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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여성용 생리대 등의 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컬러 차폐성분

요약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여성용 생리대, 탐폰, 창상용 드레싱, 붕대 등과 같이 체액을 흡수하기 위한 제품에 관한 것이

다. 본 발명의 개인용 흡수제품은 이격된 관계로 유체 투과성 지지직물상에 배치된 유체 불투과성 영역을 갖는 컬러 

차폐층을 포함한다. 제품은 흡수체 코어, 상부시트, 및 컬러 차폐층 이외에 또는 컬러 차폐층과 조합하여 확산층을 포

함할 수 있다. 컬러 차폐층 및 지지직물의 L 값은 바람직하게는 흑색 및 어두운 색상에 대하여 (L 시스템 - L 클로쓰 )/L

시스템 > 0.1의 관계로 존재하며, 여기에서 L 시스템 은 35 이하이다. 모든 색상에 대하여 컬러 차폐층 및 지지직물의 L

값은 (L 시스템 - L 클로쓰 )/L 시스템 > 0.2의 관계로 존재하며, 여기에서 L 시스템 은 > 35이다. 흡수제품은 제품의 흡

수체 코어의 정상에 배치된 지지직물의 95％까지를 덮는 유체 불투과성 표면의 어레이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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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4A

색인어

흡수제품, 유체 투과성 지지직물, 유체 불투과성 영역, 컬러 차폐층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여성용 생리대, 탐폰 (tampon), 창상용 드레싱 (wound dressing), 붕대 등과 같이 체액을 흡수

하기 위한 제품에 관한 것이다. 더욱 특히, 본 발명은 혈액 또는 그밖의 다른 체액의 시각적 인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

키도록 만든 체액 흡수용 제품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다양한 개인용 및 일회용 흡수제품이 잘 알려져 있으며,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광범하게 사용되는 흡수

제품의 예로는 여성용 생리대, 성인 실금용 제품, 기저귀, 탐폰 및 붕대가 포함된다. 예를들어, 체액을 흡수하도록 구

성된 여성용 생리대 및 붕대와 같은 흡수제품은 잘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생리대는, 이하에서 더 간단하게 봉쇄층 (containment layer)이라고 불리는 상부 액체 

투과성 봉쇄층, 및 하부 액체 불투과성 보호장벽 사이에 배치된 흡수요소 또는 흡수성 코어를 포함한다. 봉쇄층은 직

조되거나, 직조되지 않거나, 또는 웹 (web) 형태의 직물 또는 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수성 또는 친수성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봉쇄층의 한가지 역할은 흡수성 코어의 풀리거나 결합된 섬유를 집어넣고, 생리대에 대한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봉쇄층이 소수성 물질로 구성되는 경우에, 이것은 또한 착용자에게 비교적 건조한 느낌을 

제공하면서 착용자로부터 방출된 유체를 흡수성 코어에 전이시키는 작용도 한다.

소수성 물질로 이루어진 직조되거나, 직조되지 않거나, 또는 웹 형태의 직물 또는 층은 임의로 봉쇄층의 상부에 배치

되어 그의 유체 비보유성으로 인하여 건조한 느낌을 제공하기 때문에 착용자에게 추가의 안락감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직물 또는 층은 본 발명에서 '상부시트 (topsheet)'라고 불린다. 임의로, 봉쇄층과 흡수성 코어 사이에 확산층 

(spreading layer)를 배치하여 월경액 및 그밖의 다른 질 배출물이 더 균일하게 흡수성 코어에 분포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흡수성 코어는 월경액 및 그밖의 다른 질 배출물을 수용하여 보유하도록 되어 있다. 보호성 장벽 또는 배면시

트 (backsheet)는 월경액 및 그밖의 다른 질 배출물이 흡수코어를 통과하여 착용자의 의복을 더럽히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구성된다.

기저귀, 실금용 제품, 붕대 및 발한패드 (perspiration pad)와 같은 그밖에 시판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흡수제품은 상

술한 전형적인 여성용 생리대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사용자와 면하고 있는 액체 투과성 층은 혈액, 뇨 및

그밖의 다른 체액이 그것을 통과하여 흡수성 코어내에 저장되도록 한다. 예를들어, 전형적인 붕대에는 유체의 삼출로

부터 착용자의 의복을 보호하는 액체 불투과성 배면시트가 통합된다.

액체 투과성 봉쇄층의 다양한 구성 및 디자인이 사용되고 있으며, 선행기술 에서 공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신체-대

향성 (body-facing) 봉쇄층은 소수성 물질로 제조된 경우에 신체를 배출물로부터 분리시켜 피부를 깨끗하고 건조하

게 유지시키면서 유체가 흡수체 코어내로 이동하도록 하는 연질의 부직직물로부터 제조되었다. 대부분의 선행기술 

봉쇄층 물질과 연관된 주된 단점은 일부의 유체가 종종 이 층의 구조내에 보유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습윤 표면이 착

용자에게 대향하여 배치되도록 할 뿐 아니라, 패드를 제거한 후에 월경액의 붉은 및(또는)이 이 층에서 시각적으로 명

백하도록 유도한다. 더구나, 대부분의 선행기술의 여성용 위생패드 (및 붕대)의 디자인은 사용한 제품의 사용자가 상

부시트 및 봉쇄층의 개방구조를 통해서 또한 볼 수 있고, 하부의 확산층내에서 또는 흡수성 코어내에서 혈액 또는 월

경액의 붉은 및(또는)을 관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용한 여성용 패드내에서 월경액의 붉은 및(또는)의 

관찰은 눈에 거슬리고, 불쾌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기술은 사용한 여성용 위생패드내에서 사용자에 의한 적색 월경액의 관찰과 연관된 단점을 극복하는 다수의 시

각적 차단방법을 기술하였다. 미합중국특허 제 5,620,741 호는 가시선 (line-of-sight) 시각차단을 제공하도록 친수

성 봉쇄층상에 작은 중공 사이클릭 소수성 돌출부를 사용한다. 미합중국특허 제 5,261,899 호는 3개의 층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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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며, 이들 중의 하나가 시각적 엄폐를 위한 불투명화 충진제를 함유하는 봉쇄층을 기술하고 있다. 미합중국특허 제

5,158,819 호는 가시선 시각차단을 제공하는 소수성의 마이크로버블화된 표면수차 (hydrophobic microbubbled su

rface aberrations)의 사용을 기술하고 있다.

미합중국특허 제 5,078,710 호는 가시선 시각차단을 제공하는 급경사면 (steep sides)을 갖는 천공된 리세스 (apert

ured recesses)를 새겨 넣은 소수성 불투명 필름으로 조성된 봉쇄층의 사용을 기술하고 있다. 미합중국특허 제 5,69

3,037 호는 모세관의 비정렬이 가시선 시각차단을 유도하도록 액체 유동을 허용하는 모세관을 함유하는 두 개의 소

수성 층의 사용을 기술하고 있다. EP 특허출원 EP 1 174 101 A1 및 EP 1108406A2는 유사하게 어두운 및(또는)의 

속옷 및 의복과 조화를 이루고 착용시에 잘 보이지 않도록 어두운 및(또는)의 흡수제품, 특히 생리대에 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방법들은 관찰자로부터 사용한 생리대내에 흡수된 유체의 시각적 차폐를 효과적으로 제

공하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였다. 선행기술의 흡수제품의 상술한 단점 및 그밖의 단점으로 인해서 유체를 흡

수하고 보유하는데 모두 효과적이며, 또한 관찰자 또는 사용자에 의한 이러한 유체의 존재의 시각적 인지를 효과적으

로 감소시키도록 유리하게 조정된 생리대와 같은 흡수제품에 대한 필요성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하여 이하에 기술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개조된 대표적인 바람직한 선행기술의 생리대의 상부 평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컬러 차폐층을 통합시킨 생리대의 첫번째 구체예의 측면 단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컬러 차폐층을 통합시키는 생리대의 두번째 구체예의 측면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컬러 차폐층을 통합시키는 생리대의 세번째 구체예의 측면 단면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컬러 차폐층을 통합시키는 생리대의 네번째 구체예의 측면 단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컬러 차폐층을 통합시키는 생리대의 다섯번째 구체예의 측면 단면도이다;

도 7A-C는 체액이 대표적인 선행기술의 백색 생리대와 접촉하여 그 안에 보유되는 것을 나타내는 순차적인 개략적 

측면 횡단면도이다;

도 8은 도 7C에 나타낸 보유된 유체를 갖는 생리대의 개략적 상부 평면도이다;

도 9A-C는 체액이 착색된 생리대와 접촉하여 그 안에 보유되는 것을 나타내는 순차적인 개략적 측면 횡단면도이다;

도 10은 도 9C에 나타낸 보유된 유체를 갖는 생리대의 개략적 상부 평면도이다;

도 11A-C는 지지직물의 층상에 배치된 소수성 표면의 컬러 차폐층을 추가로 통합시킨 생리대의 다양한 다른 구체예

의 측면 단면도이다;

도 11D는 확산층상에 직접적으로 컬러 차폐용 소수성 표면의 층을 통합시킨 생리대의 다른 구체예의 측면 단면도이

다;

도 12는 다수의 친수성 표면에 대한 ΔE 값을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이다;

도 13은 다수의 친수성 표면에 대한 L 값과 ΔE 값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4A-C는 체액이 컬러 차폐층을 통합시킨 또 다른 구체예의 본 발명의 생리대와 접촉하여 그 안에 보유되는 것을 

나타내는 순차적인 개략적 측면 횡단면도이다;

도 15는 도 14C에 나타낸 소수성 컬러 차폐표면과 함께 보유된 유체를 갖는 생리대의 개략적 상부 평면도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한가지 구체예의 컬러 차폐 소수성 표면층의 한가지 바람직한 공간배열 및 크기를 나타내는 상부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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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A는 ΔE와 L 시스템 -L 클로쓰 /L 시스템 사이의 관계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17B는 소수성 표면상에 잔류 유체가 존재 (실제) 및 부재 (이상적)하는 샘플에 대하여 관찰된 ΔE 값을 도시한 막

대그래프이다;

도 18은 모두 0.3 ㎜ 직경의 소수성 표면을 통합시킨 상이한 컬러 차폐층 샘플에 대하여 관찰된 ΔE 값을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이다;

도 19는 모두 0.5 ㎜ 직경의 소수성 표면을 통합시킨 상이한 컬러 차폐층 샘플에 대하여 관찰된 ΔE 값을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이다;

도 20은 모두 1.0 ㎜ 직경의 소수성 표면을 통합시킨 상이한 컬러 차폐층 샘플에 대하여 관찰된 ΔE 값을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이다;

도 21은 모두 2.0 ㎜ 직경의 소수성 표면을 통합시킨 상이한 컬러 차폐층 샘플에 대하여 관찰된 ΔE 값을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주목적을 지지하는 바람직한 작용적 구체예는 이하에 기술된다. 본 발명의 컬러 차폐장치는 필수적으로 생

리대, 실금용 제품, 발한패드, 붕대 및 기저귀와 같은 시판품으로 이용가능한 흡수제품에 대하여 적용성을 갖는다. 설

명을 목적으로, 본 발명은 주로 여성용 생리대에 대한 용도와 관련하여 기술된다. 그러나, 상기 언급한 제품중의 어떤 

것도 본 발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본 발명의 기술내용을 통합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

서, 본 발명에 제시되고 기술된 예는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제한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아야 한다.

본 발명의 중요한 관점에 따르면, 여성용 생리대에는 컬러 차폐물질의 층이 제공된다. 이하에 상세히 기술하는 바와 

같이 컬러 차폐물질의 층은 생리대의 작용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월경액의 붉은 색상의 시각적 인식을 감소시키는

데 적합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행기술에서 기술된 월경액의 존재를 감추는 한가지 일반적 방법은 생리대의 상부에

얇은 소수성 불투명 필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름을 갖는 제품은 느린 유체 흡수속도 및 소수성 필름의 비교

적 불쾌한 감촉으로 인하여 광범하게 채택되지 않고 있다. 이와 반대로 본 발명의 컬러 차폐층은 사용자의 안락감을 

저하시키지 않거나 유체 흡수특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월경액의 붉은 색상을 효과적으로 차폐시키는데 적합하다.

본 발명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일회용 흡수제품은 착용자 또는 사용자 대향성 표면을 추가로 포함하는 액체 투

과성 봉쇄층, 외부 또는 어쩌면 의복에 대향성 표면을 제공하는 배면시트, 및 그 사이에 배치된 흡수체 코어를 포함한

다. 임의로, 봉쇄층의 상부에 액체 투과성이며 소수성인 직조, 부직 또는 웹형 직물 상부시트가 배치될 수 있다. 임의

로, 봉쇄층과 흡수성 코어 사이에 확산층이 배치되어 월경액이 흡수성 코어에 더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다.

대표적인 액체-불투과성 배면시트는 흡수체 구조내에 함유된 체액이 사용자의 의복과 같이 흡수제품과 접촉하는 제

품을 습윤시키는 것을 방지하도록 디자인된다. 실제로, 전형적인 배면시트는 유체 유동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한다. 따

라서, 배면시트는 흡수체 구조의 전체 표면에 걸쳐서 확장되며, 또한 사이드 플랩 (side flap) 또는 사이드 랩핑 요소 (

side wrapping element)의 일부분을 형성할 수도 있다.

폴리머 필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열가소성 필름)과 같은 직조 또는 부직 소수성 물질 또는 필름-피복된 

부직물질과 같은 복합물질을 비롯하여 본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다양한 물질이 배면시트 물질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다.

전형적인 생리대 배면시트에서 폴리에틸렌 배면시트 필름은 3.0 mil 미만의 두께를 갖는다. 배면시트는 의복과 더욱 

유사하고 매력이 있는 외관을 제공하도록 엠보싱하여 마무리될 수도 있다.

전형적인 생리대의 배면시트에는 흡수체 코어가 부착되어 그 위에 배치된다. 본 발명의 컬러 차폐층은 필수적으로 본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어떠한 흡수체 코어 시스템을 통합시킨 생리대와도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용어

흡수체 코어는 월경액을 흡수하고 분포시키고 저장하는 주작용을 갖는 모든 물질 또는 물질의 다층을 의미하는 것이

다.

확산층은 흡수체 코어의 상부에 위치할 수 있으며, 봉쇄층 밑에 놓일 수 있다. 대표적인 유체 확산층은 아래에 있는 

유체 저장층 또는 흡수체 코어의 유체 흡수효율 및 흡수능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봉쇄층상의 생리학적으로 국재화

된 영역으로부터 월경액을 거의 흡수성 코어의 전체 길이 및 폭에 전달하는데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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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성 코어 또는 유체 저장층은 일반적으로 목면과 같은 셀룰로즈성 물질을 포함한 흡수물질로 이루어지며, 하이드

로겔 및 하이드로콜로이드성 물질과 같은 흡수체 겔 물질을 함유할 수 있다. 흡수체 코어에 사용하기에 바람직한 겔 

물질은 대량의 체액을 흡수하는데 적합하며, 가압하에서 이러한 유체를 보유할 수 있다.

흡수체 겔 물질은 적합한 겔 캐리어 물질내에 균질하거나 불균질하게 분산될 수 있다. 생리대에 사용하기 위한 겔 물

질은 아주 종종 수팽윤성 및 수불용성의 교차결합된 폴리머 겔 물질을 함유할 수 있다. 겔 물질을 유지하기 위한 캐리

어는 천연, 변형 또는 합성 섬유, 또는 비-변형 셀룰로즈 섬유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겔 물질을 유지하는 캐리어 

물질은 유체를 흡수체 코어내로 더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친수성이거나, 친수성이 되도록 처리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액체 투과성 봉쇄층은 흡수체 코어의 상부에 배치된다. 봉쇄층은 바람직하게는 착용자의 피부에 

대해 적응성이 있으며 비자극성이다. 이 층은 또한 탄성특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이루어져서 다양한 방향으로 신장될 

수 있 도록 할 수 있다. 이 봉쇄층은 또한, 유체 투과성이어서 체액이 봉쇄층의 두께를 통해서 용이하게 투과할 수 있

어야 한다. 봉쇄층은 직조, 부직 또는 웹형 소수성 또는 친수성 물질, 천공 성형된 열가소성 필름과 같은 폴리머 물질, 

천공 플라스틱 필름, 및 하이드로성형된 열가소성 필름과 같은 광범한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적합한 직조 및 부직

물질은 추가로 천연 섬유, 합성 섬유 또는 천연 섬유와 합성 섬유의 배합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바람직한 합성 섬

유의 예로는 다양한 폴리에스테르로 제조된 비교적 친수성인 폴리머 섬유, 및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섬유와 

같은 폴리올레핀으로부터 제조된 소수성 섬유 또는 웹이 포함된다. 봉쇄층이 소수성 섬유 또는 웹형 구조물로부터 제

조되는 경우에, 봉쇄층내의 유체 보유량 감소로 인하여 착용자의 안락함을 증가시킨다. 봉쇄층이 소수성 섬유 또는 

웹형 구조물로부터 제조되는 경우에, 봉쇄층을 통한 흡수성 코어로의 액체 전이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친수성 물질의 사용은 이러한 물질의 습윤성으로 인하여 젖은 감촉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일반적인 봉쇄

층은 흡수체 구조 전체에 걸쳐서 연장된다.

또한, 상부시트는 패드 착용자와 직접 접촉하도록 상술한 봉쇄층의 상부에 부착될 수 있다. 상부시트는 소수성 물질

로부터 제조된 소수성 웹형 구조 또는 직조 또는 부직 섬유로 조성될 수 있다. 대표적인 웹형 상부시트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폴리올레핀으로 조성된다. 상부시트 구조와 접촉하는 월경액은 보유되지 않고, 아래에 있

는 봉쇄층에 전이되어 착용자에게 비교적 건조한 감촉을 제공할 수 있다. 상부시트는 봉쇄층이 친수성의 직조 또는 

부직 직물 또는 친 수성 웹형 구조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들 친수성 물질의 증진된 습윤성으로 인하여 유리하게 전

개될 수 있다. 대표적인 상부시트는 흡수체 구조의 전체에 걸쳐서 연장된다.

대표적인 생리대에서, 상부시트, 봉쇄층, 확산층, 흡수체 코어 및 배면시트 성분은 함께 결합되어 사용가능한 제품을 

형성한다. 다양한 요소 및 층들은 접착제의 연속층, 접착제의 패턴화된 층, 열결합 또는 기계적 결합을 비롯하여 본 기

술분야에서 공지된 다수의 허용가능한 방법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 함께 결합된다. 봉쇄층은 또한, 흡수제품의 둘레

에서 배면시트에 결합될 수도 있다. 또한, 생리대의 배면시트의 의복-대향성 표면에는 속옷에 대하여 생리대를 접착

식으로 결합시키기 위한 접착제의 층이 제공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컬러 차폐층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생리대의 대표적인 구조가 기술되어 있지만, 이것은 컬러 

차폐층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본 발명의 컬러 차폐층은 그의 가장 간단한 형태에서 관찰자의 시

각적 인지를 감소시키고, 사용자가 생리대내에 보유된 잔류 혈액 또는 월경액으로 인하여 착색된 얼룩을 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각 차단기전을 이용한다.

시각에 의한 관찰을 정의하는 기준 및 측정

시각차단은 일반적으로, 패드상에 침착하고 패드내에 보유된 월경액을 눈으로 보는 것을 방지하도록 생리대에 대해 

이루어진 변형으로 정의된다. 선행기술에서 시각차단의 기술은 일반적으로, 관찰자와 생리대의 적색 또는 오염된 성

분 사이의 가시선을 차단하거나 패드내의 적색 오염성분의 적색 색상이 보여지는 것을 방 지하는 불투명한 물질을 사

용하는 패드 구조장치를 사용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컬러 차폐방법의 한가지 구체예는 상이한 색상 및 반사율 값을 

갖는 다양한 크기의 성분을 사용함으로써 완전히 상이한 방식으로 이미지 인식을 제어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원리 및 성능은 도면 및 이하의 설명을 참고로 하여 명백하게 될 것이다.

대상 객체의 인지된 색상은 그 물질의 특징적 흡수 및 스펙트럼의 가시부위에서 전자기 복사선의 다양한 주파수 반사

율에 따라 좌우된다. 예를들어, 물질의 표면이 완전히 반사성이라면 (즉, 가시부위에서 모든 복사선을 반사시킨다면),

그 물질은 백색으로 보일 것이다. 물질이 다른 모든 광주파수를 흡수하면서 가시 스펙트럼의 적색 부위의 광선은 반

사시킨다면, 그 물질은 적색으로 인지될 것이다.

이하의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착색된 직물 및 착색된 소수성 표면에 모사된 월경액을 부가한 효과의 관찰 (그 목

적은 이하에 상세히 기술된다)은 관찰자에 의해서 다음의 용어로 기술된다: 관찰할 수 없음, 거의 관찰할 수 없음, 저

대비로 관찰할 수 있음,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음, 뚜렷하게 대비됨. 이들 관찰결과는 정량화할 수 있는 ΔE 값에 상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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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색상 측정치는 CIE LA*B (LAB) 색상 시스템을 사용한다. 1942년에 헌터 (Hunter)에 의해 최

초로 기술되고 색상을 측정하는 표준방법이 된 (LAB) 색상 시스템은 CI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

n)에 의해서 조절되고 회원기구인 US NIST에 의해서 지지된다. LAB 시스템은 표준 관찰자에 의해서 인지된 시각적 

변화로 측정된 시각변화를 정량화한다. D65 표준광선에 의 한 조명을 사용하는 LAB 시스템은 샘플 색상 시스템과 

모사된 월경액에 의해서 오염된 동일한 샘플 색상 시스템 사이의 반사율에서의 차이를 분광학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사용되었다.

LAB 시스템은 휘도 또는 명시도에 대한 눈의 민감성 및 색상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다. L 값은 어두운 색상부터 밝은 

색상까지 및 회색에서부터 백색까지의 범위에 걸친 색상을 관찰함에 따른 휘도에 대한 눈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것이

다. L은 비반사성 흑색인 표면의 경우에는 0으로 정의되고, 비형광성 백색인 표면이 100으로 정의된다. 광선이 눈에 

의해서 덜 민감하게 나타나는 파장으로부터 광선이 더 민감성인 파장으로 전이되는 경우인 형광상태에서, L은 대상

객체가 공급원보다 더 밝은 경우인 100 초과로 측정된다. 변수 a*는 적색 부위에서의 반사율에 대한 녹색 부위에서의

반사율의 비를 나타내며, 변수 b*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황색 부위에 대한 청색 부위에서의 반사율의 비에 대한 민감

성을 나타낸다. 변수 L, a* 및 b*에 대한 값은 반사율 스펙트럼으로부터 계산된다.

흑색은 색상이 없는 것이다. 극단으로, L=0이고 a*=0이며, b*=0이다. 실제로, 흑색 대상객체는 약간의 표면 반사율을

갖는다. 본 발명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흑색은 표면 반사의 효과를 가지며, 흑색은 a* 및 b*가 0에 가까우면서 (< 2) 

L < 25로 정의된다. 본 발명에서 검토된 예에는 명목상으로 광택이 있는 물질인 L=17의 흑색 물질, 및 매우 광택이 

있는 공급원의 경우에 L=23인 물질이 포함된다. 매우 단조로운 흑색이 더 낮은 L 값을 가질 것이다.

색상은 일반적으로 흑색을 포함한 색상 공간의 모든 값을 포함한다. 본 발 명의 목적에 따르면, 색상의 정의는 흑색을

배제시키지만, 백색 (L > 85) 및 회색 (a* 및 b*가 작으면서 (< 1 미만) 25 < L < 85)은 포함한다. 색상의 개념은 백색

표준품과 비교하여 개개 스펙트럼 부위의 상대적 반사율이 불균형인 > 0의 색도를 포함한다. 색상의 예는 보라색, 청

색, 담청색, 녹색, 황색, 오렌지 적색 (orange red), 및 갈색, 밤색 (maroon) 및 혼합 색상을 포함하는 파장의 배합이

다. 무지개의 색상과 같은 포화된 색상은 a* 또는 b*의 값이 크다. 불포화된 색상은 a* 및 b*의 값이 더 낮은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더 낮은 색도를 갖는다. 불포화된 색상의 몇가지 예는 담청색, 담녹색, 담황색 및 분홍색 (일반적으로 L >
50을 갖는다)이다. L > 50인 불포화된 색상은 또한 더 낮은 색도, 더 낮은 a* 및(또는) b*를 가질 수 있으며, 예를들어

회청색, 회녹색 및 회적색이 있다. 어두운 색상은 일반적으로 L < 30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포화되거나 (a* 및(또는) 

b*가 0에 가깝지 않음) 불포화된다 (a* 또는 b*가 0에 가까워서 이들을 짙은 회색으로 만든다).

굴절율 스펙트럼은 US NIST 표준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색상 표준에 의해서 조정된 데이타 칼라 SF600SF 스펙

트라플래쉬 (Data Color SF600SF Spectraflash) 색상 측정시스템을 사용하여 실험적으로 수득되었다. 흑색 트랩 (t

rap)을 사용하여 L=0, a*=0 및 b*=0인 경우의 E = 0 값을 측정하였다. US NIST 추적가능한 백색 굴절율 표준을 수

시로 측정하여 적절한 장치조정을 보장하였다.

본 발명에서 수행된 실험에서는, 확산 굴절율 및 다양한 표면에 대한 L, a* 및 b*의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경면 굴절

율 둘 다를 포함하는 굴절율 측정을 수행하였다. 확산 굴절율은 반사표면상에 집중된 광선이 단조로운 색상에서 나타

나는 바와 같이 다수의 방향으로 산란하는 경우에 나타나며, 경면 굴절율은 굴절의 각도가 입사각도와 동등한 경우에

나타난다. 두 개의 상이하게 착색된 인접 표면들 사이의 색상 및 광도 대비를 비교하는 경우에, 이것은 그의 L, a* 및 

b* 값으로부터 각각의 표면의 함수 E를 기계적으로 계산하는데 유용하며, 여기에서 E 2 = L 2 + a* 2 + b* 2 이다. 

두 개의 인접 표면에 대한 두 개의 E 값 사이의 차이 (ΔE)를 이들 두 개의 표면 사이의 색상 차이 (대비)의 정량적 척

도로 사용하며, 여기에서 ΔE가 낮으면 낮을수록 색상 차이의 대비 및 시각적 인지도 더 낮다. 두 개의 인접 표면의 

ΔE 값과, 관찰할 수 없는 경우 (ΔE < 3)에서부터 명확한 대비 (ΔE = 50-100+)까지의 범위에 걸친 일반적 관찰자

에 의한 대비 인지 사이의 상관관계는 표 1에 나타내었다. 월경액을 백색 생리대와 같은 백색 표면에 첨가한 경우에, 

적색 얼룩의 E 값을 개별적으로 측정된 주위의 백색 표면의 E 값과 비교하면 적색 얼룩과 주위의 백색 표면 사이의 

매우 명백한 대비가 존재하여 높은 ΔE 값을 유도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패드상의 월경액이 낮은 ΔE 값으로 측정되

는 바와 같이 거의 또는 전혀 인지되지 않도록 생리대상에 월경액의 침착에 의해서 야기된 얼룩과 인접한 표면 사이

에서 최소한의 색상, 색도 및 광도를 유도하는 방법 및 장치를 고안하는 것이다. 이들 ΔE 값은 대상 표면의 E 값을 

측정한 다음에 이 표면의 E 값을 인공적인 월경액을 첨가하여 오염시킨 후에 측정함으로써 기계적으로 측정되었다.

[표 1]

패턴

ΔE 값에 대한 스케일

균일 색상

ΔE에 대한 스케일
관찰자의 설명

< 10 < 3 관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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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10 거의 관찰할 수 없음

< 30 < 20 저대비로 관찰할 수 있음

< 50 < 50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음

50-100+ 50-100+ 뚜렷하게 대비됨

예비적 관점으로, 혈액 및 월경액의 적색 색상은 혈액중에서는 적혈구내에 존재하지만 월경액에서는 주로 용해된 상

태로 존재하고 적혈구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믿어지는 헤모글로빈의 적색 색상으로부터 유도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야 한다. 선행기술 특허문헌에서 공지되고 사용된 몇가지 월경액 모사품 (simulant)는 다양한 수-기재 성분으로 약 5

0％ 희석된 다양한 종의 동물 혈액으로 조성된다. 유사하게, 본 발명에 대한 정량적 컬러 차폐 데이타를 획득하기 위

해서 사용된 모사품은 증류수로 응고제거된 개 혈액 (비-응고성이 되도록 처리됨)을 1:1 비로 희석하고, 이 혼합물을 

사용하기 전에 주위온도에서 적어도 2 시간 동안 정치시켜 적혈구를 용해시키고 헤모글로빈을 용액내로 유리시킴으

로써 제조되었다. 이 물질은 이하에서 인공적 월경액 (artificial menstrual fluid; AMF)라고 불리운다.

전형적으로 배열된 선행기술의 여성용 생리대 (10)은 도 1에서 임의의 상부시트 (12)에 대해 아래쪽에서 본 형상을 

도시하고 있다. 도 1에 나타낸 선행기술의 구체예는 실제로 예시적인 것이며 제한적인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컬러 차폐층은 필수적으로 본 기술분야에 공지된 여성용 생리대의 어떠한 구성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서, 그리고 생리대내의 체액의 존재의 시각적 인지를 감소시 키기 위해서 생리대에는 컬러 차폐층이 

제공될 수 있다. 전형적인 패드 구조의 하나 이상의 층은 얼룩의 시각적 인지의 목적하는 감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착색되거나 백색이 아니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러한 패드 구

조의 한가지 구체예는 컬러 차폐층 (14)로 작용할 뿐 아니라 전형적인 생리대 상부시트로도 작용하는 컬러 차폐층 (1

4)를 통합시킨다. 착색된 상부시트 아래에 흡수체 코어층 (16)이 배치된다. 도 2-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불투과성 배

면시트 (26)이 흡수체 코어 (16)의 아래에 제공될 수 있다.

별법으로,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아래에 있는 착색된 컬러 차폐층 (14) 상부에 전형적인 천공 상부시트 (12)가 배

치되고, 차폐층 (14)가 다시 흡수체 코어 (16) 상부에 배치되어 있는 3층 패드 구조로 통합될 수 있다. 천공된 상부시

트는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이격된 홀 (hole)을 가질 수 있으며, 여기에서 홀 또는 천공은 홀-펀칭 또는 그밖의 

다른 수단에 의해서 생성되거나, 직조 또는 부직 상부시트가 제조되는 방식에 의해서 생성된다.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천공된 상부시트 (이것은 바람직하게는 안락감 및 건조감을 증진시키도록 소수성이다)가 

임의로 봉쇄층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컬러 차폐층 (14)로 작용하는 착색된 하부층 상부에 배치된 4층 패드 구조로 통

합될 수도 있다. 흡수체 코어층 (16)내의 색상 하부층 (14) 사이에는 임의의 확산층 (18)이 배치된다.

컬러 차폐층을 통합시킨 또 다른 구체예는 도 5에 나타내었으며, 여기에서는 천공된 상부시트 (12)가 컬러 차폐층으

로 작용하며 흡수체 코어층 (16) 상부에 배 치된 착색된 확산층 (14, 18)의 상부에 배치된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잠재적인 예시적 구체예는 도 6에 나타내었으며, 여기에서 상부시트 및 확산층은 착색되어 컬러 

차폐층으로 작용하고 흡수체 층 (16)의 정상에 배치된다. 도 2-6에 나타낸 구체예들은 단지, 하나 이상의 컬러 차폐

층이 제공된 생리대의 5가지 예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 이상의 컬러 차폐층을 갖는 전형적이며 공지된 선행

기술의 생리대를 제공하는 것도 본 발명의 범주 내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컬러 차폐층은 독립적인 소수성의 착

색된 층일 수 있거나, 컬러 차폐 이외의 다른 추가의 기능을 갖는 생리대 층 (즉, 흡수체 코어, 상부시트, 봉쇄층, 확산

층 및 흡수체 코어)에 색상이 부여될 수도 있다.

표 2 및 도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양한 실험적 직물에 대해서 다양한 ΔE 값 (즉, 오염되지 않은 직물과 오염된 직

물의 E 값들 사이의 차이) 및 L 값이 제공된다. 도 13에서는, 시험결과가 비교적 높은 정도의 휘도를 가지며 높은 L 

값을 갖는 직물이 비교적 높은 ΔE 값에 역시 상응하는 것을 확인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표 2에 제시된 결과로부

터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몇가지 색상 및 직물 조성물이 오염의 시각적 인지를 감소시키는데 다른 것보다 더 우수함이

명백하다. 실제로 약간의 컬러 차폐가 50 내지 70 사이의 ΔE 값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의 컬

러 차폐는 일반적으로 50 미만의 ΔE 값에서 나타난다. 40 이하의 ΔE 값이 컬러 차폐에서 분명한 증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에 제시된 ΔE 결과로부터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착색된 클로쓰를 사용하는 것이 백

색 클로쓰 또는 직물에 비해서 오염의 시각적 인지를 분명하게 감소시킨 다. 이것은 확실히 하나 이상의 착색된 층을 

통합시킴으로써 실현된 개선이지만, 일부의 소비자들은 컬러 차폐층 단독으로 착색된 생리대 층을 사용함으로써 제

공될 수 있는 것보다 컬러 차폐에서 추가의 감소를 원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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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A-C 및 8에 가장 잘 나타낸 바와 같이, 친수성 (따라서, 습윤성) 봉쇄층 직물이 장치된 것으로 전형적인 비-변형

된 시판품으로 이용가능한 생리대에서 모사된 월경액 (28)의 도포 전 및 후에 예상되는 색상의 모사가 개략적인 그림

으로 도시되어 있다. 모사된 월경액을 패드에 도포하기 전인 도 7A에서는 패드 외관이 백색이다. 적색 혈액 또는 체액

(28)이 봉쇄층 (30)의 친수성 직물과 접촉하게 됨에 따라서 (도 7B), 생리대는 오염을 나타내며, 이것은 적색으로 인

지된다. 마찬가지로, 도 7C 및 8에서는 체액 (28)이 흡수체 코어 (16) 내로 들어감에 따라서, 직조된 직물 (30)내 및 (

봉쇄층 직물 치밀도에 따라) 잠재적으로는 흡수체 코어상에서 잔류 액체가 보임으로 인해서 패드는 관찰자에 의해서 

쉽게 관측될 수 있는 적색 오염을 뚜렷하게 나타낸다.

패드의 구조내에 하나 이상의 컬러 차폐층을 통합시킴으로써 오염된 생리대의 시각적 인지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본 

발명의 하나의 목적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도 9A-C 및 10에서의 색상 모사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친수성 (따라

서, 습윤성) 봉쇄층 직물 (14)가 백색 이외의 색상으로 염색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직물 색상 및 유체 (28)의 적색 색상

사이의 시각적 대비가 덜 하다. 따라서, 개선되지 않은 표준 백색 패드의 오염 및 비오염된 영역 사이의 대비에 비해서

관찰자에 의 해서 오염 및 비오염된 영역 사이의 색상 대비가 훨씬 덜 하다. 오염의 시각적 인지에 있어서의 이러한 

감소는 바람직한 것이다. 오염의 시각적 인지가 명백하게 감소되었지만, 모사된 도면에서는 오염이 관찰자에 의해서 

여전히 어느 정도는 관찰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일부의 사용자들은 생리대에 백색 이외

의 컬러 차폐층을 통합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보다 오염의 시각적 인지에서 추가의 감소가 있는 것을 더 좋아

할 수 있다.

[표 2]

샘플 델타 E 원래의 휘도 L 값

백색 고급화장지 (facial tissue) 1 70.38 92.36

백색 고급화장지 2 68.16 92.93

백색 클로쓰 (White Cloth™) 56.52 93.87

황색 FI-저지 (Jersey) 86.85 103.07

황색 FL 저지 87.74 99.62

황색 곡분 (Yellow Flour) 84.1 89.67

황색 스위스 피크 (Swiss Pique) 59.05 97.47

황색 스위스 피크 (UV 없음) 57.08 94.71

청색 불포화됨 42.55 54.68

녹색 불포화됨 21.74 45.78

녹색 포화됨 19.18 31.64

청동색 (Bronze) 15.54 37.9

적색 거의 포화됨 15.11 45.41

적색 거의 포화됨 17.57 45.42

적색 거의 포화됨 10.35 45.41

적색 포화됨 16.33 34.95

네이비 폰트 (Navy Ponte) 11.91 19.93

네이비 폰트 D 12.79 19.85

네이비 블루 (Navy Blue) 13.01 16.87

밤색 (Maroon) 9.34 23.31

흑색 C 2.36 17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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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명칭

(착색된 직물상의 착색된 상부시트)

상부시트

L
ΔE 관찰

흑색 상에 오렌지 글로 트레드

헥스펜트 (Orange Glo TredHexPent)
71 6.85 거의 관찰할 수 없음

흑색 상에 샤이 블루 헥스펜트

(Shy Blue HexPent)
70 8.1 거의 관찰할 수 없음

적색 상에 오렌지 트레드22헥스

(Orange Tred22Hex)
59 5.84 거의 관찰할 수 없음

상부시트 없음/적색 -- 19.95 관찰할 수 있음

청색 상에 오렌지 트레드22헥스

(Orange Tred22Hex)
59 4.17 거의 관찰할 수 없음

상부시트 없음/청색 -- 26.78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음

친수성 (따라서, 습윤성) 봉쇄층 직물의 색상이 체액의 적색 색상에 더 근접하여 가까워짐에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서 

관찰되는 대비가 훨씬 덜하다. 이 경우에, 착색된 직물상의 착색된 오염간의 대비는 선행기술의 백색 직물상의 착색된

오염간의 대비만큼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약간의 오염을 볼 수 있으며, 추가의 컬러 차폐가 친수성의

착색된 봉쇄층 직물만을 사용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추가의 컬러 차폐가 매우 바람직할 것임을 명백하

다. 명백하게, 친수성 봉쇄층의 직물의 색상이 적색이거나 실질적으로 짙은 색이거나 흑색으로 된다면, 오염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ΔE 값이 약 40 이하인 경우의 상이하게 착색된 직물의 관찰가능한 오염의 정도는 사

용자 집단의 일부에게는 허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더구나, 다양하게 착색된 직물의 상부에 백색 또는 착색된 상부시

트를 배치시키는 것은 상부시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상부시트를 사용한 경우의 감소된 ΔE 값에 의해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증가된 컬러 차폐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고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ΔE 값의 추가의 감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백색 상부시트에 비해서 오 렌지 또는 청색 상부시트를 사용한 경

우에 증가된 컬러 차폐가 수득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등도의 컬러 차폐는 시장에서 광범한

채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따라서 매력적인 외관을 가지며, 적어도 비변형된 패드 정도로 작용

하고 시판품으로 허용되는 생리대를 여전히 제공하면서 허용가능한 수준의 컬러 차폐를 제공하는, 착색된 봉쇄층 직

물 이외의 다른 컬러 차폐 방법 및 물질이 필요하다.

월경액 및 그밖의 다른 체액의 컬러 차폐를 확실하게 촉진시키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봉쇄층을 포함하는 친

수성 직조 또는 부직 직물 (또는 클로쓰라고도 불리움)의 착색된 (바람직하게는 어두운 색상) 기질상에 작은 소수성의

착색된 (백색 포함) 표면의 컬러 차폐층을 제공하는 본 발명의 한가지 구체예가 포함된다. 소수성 물질은 물이 그의 

표면상에 위치한 경우에 큰 접촉각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접촉각이 클수록 그 물질의 소수성은 더 크

다. 일반적으로, 접촉각이 클수록 표면을 지표면에 대해 수평인 상태로부터 기울일 때 물방울이 표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지는 경향이 더 크다. 따라서, 증가된 소수성을 갖는 이들 물질은 이러한 소수성 표면의 제조를 위해 그 사용이 증

가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이들 소수성 물질의 표면은 또한, 물 또는 수성계 용액에 대해 불투과성일 수 있다. 이하

에서, 용어 액체 불투과성은 물 또는 수성계 용액에 대해서 불투과성인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바람직하게는, 소수성의 액체 불투과성 착색 표면의 이러한 층을 이 봉쇄층의 정상에 배치시키고, 실크스크린 날염, 

전사날염, 스티플 날염 (stipple printing), 피복방법 및 이러한 표면에 대해 고정시키는 접착제의 사용과 같이 본 기술

분야에서 공지된 적합한 필름 침착 또는 날염방법에 의해서 그 위에 부착시킨다. 본 발명에서 착색된 표면이라는 문

구가 사용되었지만, 소수성 물질의 형태는 본 발명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크기, 간격, 색상, 패턴, 색상 휘도, 반사율 및

불투명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둥근 착색된 표면이 본 발명의 한가지 바람직한 구

체예로 본 발명에서 기술되고 제시되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구체예는 봉쇄층을 포함하는 친수성의 직조 또는 부직 

직물의 착색된 (바람직하게는 어두운 색상) 기질상에 배치된 소수성의 유체 불투과성 물질로 구성된, 색상 범위가 좁

은 (백색 포함) 리본을 통합시킨다.

다수의 소수성 디스크를 통합시킨 본 발명의 컬러 차폐층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소

수성 표면 (20)을 지지하는 지지직물 (22)의 층을 도시한 도 11A-D를 참고로 한다. 도 11A-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수성의 유체 불투과성 표면 (20)은 바람직하게는 아래에 있는 지지직물로부터 사용자를 격리시키는 어떤 적합한 

배치로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표면 (20)은 바람직하게는 편평하거나, 경사지거나 (도 11B), 버블 (bubble)-형태이거

나, 원뿔형이거나 (도 11C), 또는 필수적으로 표면으로부터 유체 제거를 촉진시키는 어떠한 구성으로도 이루어진다. 

도 11D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면 (20)은 별개의 지지직물 (22) 대신에 확산층 (18)상에 직접 배치될 수도 있다.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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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C는 친수성의 직조 또는 부직 직물 (22) (이것은 또한 봉쇄층의 직물이다)의 어두운 기질상에 지지된 다수의 실

질적으로 균일하게 이격된 착색 소수성 표면 (20)을 그림으로 모사한 것이다. 도 14B 및 14C 및 15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체액 (28)은 소수성의 유체 불투과성 표면 (20)상에 보유되지 않으며, 봉쇄층 (22)의 바람직하게는 친수성인 직물

내로 빨려 들어감으로써 소수성 표면 (20)의 간격 사이에 유도되며, 이것으로부터 유체는 흡수체 코어 (16)내로 전달

된다.

월경액의 적색 색상 또는 그의 오염을 볼 수 없거나 거의 볼 수 없는 일차적 이유는 착색된 소수성 표면으로부터 반사

된 광선의 높은 강도가 시각적 감지로부터 착색된 표면 사이에 노출된 직물 지지층의 약간의 어두움을 감추기 때문이

다. 착색된 표면상에 형광성 또는 반사성 안료 또는 반사성 배면층을 사용하는 것은 어둡게 착색된 지지직물의 약간의

오염의 인지를 더 더욱 감소시키면서 착색된 표면으로부터 발산되는 광선 강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컬러 차폐과정을 

더 도와줄 수 있다. 따라서, 소수성의 착색된 디스크를 어둡게 착색된 지지직물과 결합시켜 사용하면, 본 발명의 컬러 

차폐능력은 증가한다.

이하에서는 인공적 월경액을 도포하기 전 및 후에 이 표면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이도록 하는 작동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1) 유체는 소수성의 유체 불투과성 착색 표면으로부터 효과적으로 흘러내려 습윤성의 친수성 (습윤성) 지지

직물내로 빨려 들어간다. (2) 지지직물의 흑색 색상은 색상 또는 명암의 약간의 변화를 일으키지만, 지지직물의 실제 

색상 또는 명암의 시각적 관찰은 어둡게-착색된 지지직물상에 배열된 착색 표면으로부터 반사된 큰 광선 강도로 인

하여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 (3) 어둡게-착색된 지지직물의 시각적 불투명화는 이들 색상 표면에 매우 얇은 반사성의

백색 또는 금속성 층이 뒤에 대어질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각각의 착색된 표면의 목적하는 높은 광선 반사성에 의

해서 증진될 수 있다. 어떤 색상의 색상 표면에서 높은 반사성을 얻는 대체방법은 형광성 안료 또는 염료를 사용하거

나, 착색된 표면 안료 또는 염료내에 매우 반사성인 물질을 혼합시키는 것이다. 착색된 표면영역에 대한 노출된 공간

영역의 범위는 효과적인 컬러 차폐 및 하부층에 대한 효율적인 월경액 전이를 획득하면서 10％ 미만으로부터 95％ 

이상 까지의 범위일 수 있다.

소수성의 착색된 리본 및 착색된 표면을 위한 지지직물은 바람직하게는, 흡수된 체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어둡게 착색

된다. 마찬가지로, 지지체의 우수한 모세관 또는 습윤 특성도 매우 바람직한 특징이다. 높은 습윤성을 갖는 불투명한 

섬유가 월경액의 컬러 차폐에 사용된 착색된 리본 및 색상 표면을 위한 지지직물로 바람직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컬러 차폐층에는 또한, 착용자에게 상대적인 잔여 흡수능을 지시하도록 지시창 (indicator window) 또는 '

비-피복'되거나 '비-차폐'된 영역이 제공될 수도 있다. 창은 월경액의 존재를 나타내도록 간단히 적색으로 전환될 수 

있거나, 시약을 사용하여 패드내에 보유된 유체의 양을 표시할 수도 있다. 별법으로, 시약을 사용하여 상이한 색상 (

적색 이외의 색상)으로 전환시켜 패드내의 유체의 존재를 시사하고, 패드의 중심으로부터 증가된 간격으로 배치된 이

들 창이 적절한 지시색상으로 착색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패드의 잔여 능력을 지시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창

(window)'에 장식용 패턴, 그림, 어구 또는 로고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동하는 월경액이 패턴 또는 그림에 색상의 특이

적 부위를 제공하도록 할 수도 있다. 추가로, 본 발명에 기술된 컬러 차폐의 원리에 따라서 월경액 오염을 덜 나타내도

록 만들 수 있게 착색된 여성용 위생패드 표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상부시트 또는 컬러 차폐층의 전체 또는 

일부분상에 패턴, 엠블럼 (emblem), 상징 (insignia), 그림, 풍경, 슬로건 (slogan) 등이 중첩되거나 인쇄될 수도 있다.

상기 열거된 이러한 시각적 특징은 사용 전 및 후 둘 다에 패드 사용자에게 시각적 혼란을 제공함으로써, 소수성의 착

색된 표면 또는 착색된 리본의 사용에 의해 일차적으로 부여된 컬러 차폐효과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의 특징

은 백색 및 흑색을 비롯하여 가시 스펙트럼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색상을 사용함으로써도 제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색상은 비반사성, 반사성 및(또는) 형광성 안료를 사용함으로써 생성시킬 수 있다. 이러한 다수의 표면을 가로

질러서 패턴을 제공하여 상기 언급한 다양한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소수성 표면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색상 또는 

물질이 나타날 수도 있다.

상부시트의 주된 기능은 사용자의 신체를 패드 봉쇄층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비교적 건조한 촉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소수성의 비습윤성 표면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 소수성 표면이 지지직물로 가득 차거나 지지직물

위로 융기되는 경우에 이 기하구조는 피부를 컬러 차폐 지지층 (이것은 또한 봉쇄층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으로부터 

격리시키기 때문에, 소수성의 액체 불투과성 표면구조는 또한 상부시트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소수성 표면은 

이들 표면이 소수성 층의 표면 위로 융기하여 신체와 지지직물 사이에 증가된 간격을 제공하는 경우에 상부시트로서 

작용하는 추가의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되었다. 이 경우에 둥글거나 경사진 가장자리를

갖는 것은 월경액의 증진된 흐름 뿐만 아니라 착용자의 증진된 안락감을 위해서 통합시키는 중요한 구조적 특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사용자에게 최적 건조감을 제공하는데 추가의 상부시트 층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서 제조자에게 고유의 경제적 잇점을 제공할 수 있다.

소수성 표면을 위한 고속유동 지지직물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컬러 차폐장치에 대한 본 발명의 한가지 구체예에는 친수성 지지직물에 대한 착색된 소

수성 액체 불투과성 표면의 부착이 포함된다. 이 지지직물은 또한 착색된 소수성 표면에 방출된 월경액, 혈액 또는 뇨

를 지지직물 아래에 배치된 흡수성 코어에 운반하는 작용을 한다. 본 발명에는 이들 표면들 사이에 다양한 간격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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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크기의 소수성 표면의 사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지직물의 피복된 영역의 백분율은 약 10％ 내

지 약 95％ 까지의 범위이다. 따라서, 이들 기술된 장치의 경우에 이 피복의 효과를 극복하고 방출된 월경액, 혈액 또

는 뇨를 충분히 높은 투과율로 아래에 있는 흡수성 코어에 이송시키기 위해서는 용이하게 습윤되며 이들 및 그밖의 

다른 수성계 유체에 대하여 높은 투과율을 갖는 지지직물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일론, 폴리에스

테르, 아크릴 및 그밖의 다른 폴리머와 같은 경제적인 지지직물 후보물질은 비교적 소수성일 수 있으며, 습윤되어 물

을 저 내지 중등도의 유속으로 이송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목면과 같은 친수성 직물은 높은 유체 수용능

을 갖지만, 물을 단단하게 유지시키기 때문에 큰 투과율을 갖지는 않는다. 비교적 소수성 인 직물상에서 물의 흡인 및

투과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의복 산업에서 사용하는 한가지 방법은 이들 섬유를 섬유 소수성 코어에 공유적으로 부

착되거나 부착되지 않을 수 있는 친수성 성분으로 피복시키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지지직물의 섬유를 매우 작은 

직경의 섬유 묶음으로 구성하여 유효 섬유 표면적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이러한 섬유에 의한 유체 이동율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정 제품을 추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하의 직물은 이 기술을 이용시 월경액 모사품에 대하

여 높은 이송특성을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따라서 이들이 본 발명에 기술된 장치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인

테라 (Intera™) I-301 및 I-303 (Intera Technologies Inc.; 나일론상의 피복), 인텍스 (inteX) GB 2821, 제일 (Xhal

e™)(Intex Corp.; 폴리에스테르상의 피복), 나노-드라이 (Nano-dry™)를 갖는 사이내튜럴 (Synatural™) 직물 (Bur

lington Raeford; 폴리에스테르상의 피복), 및 부직 스펀본디드 (spunbonded) 폴리프로필렌상의 친수성 피복 (Mogu

l). 증진된 액체 이송특성을 위해서 디자인된 변형된 직조패턴 (weaving pattern) 또는 쿨맥스 (CoolMax™; DuPont)

와 같은 특별한 형상의 섬유를 갖는 직물도 또한 고속유동 지지직물에 대한 우수한 후보물질이다. 수용액에 대한 지

지직물의 투과율을 증진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이러한 직물을 루롤 (Lurol) PP-9725 (Goulston Technologies)과 

같은 친수성 계면활성제로 피복시키는 것이다. 소수성 표면의 부착을 위한 후보 지지직물에는 직조, 편직 및 부직 직

물이 포함된다.

컬러 차폐층이 사용자에게 직접 접촉되는 경우에, 영역의 높이가 크면 클수록 컬러 차폐층의 습윤된 지지직물로부터 

사용자의 표면이 더 멀어지기 때문에 사 용자 쪽으로 상향하여 연장되는 유체 불투과성 또는 소수성 영역을 갖는 직

물이 착용자에게 안락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높이에 대하여는 제한이 있지만, 컬러 차폐층상의 소수성 

물질의 높이는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안락감을 증진시키도록 최적화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

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소수성 영역의 형태는 평활한 표면을 제공하도록 더 최적화될 수 있으며, 안락감을 증진시키

고 흡수제품내로 유체의 고속 유동을 촉진시키도록 주변 표면에 대하여 구부러질 수 있다.

지지직물상에 소수성 표면의 실험적 어레이 (arrary)의 침착

다양한 지지직물상에서 다양한 소수성 표면의 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PVC)로 조성된 다양

하게 착색된 소수성 표면의 실험적 어레이를 다양하게 착색된 직물상에 침착시키고, 표면 색상, 지지직물 색상, 표면 

크기 및 가장 효과적인 컬러 차폐를 야기시키는 표면 격리의 조합을 실험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였다. 도

16 (일정한 비율이 아님)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들 표면 (20)은 스크린 날염에 의해서 열경화 PVC 플라스티졸 (plas

tisol)로부터 제조되고 0.3 ㎜, 0.5 ㎜, 1.0 ㎜ 및 2.0 ㎜의 공칭 직경 d를 가지며, 최종 열경화 단계 후에 0.1 ㎜, 0.2 

㎜, 0.5 ㎜, 1.0 ㎜ 및 2.0 ㎜의 공칭 격리간격 x (가장 가까이 접근한 것의 간격)를 두고 지지직물상에 실크 스크린하

여 침착시켰다. 이 방법으로 필수적으로 직물 지지층으로 가득 채운 소수성 표면을 야기시켰으며,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상부시트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험을 목적으로하여, 도 16에 도시된 표면의 실험적 어레이에 나타낸 바

와 같이, 표면은 표면이 교호 열 (alternate row)로 실질적으로 배열되도록 교호하여 엇갈린 열로 배치될 수 있다.

PVC는 물을 흘러내리게 하고 희석된 개 혈액으로부터 유도된 인공적 월경액을 효과적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교적 소수성의 액체 불투과성 폴리머이다. 그러나, 소수성 폴리머의 표면에 이동할 수 있는 일부의 PVC 

안료들은 헤모글로빈-기재의 모사된 월경액의 적색 색상을 부분적으로 체류시킬만큼 충분히 친수성인 것으로 결정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한가지 접근방법은 다양한 양의 고도로 불소화된 폴리머 (예를들어, 사이토닉스 플루오르펠 (

Cytonix Fluorpel™) PFC 1602A)를 혼합시킴으로써 PVC 표면의 전반적인 소수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이 방법은

약간의 증진된 특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별법으로, 전체 소수성 표면은 플루오로폴리머 또는 증진된 소수

성을 갖는 그밖의 다른 물질로 조성될 수 있다. 착색된 플루오로폴리머 (사이토닉스 (Cytonix) Q348 퍼플루오로코트

(PerFluoroCoat™))로 완전히 조성된 소수성 표면이 지지직물 (시리즈 α 및 β)상에 침착되었으며, 인공적 월경액으

로부터 유도되고, 또한 실험적 매트릭스내에서 측정된 가장 낮은 ΔE 값 중에서 제공된 적색 색상을 관찰가능한 정도

로 체류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컬러 차폐층을 통한 인공적 월경액의 수용액 투과율을 유의적으로 증진시키

는 또 다른 방법은 지지직물상의 소수성 표면으로 구성된 전체 컬러 차폐층을 루롤 (Lurol) PP-9725 (Goulston Tec

hnologies)과 같은 친수성 계면활성제로 분무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컬러 차폐효과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전체 

컬러 차폐층을 통하여 유의적으로 증가된 유체 투과율을 유도하였다 (참조: 이들로부터 제조된 디스크에 대한 시리즈

α 및 β의 ΔE 데이타).

지지직물상의 소수성 표면의 시험 시스템은 또한 크로마텍 칼라 시스템 (Chromatec Color System)에 의해서 효과

적으로 생산되었으며, 이것은 이 마스크 (mask) 뒤의 착색된 층을 광화학적으로 경화시키고, 생성된 표면패턴을 지지

직물에 접착식으로 부착시킴으로써 마스크로부터 목적하는 패턴을 전이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크로마텍 영상화 시스

템 (Chromatec Imaging System)의 사용은 고도의 컬러 차폐를 야기시키는 다양하게 착색된 형광안료의 구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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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하였다. 착색된 층의 바로 아래에 백색 층을 배치시키는 것은 컬러 차폐효과에 기여하는 유의적으로 증진된 

색상 강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또한 결정되었다. 크로마텍 (Chromatec) 방법을 사용하여 직물 지지층 위로 융기된 소

수성 표면을 생성시켰으며, 이들 표면은 또한 경사진 가장자리를 가졌다. 언급한 바와 같이, 지지직물 위로 융기된 소

수성 표면의 사용은 빌트-인 (built-in) 상부시트로 작용하는 그들의 역할을 증진시켰다.

컬러 차폐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컬러 차폐 잠재성을 갖는 시판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변형된 직물을 수득하

여 평가하였다. 한가지 형태의 변형된 직물은 지지직물에 부착된 비교적 가깝게 이격된 소수성 표면의 규칙적인 어레

이를 갖는다. 이러한 두가지 경우 (골드 레임 (Gold Lame) 8-8 및 8-12)에서, 직물은 작은 직경의 폴리에틸렌 테레

프탈레이트 섬유의 묶음으로 구성되었으며, 표면은 아마도 아래에 있는 직물에 대한 열부착을 위해서 사용된 하부의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의 위에 배치된 매우 반사성인 층의 위에 배치된 상부 착색된 폴리우레탄 층으로 구성된 샌드위

치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 다른 형태의 시판품으로 이용가능한 변형된 직물은 평행하는 열로 배열되었

으며 지지직물에 부착된 좁고 반사성인 착색 리본을 가졌다. 또 다른 형태의 직물은 다수의 색상으로 피복되고, 중첩

된 간섭패턴 및(또는) 전체 디스크 시스템상에 중첩된 홀로그램 패턴을 갖는 작은 크기의 디스크를 가졌다. 모어 패턴

(Moire' patterns), 호일 (foil), 형광성 안료 및 염료 및 층내에 침착된 그밖의 다른 반사성 물질과 같은 그밖의 다른 

반사성 표면이 유용하다.

인공적 월경액을 스크린 날염에 의해서 지지직물에 부착된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로 구성된 소수성 디스크 시스템에 

첨가하고 그들의 반사율 거동을 기계적으로 측정하여 시험 매트릭스를 평가하였다. 각각의 샘플을 흡수성 종이 상부

에 배치된 확산층의 상부에 배치시키고, 인공적 월경액 (0.5 ㎖)을 1.7 ㎝ 직경 부분상에 균일하게 첨가하였다. 1.7 ㎝

직경의 홀을 갖는 헤비 워셔 (heavy washer)를 소수성 디스크 시스템상에 배치시켜 원하는 이 영역내에 인공적 월경

액의 첨가를 집중시켰다. 이들 소수성 디스크 시스템은 다양한 색상을 가졌으며, 광범한 크기 (직경이 0.3 ㎜ 내지 2.0

㎜) 및 다양한 간격을 가졌다. 소수성 표면 색상은 적색 월경액이 지지직물내에 들어가는 경우에 최소의 전체적인 색

상 및 광도 색상 변화가 관찰될 수 있도록 지지직물 광도 및 색상보다 더 밝은 색상 및 더 큰 광도를 갖도록 선택되었

다. 직물이 어두울수록, 적색 월경액 모사품이 직물에 의해서 흡수될 때에 관찰된 색상 및 광도 변화는 더 작았다. 밝

은 색상 및 높은 광도를 갖는 소수성 표면은, 장치에 대한 인간의 인지가 주로 월경액을 첨가하기 전 및 후에 더 밝게 

착색된 소수성 표면을 인지하게 될 수 있도록 더 어두운 색상 및 낮은 광도를 갖는 인접한 지지직물에 대한 시각적 인

지를 제압할 수 있다. 이 효과에 대한 예외는 적색 월경액을 적색 직물의 종류에 첨가하는 경우에 나타나며, 여기에서

는 색상 및 광도 변화가 둘 다 작다 (컬러 차폐 보다는 색상 합치). 지지직물의 명시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흑색이 적

어지게 됨) 시각적 인지 및 증가된 ΔE 값으로 측정되는 컬러 차폐는 덜 효율적으로 된다. 이들 원리는 일련의 색상을

갖는 소수성 표면을 흑색 (매우 낮은 명시도를 가짐)부터 백색 (높은 광도를 가짐)까지의 범위의 지지직물 상에 배치

시켜 시험하였다.

소수성 표면의 높은 반사성 또는 광도 (또는 높은 L 값)의 '관찰된' 잇점은 이것이 유의적인 비율의 노출면적을 갖는 

이하의 적층된 시스템에 의해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어두운 지지직물의 색상을 관찰자에게 거의 뚜렷하지 않게 한다

는 것이다: 폴리에스테르상의 골드 표면 (골드 레임 8-8; 54％ 노출면적) 및 시리즈 (Series) C (0.5 ㎜ × 0.5 ㎜); 청

동색 직물상의 백색 표면 (시리즈 P, 0.5 ㎜ × 0.5 ㎜, 특히 50％ 노출면적을 가짐; 광범한 녹색 호일 표면 크기 및 격

리 (시리즈 X)는 인공적 월경액을 체류시키지 않는데 탁월한 성능을 수행하면서 완전히 피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다수

의 표면을 가졌다).

산출된 시험결과 및 데이타 중의 일부가 표 4에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표 4는 객관적이고 시각적인 관찰결과 모두

를 요약하였으며, 이 시험의 결과중의 일부는 모두 흑색 지지직물상의 소수성 골드 호일, 소수성 백색 표면, 소수성 녹

색 호일 표면 및 소수성 녹색 플루오로폴리머 표면을 포함한다. 추가로, 표 4는 청동색 지지직물상의 크로마텍 녹색 

표면 뿐만 아니라 청색 지지직물상의 다양한 크기 의 소수성 적색 표면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관적 평가는 약 30.48

cm (1 피트) 이상의 거리에서 육안에 의한 관찰결과이다.

[표 4a]

샘플
소수성 직경

(면적) ㎜ (㎟)

밀폐된

면적 ％
ΔE 시스템 L 값 오염 결과의 관찰

흑색상의 골드 레임

골드 레임 8-8-a1 0.6 (0.3) 50 4.3 68.9 거의 관찰되지 않음

골드 레임 8-8-a1 0.65 (0.3) 50 2.4 68.9 거의 관찰되지 않음

골드 레임 8-8-a1 0.6 (0.3) 50 2.9 68.9 거의 관찰되지 않음

골드 레임 8-8-a2 0.6 (0.3) 50 3.5 70.0 거의 관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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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레임 8-12 0.6 (0.3) 40 4.0 59.9 거의 관찰되지 않음

골드 호일 흑색 C 0.3 (0.07) 40 1.4 54.9 거의 관찰되지 않음

골드 호일 흑색 C 0.3 (0.07) 20 2.9 37.4 거의 관찰되지 않음

골드 호일 흑색 C 0.3 (0.07) 5 2.9 27.5 거의 관찰되지 않음

골드 호일 흑색 C 0.3 (0.07) 2 3.2 19.8 거의 관찰되지 않음

골드 호일 흑색 C 0.5 (0.2) 75 4.7 73.6 거의 관찰되지 않음

골드 호일 흑색 C 0.5 (0.2) 50 1.8 66.3 관찰되지 않음

골드 호일 흑색 C 0.5 (0.2) 50 1.9 66.3 관찰되지 않음

골드 호일 흑색 C 0.5 (0.2) 15 3.1 40.4 거의 관찰할 수 없음

골드 호일 흑색 C 1 (0.8) 80 3.5 76.3 거의 관찰할 수 없음

골드 호일 흑색 C 1 (0.8) 80 4.2 76.4 거의 관찰할 수 없음

골드 호일 흑색 C 1 (0.8) 60 5.0 66.3 거의 관찰할 수 없음

골드 호일 흑색 C 1 (0.8) 25 3.6 48.4 거의 관찰할 수 없음

골드 호일 흑색 C 1 (0.8) 80 3.5 76.3 거의 관찰할 수 없음

골드 호일 흑색 C 1 (0.8) 80 4.2 76.4 거의 관찰할 수 없음

골드 호일 흑색 C 1 (0.8) 60 4.9 66.3 거의 관찰할 수 없음

골드 호일 흑색 C 1 (0.8) 25 3.6 48.4 거의 관찰할 수 없음

골드 호일 흑색 C 2 (3.1) 70 4.4 73.3
거의 관찰할 수 없음,

잔류물

골드 호일 흑색 C 2 (3.1) 60 3.1 69.36
거의 관찰할 수 없음,

잔류물

골드 호일 흑색 C 2 (3.1) 40 1.4 59.7
거의 관찰할 수 없음,

잔류물

골드 호일 흑색 C 2 (3.1) 40 0.84 59.4 거의 관찰할 수 없음

[표 4b]

흑색 상의 백색 시리즈

샘플
소수성 직경

(면적) ㎜ (㎟)

밀폐된

면적 ％
ΔE

시스템

L 값
오염 결과의 관찰

백색 흑색 시리즈 B 0.3 (0.07) 40 1.6 42.5
거의 관찰되지 않음,

습윤만 됨

백색 흑색 시리즈 B 0.3 (0.07) 20 1.3 31.6
거의 관찰되지 않음,

습윤만 됨

백색 흑색 시리즈 B 0.3 (0.07) 5 1.4 21.9
거의 관찰되지 않음,

습윤만 됨

백색 흑색 시리즈 B 0.5 (0.2) 75 1.9 62.4
거의 관찰되지 않음,

습윤만 됨

백색 흑색 시리즈 B 0.5 (0.2) 50 2.5 55.3
거의 관찰되지 않음,

습윤만 됨

백색 흑색 시리즈 B 0.5 (0.2) 15 1.5 33.3
거의 관찰되지 않음,

습윤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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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흑색 시리즈 B 1 (0.8) 80 3.9 69.7
거의 관찰되지 않음,

도트 중심에 약간의 적색

백색 흑색 시리즈 B 1 (0.8) 60 2.8 63.1
거의 관찰되지 않음,

도트 중심에 약간의 적색

백색 흑색 시리즈 Br 1 (0.8) 60 2.2 63.1
거의 관찰되지 않음,

도트 중심에 약간의 적색

백색 흑색 시리즈 B 1 (0.8) 25 3.0 43.7
거의 관찰되지 않음,

도트 중심에 약간의 적색

백색 흑색 시리즈 B 2 (3.1) 70 6.7 70.7 관찰가능한 낮은 대비

백색 흑색 시리즈 Ba 2 (3.1) 70 8.5 70.7
관찰가능한 낮은 대비,

도트 중심에 약간의 적색

백색 흑색 시리즈 B 2 (3.1) 60 3.7 63.7
거의 관찰할 수 없음,

도트 중심에 약간의 적색

백색 흑색 시리즈 Ba 2 (3.1) 60 4.5 63.7
거의 관찰할 수 없음,

도트 중심에 약간의 적색

백색 흑색 시리즈 B 2 (3.1) 20 1.9 50.5 거의 관찰할 수 없음

[표 4c]

흑색상의 녹색 호일

샘플
소수성 직경

(면적) ㎜ (㎟)

밀폐된

면적 ％
ΔE

시스템

L 값
오염 결과의 관찰

녹색 호일-흑색 시리즈 X 0.3 (0.07) 40 6.68 41.6 관찰할 수 없음

녹색 호일-흑색 시리즈 X 0.5 (0.2) 75 5.4 51.6 관찰할 수 없음

녹색 호일-흑색 시리즈 X 0.5 (0.2) 50 3.9 45.3 관찰할 수 없음

녹색 호일-흑색 시리즈 X 1 (0.8) 60 2.2 43.8 관찰할 수 없음

[표 4d]

흑색상의 녹색

플루오로폴리머

샘플
소수성 직경

(면적) ㎜ (㎟)

밀폐된

면적 ％
ΔE

시스템

L 값
오염 결과의 관찰

녹색 플루오로폴리머-

흑색 시리즈 α
1 (0.8) 80 0.7 33.2 관찰할 수 없음, 습윤

녹색 플루오로폴리머-

흑색 Surf. 시리즈 α
1 (0.8) 80 2.0 33.1 관찰할 수 없음, 습윤

녹색 플루오로폴리머-

흑색 시리즈 α
1 (0.8) 60 0.65 30.8 관찰할 수 없음, 습윤

1 (0.8) 80 1.61 33.2 관찰할 수 없음, 습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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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플루오로폴리머-

흑색 시리즈 β

녹색 플루오로폴리머-

흑색 Surf. 시리즈 β
1 (0.8) 80 1.10 33.6 관찰할 수 없음, 습윤

녹색 플루오로폴리머-

흑색 시리즈 β
1 (0.8) 60 2.08 30.4 관찰할 수 없음, 습윤

[표 4e]

청색상의 적색

샘플
소수성 직경

(면적) ㎜ (㎟)

밀폐된

면적 ％
ΔE

시스템

L 값
오염 결과의 관찰

적색-청색 시리즈 L 0.5 (0.2) 75 3.5 31.0 거의 관찰할 수 없음

적색-청색 시리즈 L 0.5 (0.2) 50 2.5 30.0 거의 관찰할 수 없음

적색-청색 시리즈 L 1 (0.8) 80 1.6 32.3 거의 관찰할 수 없음

적색-청색 시리즈 L 1 (0.8) 60 2.6 32.2 거의 관찰할 수 없음

[표 4f]

청동색상의

크로마텍 녹색

샘플
소수성 직경

(면적) ㎜ (㎟)

밀폐된

면적 ％
ΔE

시스템

L 값
오염 결과의 관찰

크로마텍 녹색-청동색 0.65 (1.4) 70 4.5 68.2 거의 관찰할 수 없음

이들 시스템에 대한 인공적 월경액은 컬러 차폐층을 통해서 수초 이내에 아 래쪽 표면으로 빠르게 침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각각 약 75％의 밀폐된 면적 및 80％의 밀폐된 면적을 갖는 0.5 ㎜ 및 1.0 ㎜ 디스크

는 액체-투과성 친수성 직물표면의 낮은 면적 백분율로 인하여 비교적 느린 투과율을 가졌다. 그러나, 이들 경우에 이

들 느린 투과율은 시험하기 전에 시도하도록 허용한다면 전체 컬러 차폐층 (지지직물에 부착된 착색된 소수성 디스크

)을 루롤 (Lurol) PP-9725와 같은 친수성 계면활성제로 분무함으로써 현저하게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론적으로 얽

매임이 없이, 친수성 계면활성제는 소수성 표면으로부터 효과적으로 흘러내려 지지직물에 이동하며, 여기에서 지지

직물의 유체 이동특성은 증가된다. 투과율에서의 이러한 증가는 알파 및 베타 시리즈 (녹색 사이토닉스 (Cytonix) Q3

48 퍼플루오로코트 (PerFluoroCoat™), 여기에서 스크린 날염한 후의 베타 시리즈는 최종 열압을 수반하지만, 알파 

시리즈는 그렇지 않다)에서와 같은 몇개의 시스템에서 나타나고 측정되었다. 알파 시리즈에서, 약 80％ 밀폐된 면적

을 갖는 1.0 ㎜ 디스크는 인공적 월경액을 약 60초 동안 보유하였으며, 그 후에 AMF는 컬러 차폐층을 통해서 빠르게 

이동하였다. 그러나, 이 친수성 계면활성제로 처리한 후에 AMF는 즉시 컬러 차폐층을 통해서 투과하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거동은 또한 알파 시리즈에 대해 규정된 것과 동일한 크기를 갖는 디스크가 약 40초 동안 AM

F를 보유한 베타 시리즈에서도 반복되었으며, 이들을 친수성 계면활성제로 처리한 후에 AMF는 즉시 컬러 차폐층을 

통해서 투과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지지직물 (Foxy Spandex)상에 가깝게 이격된 디스크를 갖는 시

판품으로 수득한 물질에서도 나타났으며, 여기에서는 그의 표면상에 위치하는 AMF가 컬 러 차폐층을 투과하기 전에 

60초의 지연이 있었으며, 그 반면에 친수성 계면활성제로 처리한 후에 AMF는 거의 즉시 투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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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오로폴리머 및 PVC의 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의 유익한 효과는 소수성 디스크가 황색 안료 (진한 청색 직물상의 

시리즈 T)를 함유한 PVC내의 0.3％ 플루오르펠 사이토닉스 (FluorPel™ Cytonix) 1602A로 조성되는 경우에 나타

났으며, 이 시스템을 디스크가 1.0 ㎜의 직경 및 약 0.5 ㎜의 격리를 갖는 경우에 플루오르펠 사이토닉스 (FluorPel™

Cytonix) 1602A (진한 청색 직물상의 시리즈 F)가 부재하는 동일한 시스템과 비교하였다. 플루오르펠 사이토닉스 (

FluorPel™ Cytonix) 1602A를 함유하는 디스크는 적색 도트가 존재하지 않는 '매우 미약한' 오염을 나타내는 반면에

, 플루오르펠 사이토닉스 (FluorPel™ Cytonix) 1602A를 함유하지 않는 디스크는 디스크의 중앙에 존재하는 AMF로

부터 유도된 작은 적색 도트를 갖는 '미약한' 오염이 있는 잔류물을 나타내었다.

표 4에서 측정된 ΔE 값은 스캐닝된 부분내에서 소수성 디스크와 지지직물 표면의 수집물의 색상 반사계수에 있어서

의 변화를 나타낸다. 도 18-21을 참고로하여, 허용될 수 있는 ΔE 값은 일반적으로 어두운 색상의 지지직물이 사용된

경우에는 시험한 모든 색상, 디스크 크기 및 피복면적 백분율에 대해서 수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 18, 19, 20 및 2

1은 각각 0.3 ㎜, 0.5 ㎜, 1.0 ㎜ 및 2.0 ㎜의 직경을 갖는, 필수적으로 원형인 소수성 시험 표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

고 수집한 것이다. 컬러 차폐는 백색 지지직물 상의 백색 소수성 표면에 의해서도 수득되었으며, 컬러 차폐는 오염가

능한 백색 지지직물의 증가하는 폐색양으로 인하여 피복 면적에 대해 비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색상 및 디스크 크기에 대해서 ΔE 및 오염의 시각적 인지는 일반적으로 색상 배합과는 무관하게 피복면

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효과는 피복면적에 직접적으로 비례하지는 않았다. 허용가능한

ΔE 및 시각적 인지는 직경 0.3 ㎜ 내지 직경 2.0 ㎜ 범위의 디스크 크기에 대하여 관찰되었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디

스크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잔류 모사품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폴리머 플루오로카본과 같은 

매우 소수성인 물질의 사용은 잔류하는 모사품을 최소화시키거나 없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더 큰

디스크 크기에 대한 바람직한 구체예는 폴리머 플루오로카본과 같은 매우 소수성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일부의 물질은 디스크 표면상에 소량의 잔류물이 남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 다소 덜 색상을 차폐시켰다. 따라서, 이들

데이타는 이들 간섭이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 효과에 대해 최적화되지 않은 것이다. 이들 물질의 유체 흐름

특성이 이들 잔류물을 흘러내리게 하도록 개선되었다면, 이들은 도 17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들이 마치 잔류물을 닦

아 낸 것처럼 작용할 것이다.

색상 측정은 또한, 하나의 층을 통해서 용이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가벼운 중량의 흑색 직물상에 침착된 약 0.8 ㎜ 격리

간격을 갖는 약 0.5 ㎜ 직경의 녹색, 보라색 및 적색으로 착색된 소수성 호일 디스크를 사용한 컬러 차폐층을 이용하

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층의 뒤에서 AMF의 적색 색상이 보이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들 시스템의 3개의 층을 적

층시킨 다음에 측정을 수행하였다. 이하의 ΔE 값은 녹색, 보라색 및 적색으로 착색된 디스크 시스템에 대하여 수득

되었다: 각각 1.9, 4.1 및 2.6. 이들 결과는 다수의 착색된 차폐층을 적층시켜 효과적인 컬러 차폐를 획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상기의 '흑색상의 백색 시리즈'의 경우를 특별히 고려하여, 간격 및 디스크 크기의 상세한 사항을 이하에 제시하였다.

흑색 직물상의 백색 디스크에 대한 가장 가까운 접근의 간격 (㎜)

직경 (㎜)

0.3 ㎜ 0.5 ㎜ 1.0 ㎜ 2.0 ㎜

0.2 0.1 0.1 0.2

0.4 0.2 0.2 0.4

0.5 0.5 0.5 0.5

1.0 0.9 1.0 1.0

2.0 1.8 2.0 2.2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효과적인 컬러 차폐는 다양한 디스크 크기 및 간격에 걸쳐서 디스크와 지지직물 사이

의 광도에 있어서 큰 대비가 있는 경우에 수득되었다.

발광함수 (luminescence function)의 해석

ΔE 대 L 시스템 -L 클로쓰 /L 시스템 (광도 함수) 플롯 (도 17A)은 소수성 표면 및 지지직물 색상을 선택하기 위한 장치

의 예견을 제공한다. ΔE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작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으로서의 흡수제품의 L 값

이 35 보다 크고,  (L 시스템  - L 클로쓰  )/L 시스템 > 0.2의 관계가 시스템과 지지직물의 물질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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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색상 배합과는 무관하게 효과적인 컬러 차폐가 존재한다면 ΔE < ~12의 변화가 관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스템으로서의 흡수제품의 L 값이 35 미만이고,  (L 시스템  - L 클로쓰  )/L 시스템 > -0.1의 관계가 시스템과 

지지직물의 물질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에, 도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색상, 어두운 색상 및 흑색에 대한 효과적인 컬

러 차폐가 존재한다면 ΔE < ~12의 변화가 관찰된다. 음의 수는, 지지직물보다 약간 더 밝은 색상이 흡수제품 시스템

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물질이 충분히 어두운 색이면 < ~10 내지 12의 ΔE가 여전히 제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

려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지직물과 소수성 표면의 색상이 동일하다면, 관계식 (L 시스템 - L 클로쓰 /L 시스템 )은 0이

될 것이다.

지지직물이 소수성 표면을 함께 결속시키는데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표면들 사이 공간의 L 공간 은 상기 관계식에서 

용어 L 클로쓰 에 대신하여 치환될 수 있다. 또한, 용어 지지직물 또는 클로쓰는 본 발명에서 컬러 차폐층에서의 그 역

할에 유용한 것으로 본 발명에서 언급된 다양한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용어

L 클로쓰 는 예시적인 것으로 컬러 차폐층에서 사용된 물질의 형태에 대하여 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기본 수학식 ΔE 2 = ΔL 2 + Δa 2 + Δb 2 는 ΔE가 명시도 및 색도 값 a 및 b의 함수임을 나타낸다. 도 5에서 발

광함수의 플롯은 a 및 b에서의 변화는 무시하고 L의 함수로서 ΔE를 나타내는데, 이는 이러한 적용시에 ΔE에서의 

변화의 대부분은 색도 변화보다는 광도에 기인하는 것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 L의 광도 와 지지직물의 광도

사이의 차이는 ΔE에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의 수학식은 개념적인 것이지만 엄격하지는 않다: L 시스템 = α

L' + (α-1)L 클로쓰 (여기에서, L'는 소수성 디스크의 광도이며, α는 지지직물 (클로쓰)상의 소수성 디스크의 피복면

적 분율이다). 지지직물의 광도에 비례한 소수성 디스크의 광도의 증가는 광도함수를 오른쪽 (더 큰 값)으로 유도할 

것인 반면에 ΔE에 대해 제시된 데이타는 최적으로 낮은 값으로 빨리 감소되며, 이 경우에 오염의 관찰은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소수성 디스크에 비례한 지지직물의 광도의 증가 (백색, 황색, 녹색 등과 같은 지지직물 색상을

사용함으로써)는 이 함수를 왼쪽 (더 낮거나 음의 값)으로 유도할 것인 반면에, L > 35인 경우에 ΔE는 오염이 쉽게 

가시화될 수 있는 비-최적 부분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동일한 L' 및 L 클로쓰 값을 유지시키면서 소수성

디스크 표면적의 백분율 (α)을 증가시켜 함수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L'가 L 클로쓰 보

다 더 큰 경우에, α가 증가함에 따라서 함수는 바람직하게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반대로, L 클로쓰 가 L'보다 

큰 경우 (밝고 연하게 착색된 지지직물이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에, α의 증가는 함수가 바람직하지 않게 왼쪽으로 이

동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ΔE는 더 커지고 오염은 더 가시적이 된다. 이들 관계는 모두 일반적으로, 소수성 표면과 지

지직물의 색상과는 무관하게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ΔE는 작다: 시스템으로서의 흡수제품 의 L 값이 35 보다 크고, 관계식  (L 시스

템  - L 클로쓰  )/L 시스템 > 0.2가 시스템과 지지직물의 물질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에, 도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색상

배합과는 무관하게 효과적인 컬러 차폐가 존재한다면 ΔE < ~12의 변화가 관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스템으로서의 흡수제품의 L 값이 35 미만이고, 관계식  (L 시스템  - L 클로쓰  )/L 시스템 > -0.1이 시스템과 

지지직물의 물질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에, 도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색상, 어두운 색상 및 흑색에 대한 효과적인 컬

러 차폐가 존재한다면 ΔE < ~12의 변화가 관찰된다. 음의 수는, 지지직물보다 약간 더 밝은 색상이 흡수제품 시스템

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물질이 충분히 어두운 색이면 < ~10 내지 12의 ΔE가 여전히 제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

려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지직물과 소수성 표면의 색상이 동일하다면, 관계식 (L 시스템 - L 클로쓰 /L 시스템 )은 0이

될 것이다.

지지직물이 소수성 표면을 함께 결속시키는데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표면들 사이 공간의 L 공간 은 상기 관계식에서 

용어 L 클로쓰 에 대신하여 치환될 수 있다.

도 17A의 그래프는, 시스템의 광도가 직물의 광도보다 더 큰 경우에 ΔE는 12 미만의 값으로 빠르게 목적하는 범위

가 되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낸다. 실제로, 이 그래프는 광범한 소수성 표면 및 지지직물 색상에 대해서도 시스템의 광

도가 직물의 광도보다 약 20％ 더 큰 경우 (L 시스템 - L 클로쓰 /L 시스템 이 약 0.2 이상인 경우)에 는 ΔE가 이 범위에

속하는 것을 시사한다. 흑색이거나 어두운 색상인 이들 지지직물의 ΔE 값은 광도함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 빠르게 

더 낮은 값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광도함수가 약 0.2 이상이 되도록 소수성 표면 광도가 증가하고 지지직

물 광도가 감소함으로써 소수성 표면 및 지지직물의 색상과는 무관하게 월경액의 감소된 인지가 유도된다. 소수성 표

면 광도는 이들 표면이 높은 고유 광도를 갖는 안료, 형광성 안료, 반사성 분말 또는 글리터 (glitter)를 함유하는 경우,

또는 이들 표면이 반사성 또는 백색 표면으로 구성된 하부피복 (undercoating)을 갖는 경우에 수득될 수 있다. 지지

직물은 바람직하게는 비교적 낮은 광도를 가질 것이다. 또한, 소수성 표면의 면적비율의 증가는 소수성 표면의 광도가

지지직물의 광도보다 더 큰 경우에 오염의 차폐를 증진시킬 수 있다.

표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착색된 상부시트는 본 발명의 소수성 표면 구체예의 컬러 차폐능을 역시 더 개선시킬 수 있

다. 구체적으로 한가지 예에서, 오렌지색 상부시트에 대한 시험결과는 증가되고 관찰할 수 있는 컬러 차폐개선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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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상부시트의 광도가 현재의 시험에서 사용된 것보다 더 높은 값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상부시트에 의한 컬러

차폐에 대한 기여는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샘플 지정

(소수성 디스크 시스템/직물

색상상의 착색된 상부시트)

상부시트 L ΔE 관찰

황색 크로마텍/청색상의

오렌지 트레이드가 22헥스

(Orange Tradegar 22Hex)

59 2.89 관찰할 수 없음

황색 크로마텍/청색상에

상부시트 부재
-- 12.93 저대비 오염, 관찰할 수 있음

황색 크로마텍/청동색상의

오렌지 트레이드가 헥스펜트

(Orange Tradegar HexPent)

59 8.84

거의 관찰할 수 없음,

소정의 각에 따라서 관찰할

수 없음

황색 크로마텍/청동색상에

상부시트 부재
-- 9.27 거의 관찰할 수 없음

또한, 패턴 또는 카무플라주 (camouflage)와 같은 상부시트상의 날염된 패턴은 추가로 컬러 차폐층의 성능을 증진시

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이하의 표 6의 데이타는 다수의 색상 패턴을 갖는 3개의 시판품으로 이용가능한 시스템에 A

MF를 첨가한 효과를 기술한 것이다. 샘플 중의 하나는 녹색, 갈색, 흑색 및 황갈색의 불규칙적인 반점들로 조성된 카

무플라주 처리된 직물이며, 다른 두 개의 샘플은 다양한 색상 패턴을 갖는 소수성의 착색된 디스크로 구성되었다. 이

들 샘플중의 하나 (Tinkerbell)는 다수의 색상을 가지며, 여기에서는 동일한 색상이 인접한 디스크를 덮는 반면에, 다

른 디스크 시스템은 다양한 간섭패턴상에 중첩된 홀로그램 패턴을 갖는다. 이하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관찰

자는 AMF를 도포한 후에 오염을 거의 관찰할 수 없거나, 전혀 관찰할 수 없다. 각각의 물질의 공통적 특징은 이들이 

AMF를 도포하기 전 및 후에 눈을 혼돈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다수의 인접한 색상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들 관찰결과

는 그들의 표준편차보다 더 작은 비교적 작은 ΔE 값을 야기시키는 각각의 샘플에서 다수의 위치에 걸쳐서 수행된 다

중반사율 측정에 의해서 지지된다. 따라서, 눈도 또한 다수의 국소적인 시각적 효과 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염은 시각

적으로 거의 또는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표 6]

인공적 월경액의

도포 전

인공적 월경액의

도포 후

샘플 E
표준

편차

시험의

수
E

표준

편차

시험의

수
ΔE 관찰결과

Com'1. 카무플라주

처리된 직물
38.5 8.5 19 30.8 5.4 12 -7.7

거의 관찰

할

수 없음

팅커벨(Tinkerbell)

-흑색 직물상의

다색상 소수성 표면

63.5 0.5 4 63.6 0.6 3 0.1
관찰할 수

없음

폭시 스판덱스 (Foxy Spandex)-흑색 직물상의 다

양하게 착색된 디자인
45.4 12 3 42.9 14 3 2.5

관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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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시트가 규칙적으로 이격된 착색된 소수성 디스크로 구성된 다양한 컬러 차폐층 상부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컬러 

차폐효과 기능이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어 사용하기 전 및 후에 더 만족스러운 외관을 제공하는 밝은 색상을 적극적으

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모어 패턴이 발생되었다.

본 발명에 따라서, 컬러 차폐층은 두 개 이상의 컬러 차폐층이 넓게 이격된 소수성 또는 액체 불투과성 영역 또는 더 

가깝게 이격된 영역을 갖는 추가의 거즈상 지지직물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든지 두 개 이상의 컬러 차폐층으로 구성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층이 존재하는 것은 더 노출된 물질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또한 흡수제품의 

나머지 부분이 사용자에서 보이게 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다른 구체예에서, 컬러 차폐층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천공된 지 지체상에 배치되어 바람직하게는 제 1 차

폐물질 영역의 50％ 이상을 덮는 다수의 불투명한 영역을 포함하는 제 1 차폐물질; 및 천공된 지지체의 아래에 있는 

컬러 차폐 직물층을 포함하는 제 2 차폐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구체예에서,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천공된 지지물

을 통해서 관측시 제 2 차폐물질의 L 값은 제 1 컬러 차폐물질의 L 값보다 더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제 2 차폐물질은

추가로, 본 발명에 따르는 유체 투과성 공간에 의해서 분리된 소수성 영역 또는 유체 불투과성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추가의 구체예에서, 컬러 차폐층은 슬리브 (sleeve) 구조로 제공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컬러 차폐층이 

적어도 하나의 표면상에 제공된다. 슬리브는 일회용이거나 세척 가능할 수 있으며, 흡수패드와 같은 흡수제품의 나머

지 부분이 슬리브 내부에 배치될 수도 있다. 흡수제품의 나머지 부분은 다시 재사용할 수 있거나, 일회용일 수 있다. 

슬리브는 좁은 말단으로부터의 로딩 (loading)을 위해서, 또는 세로방향 슬릿 (longitudinal slit)에 의해서 구성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든지 바람직하게는 삽입된 요소의 보유를 돕도록 개구부 (opening)을 부분적으로 덮는 플랩 (flap)

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본 발명의 추가의 관점은 컬러 차폐층의 제거가능성, 또는 상부시트의 제거가능성 (장치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부시트 또는 차폐층을 유리하게는 배치시키고, 보유시키거나 재사용하고, 흡수제품의 나

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경우에 다양한 제품 형태를 조장한다. 이들 층은 임의로, 예를들어 접착제, 후크 

(hook) 및 루프 패스너 (loop fastener), 프레스 피트 (press fit) 부착 등에 의해서 탈착가능하게 부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여성 용 생리대, 탐폰, 팬티라이너, 창상용 드레싱 및 붕대와 같은 개인 위생 및 건강용품에서 적용하는데 특히

적합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유체 투과성 지지직물을 포함하며, 그 위에 제 1 색상 패턴을 갖는 컬러 차폐층을 포함하는 체액에 대한 개인용 

흡수제품.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컬러 차폐층이 체액에 대한 노출을 위해서 제품의 외부 표면으로 배치되는 제품.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색상 패턴이 다색상 패턴인 제품.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다색상 패턴이 백색이 아닌 적어도 두 개의 색상을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색상 패턴이 지지직물의 표면적의 적어도 25％를 덮고, 패턴을 형성하는 색상의 L 값이 인접한 지

지직물의 L 값보다 더 큰 제품.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컬러 차폐층 및 지지직물의 L 값이 모든 색상에 대하여 (L 시스템 - L 클로쓰 )/L 시스템 > 0.2의 관계

로 존재하며, 여기에서 L 시스템 은 > 35인 제품.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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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컬러 차폐층 및 지지직물의 L 값이 어두운 색상에 대하여 (L 시스템 - L 클로쓰 )/L 시스템 > -0.1의 

관계로 존재하도록 어두운 색상의 패턴을 추가로 포함하며, 여기에서 L 시스템 은 35 이하인 제품.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컬러 차폐층이 체액을 그 위에 침착시킨 후에 대략 30.48 cm (1 피트) 이상의 거리에서 육안으로 

관찰시 실질적으로 오염되지 않는 제품.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색상 패턴을 갖는 컬러 차폐층의 영역도 또한 실질적으로 소수성인 제품.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소수성 영역이 불규칙적 형상의 라인, 불규칙적인 형상, 또는 약 0.1 ㎜보다 큰 최장 크기를 갖는 

불규칙적 형상의 영역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색상 패턴이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을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이 지지직물의 평면에서 측정시 0.2 ㎜ 내지 2.0 ㎜ 범위의 평

균 직경을 가지며,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적어도 절반 사이의 간격이 지지직물의 평면에서 측정시 0.1 ㎜ 내지 2.

0 ㎜의 범위인 제품.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컬러 차폐층이 이격된 관계로 유체 투과성 지지직물상에 배치된 영역을 추가로 포함하며, 여기에서

이 영역은 광학적 간섭 필름, 홀로그래프 필름, 모어 패턴 (Moire' pattern), 호일, 매우 반사성인 층, 및 형광성 물질 

안료 또는 염료, 또는 가시 스펙트럼의 색상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컬러 차폐층이 제 2 유체 투과성 지지직물을 포함하며 그 위에 제 2 색상 패턴을 갖는 하부층을 추

가로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하부층 지지직물의 L 값이 제 1 색상 패턴 및 제 1 유체 투과성 지지직물의 L 시스템 값보다 20％ 

더 작은 제품.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여성용 생리대, 탐폰, 팬티라이너, 발한패드, 창상용 드레싱 및 붕대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제품을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컬러 차폐층이 상기 제 1 투과성 지지시트 및 상기 제 1 색상 패턴의 위를 덮는 천공된 시트를 추가

로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천공된 시트가 60 초과의 L 값을 가지며, 체액에 대한 노출을 위해서 제품의 외부 표면으로 배치

되는 제품.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천공된 시트가 백색 이외의 색상인 제품.

청구항 20.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위를 덮는 천공된 시트 및 상기 컬러 차폐층 중 적어도 하나가 제품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제거가능한 것인 제품.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컬러 차폐층의 적어도 일부분이 제품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제거가능한 것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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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색상 패턴이 다수의 실질적으로 불투명한 영역을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유체 투과성 지지물이 실질적으로 투명한 제품.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유체 투과성 지지물이 실질적으로 반투명한 제품.

청구항 25.
제 2 항에 있어서, 컬러 차폐층 아래에 위치하며 패드 구조내에 체액을 흡수하여 보유하는 패드 구조를 추가로 포함

하는 제품.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패드 구조가 컬러 차폐층과 패드 구조 사이에 배치된, 백색 이외의 색상으로 착색된 확산층 (spre

ading layer)을 추가로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패드 구조가 그 위에 배치된 색상 패턴을 포함하는 확산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2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컬러 차폐층의 오염되지 않은 영역과 체액으로 오염된 컬러 차폐층 영역 사이의 대비 (ΔE)가

50 미만이며, L 시스템 의 값이 35를 초과하는 제품.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20 미만인 제품.

청구항 30.
제 28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12 미만인 제품.

청구항 31.
제 28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4 미만인 제품.

청구항 32.
제 28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2 미만인 제품.

청구항 33.
제 28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1 미만인 제품.

청구항 34.
제 1 항에 있어서, 어두운 색상의 패턴을 추가로 포함하며, 여기에서 상기 컬러 차폐층의 오염되지 않은 영역과 체액

으로 오염된 컬러 차폐층 영역 사이의 대비 (ΔE)가 50 미만이며, L 시스템 의 값이 35 미만인 제품.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20 미만인 제품.

청구항 36.
제 34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12 미만인 제품.

청구항 37.
제 34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4 미만인 제품.

청구항 38.
제 34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2 미만인 제품.

청구항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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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1 미만인 제품.

청구항 40.
제 1 항에 있어서, 컬러 차폐층이 이격된 관계로 유체 투과성 지지직물상에 배치된 유체 불투과성 영역을 추가로 포

함하며, 여기에서 색상 패턴의 적어도 일부분이 유체 불투과성 영역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제품.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유체 투과성 영역이 천공된 것인 제품.

청구항 42.
제 40 항에 있어서, 유체 불투과성 영역이 다수의 색상을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43.
제 40 항에 있어서, 유체 불투과성 영역의 위치가 패턴을 형성하는 제품.

청구항 44.
제 43 항에 있어서, 유체 불투과성 영역이 유체 불투과성 영역의 물리적 크기에 따르는 패턴으로 배열된 제품.

청구항 45.
제 40 항에 있어서, 유체 불투과성 영역의 적어도 일부분의 외부 표면이 소수성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46.
제 45 항에 있어서, 소수성 물질이 폴리올레핀, 폴리머 플루오로카본, 폴리머 플루오로실리콘, 실리콘, 폴리비닐 할라

이드 및 나일론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47.
제 45 항에 있어서, 유체 불투과성 영역에 포함된 소수성 물질의 적어도 일 부분이 제 2 소수성 물질에 의해서 추가로

피복된 제품.

청구항 48.
제 45 항에 있어서, 유체 투과성 지지직물의 적어도 일부분이 친수성 물질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피복된 제품.

청구항 49.
제 40 항에 있어서, 유체 불투과성 영역이 지지직물로부터 상향으로 연장되어 제품과 접촉하는 체액이 제품내로 유동

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형상을 형성하는 제품.

청구항 50.
제 40 항에 있어서, 유체 불투과성 영역이 지지직물로부터 상향으로 연장되며, 사용자와 접촉하는 지지직물의 표면적

을 감소시키는 형상으로 된 제품.

청구항 51.
제 40 항에 있어서, 지지직물의 평면에서 상기 유체 불투과성 영역의 최대 단면 크기가 적어도 0.1 ㎜를 초과하는 제

품.

청구항 52.
제 40 항에 있어서, 지지직물에 대해 수직인 각도로 관측하였을 때, 상기 유체 불투과성 영역이 상기 지지직물 물질의

95％까지를 덮는 제품.

청구항 53.
제 40 항에 있어서, 지지직물에 대해 수직인 각도로 관측하였을 때, 상기 유체 불투과성 영역이 상기 지지직물 물질의

80％까지를 덮는 제품.

청구항 54.
제 40 항에 있어서, 지지직물에 대해 수직인 각도로 관측하였을 때, 상기 유체 불투과성 영역이 상기 지지직물 물질의

50％까지를 덮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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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5.
제 40 항에 있어서, 지지직물이 그 위에 적어도 하나의 불투과성 영역을 갖는 적층된 관계로 다수의 지지직물을 포함

하는 제품.

청구항 56.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유체 불투과성 영역이, 지지직물의 평면에서 측정시 0.2 ㎜ 내지 2.0 ㎜ 범위의 평균직경을 

갖는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을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57.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유체 불투과성 영역의 적어도 절반 사이의 간격이 지지직물의 평면에서 측정시 0.1 ㎜ 내지 

2.0 ㎜의 범위인 제품.

청구항 58.
제 40 항에 있어서, 컬러 차폐층이 제 2 유체 투과성 지지직물을 포함하며 그 위에 제 2 색상 패턴을 갖는 하부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59.
제 58 항에 있어서, 하부층이 이격된 관계로 제 2 유체 투과성 지지직물상에 배치된 다수의 유체 불투과성 영역을 포

함하는 제품.

청구항 60.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컬러 차폐층의 오염되지 않은 영역과 체액으로 오염된 컬러 차폐층 영역 사이의 대비 (ΔE)

가 20 미만이며, L 시스템 의 값이 35를 초과하는 제품.

청구항 61.
제 60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12 미만인 제품.

청구항 62.
제 60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4 미만인 제품.

청구항 63.
제 60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2 미만인 제품.

청구항 64.
제 60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1 미만인 제품.

청구항 65.
제 40 항에 있어서, 어두운 색상의 패턴을 추가로 포함하며, 여기에서 상기 컬러 차폐층의 오염되지 않은 영역과 체액

으로 오염된 컬러 차폐층 영역 사이의 대비 (ΔE)가 20 미만이며, L 시스템 의 값이 35 미만인 제품.

청구항 66.
제 65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12 미만인 제품.

청구항 67.
제 65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4 미만인 제품.

청구항 68.
제 65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2 미만인 제품.

청구항 69.
제 65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1 미만인 제품.

청구항 70.
체액에 노출시키기 위해 제품의 외부 표면으로 배치된 유체 투과성 컬러 차폐층을 가지며, 컬러 차폐층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색상을 포함하고, 여기에서 상기 컬러 차폐층의 오염되지 않은 영역과 체액으로 오염된 컬러 차폐층 영역 사

이의 대비 (ΔE)가 50 미만이며, 컬러 차폐층의 L 값이 30을 초과하는 개인용 흡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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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1.
제 70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20 미만인 제품.

청구항 72.
제 70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12 미만인 제품.

청구항 73.
제 70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4 미만인 제품.

청구항 74.
제 70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2 미만인 제품.

청구항 75.
제 70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1 미만인 제품.

청구항 76.
제 70 항에 있어서, 컬러 차폐층의 L 값이 60을 초과하는 제품.

청구항 77.
제 70 항에 있어서, 컬러 차폐층이 유체 투과성 표면과 사용자 사이에 배치되고 L 값이 60을 초과하는 천공된 시트를

추가로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78.
제 77 항에 있어서, 천공된 시트가 상기 컬러 차폐층의 오염되지 않은 영역과 체액으로 오염된 컬러 차폐층 영역 사이

에서 10 미만의 ΔE를 갖는 제품.

청구항 79.
체액에 노출시키기 위해 제품의 외부 표면으로 배치된 유체 투과성 컬러 차폐층을 가지며, 여기에서 컬러 차폐층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색상이고, 유체 투과성 공간에 의해서 분리된 유체 불투과성 물질을 포함하는 다수의 영역을 추가

로 포함하는 개인용 흡수제품.

청구항 80.
제 79 항에 있어서, 컬러 차폐층의 L 값과 유체 투과성 공간의 L 값이 모든 색상에 대하여 (L 시스템 - L 투과성 공간 )/L

시스템 > 0.2의 관계로 존재하며, 여기에서 L 시스템 은 > 35인 제품.

청구항 81.
제 79 항에 있어서, 유체 불투과성 물질이 컬러 차폐층 표면의 95％ 미만을 차지하며, 이 영역이 인접한 영역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제품.

청구항 82.
제 81 항에 있어서, 유체 불투과성 물질이 컬러 차폐층 표면의 80％ 미만을 차지하는 제품.

청구항 83.
제 79 항에 있어서, 유체 불투과성 영역의 적어도 외부 표면이 실질적으로 소수성이며, 유체 투과성 지지직물은 실질

적으로 친수성인 제품.

청구항 84.
제 79 항에 있어서, 유체 불투과성 영역이 지지직물로부터 상향으로 연장되어 제품과 접촉하는 체액이 제품내로 유동

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형상을 형성하는 제품.

청구항 85.
제 79 항에 있어서, 유체 불투과성 영역이 지지직물로부터 상향으로 연장되어 사용자와 접촉하는 지지직물의 표면적

을 감소시키는 형상으로 된 제품.

청구항 86.
제 79 항에 있어서, 유체 불투과성 영역 및 유체 투과성 영역 둘 다가 모두 실질적으로 백색의 색상이며, 유체 불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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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영역의 L 값이 60을 초과하며 실질적으로 소수성이고, 유체 투과성 영역은 불투과성 영역의 L 값보다 실질적으로 

20％ 이상 더 작은 L 값을 가지며 실질적으로 친수성이어서, 컬러 차폐층이 체액을 그 위에 침착시킨 후에 육안으로 

관찰시 실질적으로 오염되지 않는 제품.

청구항 87.
제 86 항에 있어서, 유체 불투과성 영역이, 지지직물의 평면에서 측정시 0.2 ㎜ 내지 2.0 ㎜ 범위의 평균직경을 갖는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을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88.
제 87 항에 있어서, 유체 불투과성 영역의 적어도 절반 사이의 간격이 지지직물의 평면에서 측정한 것으로 0.3 ㎜ 내

지 2.0 ㎜의 범위인 제품.

청구항 89.
제 79 항에 있어서, 상기 컬러 차폐층의 오염되지 않은 영역과 체액으로 오염된 컬러 차폐층 영역 사이의 대비 (ΔE)

가 50 미만이며, 컬러 차폐층의 L 값이 30을 초과하는 제품.

청구항 90.
제 89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20 미만인 제품.

청구항 91.
제 89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12 미만인 제품.

청구항 92.
제 89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4 미만인 제품.

청구항 93.
제 89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2 미만인 제품.

청구항 94.
제 89 항에 있어서, 대비 (ΔE)가 1 미만인 제품.

청구항 95.
제 79 항에 있어서, 유체 투과성 공간이 천공된 것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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