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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표면 시트를 외측으로 하여 폭 방향 전체를 역 U자형으로 만곡시키는 것이 용이한 일회용 체액 흡수성 착용 물

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리대(1)를 일례로 하는 일회용 체액 흡수성 착용 물품의 흡수체(4)는 서로 병행하여 세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1쌍의 측

가장자리부(11) 근방에 흡수체(4)의 상면(16)으로부터 하면(17)을 향해 움푹 패인 박육부(薄肉部)로서의 제1 홈부(18)를

가지며, 제 1홈부(18)는 세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동시에 흡수체(4)의 폭을 2등분하는 중심선(C-C)을 향해 볼록해지는 가

상선(A-A)상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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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생리대의 부분 파단 사시도.

도 2는 도 1의 II-II선 단면도.

도 3은 착용 상태에 있는 생리대의 도 2와 동일한 도면.

도 4는 실시 형태의 일례를 도시한 도 2와 동일한 도면.

도 5는 실시 형태의 다른 일례를 도시한 도 2와 동일한 도면.

도 6은 실시 형태의 또다른 일례를 도시한 도 2와 동일한 도면.

도 7은 종래 기술에 의한 생리대의 폭 방향 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착용 물품(생리대) 2 : 표면 시트

4 : 흡수체 11 : 측 가장자리

16 : 상면 17 : 하면

18 : 박육부(제1 홈부) 28 : 박육부(제1 오목부)

C-C : 중심선 A-A : 가상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회용 기저귀나 생리대 등의 일회용 체액 흡수성 착용 물품에 관한 것이다.

일본 실용신안 공개 공보 평성 1-141707, 일본 실용신안 공개 공보 평성 2-84623, 일본 특허 공개 공보 평성 9-51913호

에 개시된 일회용 기저귀에서는, 흡수체를 그 두께 방향에서 관통하는 라인 홈, 또는 흡수체를 그 폭 방향에서 몇 개로 분

할하는 라인 홈이 형성되어 있다. 이들 라인 홈에서는 기저귀의 표면 시트와 이면 시트가 접합하여 라인 홈의 바닥부를 형

성하고 있다.

일본 실용신안 공고 공보 평성 5-39691, 일본 특허 공개 공보 평성 9-108262호에 개시된 생리대에서는, 표면 시트로부

터 이면 시트로 향하는 방향,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흡수체가 압착되고, 생리대의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는 라인 홈이 형성

되어 있다. 이들 라인 홈의 바닥부에서는 흡수체가 특히 높은 밀도를 갖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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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공지 기술중, 흡수체에 형성된 라인 홈의 바닥부에서 표면 및 이면 시트가 서로 접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라인 홈

에 유입된 체액이 라인 홈의 주위 벽에서 흡수체로 이행한다. 일회용 기저귀나 생리대의 흡수체는 일반적으로 두껍지 않기

때문에, 라인 홈 주위 벽의 표면적을 그다지 넓힐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 홈으로 유입된 체액은 신속하게 흡수되

지는 않고, 라인 홈내에 체류하여 기저귀 등을 착용하고 있을 때의 습윤감과 그것에 따른 불쾌감을 높이게 될지도 모른다.

도 7은 상기 일본 실용신안 공고 공보 평성 5-39691호에 기재되어 있는 생리대(101)의 폭 방향 단면도이다. 이 생리대

(101)에서는, 라인 홈(102)의 바닥부(103) 밑에 흡수체(104)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 홈(102)내에 체액이 체류한다

고 하는 문제는 해소된다. 그러나, 생리대(101)에서는, 바닥부(103) 밑의 흡수체(104)가 고밀도로 압축됨으로써 강성이

높아지고, 라인 홈(102)의 바닥부(103)를 밑으로 하여 라인 홈(102)의 양측 부분(106)이 약간 위를 향하고, 라인 홈(102)

근방의 단면 형상이 U자형 내지 V자형을 그리는 경향이 있다.

그와 같은 라인 홈(102)이 양측 가장자리 부분에 형성되어 있는 도 7의 생리대(101)는 그 폭 전체를 착용자의 가랑이부를

따라 역 U자형으로 만곡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하다. 단, 도 7의 생리대(101)와는 달리 생리대가 이면 시트로부터

표면 시트를 향하는 방향으로 압축되어 생리대의 양측 가장자리 부분에 라인 홈이 형성되면, 생리대의 폭 전체를 역 U자형

으로 만곡시키는 것은 용이하게 되지만, 그 때에는 고강성인 라인 홈 바닥부가 가랑이부의 유연한 피부를 직접적으로 자극

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그와 같은 생리대에서는, 경혈이 생리대의 상면에서 폭 방향으로 흐를 때에, 그 생리대를 라인

홈으로 유입시켜 경혈이 옆으로 새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는 작용·효과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본 발명은 생리대 등의 착용 물품에 있어서, 표면 시트를 외측으로 하여 폭 전체를 만곡시키는 것이 용이하고, 또

한 그와 같이 만곡시켰을 때에 착용자의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과제 해결을 위해, 본 발명이 전제로 하는 것은 상면과 하면을 갖는 세로로 긴 흡수체에 있어 상기 상면이 투액성 표

면 시트로 피복되어 있고, 가랑이부에 접촉하여 체액을 흡수하기 위한 일회용 체액 흡수성 착용 물품이며, 본 발명이 특징

으로 하는 바는, 상기 흡수체가 서로 병행하여 세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1쌍의 측 가장자리 각각의 근방에 상기 상면으로부

터 하면을 향해 움푹 패인 박육부를 가지며, 상기 박육부가 상기 세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동시에 상기 흡수체의 폭을 2등

분하는 중심선을 향해 볼록해지는 가상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의 하나에 있어서, 상기 박육부는 상기 가상선상에서 연속적으로 연장되어 있다.

바람직한 실시 형태의 다른 하나에 있어서, 상기 박육부는 상기 가상선상에 간헐적으로 늘어서 있다.

바람직한 실시 형태의 다른 하나에 있어서, 상기 흡수체는 섬유 성분을 포함하고, 상기 박육부에 존재하는 섬유 성분의 밀

도는 상기 박육부 이외의 섬유 성분의 밀도와 동일하거나 보다 낮다.

실시 형태의 또 다른 하나에 있어서, 상기 흡수체는 고흡수성 폴리머를 포함하고, 상기 고흡수성 폴리머는 상기 가상선보

다 상기 중심선 근처의 부위에만 분포되어 있다.

일회용 체액 흡수성 착용 물품으로서 생리대를 예로 들어, 첨부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도 1에 부분 파단 사시도로 도시된 생리대(1)는 투액성 표면 시트(2)와, 불투액성 이면 시트(3)와, 이들 양 시트(2, 3)사이

에 개재하는 흡수체(4)를 갖는다. 표면 및 이면 시트(2, 3)는 흡수체(4)의 주연부로부터 연장하여 겹쳐지고, 그 겹쳐지는

부분에서 서로 접합하고 있다.

생리대(1)는 세로로 긴 것으로, 세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양측 가장자리(6)와, 폭 방향으로 연장되는 양단 가장자리(7)를 갖

는다. 흡수체(4)도 세로로 긴 것으로, 양측 가장자리(11)와, 양단 가장자리(12)를 가지며, 상면(16)이 표면 시트(2)에 의해,

하면(17)이 이면 시트(3)에 의해 피복되어 있다. 상면(16)에는 생리대(1)의 폭을 2등분하는 중심선(C-C)에 대해 대칭이

고, 또한 중심선(C-C)을 향해 볼록해지는 1쌍의 가상선, 예컨대 도시된 만곡선(A-A)을 따라 박육부로서의 제1 홈부(18)

가 형성되어 있다. 표면 시트(2)는 제1 홈부(18)를 따라 움푹 패이고, 또 만곡되어 있는 박육부로서의 제2 홈부(19)를 갖는

다. 생리대(1)의 폭 방향에 있어서, 제1 홈부(18)끼리의 최소 이격 치수(W)는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40 ㎜의 범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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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에 있어서 생리대(1)의 길이를 II-II선을 따라 2등분한 단면도이다. 흡수체(4)는 폭 방향 중앙부로부터 양측 가

장자리를 향해 점차로 얇아지거나 또는 거의 똑같은 두께를 갖고 있지만, 제1 홈부(18)는 바닥부(21)의 두께가 특히 얇게

형성되어 있다. 흡수체(4)의 폭 방향 중앙부의 두께는 약 1∼15 ㎜의 범위에 있고, 바닥부(21)의 두께는 중앙부 두께의

10∼80%의 범위에 있다. 제1 홈부(18)는 그 정상부의 폭(X)이 약 1∼10 mm의 범위에 있고, 바닥부(21)로부터 정상부를

향해 점차 벌어지는 테이퍼형으로 되어 있다. 제1 홈부(18)는 양단부에 근접함에 따라 얕아져서 점차로 소멸된다.

흡수체(4)는 분쇄 펄프나 친수화 처리한 소수성 섬유 등의 친수성 섬유 100∼40 중량%, 고흡수성 폴리머 분말 0∼60 중

량%, 소수성 섬유 0∼20 중량%를 포함한다. 흡수체(4)는 제1 홈부(18)의 바닥부(21)가 그 부분의 두께와 조성에 따라 특

히 낮은 강성을 갖는 것으로, 바닥부(21)에 존재하는 섬유 성분의 밀도는 흡수체(4)의 기타 부위의 섬유 성분의 밀도와 동

일하거나 또는 보다 낮으며, 또 바닥부(21)에 제공된 폴리머 분말의 양은 기타 부위의 양과 동일하거나 또는 보다 적다. 보

다 바람직한 흡수체(4)에서는, 폴리머 분말이 가상 만곡선(A-A)보다 중심선(C-C) 근처의 부위에만 분포되고, 바닥부(21)

에는 분포되지 않는 것이 좋다. 폴리머 분말이 이와 같이 분포되어 있을 때에는 두께가 얇은 바닥부(21)에서 경혈을 흡수

한 폴리머 분말이 겔 블록을 형성하여 흡수체(4)의 폭 방향에 있어서의 체액의 이동을 저지하는 일이 없다. 또한, 경혈을

흡수하여 팽윤한 폴리머 분말로 제1 홈부(18)를 메워 버리는 일도 없다.

표면 시트(2)는 투액성 부직포나 개공 플라스틱 필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흡수체(4)의 상면(16)에 간

헐적으로 접합할 수 있다. 이면 시트(3)는 불투액성 플라스틱 필름으로 이루어져, 필요하면 흡수체(4)의 하면(17)에 간헐

적으로 접합할 수 있다. 이면 시트(3)의 하면에는 착용 팬츠에 고정시키기 위한 점착제(23)가 도포되고, 이 점착제(23)는

박리지(24)로 피복되어 있다.

도 3은 생리대(1)가 착용 상태에 있을 때의 도 2와 동일한 단면도이다. 생리대(1)는 점착제(23)를 통해 착용 팬츠(26)의 가

랑이 하부 내면에 고정되어, 착용자의 가랑이부(27)에 접촉하고 있다. 생리대가 도시된 바와 같이 표면 시트(2)를 외측으

로 하여 역 U자형을 그리며 착용되는 경우에, 본 발명에 따른 생리대(1)라면, 흡수체(4)의 양측 가장자리(11)가 강성이 낮

은 제1 홈부(18)에서 아래쪽을 향해 용이하게 굴곡 내지 만곡하여 착용자의 가랑이부에 위화감 없이 꼭 맞는다. 이러한 제

1 홈부(18)에서는, 그곳으로 유입된 경혈을, 표면 시트(2)를 통해 홈의 양측벽(25)과 바닥부(21)에서 흡수할 수 있기 때문

에, 제1 홈부(18)에 경혈이 체류하여 생리대(1) 착용시의 습윤감을 높여, 불쾌감을 격화시키는 일은 없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의 일례를 도시한 도 1과 동일한 도면이다. 이 생리대(1)의 흡수체(4)에서는, 가상의 만곡선

(A-A)을 따라 다수의 박육부로서의 제1 오목부(28)가 간헐적으로 늘어서고, 표면 시트(2)에는 제1 오목부(28)에 밀착하

는 박육부로서의 제2 오목부(29)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제1, 제2 오목부(28, 29)는 도 1의 제1, 제2 홈부(18, 19)를 대

신하는 것으로, 평면 형상이 원형이나 타원형을 나타내고 있다. 생리대(1)의 폭 방향에 있어서의 제1 오목부(28)의 치수는

제1 홈부(18)의 치수와 거의 같으며, 제1 오목부(28)의 깊이도 제1 홈부(18)의 깊이와 거의 같다.

도 5 역시 본 발명의 실시 형태의 일례를 도시한 도 1과 동일한 도면이다. 이 생리대(1)에서는, 도 1과 같이 생리대(1)의 세

로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1쌍의 제1 홈부(18)끼리 및 1쌍의 제2 홈부(19)끼리 중심선(C-C)상에서 접촉하고, 이들 제1

홈부(18)와 제2 홈부(19)가 각각 X자형을 그리고 있다. 제1, 제2 홈부(18, 19)는 생리대(1)의 세로 방향으로 연장되고, 중

심선(C-C)을 향해 볼록해지는 가상 만곡선(A-A)상에 위치하고 있다.

도 6 역시 본 발명의 실시 형태의 일례를 도시한 도 2와 동일한 도면이다. 이 생리대(1)에서는, 흡수체(4)에 제1 홈부(18)

가 형성되어 있지만, 표면 시트(2)에는 제2 홈부(19)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표면 시트(2)는 제1 홈부(18)의 개구를 덮을

뿐이다. 이러한 생리대(1)는 도 3과 같이 역 U자형으로 용이하게 변형되지만, 표면 시트(2)의 위에서 생리대(1)의 폭 방향

으로 흐르는 경혈을 제2 홈부(19)로 유입시켜 경혈이 옆으로 새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는 작용·효과에 있어서, 도 1의 생리

대(1)에 뒤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생리대(1)를 예로 들어 설명한 본 발명은 일회용 기저귀나 실금자용 팬츠 등의 일회용 착용 물품에도 이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관한 일회용 체액 흡수성 착용 물품에서는, 그 흡수체의 양측 가장자리에 오목부가 연장되어 있고, 이 오목부는

흡수체의 상면으로부터 하면을 향하는 방향으로 움푹 패어 있어, 오목부의 바닥과 주위 벽에서 체액을 흡수할 수 있기 때

문에, 이 오목부에 체액이 체류하여 물품 착용자에게 높은 습윤감과 그것에 따른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다. 오목부의 바닥

을 형성하고 있는 흡수체의 강성은 오목부 근방의 강성보다 낮기 때문에, 흡수체는 그 오목부에서 굴곡하여, 흡수체의 폭

전체에서 역 U자형을 그리도록 변형하는 것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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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면과 하면을 갖는 세로로 긴 흡수체의 상기 상면이 투액성 표면 시트로 피복되어 있고, 가랑이부에 접촉하여 체액을 흡

수하기 위한 일회용 체액 흡수성 착용 물품으로서,

상기 흡수체가 서로 병행하여 세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1쌍의 측 가장자리 각각의 근방에, 상기 상면으로부터 하면을 향해

움푹 패인 박육부를 가지며, 상기 박육부가 상기 세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동시에 상기 흡수체의 폭을 2등분하는 중심선을

향해 볼록해지는 가상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기 흡수체가 섬유 성분을 포함하고, 상기 박육부에 존재하는 섬유 성분의 밀도가 상기 박육부 이외의 섬유 성분의 밀도

와 동일하거나 보다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회용 체액 흡수성 착용 물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박육부가 상기 가상선상에서 연속적으로 연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회용 체액 흡수성 착

용 물품.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박육부가 상기 가상선상에서 간헐적으로 늘어서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회용 체액 흡수성 착용

물품.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흡수체가 고흡수성 폴리머를 포함하고, 상기 고흡수성 폴리머가 상기

가상선보다 상기 중심선 근처의 부위에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회용 체액 흡수성 착용 물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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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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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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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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