의 
섬유는 복합물에 접촉하는 액체를 습득해서 습득된 액체를 흡수성 재료에 분배시키는 안정한 3차원 모세
관 또는 채널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복합물은 선택적으로 복합물의 인장강도와 구조적 완전성
을 더욱 증가시키는 습강도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복합물은 흡수성 재료를 포함하는 섬유질 매트릭스이다.  섬유질 매트릭스는 공극과 공극간 통
로를 형성하며, 이들은 복합물 전체에 분포된다.  흡수성 재료는 일부 공극내에 위치된다.  이들 공극내
에 위치된 흡수성 재료는 공극으로 팽창가능하다.

흡수성 복합물은 기저귀 및 운동팬츠; 위생 냅킨, 탐폰 및 팬츠 라이너를 포함한 여성 케어 제품; 성인 
제품; 타월; 수술용 및 치과용 스폰지; 밴드; 식품운반 패드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

복합물은 높은 액체 저장용량을 가지며 고흡수성이므로 액체 저장 코어와 같은 흡수제품에 포함될 수 있
다.  이러한 구조물에서 복합물은 하나 이상의 다른 복합물이나 습득 또는 분배층을 포함하는 층과 조합
될 수 있다.  한 구체예에서 본 발명은 그물망 저장 코어 위에 놓이며 액체 투과성 판과 액체 불투과성 
지지판을 갖는 습득층을 포함한 기저귀와 같은 흡수 제품을 제공한다.  복합물은 액체를 신속히 취해서 
분배시킬 수 있으므로 복합물은 습득된 액체의 일부를 아래에 놓인 저장층에 전달하는 액체 취급층 역할
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 구체예에서 흡수성 복합물은 저장층과 조합되어서 흡수 제품에 유용한 흡수
성 코어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흡수성 복합물은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이다.  "그물망"이란 용어는 액체를 빠르게 습득해서 복
합물 전체에 분배시키고 최종적으로 습득된 액체를 복합물 전체에 분포된 흡수성 재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채널 또는 모세관을 생성하는 안정한 3차원 섬유 네트워크(섬유질 매트릭스)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
는 복합물의 개방성 및 다공성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그물망 복합물은 개방 및 안정 구조이다.  섬유질 복합물의 안정 및 개방구조는 액체를 습득해
서 복합물 전체에 분배시키는데 효과적인 모세관 또는 채널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복합물에서 섬유는 유
체를 복합물내 분포된 흡수성 재료에 안내하는 비교적 치밀한 다발을 형성한다.  복합물의 습강도제는 섬
유간 결합에 의해 섬유질 구조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섬유간 결합은 액체 침입전, 중 및 후 모세관 
또는 채널을 개방상태로 유지시키는 안정한 구조를 복합물에 제공한다.  복합물의 안정한 구조는 초기 액
체 침입후 개방상태로 유지되고 후속 액체 침입시 액체를 취해서 분배시키는데 이용되는 모세관을 제공한
다.

도 1 에서,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10)은 섬유(10)로 구성되며 공극(14)을 형성하
는 섬유질부위(12)를 포함하는 섬유질 매트릭스이다.  일부 공극은 흡수성 재료(18)를 포함한다.  공극
(14)은 복합물(10) 전체에 분포된다.

본 발명의 대표적인 그물망 복합물이 도 2 내지 9 에 도시된다.  이들 복합물은 48중량%의 매트릭스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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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NB 416으로 Weyerhaeuser Co.로 부터 구매가능한 남부 소나무), 12중량%의 탄성섬유(예컨대 폴
리말레산으로 가교결합된 섬유), 40중량% 흡수성 재료(예컨대 Stockhausen으로 부터 구매가능한 초흡수성 
재료), 0.5중량%의 습강도제(예컨대 Kymene으로 Hercules로 부터 구매가능한 폴리아미드-에피클로로히드
린 수지)를 포함한다.  도 2 는 습식공정으로 형성된 본 발명의 복합물 단면을 12배 배율로 보여주는 현
미경 사진이다.  도 3 은 40배 배율로 동일한 단면을 보여준다.  도 4 는 발포공정으로 형성된 본 발명의 
복합물 단면을 12배 배율로 보여주는 현미경 사진이고 도 5 는 40배 배율로 동일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
들 도면에서 복합물의 그물망이 도시된다.  도 3 에서 섬유질 부위는 전체 복합물에 연장되어서 채널 네
트워크를 형성한다.  흡수성 재료를 포함하는 공극을 포함한 공극 지역은 전체 복합물에 나타나며 복합물
의  섬유질  부위와  유체가  통한다.   흡수성  재료는  치밀한  섬유다발로  에워싸인  복합물  공극내에 
나타난다.

도 2-5 에 도시된 복합물의 습윤상태 현미경 사진이 도 6-9 에 도시된다.  이들 현미경 사진은 자유 팽윤 
조건하에서 합성 소변을 습득한 동결건조된 복합물을 잘라서 획득된다.  도 6 및 7 은 각각 8배 및 12배 
배율로 습윤된 습식 복합물의 현미경 사진이고 도 8 및 9 는 각각 8배 및 12배 배율로 습윤된 발포복합물
의 현미경 사진이다.  도 6 에서, 습윤된 복합물에서 흡수성 재료는 팽윤되어 크기가 증가되어서 앞서 흡
수성 재료가 건조복합물에서 점유한 공극을 더 완전히 점유한다.

복합물의 섬유질 매트릭스는 주로 섬유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섬유는 복합물 총중량에 대해서 20 내지 
90중량%, 특히 50 내지 70중량%의 양으로 복합물에 존재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섬유는 당해
분야에서 공지이며 습식 복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섬유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복합물은 탄성섬유를 포함한다.  "탄성섬유"는 복합물에 그물망을 부여하도록 존재하는 섬유이
다.  복합물에 탄성섬유를 포함시키면 구조적 완전성 손실없이 액체 흡수시 복합물이 팽창할 수 있다.  
탄성 섬유는 복합물에 부드러움을 부여하기도 한다.  추가로 탄성섬유는 복합물 형성공정에서 장점을 제
공한다.  탄성섬유를 포함한 습식 복합물로 인한 다공성 및 개방 구조 때문에 이들 복합물은 물을 쉽게 
배출시키고 그러므로 탄성섬유를 포함하지 않은 습식 복합물보다 쉽게 탈수 및 건조된다.  복합물은 복합
물 총중량에 대해서 5 내지 60중량%, 특히 10 내지 40중량%의 양으로 탄성섬유를 포함한다.

탄성섬유는 셀룰로오스 및 합성 섬유를 포함한다.  선호되는 탄성섬유는 화학적으로 강화된 섬유, 구불구
불한 섬유, 화학열기계 펄프(CTMP) 및 예비 가수분해된 크래프트 펄프(PHKP)를 포함한다.

"화학적으로 강화된 섬유"는 습식 및 건식 조건하에서 섬유강성을 증가시키는 화학적 수단에 의해 강화된 
섬유이다.  섬유는 섬유를 코팅 또는 함침시킬 수 있는 화학적 강화제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강화제는 
폴리아미드-에피클로로히드린 및 폴리아크릴아미드 수지와 같은 폴리머형 습강도제를 포함한다.  섬유는 
예컨대 화학적 가교결합에 의해 섬유구조를 변형시킴으로써 강화될 수도 있다.  화학적으로 강화된 섬유
는 섬유내 가교결합된 셀룰로오스 섬유이다.

탄성섬유는 폴리올레핀, 폴리아미드 및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같은 합성 섬유를 포함한 비셀룰로오스 섬유
를 포함할 수 있다.  선호되는 구체예에서 탄성섬유는 가교결합된 셀룰로오스 섬유를 포함한다.

"구불구불한" 섬유는 화학적으로 처리된 셀룰로오스 섬유로서 예컨대 암모니아로 처리된 섬유가 있다.

탄성섬유에 추가적으로 본 발명의 복합물은 매트릭스 섬유를 포함한다.  "매트릭스 섬유"는 다른 섬유와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섬유이다.  매트릭스 섬유는 복합물에 강도를 부여하기 위해서 복합물에 포함
된다.  매트릭스 섬유는 목질 펄프 섬유, 고정련 셀룰로오스 섬유, 및 팽창된 셀룰로오스 섬유와 같은 고
표면적 섬유등의 셀룰로오스 섬유를 포함한다.  다른 적합한 셀룰로오스 섬유는 목화 솜털, 목화 섬유 및 
대마섬유를 포함한다.  섬유 혼합물이 사용될 수도 있다.  복합물은 복합물 총중량에 대해 10 내지 60중
량%, 특히 20 내지 50중량%의 양으로 매트릭스 섬유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복합물은 탄성섬유와 매트릭스 섬유의 조합을 포함한다.  한가지 구체예에서 복합물은 복합물 
총중량에 대해서 5 내지 20중량%의 탄성섬유와 20 내지 60중량%의 매트릭스 섬유를 포함한다.  선호되는 
구체예에서 복합물은 복합물 총중량에 대해 10 내지 15중량%의 탄성 섬유, 특히 가교결합된 셀룰로오스 
섬유와 40 내지 50중량%의 매트릭스 섬유, 특히 목질 펄프 섬유를 포함한다.

셀룰로오스 섬유는 본 발명의 흡수성 성분의 기초성분이다.  셀룰로오스 섬유는 주로 목질 펄프에서 유도
된다.  적합한 목질펄프 섬유는 크래프트 및 아황산 공정과 같은 잘 알려진 화학적 공정(후속 표백처리가 
될 수 있음)으로 부터 수득될 수 있다.  펄프 섬유는 열기계적, 화학열기계적 방법 또는 둘다에 의해 가
공될 수 있다.  선호되는 펄프섬유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제조된다.  쇄목 섬유, 재생된 또는 2차 목질 
펄프 섬유, 표백 및 비표백된 목질 펄프섬유가 사용될 수 있다.  연목 및 경목이 사용될 수 있다.  목질 
펄프 섬유의 선택은 잘 알려져 있다.  이들 섬유는 Weyerhaeuser를 포함한 수많은 회사로 부터 구매가능
하다.  예컨대 남부소나무로 부터 제조된 셀룰로오스 섬유가 Weyerhaeuser Comapany로 부터 CF 416, NF 
405, PL 416, FR 516 및 NB 416 으로 구매가능하다.

본 발명의 목질 펄프 섬유는 본 발명에 사용하기에 앞서서 예비처리될 수도 있다.  이러한 예비처리는 섬
유에 증기를 가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 처리나 다양한 가교제를 사용하여 셀룰로오스 섬유를 가교결합시키
는 화학적 처리를 포함한다.  가교결합은 섬유 부피와 탄성을 증가시켜서 섬유 흡수성을 증가시킨다.  일
반적으로 가교결합된 섬유는 구불구불하거나 트위스트형이다.  가교결합된 섬유의 사용으로 복합물은 더 
탄성적이고 부드럽고 부피가 커질 수 있으며 빨아들이는 효과가 더 양호하고 가교결합된 섬유를 함유하지 
않는 복합물보다 치밀화 시키기가 더 용이하다.  남부 소나무로 제조된 가교결합형 셀룰로오스 섬유는 
Weyerhaeuse Company로 부터 NHB 416으로 구매가능하다.  가교결합된 셀룰로오스 섬유 및 그 제조방법은 
미국특허 5,437,418 및 5,225,047 (Graef) 에 발표된다.

섬유내 가교결합된 셀룰로오스 섬유는 셀룰로오스 섬유를 가교제로 처리함으로써 제조된다.   미국특허 
3,224,966;  3,241,533;  3,932,209;  4,035,147;  3,756,913;  4,689,118;  4,822,453;  3,440,135(Chung); 
4,935,022(Lash);  4,889,595(Herron);  3,819,470(Shaw);  3,658,613(Stijer);  4,853,086(Graef)를 참조하
시오.  셀룰로오스 섬유는 폴리카르복실산을 포함한 카르복실산 가교제에 의해 가교결합될 수도 있다.  

23-4

1019997010438



미국특허 5,137,537; 5,183,707; 5,190,563은 가교제로서 3개 이상의 카르복실기를 함유한 C2-C9 폴리카르

복실산(예컨대 시트르산 및 옥시디숙신산)의 용도를 발표한다.

적당한 요소기초 가교제로는 메틸올화 요소, 메틸올화 고리형 요소, 메틸올화 저급 알킬 고리형 요소, 메
틸올화 디히드록시 고리형 요소, 디히드록시 고리형 요소 및 저급알킬 치환형 고리형 요소가 있다.  특히 
선호되는 요소기초 가교제는 디메틸히드록시 요소(DMDHU, 1,3-디메틸-4,5-디히드록시-2-이미다졸리디논), 
디메틸디히드록시에틸렌  요소(DMDHEU,  1,3-디히드록시메틸-4,5-디히드록시-2-이미다졸리디논),  디메틸올 
요소(DMU, 비스[N-히드록시메틸]요소), 디히드록시에틸렌 요소(DHEU, 4,5-디히드록시-2-이미다졸리디논), 
디메틸올-에틸렌  요소(DMEU,  1,3-디히드록시메틸-2-이미다졸리디논),  및  디메틸-디히드록시에틸렌 요소
(DUI, 4,5-디히드록시-1,3-디메틸-2-이미다졸리디논)을 포함한다.

적당한 폴리카르복실산 가교제는 시트르산, 타르타르산, 말산, 숙신산, 글루타르산, 시트라콘산, 이타콘
산, 모노숙신산 및 말레산을 포함한다.  다른 폴리카르복실산 가교제는 폴리아크릴산, 폴리메타크릴산, 
폴리말레산, 폴리(메틸비닐에테르-코-말레이트) 공중합체, 폴리(메틸비닐에테르-코-이타코네이트) 공중합
체, 아크릴산 공중합체 및 말레산 공중합체와 같은 폴리머형 폴리카르복실산을 포함한다.  폴리아크릴산, 
폴리말레산, 아크릴산 공중합체 및 말레산 공중합체와 같은 폴리머형 폴리카르복실산 가교제의 사용은 미
국특허출원 08/989,697 (1997, 12, 12, Weyerhaeuser Company)에 발표된다.  가교제의 혼합물도 사용될 
수 있다.

가교제는 가교제와 셀룰로오스 섬유간 결합반응을 촉진할 촉매를 포함할 수도 있다.  적당한 촉매로는 염
화암모늄, 황산암모늄, 염화알루미늄, 염화마그네슘 및 인함유 산의 알카리금속염과 같은 산성염이 있다.

섬유 예비처리의 예는 계면활성제나 섬유의 표면화학을 변성시키는 다른 액체의 적용을 포함한다.  다른 
예비처리는 항균제, 안료, 염료 및 치밀화제 또는 유연제의 포함이다.  열가소성 및 열경화성 수지와 같
은 다른 물질로 예비처리된 섬유가 사용될 수도 있다.  예비처리의 조합이 사용될 수 있다.  후처리 공정
에서 복합물 형성후 유사한 처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

입자 바인더나 당해분야에 공지된 치밀화제/유연 보조제로 처리된 셀룰로오스 섬유가 본 발명에 사용될 
수도 있다.  입자 바인더는 초흡수성 폴리머를 셀룰로오스 섬유에 부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적당한 입자 
바인더나 치밀화제/유연제로 처리된 셀룰로오스 섬유와 이를 셀룰로오스 섬유와 조합하는 공정이 다음 특
허 및 특허출원에 발표된다:   (1)  "섬유에 입자를 결합시키는 폴리머형 바인더"라는 명칭의 미국특허 
5,543,215;  (2) "섬유에 입자를 결합시키는 비-폴리머형 유기 바인더"라는 명칭의 미국특허 5,538,783;  
(3) "섬유에 입자를 결합시키는 재활성화가능한 바인더를 써서 제조한 습식 섬유쉬이트"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5,300,192;  (4) "재활성화가능한 바인더를 써서 입자를 섬유에 결합시키는 방법"이라는 명칭의 미
국특허 5,352,480;  (5) "고체적 섬유에 대한 입자 바인더"라는 명칭의 미국특허 5,308,896;  (6) "섬유 
치밀화를 향상시키는 입자 바인더"라는 명칭으로 1992. 8. 17. 출원된 미국특허출원 07/931,279;  (7) "
입자 바인더"라는 명칭으로 1993. 8. 17. 출원된 미국특허출원 08/107,469;  (8) "섬유에 입자결합"이라
는 명칭으로 1993. 8. 17. 출원된 미국특허출원 08/107,219;  (9) "섬유에 수용성 입자를 결합시키는 바
인더"라는 명칭으로 1993. 8. 17. 출원된 미국특허출원 08/107,467;  (10) "입자 바인더"라는 명칭의 미
국특허  5,547,745;   (11)  "섬유에  입자결합"이라는  명칭으로  1993.  8.  17.  출원된  미국특허출원 
08/108,218;  (12) "고체적 섬유에 대한 입자 바인더"라는 명칭의 미국특허 5,308,896.

천연 섬유에 추가적으로 폴리올레핀, 폴리아미드,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폴리비닐알콜 및 폴리비닐
아세테이트와 같은 합성 섬유가 본 발명의 흡수성 복합물에 사용될 수도 있다.  적당한 폴리올레핀 섬유
는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포함한다.  적당한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
트 섬유를 포함한다.  다른 적당한 합성 섬유로는 나일론 섬유가 있다.  흡수성 복합물은 천연 및 합성 
섬유의 조합을 포함할 수도 있다.

한  구체예에서  흡수성  복합물은  목질  펄프섬유(Weyerhaeuser  NB  416)와  가교결합된  셀룰로오스 섬유
(Weyerhaeuser NHB 416)의 조합을 포함한다.  목질 펄프 섬유는 섬유의 총중량에 대해서 10 내지 85중량%
의 양으로 존재한다.

흡수성 제품에 포함될 경우에 본 발명의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은 수득된 액체에 대한 저장층 역할을 할 
수 있다.  수득된 액체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흡수성 복합물은 흡수성 재료를 포함한다.  "흡수
성 재료"는 액체를 흡수하고 복합물의 셀룰로오스 섬유성분보다 큰 흡수용량을 갖는 재료이다.  특히, 흡
수성 재료는 소금물(예컨대 0.9% 소금물)에서 자신의 중량보다 5배 이상, 특히 20배 이상, 더더욱 100배 
이상을 흡수할 수 있는 수팽윤성 불수용성 폴리머형 재료이다.  흡수성 재료는 복합물 형성 공정에 활용
되는 분산매체에서 팽윤가능하다.  한 구체예에서 흡수성 재료는 처리되지 않았으며 분산매체에서 팽윤성
이다.   다른  구체예에서  흡수성  재료는  복합물  형성공정동안  물  흡수에  저항하는  코팅된  흡수성 
재료이다.

복합물에 존재하는 흡수성 재료의 양은 복합물의 용도에 달려있다.  유아 기저귀용 흡수성 코어와 같은 
흡수성 제품에 존재하는 흡수성 재료의 양은 복합물 총중량에 대해 5 내지 60중량%, 특히 30 내지 50중량
%이다.

흡수성 재료는 아가, 펙틴 및 구아르검과 같은 천연물질, 합성 하이드로겔 폴리머와 같은 합성물질을 포
함할 수 있다.  합성 하이드로겔 폴리머는 예컨대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폴리아크릴산의 알카리금속
염, 폴리아크릴아미드, 폴리비닐알콜, 에틸렌 말레산 무수물 공중합체, 폴리비닐에테르,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폴리비닐 모르폴리논, 비닐 술폰산 폴리머, 폴리아크릴레이트, 폴리아크릴아미드, 폴리비닐
피리딘을 포함한다.  선호되는 구체예에서 흡수성 재료는 초흡수성 재료이다.  "초흡수성 재료"는 팽윤하
여 수화된 겔(예컨대, 하이드로겔)을 형성함으로써 많은 양의 유체를 흡수할 수 있는 폴리머 재료이다.  
다량의 유체 흡수에 추가적으로 초흡수성 재료는 적절한 압력하에서 상당량의 유체를 유지할 수도 있다.

초흡수성 재료는 3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전분 그래프트 공중합체, 가교결합된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
스 유도체, 및 변성된 친수성 폴리아크릴레이트.  이러한 흡수성 폴리머의 예는 가수분해된 전분-아크릴
로니트릴 그래프트 공중합체, 중화된 전분-아크릴산 그래프트 공중합체, 비누화된 아크릴산 에스테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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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가수분해된 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 또는 아크릴아미드 공중합체, 변성된 가교
결합형 폴리비닐알콜, 중화된 자체 가교결합형 폴리아크릴산, 가교결합된 폴리아크릴레이트 염, 카르복실
화 셀룰로오스 및 중화된 가교결합형 이소부틸렌-말레산 무수물 공중합체이다.

초흡수성 재료는 예컨대 Clariant (Portsmouth, Virginia)로 부터 구매가능한 폴리아크릴레이트이다.  이
들 초흡수성 폴리머는 다양한 크기, 형태 및 흡수성을 가진다(Clariant로 부터 IM 3500, IM 3900으로 구
매가능).   다른 초흡수성 재료는 SANWET  (Sanyo  Kasei  Kogyo  Kabushiki  Kaisha)와 SXM77(Stockhausen, 
Greensboro,  North  Carolina)로  시판된다.   다른  초흡수성  재료는  미국특허  4,160,059;  4,676,784; 
4,673,402; 5,002,814; 5,057,166; 4,102,340; 4,818,598 에 발표된다.  초흡수성 재료를 포함하는 기저
귀와 같은 제품은 미국특허 3,699,103 및 3,670,731 에 발표된다.

본  발명의  흡수성  복합물에서  유용한  적당한  초흡수성  재료는  초흡수성  입자와  초흡수성  섬유를 
포함한다.

선호되는 구체예에서, 본 발명의 흡수성 복합물은 복합물 제조를 목적으로 비교적 느리게 팽윤하지만 복
합물을 포함한 구조의 흡수특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적당한 속도로 팽윤하는 초흡수성 재료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흡수성 재료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빠르게 액체를 흡수한다.

본 발명의 흡수성 복합물은 습강도제를 포함할 수 있다.  습강도제는 흡수성 복합물에 증가된 강도를 제
공하여 복합물의 습식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복합물 습강도 증가에 추가적으로 습강도제는 초흡수성 재
료와 같은 흡수성 재료를 복합물의 섬유질 매트릭스에 결합시키는 작용을 한다.

적당한 습강도제는 National Starch and Chemical Corp. (Bridegwater, NJ)로 부터 구매가능한 질소함유
기(예, 아미노기)를 가지는 양이온 변성된 전분; 라텍스; 폴리아미드-에피클로로히드린 수지(예, Kymene 
557LX,  Hercules  Inc.,  Wilmington,  DE),  폴리아크릴아미드  수지(미국특허  3,556,932  에  발표된), 
American Cyanamid Co.(Standford, CT)에 의해 Parez 631 NI로 시판되는 폴리아크릴아미드, 요소 포름알
데히드 및 멜라민 포름알데히드 수지, 및 폴리에틸렌이민 수지와 같은 습강도제를 포함한다.  종이분야에
서 활용되며 본 발명에서 적용가능한 습강도 수지는 TAPPI 모노그래프 시리즈 제 29 의 "종이 및 판지에
서 습강도" (Technical Association of the Pulp and Paper Industry, New York, 1965)에서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습강도제는 복합물 총중량에 대해 0.01 내지 2, 특히 0.1 내지 1, 더더욱 0.3 내지 0.7중량%
의  양으로  조성물에  존재한다.   선호되는  구체예에서  본  발명의  복합물  형성에  유용한  습강도제는 
Hercules Inc.로 부터 Kymene으로 구매가능한 폴리아미드 - 에피클로로히드린 수지이다.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복합물의 습 및 건조 인장강도는 습강도제 양이 증가하면 증가된다.  본 발명 복합물의 인장강도
는 실시예 7 에 기술된다.

본 발명의 흡수성 복합물은 50 내지 1000g/㎡, 특히 200 내지 800g/㎡의 기본 중량을 가진다.  더욱 선호
되는 구체예에서 흡수성 복합물은 300 내지 600g/㎡의 기본중량을 가진다.  흡수성 복합물은 0.02 내지 
0.7, 특히 0.04 내지 0.3, 더더욱 약 0.15g/㎡의 밀도를 가진다.

한 구체예에서, 흡수성 복합물은 치밀화된 복합물이다.  본 발명의 치밀한 복합물 제조에 유용한 치밀화 
방법은 공지이다(미국특허 5,547,541, 미국특허출원 08/859,743 (1997, 5, 21, "유연화된 섬유와 유연한 
섬유 제조방법", Weyerhaeuser Company)).  본 발명의 치밀화된 흡수성 그물망 저장 복합물은 0.1 내지 
0.5, 특히 약 0.15g/㎤의 밀도를 가진다.  사전건조기 치밀화 공정이 사용될 수도 있다.  흡수성 복합물
은 가열된 온도나 실온 캘린더 압연 방법에 의해 치밀화된다(미국특허 5,252,275, 5,324,575).

본 발명의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의 조성은 최종 제품의 필요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한 구체예에서 본 발
명의 흡수성 복합물은 복합물 총중량에 대해서 약 60중량%의 셀룰로오스 섬유(48중량%의 목질 펄프 섬유
와 12중량%의 가교결합된 셀룰로오스 섬유), 약 40중량%의 흡수성 재료(예, 초흡수성 재료) 및 약 0.5중
량%의 습강도제(예, 폴리아미드-에피클로로히드린 수지, Kymene, 섬유 1톤당 10파운드 수지)를 포함한다.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그물망 흡수성 복합
물은 펄프 가공분야에 공지인 습식 및 발포 공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습식공정의 예는 "섬유에 입자
를 결합시키는 재활성화가능한 바인더를 써서 제조한 습식 섬유 쉬이트"라는 명칭으로 1994. 4. 5. 등록
된 미국특허 5,300,192에 발표된다.  습식 공정은 표준교재(Casey, Pulp and Paper, 2판, 1960, Volume 
Ⅱ, Chapter Ⅷ - 쉬이트형성)에 발표된다.  본 발명의 복합물 형성에 유용한 발포공정은 "발포된 수성 
섬유  현탁액으로  부터  섬유재료  형성"이란  명칭의  미국특허  3,716,449;  3,839,142;  3,831,952; 
3,937,273; 3,938,782; 3,947,315; 4,166,090; 4,257,754; 5,215,627 (Wiggins Teape)와 "종이제조시 섬
유현탁매체로서  수성  발포물의  사용"  (Foams,  Society  of  Chemical  Industry,  Colloid  and  Surface 
Chemistry Group, R.J. Akers, Ed., Academic Press, 1976, Rad foam 공정)에 발표된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흡수성 재료는 복합물형성동안 복합물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그물망 흡수성 복합
물을 형성하는 방법은 분산매체(예, 수성매체)에 복합물 성분을 조합시켜 슬러리를 형성시키고 이후에 슬
러리를 다공성 지지부(예, 형성 와이어)상에 슬러리를 침적시키고 탈수시켜서 습한 복합물을 형성시킨다.  
습한 복합물 건조는 그물망 복합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그물망 복합물은 섬유, 흡수성 재료, 및 습강도제를 분산매체에서 조합시켜 제조된다.  한가지 
구체예에서 분산매체에서 섬유, 흡수성 재료 및 습강도제를 직접 조합시켜 슬러리가 형성된다.  또다른 
구체예에서 분산매체에 섬유와 습강도제를 조합시켜 섬유질 슬러리가 형성되고 이후에 제 2 단계에서 흡
수성 재료가 첨가된다.  또다른 구체예에서 섬유질 슬러리가 흡수성 재료를 포함한 제 2 슬러리와 조합되
고 조합된 슬러리가 지지부상에 침적된다.  혹은 섬유슬러리 및 흡수성 재료를 포함한 슬러리가 트윈 슬
라이스 헤드박스와 같은 분할된 헤드박스를 사용하여 다공성 지지부상에 침적되어 두 가지 슬러리가 동시
에 지지부상에 침적될 수도 있다.

한 구체예에서 분산매체에서 복합물 성분을 포함하는 슬러리가 다공성 지지부상에 침적된다.  지지부상에 
침적된 이후에 분산매체가 침적된 섬유질 슬러리로부터 배출되기 시작한다.  침적된 섬유질 슬러리로 부
터  분산매체의  제거는  열,  압력,  진공  및  그  조합을  적용하여  계속되어서  그결과  습한  복합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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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다.

본 발명의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은 습한 복합물을 건조시켜서 제조된다.  건조는 남아있는 분산매체를 제
거해서 필요한 수분함량을 갖는 흡수성 복합물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복합물은 복합물 총중량에 대해
서 20% 미만, 특히 6 내지 10% 미만의 수분함량을 가진다.  복합물 건조방법은 건조 캔 사용, 공기흐름 
및 공기 건조기 사용을 포함한다.  펄프 및 종이 산업에서 공지된 다른 건조방법과 장치가 사용될 수도 
있다.  건조온도, 압력 및 시간은 사용된 설비와 방법에 달려있다.  본 발명의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 형
성을 위한 습식 방법이 실시예 1 에 기술된다.

발포방법의 경우에 섬유질 슬러리는 계면활성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수성 또는 발포 슬러리이다.  적당한 
계면활성제는 당해분야에 공지된 이온성, 비이온성 및 양쪽성 계면활성제이다.  본 발명의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 형성을 위한 발포방법은 실시예 2 에 기술된다.

침적된 슬러리에서 흡수성 재료의 중량%는 슬러리내 흡수성 재료, 섬유 및 습강도제의 총량에 대해서 5 
내지 80중량%이고, 섬유는 20 내지 80중량%이고 습강도제는 0.01 내지 2중량%이다.  슬러리에서 흡수성 
재료와 섬유의 조합된 중량(즉, 슬러리의 농도)은 흡수성재료, 섬유 및 분산매체의 총량에 대해서 0.05 
내지 15중량%이다.  

다공성 지지부상에 흡수성 복합물의 성분을 침적하고 탈수시키면 흡수된 물을 가질 수 있어서 크기가 팽
창된 흡수성 재료를 포함하는 습한 복합물이 형성된다.  물에 의해 팽윤된 흡수성 재료를 포함한 습한 복
합물이 지지부상에 분배되고 물(분산매체)이 제거되고 습한 복합물이 건조된다.  건조는 물로 팽윤된 흡
수성 재료를 탈수시켜 크기를 감소시킴으로써 흡수성 재료를 에워싸는 복합물에 공극을 생성시킨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흡수성 재료는 분산매체에서 자신의 중량보다 20배 미만, 특히 10배 미만, 더더욱 5
배 미만의 분산매체를 흡수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본 발명의 흡수성 복합물을 형성하는데 발포방법이 이득이 된다.  일반적으로 발포방법
은 비교적 저밀도와 고인장강도를 둘다 갖는 섬유질 웹을 제공한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분으로 구성된 
웹의 경우에 발포공정으로 형성된 웹은 일반적으로 공기식 웹보다는 큰 밀도를 가지며 습식 웹보다는 작
은 밀도를 가진다.  유사하게 발포공정으로 형성된 웹의 인장강도는 공기식 웹보다는 매우 크고 습식 웹
의 강도와 유사하다.  또한 발포물 형성 기술의 사용은 공극 크기, 최대화될 공극크기, 섬유의 배향 및 
균일분포, 복합물에 다양한 재료(예컨대 습식공정으로는 쉽게 포함될 수 없는 긴 합성 섬유)의 포함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은 발포공정, 특히 Ahlstrom Company (Helsinki, Finland)의 공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이 공정은 바람직한 성능을 갖는 제품을 양호간 효율로 제조할 수 있게 한다.

습식공정 및 발포공정에 의한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의 형성은 실시예 1 및 2 에 기술된다.  그물망 흡수
성 복합물의 흡수성(재습윤, 습득시간, 액체 분배, 건조강도 및 탄성)이 실시예 3 및 4에 기술된다.  대
표적인 흡수성 복합물의 액체분배 및 심지역할이 실시예 5 및 6에 기술된다.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복
합물의 인장강도는 실시예 7에 기술된다.  습식 및 발포공정으로 형성된 복합물의 부드러움(예컨대 Taber 
강성)이 실시예 8에 기술된다.

액체 습득 및 분배속도와 흡수용량과 같은 흡수성 복합물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한가지 변수는 복합물에
서 흡수성 재료의 팽윤정도이다.  본 발명의 방법은 흡수성 재료의 팽윤을 조절 및 변화시킬 수 있다.  
흡수성 재료의 팽윤은 가교결합정도(예컨대, 표면 및 내부 가교결합)와 흡수성 재료에 의해 흡수된 물의 
양에 달려있다.  팽윤정도는 흡수성 재료의 종류, 수성환경(예컨대 분산매체 및 습한 복합물)에서 흡수성
재료의 농도 및 흡수성 재료가 이러한 환경과 접촉하는 기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인자에 달려있다.  일반
적으로 수성 매체내 흡수성 재료의 농도가 낮고 접촉시간이 길수록 흡수성 재료의 팽윤정도는 크다.  흡
수성 재료의 팽윤은 흡수제를 냉수에 분산시켜 최소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흡수성 재료의 초기 팽윤이 클수록 공극 부피가 더 크므로 결과의 흡수성 복합물의 밀도가 더 
낮다.  복합물의 공극 부피가 클수록 액체 습득 속도는 더 커지며 일반적으로 복합물의 흡수용량이 더 크
다.

복합물의 공극은 흡수성 재료의 수화 및 팽윤(즉, 습한 복합물 형성동안)과 후속의 탈수 및 흡수성 재료
의 크기감소(즉, 습한 복합물 건조동안)에 의해 형성된다.  결국 복합물의 밀도는 습한 복합물 형성동안 
흡수성 재료가 액체를 흡수해서 팽윤하는 정도와 팽윤된 흡수성 재료를 포함한 습한 복합물이 건조되는 
정도에 달려있다.  습한 복합물 형성동안 흡수성 재료에 의해 흡수된 물은 습한 복합물 건조시 흡수성 재
료로부터 제거되어 크기가 감소된다.  팽윤된 흡수성재료의 탈수는 섬유질 복합물에 일부 공극을 형성한
다.

본 발명의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은 기저귀나 여성용 케어제품과 같은 흡수제품에서 흡수성 코어 또는 저
장층으로서 포함될 수 있다.  흡수성 복합물은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도 10 및 11 에서 처럼 하나 이상의 
다른 층과 조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도 10 에서 흡수성 복합물(10)은 상부 습득층(20)과 조합으로 저장
층으로서 사용된다.  도 11 에서 제 3 층(분배층)이 흡수성 복합물(10) 및 습득층(20)과 함께 사용될 수
도 있다.

다양한 흡수제품이 흡수성 복합물로 부터 제조될 수 있다.  그 예는 기저귀, 여성용 냅킨과 같은 여성용 
위생제품, 및 성인용 실금제품이다.  예컨대, 도 12 에서 흡수제품(40)은 흡수성 복합물(10)과 위에 놓이
는 습득층(20)을 포함한다.  액체 투과성 쉬이트(22)가 습득층(20)위에 놓이며 액체 불투과성 지지쉬이트
(24)가 흡수성 복합물(10) 아래에 위치한다.  이러한 흡수성 복합물은 예컨대 기저귀에 사용시 장점이 되
는 액체 흡수 성능을 보인다.  본 발명의 그물망 구조는 여러번 젖었을 때 유체 전달 및 흡수를 돕는다.  
본 발명의 복합물을 포함하며 기저귀 또는 실금제품으로 사용되는 흡수제품의 경우에 추가로 레그 게더
(leg gathers)를 포함할 수도 있다.

도 12 의 구조물은 기저귀나 여성용 냅킨과 같은 전형적인 흡수제품을 예시할 목적으로 도시된다.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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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실금 흡수 구조물은 도 13 에 도시된다.  제품(50)은 쉬이트(22), 습득층(20), 흡수성 복합물(10) 및 
지지 쉬이트(24)를 포함한다.  쉬이트(22)는 액체에 투과성이며 지지 쉬이트(24)는 액체에 불투과성이다.  
이러한 구조물에서 극성 섬유질 재료로 구성된 액체 투과성 티슈(26)가 흡수성 복합물(10)과 습득층(20) 
사이에 위치된다.

도 14 에서, 또다른 흡수제품은 쉬이트(22), 습득층(20), 중간층(28), 흡수성 복합물(10) 및 지지 쉬이트
(24)를 포함한다.  중간층(20)은 제품 형성에 앞서 조합되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와 트리아세틴의 조합
과 같은 치밀화된 섬유질 재료를 포함한다.  따라서 중간층(28)은 흡수성 복합물(10)과 습득층(20) 둘다
에 결합되어 흡수성 복합물과 습득층이 서로 결합되지 않은 제품보다 구조적 완전성이 높은 흡수제품을 
형성한다.  층(28)의 친수성은 층(10,28,20)간에 친수성 차이를 일으키도록 조절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은 기저귀와 같은 흡수 제품에서 액체취급층으로서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제품에서 복합물은 저장코어 또는 층과 조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조합시 액체취급층은 저장층의 
상부 표면적보다 크거나, 작거나 또는 동일한 상부 표면적을 가질 수 있다.  저장층과 조합으로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을 포함한 대표적인 흡수성 구조물이 도 15 에 도시된다.  도 15 에서, 흡수성 구조물(70)
은 그물망 복합물(10)  및 저장층(72)을 포함한다.  저장층(72)은 흡수성 재료를 포함하는 섬유층이다.  
저장층은 공기식, 습식 및 발포공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저장층은 본 발명의 그물망 복합물일 수 있
다.

습득층은 그물망 복합물 및 저장층과 조합될 수 있다.  도 16 은 복합물(10) 위에 놓이는 습득층과 저장
층(72)을 가진 흡수성 구조물(80)을 보여준다.  구조물(80)은 도 17 에 도시된 구조물(90)을 제공하도록 
중간층(74)을 포함할 수도 있다.  중간층(74)은 티슈층, 부직층, 공기식 또는 습식 패드 또는 본 발명의 
그물망 복합물일 수 있다.

구조물(70,80,90)은 흡수제품에 포함될 수 있다.  도 18-20 에 도시된 흡수제품(100,110,120)은 액체투과
성 쉬이트(22), 액체 불투과성 쉬이트(24), 구조물(70,80,90)을 각각 포함한다.  이러한 흡수 제품에서 
쉬이트(22)는 지지쉬이트(24)에 연결된다.

실시예

실시예 1: 습식방법에 의해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 형성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습식 복합물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표준 습식 장치를 써서 제조된다.  물에
서 0.25 내지 3%의 농도를 갖는 표준 목질 펄프 섬유와 가교결합된 펄프섬유(각각 건조된 복합물 총량에 
대해서 48중량%와 12중량%)의 혼합물 슬러리가 형성된다.  농도는 슬러리의 총중량에 대해서 슬러리에 존
재하는 섬유의 중량%로 정의된다.  이후에 Kymene과 같은 습강도제(조성물 총중량에 대해 0.5%)가 섬유질 
혼합물에 첨가된다.  마지막으로 흡수성 재료(건조된 복합물 총중량에 대해 40중량%)가 슬러리에 첨가되
고, 슬러리가 철저하게 혼합된후 와이어망상에 분배되어서 습한 복합물을 형성한다.  습한 복합물은 복합
물 중량에 대해 9 내지 15중량%의 수분함량으로 건조되어서 흡수성 복합물을 형성한다.

다양한 기초중량을 가진 흡수성 복합물이 당해분야에 공지전 사전- 또는 사후-건조 치밀화 방법에 의해 
형성된 복합물로 부터 제조된다.

실시예 2: 발포방법에 의해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 형성

실험실 규모의 Waring 블렌더에 4L 물이 채워지고 펄프 섬유가 첨가된다.  단시간 동안 혼합물이 블렌딩
된다.  이후에 가교결합된 셀룰로오스 섬유가 펄프섬유에 첨가되고 1분이상 블렌딩 되어서 가교결합된 섬
유를 개방시키고 두 가지 섬유를 혼합시킨다.  결과의 혼합물은 0.07 내지 12중량%의 고체를 포함한다.

혼합물을 용기에 넣고 수초간 공기를 가두는 블레이드로 블렌딩 한다.  계면활성제(Incronan 30, Croda, 
Inc.)가 블렌딩된 혼합물에 첨가된다.  섬유 1g당 약 1g의 활성 계면활성제 고체가 첨가된다.  상승하는 
거품으로 부터 믹서 블레이드 높이를 느리게 상승시키는 동안 혼합물이 블렌딩된다.  약 1분후 혼합이 종
료되고 초흡수제가 첨가되고 추가 1/2분간 일정한 믹서 블레이드 높이에서 혼합이 재개된다.  결과의 거
품-섬유 혼합물은 초기 혼합물 부피의 3배 정도 체적을 가진다.

경사진 확산판을 갖는 쉬이트 몰드에 혼합물이 신속하게 부어진다.  이후에 플레이트가 몰드에서 제거되
고 거품-섬유 높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강한 진공이 적용된다.  가시적인 거품의 대부분이 사라진 이후
에 진공이 중단되고 결과의 쉬이트가 몰드에서 제거되고 형성 와이어를 따라 슬릿 코치위로 통과되어서 
과잉의 거품과 물을 제거한다.

이후에 건조오븐에서 쉬이트가 건조되어 수분이 제거된다.

실시예 3: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의 습득시간

본  발명의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복합물  A)의  습득시간이  구매가능한  기저귀(기저귀  A, Kimberly-
Clark)와 비교된다.

테스트는 코어와 액체 취급층이 제거된 시판 기저귀(Kimberly-Clark)에 대해 수행되었다.  테스트 기저귀
는 흡수성 복합물을 기저귀에 삽입하여 제조된다.

테스트에  사용된  수용액은  National  Scientific  으로  부터  RICCA라는  상품으로  구매가능한  합성 
소변이다.  합성 소변은 135meq/L 나트륨, 8.6meq/L 칼슘, 7.7meq/L 마그네슘, 1.94중량% 요소(총 중량에 
대해) 및 기타 성분을 함유한 소금 용액이다.

흡수성 구조물의 샘플은 구조물의 코어 센터를 결정하고 액체 적용지점을 위해 전방으로 1인치 측정하고 
그 지점을 "X"라 표기함으로써 준비된다.  샘플이 준비된후 플라스틱 베이스(4 3/4인치 ×19 1/4인치)상
에 샘플을 두고 샘플 상부상에 펀넬 습득판(4인치 ×4인치 플라스틱판)을 놓고 플레이트 구멍을 "X"위에 
위치시킴으로써 테스트가 수행된다.  펀넬 습득판 상부에 1400g의 도넛이 위치되고 그곳에 펀넬(4인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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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부착된다.  100mL 합성 소변을 펀넬에 붓고 액체가 펀넬에 처음 도입되는 시간부터 액체가 펀넬의 
바닥으로 부터 샘플속으로 사라지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액체습득시간이 결정된다.  측정된 시간은 제 1 
액체 침입에 대한 습득시간이다.  1분간 대기후 제 2 100mL 소변이 펀넬에 첨가되고 제 2 침입에 대한 습
득시간이 측정된다.  추가 1분간 대기후 제 3 침입에 대한 습득시간을 측정한다.  기저귀 A와 복합물 A에 
대해서 3가지 연속적인 100mL 액체 침입에 대한 습득시간이 표 1 에 요약된다.

[표 1]

습득시간 비교

침입 습득시간(초)

기저귀 A 복합물 A

1 45 10

2 60 11

3 75 10

표 1 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기식 저장 코어를 포함한 시판 기저귀보다 본 발명의 흡수성 복합물에 의해 액
체가 더 빨리 습득된다.  이 결과는 공기식 코어가 본 발명의 복합물만큼 빠르게 액체를 흡수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시판 기저귀는 또한 연속 액체 침입시 습득률에서도 감소를 보인다.  이에 반하여 본 발명의 
복합물은 연속 액체 침입으로 복합물이 계속 액체를 흡수할 때 비교적 일정한 습득시간을 유지한다.  본 
발명의 흡수성 복합물은 초기 침입의 경우에 시판 기저귀보다 약 4배정도 빠른 제 3 습득시간을 보인다.  
이 결과는 습식 복합물이 공기식 저장코어에 비해서 더 큰 심지역할과 모세관 역할을 함을 보여주며 그물
망 흡수성 복합물의 성능이 탁월함을 보여준다.

실시예 4: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의 습득률과 재습윤

본 발명의 흡수성 복합물(A1-A4)에 대한 습득시간과 재습윤이 시판 기저귀(기저귀 A, Kimberly-Clark)와 
비교된다.  복합물 A1-A4는 복합물이 건조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각 복합물에 대한 기본 중량과 복합물내 초흡수성 재료의 양(중량% SAP)을 포함한 시험 복합물의 성질이 
표 2 에 요약된다.

시판 기저귀(Kimberly-Clark)에 대해 테스트가 수행된다.  시험 기저귀는 복합물을 기저귀에 삽입시켜 제
조된다.

아래에 기술된 다중 투여 재습윤 테스트에 따라 습득시간과 재습윤이 측정된다.

다중 투여 재습윤 테스트는 3번의 액체 적용후 흡수 구조물로 부터 방출된 합성 소변의 양을 측정하여 3
번의 액체 투여가 제품속으로 빨려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테스트에 사용된 수용액은 실시예 1의 RICCA(National Scientific)이다.

미리 중량을 단 흡수 구조물 샘플이 구조물 코어 중심을 결정하고, 액체적용지점을 위해 전방으로 1인치 
측정하고, 그 지점을 "X"로 표시함으로써 제조된다.  액체 적용 펀넬(최소 100mL 용량, 5-7mL/s 유속)이 
"X" 지점에서 샘플 표면위 4인치 지점에 위치된다.  샘플이 준비된후 다음과 같이 테스트가 수행된다.  
샘플을 평탄하게 하고 부직 측부를 위로 올린다.  펀넬이 100mL 합성 소변을 채운다.  투여링(5/32인치 
스텐레스강, 2인치 내경 ×3인치 높이)이 샘플상에 표시된 "X"상에 위치된다.  투여링내에 제 1 합성 소
변이 적용된다.  스톱워치를 사용하여 펀넬 밸브가 개방되는 시간부터 액체가 투여링 바닥에서 제품속으
로 들어가는 시간까지 초단위로 액체 습득시간이 기록된다.  제 1 투여후 20분 대기시간 동안 여과지 무
게를 단다(19-22g, Whatman #3, 11.0㎝, 테스트 2시간 이전에 실내 습도에 노출된).  무게를 단 여과지를 
습윤 영역 중심에 올려놓는다.  원통형 추(8.9㎝ 직경, 9.81b)가 여과지 상부에 올려진다.  2분후 추를 
제거하고 여과지 무게를 달고 중량변화를 기록한다.  이 과정을 두차례 이상 반복한다.  제 2 합성 소변
이 기저귀에 적용되고 습득시간이 측정되고 2분간 샘플상에 여과지를 올려놓고 중량변화를 기록한다.  제 
2 투여동안 건조 여과지 중량은 29-32g이고 제 3 투여동안 여과지 중량은 39-42g이었다.

3번의 투여동안 액체가 제품속에 흡수되는데 필요한 시간(초)으로서 액체 습득시간이 기록된다.  결과는 
표 2 에 요약된다.

각 액체 투여후 여과지에 흡수되는 액체의 양(즉 습한 여과지 중량과 건조 여과지 중량의 차이)으로서 재
습윤이 기록된다.  결과는 표 2 에 요약된다.

[표 2]

습득시간과 재습윤 비교

복합물 SAP 
%(w/w)

기본중량
(gsm)

습득시간(초) 재습윤(g)

침입 1 침입 2 침입 3 침입 1 침입 2 침입 3

A1 49.4 568 16 19 26 0.1 0.4 2.4

A2 38.3 648 17 19 22 0.1 0.7 2.5

A3 35.9 687 29 26 27 0.2 0.2 0.7

A4 38.8 672 17 18 21 0.1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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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공기
식 코어

40.0 625 34 35 39 0.1 4.0 12.6

표 2 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발명의 복합물(복합물 A1-A4)에 대한 습득시간이 시판 코어보다 훨씬 빠르다.

본 발명 복합물(복합물 A1-A4)의 재습윤은 다른 코어보다 훨씬 적다.  본 복합물은 비교적 적은 재습윤량
을 초기에 보이지만 제 3 침입후 시판 코어는 상당한 재습윤량을 보인다.  이에 반하여 복합물 A는 계속
해서 적은 재습윤량을 보인다.

실시예 5: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의 수평 및 수직 심지능력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복합물 A)의 심지 특성이 시판 기저귀 저장 코어(기저귀 B, procter ＆ Gamble)에 
비교된다.

수평 심지(Wicking) 테스트는 액체가 선택된 거리를 수평으로 빨아들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이 
테스트는 한 단부가 액체조와 접촉하는 수평면상에 샘플 복합물을 놓고 액체가 선택된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수행된다.  펄프 쉬이트로 부터 샘플 복합물 스트립(40㎝ ×10㎝)이 절단된
다.  쉬이트가 기계방향을 가지면 40㎝ 길이의 스트립이 기계방향에 평행하도록 절단이 이루어진다.  10
㎝ 폭의 스트립의 한 단부에서 시작하여 스트립 모서리로 부터 4.5㎝ 지점에 제 1 성분이 표시되고 5㎝ 
간격으로 전체 길이를 따라 선이 그어진다(0㎝, 5㎝, 10㎝, 15㎝, 20㎝, 25㎝, 30㎝, 35㎝).  고랑의 대
향측부 밖으로 연장된 수평 날개를 가지며 중심 고랑을 가진 수평 심지능력 장치가 준비된다.  각 날개의 
지탱받지 않는 모서리는 도랑 내부 모서리와 동일 높이에 위치된다.  각 날개의 단부상에 플라스틱 연장
부가 위치되어서 각 날개를 수평 위치로 지탱한다.  이후에 도랑이 합성 소변으로 채워진다.  이후에 샘
플 복합물 스트립이 4.5㎝ 지점에서 부드럽게 구부러져서 스트립에서 약 45°각도를 형성한다.  이후에 
스트립이 수평으로 놓이고 구부러진 단부가 도랑내 액체에 접촉하도록 스트립이 날개상에 놓인다.  4.5㎝ 
벤드로 부터 5㎝ 복합물상에 표시된 제 1 성분에 액체가 도달하는 시기부터 액체이동시간이 측정된다.  
이후에 액체 전방의 50%가 표시된 간격(5㎝, 10㎝)에 도달할 때 5㎝ 간격으로 시간이 기록된다.  도랑내 
액체 높이는 테스트동안 추가 합성 소변을 채워서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수평 이동시간 결과는 표 3 에 
요약된다.

[표 3]

수평 이동시간 비교

거리(㎝) 이동시간(초)

기저귀 B 복합물 A

5 48 15

10 150 52

15 290 134

20 458 285

25 783 540

30 1703 1117

35 - 1425

상기 결과는 본 발명의 흡수성 복합물이 종래의 공기식 코어에 비해서 수평이동시간이 개선되었음을 보여
준다.  복합물 A의 경우 이동시간은 종래의 기저귀 코어의 50%이다.  따라서 복합물 A의 수평이동시간은 
시판 저장코어보다 1.5 내지 3배 빠르다.

수직이동시간 테스트는 액체가 수직으로 선택된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이 테스트
는 샘플 복합물을 수직으로 매달고 한 단부는 액체조와 접촉시키고 액체가 선택된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
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수행된다.  테스트에 앞서서 샘플 복합물(10㎝ ×22㎝)을 절단하고 스트립 모서리
에서 1㎝, 11㎝, 16㎝, 21㎝ 지점에 선을 긋는다.  샘플은 50% 상대습도 및 23℃에서 12시간 사전조절되
고 이후에 테스트 될 때까지 샘플백에 저장된다.  샘플 복합물은 길이방향으로 수직 배향되고 1㎝ 지점에
서 상부 모서리로 부터 클램핑되어 하부 모서리가 합성 소변조에 접촉된다.  스트립이 액체와 접촉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기록된다.  심지 전방의 5%가 5㎝, 10㎝, 15㎝, 20㎝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록
된다.  수직 이동시간 결과가 표 4 에 요약된다.

[표 4]

수직 이동시간 비교

거리(㎝) 이동시간(초)

기저귀 (B) 복합물 (A)

5 20 6

10 못쓰게 됨 54

15 - 513

20 - 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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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이동시간 결과처럼 복합물 A는 시판 코어에 비해서 더 큰 수직 이동속도를 보여준다.  이 결과는 또
한 본 발명의 복합물이 종래의 공기식 복합물에 비해서 더 큰 습인장강도를 가짐을 보여준다.

실시예 6: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의 액체 분배

이 실시예에서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복합물 A)에서 액체의 분배가 두가지 시판 기저귀(기저귀 A, B)의 
분배와 비교된다.  테스트는 기저귀 코어가 습득된 액체를 분배하는 용량을 측정한다.  완벽한 분배는 평
균에서 0% 편차를 보인다.  이상적인 액체 분배는 4개의 분배지대에 적용된 액체의 균일한 분배를 가져온
다(즉, 각 지대에서 25%).

액체분배는 실시예 4 에 기술된 다중 투여 재습윤 테스트를 받은 샘플의 상이한 지대의 무게 측정에 의해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마지막 재습윤후 기저귀 날개가 제거되고 4개의 동일한 길이의 분배지대로 절단된
다.  이후에 각 지대의 무게를 측정하여 포함된 액체의 양을 결정한다.

본 발명의 액체 분배결과는 이상적인 경우에 접근한다.  이 결과는 시판 저장 코어가 침입 지점 근처에 
액체를 축적하지만 그물망 흡수성 저장 코어를 통해 액체는 효과적으로 분배됨을 보여준다.

실시예 7: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의 습 및 건조 인장강도

건조 패드 인장 테스트가 4인치 ×4인치 4각 테스트 패드에 대해서 두 개의 대향면을 따라 건조 테스트 
패드를 클램핑 함으로써 수행된다.  클램프 사이에 약 3인치의 패드길이가 가시적이 되게 남겨진다.  이
후에 Instron 테스트기에서 샘플을 수직으로 당기고 측정된 인장강도가 N/m 단위로 기록된다.  인장강도
를 기본 중량 g/㎡으로 나눔으로써 인장강도가 인장지수 Nm/g으로 전환된다.

습인장테스트는 합성소변에 10분간 담그고 5분간 액체를 배출하고 샘플을 수평 저그(jug)에 둠으로써 수
행된다.  샘플의 대향 단부를 파지하고 Instron 테스트기에서 수평으로 당겨진다.  습인장강도는 인장강
도를 기본중량 g/㎡으로 나눔으로써 인장지수 Nm/g으로 전환된다.

섬유 1톤당 2d서 100파운드로 Kymene의 양을 증가시키면 건조인장강도가 0.1에서 0.66Nm/g으로, 습인장강
도가 1.5에서 2.4Nm/g으로 증가한다.  

실시예 8: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의 Taber 강성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그물망 흡수성 복합물의 강성이 Taber 강성 방법에 의해 측정된다.  복합물은 습
식 및 거품 방법에 의해 형성된다.  이들 복합물은 매트릭스 섬유(48중량%, Wayerhaeuse Co.로 부터 NB 
416으로 구매가능한 남부 소나무), 탄성 섬유(12중량%, 폴리말레산으로 가교결합된 섬유) 및 흡수성 재료
(40중량%, Stockhausen 으로 부터 구매가능한 초흡수성 재료)를 포함한다.  습식복합물과 거품방식으로 
형성된 복합물중 하나는 추가로 습강도제(0.5중량%, Hercules로 부터 Kymene으로 구매가능한 폴리아미드-
에피클로로히드린)를 포함한다.

거품방법으로 형성된 복합물의 강성은 습식 복합물보다 매우 낮다.  또한 습식 복합물의 경우에 습강도제
의 포함은 복합물의 강성을 증가시킨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섬유질 매트릭스와 흡수성 재료를 포함하는 흡수성 복합물에 있어서,

섬유질 매트릭스가 매트릭스 전체에 걸쳐 분포된 공극과 공극간 통로를 형성하고;

흡수성 재료가 일부 공극내에 위치되고;

공극내에 위치된 흡수성 재료가 공극으로 팽창가능함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성 복합물.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섬유질 매트릭스가 탄성섬유, 매트릭스 섬유 또는 그 혼합물에서 선택된 섬유를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성 복합물.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습강도제를 더욱 포함하는 흡수성 복합물.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탄성섬유가 화학적으로 강화된 섬유, 구불구불한 섬유, 화학열기계적 펄프 섬유, 예비
가수분해된 크래프트 펄프 섬유, 합성섬유 또는 그 혼합물에서 선택됨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성 복합물.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화학적으로 강화된 섬유가 가교결합된 셀룰로오스 섬유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흡
수성 복합물.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가교결합된 셀룰로오스 섬유가 요소기초 가교제 또는 폴리카르복실산 가교제를 써서 
가교결합됨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성 복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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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합성섬유가 폴리올레핀,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아미드 섬유에서 선택됨을 특징으로 하
는 흡수성 복합물.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폴리에스테르 섬유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섬유임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성 복합
물.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매트릭스 섬유가 셀룰로오스 섬유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성 복합물.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셀룰로오스 섬유가 목질 펄프 섬유, 목화 솜털, 목화섬유, 대마섬유 또는 그 혼합물에
서 선택된 섬유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성 복합물.

청구항 11 

제 2 항에 있어서, 탄성섬유가 복합물 총중량에 대해 5 내지 60중량%의 양으로 복합물에 존재함을 특징으
로 하는 흡수성 복합물.

청구항 12 

제 2 항에 있어서, 매트릭스 섬유가 복합물 총중량에 대해 10 내지 60중량%의 양으로 복합물에 존재함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성 복합물.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흡수성 재료가 초흡수성 재료임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성 복합물.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초흡수성 재료가 초흡수성 입자 또는 초흡수성 섬유에서 선택됨을 특징으로 하는 흡
수성 복합물.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흡수성 재료가 복합물 총중량의 5 내지 60중량%의 양으로 존재함을 특징으로 하는 흡
수성 복합물.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흡수성 재료가 복합물 총중량의 5 내지 40중량%의 양으로 존재함을 특징으로 하는 흡
수성 복합물.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흡수성 재료가 0.9% 소금용액에서 자신의 중량보다 5 내지 100배 흡수함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성 복합물.

청구항 18 

제 3 항에 있어서, 습강도제가 폴리아미드-에피클로로히드린 또는 폴리아크릴아미드 수지에서 선택된 수
지임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성 복합물.

청구항 19 

제 3 항에 있어서, 습강도제가 복합물 총중량의 0.01 내지 20중량%의 양으로 복합물에 존재함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성 복합물.

청구항 20 

제 1 항에 있어서, 50 내지 1000g/㎡의 기본중량을 가지는 흡수성 복합물.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0.02 내지 0.7g/㎤의 밀도를 가지는 복합물.

청구항 22 

제 1 항에 있어서, 복합물이 습식 공정에 의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물.

청구항 23 

제 1 항에 있어서, 복합물이 발포공정에 의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물.

청구항 24 

제 5 항에 있어서, 가교결합된 셀룰로오스 섬유가 복합물 총중량에 대해 12중량%의 양으로 존재함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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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복합물.

청구항 25 

제 10 항에 있어서, 목질 펄프 섬유가 복합물 총중량에 대해 48중량%의 양으로 존재함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물.

청구항 26 

제 13 항에 있어서, 흡수성 재료가 복합물 총중량에 대해 40중량%의 양으로 존재함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물.

청구항 27 

제 18 항에 있어서, 폴리아미드-에피클로로히드린 수지가 복합물 총중량에 대해 0.5중량%의 양으로 존재
함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물.

청구항 28 

제 1 항의 복합물이 포함된 흡수제품.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제품이 기저귀임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제품.

청구항 30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제품이 여성용 케어제품임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제품.

청구항 31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제품이 성인용 실금(incontinence) 제품임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제품.

청구항 32 

분산매체에서 탄성섬유, 매트릭스 섬유 및 흡수성 재료를 조합하여 섬유 슬러리를 형성하고;

다공성 지지부상에 섬유 슬러리를 침적시켜 습한 복합물을 형성하고; 및

습한 복합물을 건조하여 섬유질 매트릭스와 흡수성 재료를 포함하는 흡수성 복합물을 형성하는 단계로 구
성된 흡수성 복합물 형성 방법에 있어서,

섬유질 매트릭스가 매트릭스 전체에 분포된 공극과 공극간 통로를 형성하고;

흡수성 재료가 일부 공극내에 위치되고;

공극내에 위치되는 흡수성 재료가 공극으로 팽창가능함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물 형성방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탄성섬유가 가교결합된 셀룰로오스 섬유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 32 항에 있어서, 매트릭스 섬유가 목질 펄프 섬유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 32 항에 있어서, 흡수성재료가 초흡수성 재료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 32 항에 있어서, 흡수성재료가 분산매체에서 팽윤가능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 32 항에 있어서, 흡수성재료가 분산매체에서 자신의 중량보다 20배 미만을 흡수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38 

제 32 항에 있어서, 섬유질 슬러리가 습강도제를 더욱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습강도제가 폴리아미드-에피클로로히드린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 32 항에 있어서, 분산매체가 물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 32 항에 있어서, 분산매체가 계면활성제를 더욱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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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계면활성제가 이온성, 비이온성 또는 양쪽성 계면활성제에서 선택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3 

제 32 항에 있어서, 섬유질 슬러리가 0.05 내지 15%의 농도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4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이 습식방법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5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이 발포방법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6 

제 1 분산매체에서 탄성섬유와 매트릭스 섬유를 조합하여 제 1 섬유질 슬러리를 형성하고;

제 2 분산매체에서 흡수성 재료를 조합하여 흡수성 재료 슬러리를 형성하고;

제 1 섬유질 슬러리와 흡수성 재료 슬러리를 조합하여 제 2 섬유질 슬러리를 형성하고;

다공성 지지부상에 제 2 섬유질 슬러리를 침적시켜 습한 복합물을 형성하고;

습한 복합물을 건조시켜 섬유질 매트릭스와 흡수성 재료를 포함하는 흡수성 복합물을 형성시키는 단계로 
구성되는 흡수성 복합물 형성방법에 있어서,

섬유질 매트릭스가 매트릭스 전체에 분포된 공극과 공극간 통로를 형성하고;

흡수성 재료가 일부 공극내에 위치되고;

공극내에 위치된 흡수성 재료가 공극으로 팽창가능함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성 복합물 형성방법.

청구항 47 

제 46 항에 있어서, 제 1 섬유질 슬러리가 습강도제를 더욱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8 

섬유질 매트릭스와 흡수성 재료로 구성된 흡수성 복합물을 포함하는 흡수제품에 있어서,

섬유질 매트릭스가 매트릭스 전체에 분포된 공극과 공극간 통로를 형성하고;

흡수성 재료가 일부 공극내에 위치되고;

공극내에 위치된 흡수성 재료가 공극으로 팽창가능함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제품.

청구항 49 

액체 투과성 탑쉬이트;

섬유질 매트릭스와 흡수성 재료로 구성된 흡수성 복합물을 포함하는 저장층;

습득층과 저장층 사이에 배치된 중간층;

액체 불투과성 지지판을 포함하는 흡수제품에 있어서,

섬유질 매트릭스가 매트릭스 전체에 분포된 공극과 공극간 통로를 형성하고;

흡수성 재료가 일부 공극내에 위치되고;

공극내에 위치된 흡수성 재료가 공극으로 팽창가능함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제품.

청구항 50 

액체 투과성 탑쉬이트;

액체를 빠르게 습득해서 분배시키는 습득층;

섬유질 매트릭스와 흡수성 재료로 구성된 흡수성 복합물을 포함하는 저장층;

습득층과 저장층 사이에 배치된 중간층;

액체 불투과성 지지판을 포함하는 흡수제품에 있어서,

섬유질 매트릭스가 매트릭스 전체에 분포된 공극과 공극간 통로를 형성하고;

흡수성 재료가 일부 공극내에 위치되고;

공극내에 위치된 흡수성 재료가 공극으로 팽창가능함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제품.

청구항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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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투과성 탑쉬이트;

액체를 빠르게 습득해서 분배시키는 습득층;

섬유질 매트릭스와 흡수성 재료로 구성된 흡수성 복합물을 포함하는 저장층;

습득층과 저장층 사이에 배치된 중간층;

액체 불투과성 지지판을 포함하는 흡수제품에 있어서,

섬유질 매트릭스가 매트릭스 전체에 분포된 공극과 공극간 통로를 형성하고;

흡수성 재료가 일부 공극내에 위치되고;

공극내에 위치된 흡수성 재료가 공극으로 팽창가능함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제품.

청구항 52 

제 51 항에 있어서, 중간층이 액체투과성 티슈 또는 분배층에서 선택됨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제품.

청구항 53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제품이 여성용 케어제품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

청구항 54 

제 48 항 내지 52 항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품이 기저귀 또는 실금제품에서 선택됨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

청구항 55 

제 48 항 내지 52 항중 한 항에 있어서, 레그 게더(leg gathers)를 더욱 포함하는 흡수제품.

청구항 56 

액체 투과성 탑쉬이트;

액체를 습득해서 분배하는 습득층;

저장층;

액체 불투과성 지지판을 포함하는 흡수 제품에 있어서,

습득층이 섬유질 매트릭스와 흡수성 재료로 구성된 흡수성 복합물을 포함하고;

섬유질 매트릭스가 매트릭스 전체에 분포된 공극과 공극간 통로를 형성하고;

흡수성 재료가 일부 공극내에 위치되고;

공극내에 위치된 흡수성 재료가 공극으로 팽창가능함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제품.

청구항 57 

제 56 항에 있어서, 습득층이 저장코어의 상부 표면적보다 작은 상부 표면적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흡
수제품.

청구항 58 

제 56 항에 있어서, 습득층이 저장코어의 상부 표면적과 동일한 상부 표면적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흡
수제품.

청구항 59 

제 56 항에 있어서, 저장층이 섬유질 매트릭스와 흡수성 재료로 구성된 흡수성 복합물을 포함하고;

섬유질 매트릭스가 매트릭스 전체에 분포된 공극과 공극간 통로를 형성하고;

흡수성 재료가 일부 공극내에 위치되고;

공극내에 위치된 흡수성 재료가 공극으로 팽창가능함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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