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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2 개 이상의 구별되는 영역을 갖는 패턴-비접착된 재료를 제공한다. 하나의 영역은 다른 영역과 상이한 접

착 패턴을 갖는다. 상이한 접착 패턴은 재료에 서로 다른 특이적 기능성 또는 특성을 제공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하나

의 영역은 적정의 기계적 패스너인 후크 맞물림을 제공한다. 다른 특징들은 불투명도, 인장 강도 또는 강성도를 비제

한적으로 포함한다. 특정 영역에 대하여 특이적인 접착 패턴에 의해 상이한 특성이 제공된다. 한 실시양태에서, 외부 

영역이 더 강하고, 내부 영역에 비하여 더 불투명하거나 또는 색상-변환됨으로써 더욱 견고해 보인다. 하나의 실시양

태에서, 외부 영역은 직접적으로 지지되거나 또는 그 재료가 부착된 의류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영역

의 경우, 외부 영역을 지지하는 의류 없이 적절한 강도, 강성도, 색상 및 불투명도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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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패턴, 부직 웹, 불투명도, 인장 강도, 강성도, 루프, 후크, 흡수 물품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부직포 및 부직 웹의 분야, 및 그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패턴

비접착된 부분을 갖는 부직포 및 웹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후크 및 루프 고정 시스템이라고도 불리우는 타입의 기계적 고정 시스템이 다양한 소비자 및 산업적 분야에 점점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응용 분야의 몇 가지 예로서 일회용 개인 위생 흡수 물품, 의류, 스포츠 용품 장비, 

및 다양한 다른 잡화 물품을 들 수 있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후크 및 루프 고정 시스템은 둘 이상의 재료 또는 물품 사

이에 재고정가능한 연결이 요구되는 상황에 사용된다. 이러한 기계적 고정 시스템이, 재고정가능한 연결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 단추, 버클, 지퍼 등과 같은 다른 종래의 장치들을 많은 경우에 대체하고 있다.

기계적 고정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웅형(male)(후크) 구성요소 및 자형(female)(루프) 구성요소의 두 구성요소를 사

용한다. 후크 구성요소는 통상적으로 기본 재료에 고정되거나 또는 연결된 다수의 반-강성의 후크형 요소를 포함한

다. 루프 구성요소는, 다수의 똑바로 선 루프가 돌출되어 있는 탄성의 안감 재료 를 포함한다. 후크 구성요소의 후크형

요소는 루프 재료의 루프에 맞물리도록 디자인되어, 상기 두 구성요소의 후크 및 루프 요소 사이에 기계적 접착을 형

성한다. 상기 기계적 접착은 정상적인 사용 도중에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계적 고정 시스템은, 후크 및 루프 구성요소의 연결된 표면과 평행한 또는 상기 연결된 표면에 의해 정해지는 평면

에 가해지는 전단력 또는 응력, 뿐 아니라 특정의 인장력 또는 응력의 인가에 의해 후크 및 루프 구성요소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디자인된다. 그러나, 후크 및 루프 구성요소의 연결된 표면에 의해 정해지는 평면에 대체로 수직 또

는 직각인 방향에서 인장력을 가하면, 예를 들면 루프 요소를 파괴시켜 맞물린 후크 요소를 이완시키거나, 또는 후크 

요소가 루프 요소로부터 풀릴 때까지 탄성의 후크 요소를 구부림으로써 후크 요소를 루프 요소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

다.

기계적 고정 시스템은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의류, 일회용 실금자용 제품 등과 같은 일회용 개인 위생 흡수 물품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일회용 제품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짧은 사용 기간, 예를 들면 수 시간 후에 폐기되며

세척 또는 재사용의 의도가 아닌 일회 사용 품목이다. 그 결과, 이러한 제품의 디자인에는 고가의 구성요소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후크 및 루프 구성요소가 이러한 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기 후크 및 루프 구성요소는 사용

되는 재료 및 상기 구성요소의 제조 방법 모두의 관점에서 비교적 저가일 필요가 있다. 한편, 후크 및 루프 구성요소는

흡수 물품의 통상적 착용 도중 거기에 가해지는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구조적 일체성 및 탄력을 가져서, 후크 

및 루프 구성요 소의 때이른 분리 또는 풀림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착용자의 대단히 당혹스런 상황을 방지해야 한

다.

미국 특허 제 4,761,318 호(Ott 등)는 일회용 물품용 기계적 고정 시스템에 유용한 루프 고정 재료를 개시하고 있다. 

상기 특허에 의해 개시된 루프 고정 재료는 제 1 표면 상에 짝을 이루는 후크 고정 부분에 의해 탈착가능하게 맞물리

기에 적합한 다수의 루프를 갖는 섬유 층, 및 섬유 구조체의 상기 제 1 표면 반대쪽에 제 2 표면에 접착된 열가소성 수

지의 층을 포함한다. 상기 열가소성 수지에 의해 상기 루프가 섬유 구조체 내에 고정된다.

미국 특허 제 5,032,122 호(Noel 등)는 일회용 물품을 위한 기계적 고정 시스템에 유용한 루프 고정 재료를 개시하고

있다. 상기 특허에 개시된 루프 고정 재료는 배향가능한 재료의 안감 및 상기 안감으로부터 연장되는 다수의 섬유 요

소를 포함한다. 상기 섬유 요소는 상기 안감의 배향가능한 재료가 치수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간헐적으로 상기 안

감에 고정되는 상기 안감 상에 위치한 연속 필라멘트에 의해 형성된다. 섬유 요소는, 상기 배향가능한 재료가 그 치수 

안정한 상태까지 변형되었을 때, 안감에 대해 고정된 이격된, 고착(fixed) 영역 사이에 필라멘트의 셔링을 만들어 그

의 반응 경로를 따라 수축 또는 주름잡힘이 일어나도록 함으로써 형성된다. 따라서, 상기 특허의 루프 재료는, 치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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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상태로부터 치수 불안정한 상태로 변형을 일으키고 이를 다시 치수 안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탄성 또는 엘라스

토머성 또는 열 수축성 재료와 같은 배향가능한 재료의 안감을 필요로 한다.

미국 특허 제 5,133,707 호(Rogers 등)는 인쇄된 표면을 상호연결하기 위한 복합 접착제 고정 테이프 및 테이프 기

구를 개시하는데, 이는 로고 또는 심볼 등이 있고 한 표면 상에 접착제가 피복된 엠보싱 표면을 갖는 투명한 주 필름

부를 포함하며, 테이프 기구 중에는 색상을 가진 수, 문자, 패턴, 형상 또는 그림에 의해 장식될 수도 있는 타켓 필름부

가 포함된다.

미국 특허 제 5,326,612 호(Goulait)는 일회용 물품용 기계적 고정 시스템에 유용한 또다른 루프 고정 재료를 개시하

고 있다. 상기 특허에 의해 개시된 루프 고정 재료는 안감에 고정된 부직 웹을 포함한다. 상기 부직 웹은 상보적인 후

크 구성요소의 후크들을 수용하여 엉키게 하는 작용을 한다. 상기 부직 웹은 약 5 내지 약 42 g/m 2 의 특정화된 기본

중량 범위, 약 10% 미만의 섬유간 접착 구역, 및 약 35% 미만의 총 평면도 접착 구역을 갖는다.

본 명세서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되는 미국 특허 제 5,858,515 호(Stokes 등)는 다수의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을 

정하는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을 갖는 패턴-비접착된 부직포를 개시하며, 이는 후크 및 루프 고정 시스템을 위한 개선

된 루프 고정 재료로서 사용하기 적합하다. 상기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 내의 섬유 또는 필라멘트는 각각의 비접

착된 구역을 감싸거나 또는 둘러싸는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에 의해 치수 안정화된다. 상기 비접착 구역 내의 섬유 또

는 필라멘트 사이의 공간은 상보적인 후크 재료의 후크 요소를 수용 및 맞물리게 하도록 충분히 열리거나 또는 충분

히 크도록 유지된다. 상기 후크 재료는 다수의 후크 요소가 돌출되어 있는 기본 재료를 포함하는 광범위하게 다양한 

시판 후크 구성요소 중 임의의 것이다. 또한, 스토크(Stokes) 등은, 부직포 또는 웹을 제공하고, 반대편의 위치의 제 1

및 제 2 캘린더 롤을 제공하고, 그 사이에 닙(nip)을 제공하며(상기 롤의 하나 이상은 가열되어 다수의 불연속적인 리

세스(recess), 틈 또는 개구부를 정의하는 랜드 구역(land area)의 연속 패턴을 포함하는 가장 바깥 표면 상에 접착 

패턴을 가짐), 상기 부직포 또는 웹을 상기 롤에 의해 형성된 상기 닙 내로 통과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기 패턴-비

접착된 부직포의 제조 방법을 기재하고 있다.

상기 언급된 참고문헌의 교시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패턴-비접착된 부직포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존재한다. 더욱이, 

기계적 고정 시스템을 위한 루프 고정 재료, 특히 일회용 개인 위생 흡수 물품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는 웹 또는 부

직포의 개선된 영역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존재한다.

개요

전술한 난점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본 발명은 패턴 비접착된 구역을 포함하는 신규의 부직 웹을 제공한다. 구체

적으로, 본 발명은 상이한 특성을 갖는 다수의 영역을 갖는 패턴 비접착된 구역을 제공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한 영역

의 비접착된 패턴과는 다른 비접착된 패턴을 갖는 또다른 하나의 영역에 의해 상이한 특성이 제공된다. 하나의 실시

양태에서, 상이한 특성은 불투명도이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상이한 특성은 인장 강도이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상이한 특성은 색상이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상이한 특성은 강성도이다. 한 실시양태에서 상기 패턴 비접착된 구역

은 기계적 고정 시스템의 부분이다. 한 실시양태에서, 상기 기계적 고정 시스템은 의류의 부분이다. 한 실시양태에서, 

상기 의류는 일회용 개인 위생 흡수 물품이다. 한 실시양태에서, 상기 물품은 기저귀이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일회용 흡수 물품은 측부 연부를 갖는 물품 섀시(chassis), 및 상기 측부 연부를 넘어

연장되는 영역을 포함하는 상기 물품 섀시 위의 패턴-비접착된 재료를 포함한다. 상기 측부 연부를 넘어 연장되는 영

역은 상기 물품 섀시 상에 있는 재료의 부분과는 상이한 특성을 갖는다.

한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일회용 흡수 물품은, 웅형 요소 및 웅형 요소와 탈착가능하게 맞물리기에 적합한 상기 물

품에 연결된 자형 요소를 포함하는 기계적 고정 탭을 포함한다. 자형 요소는 상이한 패턴-비접착된 패턴 또는 레이아

웃 (layout)에 의해 정해지는 2 개 이상의 영역을 갖는 직물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패턴-비접착된 부직포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열 및 압력의 적용에 의해 부직 웹을 접착시켜 그 표면 상

에 제 1의 다수의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 및 제 2의 다수의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을 정하는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의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 1의 다수의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은 제 2의 다수의 불연속적인 비접

착된 구역과 상이한 특성을 제공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제 1 고정 요소 및 제 1 고정 요소와 탈착가능하게 맞물리기에 적합한 제 2 고정 요소를 

갖는 기계적 고정 시스템을 포함한다. 상기 제 2 고정 요소는 제 1의 다수의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을 정하는 연속

적인 접착된 구역의 제 1 패턴을 갖는 제 1 영역, 및 제 2의 다수의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을 정하는 연속적인 접

착된 구역의 제 2 패턴을 갖는 제 2 영역을 포함한 다. 상기 제 2 패턴은 상기 제 1 패턴과 상이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양태들은 본 개시를 읽으면 당업자에 의해 잘 이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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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2 개 이상의 구별되는 영역에서 다수의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을 정하는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을 갖는 

부직포 또는 웹에 관한 것이다. 이 영역 중 하나는 기계적 또는 후크 및 루프 고정 시스템을 위한 루프 고정 재료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다수의 불연속인 비접착된 구역은 상이한 특성을 갖는 다수의 하위구역, 영역 또는 대역으로 

분할된다. 단지 설명의 목적으로, 본 발명을 기저귀, 배변연습용 팬츠, 실금자용 의류, 생리대, 붕대 등을 포함하는 일

회용 개인 위생용 흡수 물품의 사용과 함께 또는 개개로 사용되는 경우 모두에 있어서의 루프 고정 재료로서 기재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것 외에는, 상기 특정 용도에 국한되어서는 아니되며, 대신 본 발명은 

이러한 패턴-비접착된 부직포 또는 웹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응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도된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패턴-비접착된 부직포 또는 웹은 일회용 기저귀 등에 사용되는 신체측 라이너 또는 서지(surge

) 재료와 같은 개인 위생용 흡수 물품을 위한 유체 관리 또는 분배 재료로서 뿐만 아니라 여과 재료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 패턴-비접착된 부직 웹의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은 실질적으로 유체 불투과성인 한편, 웹의 불연속적인 비접착

된 구역은 유체 투과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패턴-비 접착된 웹은 특이적 유체 유동 지점 또는 채널로서 작용하는 불

연속의 또는 고립된 비접착된 구역을 포함한다. 또한, 불연속의 고립된 비접착된 구역 영역들은 상이한 특성을 갖는

다. 패턴-비접착된 웹 내의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과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의 조합은 유체 흐름의 방향을 정하고 

운반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패턴 비접착된 구역은 비접착된 구역 내의 유체 흐름의 방향을 정하고 운반

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 및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의 패턴은 상기 패턴-비접

착 장치를 변형함으로써 유체 여과, 관리 또는 분배를 위한 유동 지점 또는 채널의 다양한 원하는 배열을 제공하도록 

변형될 수 있다. 더욱이, 비접착된 영역의 패턴을 변형시킴으로써 패턴 비접착된 영역을 사용하여 유체 여과, 관리 또

는 분배를 위한 유동 지점 또는 채널의 다양한 원하는 배열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패턴-비접착된 부직

포의 3차원 표면 지형은 그 사용자를 위해 미적으로 만족스러운 외관을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상기 패턴 비접착된 

영역은 사용자를 위해 미적으로 만족스러운 비접착된 구역 외관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후크 및 루프 고정 시스템의 자형 또는 루프 구성요소로 사용될 경우, 본 발명의 루프 재료는 다양한 후크 재료와 함

께 사용되도록 의도된다. 본 발명의 루프 재료와 함께 사용하기 적절한 후크 재료의 예로서, 벨크로 그룹 사(Manches

ter, N.H, H. 소재의 Velcro Group Company)로부터 상품명 HTH-851, HTH-853 또는 HTH-864으로; 또는 미네

소타 마이닝 앤드 매뉴팩튜어링 사(St. Paul, Minn. 소재의 Minnesota Mining amp; Manufacturing Co.)로부터 상품

명 CS 600으로 시판되는 것들이 있다. 적절한 후크 재료는 일반적으로 1 제곱 센티미터 당 약 16 내지 약 620 개의 

후크를 포함하거나, 1 제곱 센티미터 당 약 124 개 내지 약 388 개 후크, 또는 1 제곱 센티미터 당 약 155 내지 약 31

0 개의 후크를 포함한다. 상기 후크는 적절하게는 약 0.00254 센티미터(cm) 내지 약 0.19 센티미터, 또는 약 0.0381 

센티미터 내지 약 0.0762 센티미터의 높이를 갖는다.

전형적으로, 후크 재료는 그로부터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연장되는 다수의 단-방향 또는 2-방향 후크 요소를 갖는 바

닥층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2-방향'이라는 용어는 후크 재료의 기계 방향에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배향

된 개개의 인접한 후크 요소를 갖는 후크 재료를 지칭한다. 한편, '단-방향'이라는 용어는 후크 재료의 기계 방향에서 

같은 방향으로 배향된 개개의 인접한 후크 요소를 갖는 후크 재료를 의미한다. 후크 요소는 바닥 재료의 상단 표면으

로부터 후크 요소 상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 측정된 평균 전체 높이를 갖는다. 본 발명에 관련하여 사용된 후크 요소의

평균 높이는 약 0.5 밀리미터(mm)이다. 이 후크 재료는 1 제곱 센티미터 당 약 265 개 후크의 후크 밀도를 갖는다. 

바닥 재료의 두께는 약 3.5 mils이다. 상기 후크 재료는 벨크로 U.S.A.로부터 HTH-851로 시판된다. 후크 재료의 다

른 치수 및 성질도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후크 재료'라는 용어는 본 명세서에서 맞물림 (후크) 요소를 갖는 기계적 고정 시스템 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지

만, 오직 '후크'만을 포함하는 맞물림 요소의 형태에 국한하고자 함은 아니며, 본 발명의 패턴-비접착된 부직 루프 재

료와 같은 상보적인 루프 고정 재료에 맞물리게 디자인되거나 또는 적합하도록 당 분야 에 공지된 바와 같은, 단방향

이건 2-방향이건 임의의 형태 또는 모양의 맞물림 요소를 포함하고자 함이다.

도 1 및 도 2를 참고하여 본 발명의 패턴-비접착된 부직 재료(4)의 실시양태를 설명한다. 재료(4)는 다수의 불연속인,

치수-안정화된 비접착된 구역(8, 9)을 정의하는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6)을 포함한다.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6) 내에

서, 부직 웹의 섬유 또는 필라멘트는 완전히 함께 접착 또는 융합되고, 바람직하게는 비섬유인 한편, 비접착된 구역(8,

9) 내에서 상기 부직포 또는 웹의 섬유 또는 필라멘트는 실질적으로 또는 완전히 접착이나 또는 융합이 없고 그들의 

섬유 구조체를 유지한다.

패턴-비접착된 부직 재료(4)는 다수의 영역 또는 대역(4A, 4B)으로 분할되고, 이들은 한 방향으로 상이한 접착 패턴

을 갖는다. 이러한 상이한 접착 패턴은 영역(4A 및 4B)에 상이한, 특이적 기능성 또는 특성을 부여한다. 한 실시양태

에서, 재료(4)의 중심 영역(4A)은 최적의 후크 맞물림을 제공한다. 재료(4)의 외부 영역(4B)은 중심 영역(4A)과는 상

이한 특성을 제공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이러한 상이한 특성은 불투명도이다. 한 실시양태에서, 상이한 특성은 색상

이다. 한 실시양태에서, 상이한 특성은 인장 강도이다. 한 실시양태에서 상이한 특성은 강성도이다. 다른 실시양태에

서, 재료(4)의 다른 특성들은, 본 개시내용을 읽으면 이해되듯이, 영역(4A 및 4B) 간에 상이할 것이다. 상이한 특성은 



공개특허 10-2004-0068200

- 5 -

외부 영역(4B)에 특이적인 접착 패턴에 의해 제공된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상기 외부 영역(4B)은 재료(4)가 부착

된 물품, 예를 들면 흡수성 의류를 넘어 바깥쪽으로 연장된다. 따라서, 외부 영역(4B)은 그 자신의 강도를 구비해야 

하는 한편, 상기 중심 영역(4A)은 물품에 의해 직접 지지되고 보강되어야 한다. 또한, 외부 영역(4B)은 미적으로 만족

스러워야 하고 소비자에게 적절한 강도를 갖도록 보여져야 한다. 본 발명은 그 안에 상이한 접착 패턴을 갖는 영역을 

가짐으로써 재료(4)에 상기 특성을 제공한다.

도시된 실시양태에서, 영역(4B)은 중심 영역(4A)의 외부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제 1의 비접착된 구역(8)이 제 1 중심

영역(4A)에 형성된다. 제 1 중심 영역(4A)는 패턴-비접착된 부직 루프 재료이다. 정의에 의하면, 본 명세서에 사용되

는 '패턴-비접착된 부직 루프 재료'라는 용어는,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다수의 불연속적인, 치수-안정화된 비접착된 

구역(8)을 정의하는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6)을 포함하는 제 1 구역을 갖는 부직포 또는 웹을 포함하는, 후크 및 루프 

고정 시스템용 루프 또는 자형 요소를 지칭한다. 상기 용어는 본 발명의 루프 재료를 부직 재료에만 국한시키고자 함

은 아니며 오히려, 본 발명의 루프 재료는, 예를 들면 패턴-비접착된 부직포 또는 웹이 필름 재료의 층에 부착 또는 접

착되어 있는 또다른 실시양태에도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루프'라는 용어의 사용도, 불연속의 개개로 형성된 재료

의 루프가 본 발명의 루프 재료를 상보적인 후크 재료의 후크 요소를 수용 및 맞물리게 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 만으로

본 발명의 루프 재료를 국한시키고자 함이 아니며 오히려, 본 발명의 루프 재료는 개개의 섬유 또는 필라멘트가 이들

이 불연속적 루프로 형성되지 않고 후크 요소를 맞물리게 하는 작용을 하는 섬유 부직포 또는 웹을 포함한다.

제 2의 비접착된 구역(9)은 제 2 영역(4B) 내에 형성된다. 한 실시양태에서, 제 2의 비접착된 구역(9)은 제 1의 비접

착된 구역(8)에 비하여 상이한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제 2의 비접착된 구역(9)은 제 1의 비접착된 구역(8)과는 하

나 이상의 다른 치수를 갖는다. 구역(9)은 구역(8)보다 큰 횡-기계 방향 길이를 가질 수 있다. 구역(9)은 구역(8)보다 

작은 횡-기계 방향 길이를 가질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기계 방향' 또는 MD라는 용어는 재료 또는 직물이 제

조되는 방향에서의 길이(도 3에서 좌측으로부터 우측까지)를 의미한다. '횡-기계 방향' 또는 CD라는 용어는 재료 또

는 직물의 폭, 즉, MD에 일반적으로 수직인 방향을 의미한다. 도 1에 나타낸 기계 방향은 상하이다. 도 1에 나타낸 횡

-기계 방향은 좌우이다. 구역(9)은 구역(8)의 기계 방향 길이보다 큰 기계 방향 길이를 가질 수 있다. 구역(9)은 구역(

8)의 높이보다 큰, 접착된 구역(6)의 표면으로부터 상향으로 연장되는 높이를 가질 수 있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상

기 구역(9)은 균일하다. 한 실시양태에서, 상기 구역(8)은 균일하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영역(4A 및 4B)은 접착 면적의 양이 서로 상이할 수도 있다. 접착 면적은 총 구역에 대한 접착

이 된 면적의 백분율로 정의된다. 한 실시양태에서, 영역(4A)은 총 면적의 약 35%의 접착 면적을 갖는다. 한 실시양

태에서, 영역(4B)은 약 35% 미만의 접착 면적을 갖는다. 한 실시양태에서, 영역(4B)은 약 25% 미만의 접착 면적을 

갖는다. 한 실시양태에서, 영역(4B)은 약 15% 미만의 접착 면적을 갖는다. 한 실시양태에서, 영역(4B)은 35% 초과의

접착 면적을 갖는다. 한 실시양태에서, 영역(4B)은 40% 초과의 접착 면적을 갖는다. 한 실시양태 에서, 영역(4B)은 5

0% 초과의 접착 면적을 갖는다.

도 1은 영역(4A 및 4B)를 구분하는 선을 도시하고 있다. 한 실시양태에서, 상기 접착된 구역(6)은 연속적이며 영역(4

A 및 4B) 사이는 분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역(4A 및 4B)을 분리하는 선은 재료(4) 상의 상이한 영역을 도시하기 

위한 단순히 시각적인 도움을 위한 것이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층' 또는 '웹'이라는 용어는 단수로 사용될 경우 단일 요소 또는 다수 요소의 이중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라미네이트'라는 용어는 서로 부착 또는 접착된 2 개 이상의 층 또는 재료의 웹으로 만들

어진 복합 재료를 의미한다.

다시 도 1 및 2를 참고하면, 패턴-비접착된 부직 루프 재료 영역(4A)은,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경우, 상보적 후크 재

료의 후크를 수용 및 맞물리게 하기 적합한 임의의 부직포 또는 웹으로서 일반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사

용된 '부직포' 또는 '부직 웹'이라는 용어는 얽혀있지만, 편직물에서와 같이 식별가능한 방식으로 된 것이 아닌, 개개의

섬유 또는 필라멘트의 구조를 갖는 웹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발명이 부직포 및 웹과 관련하여 기재할 것이지만, 다

수의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을 정하는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의 패턴이 하나 이상의 표면 상에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재료로 만들어진 직포 및(또는) 편직포도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방법 및 장치를 이용하여 치수 안정화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패턴-비접착된 부직 재료(4)를 형성하는 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제조하는 데에, 시판되는 열가소성 중합체 재료가 유

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사 용된 '중합체'라는 용어는 단독 중합체, 예를 들면 블럭, 그래프트, 랜덤 및 교

호 공중합체, 삼원 중합체 같은 공중합체, 및 이들의 블랜드 및 개질 생성물을 포함하도록 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다. 또한, 달리 구체적으로 한정되지 않는 한, '중합체'라는 용어는, 이소택틱, 신디오택틱 및 랜덤 대칭성을 비제한적

으로 포함하는, 재료의 모든 가능한 기하학적 배열을 포함하도록 한다.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열가소성 중합체' 또는 

'열가소성 중합체 재료'라는 용어는 열에 노출되면 연화되고 주위 온도까지 식히면 그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장쇄

의 중합체를 의미한다. 예시적인 열가소성 재료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 폴리플루오로

카본, 폴리올레핀, 폴리우레탄, 폴리스티렌, 폴리(비닐 알코올), 카프로락탐 및 이들의 공중합체를 비제한적으로 포함

한다. 패턴-비접착된 부직 재료(4)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섬유 또는 필라멘트는 임의의 적절한 형태를 가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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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당 분야에 공지된 바와 같이, 중공의 또는 속이 찬, 곧은 또는 곱슬곱슬한, 단일 성분, 2성분 또는 다성분의, 2-구

성요소 또는 다구성요소의 섬유 또는 필라멘트, 및 이러한 섬유 및(또는) 필라멘트의 블랜드 또는 혼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패턴-비접착된 부직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부직 웹은, 스펀본딩, 에어레이 또는 본디드 카디드 웹 형성 공

정을 포함하는 다양한 공지의 형성 방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모든 이러한 부직 웹은 공지의 부직 웹 접착 기술을 

이용하여 예비접착되고, 이어서 본 발명의 패턴-비접착된 방법 및 장치를 이용하여 접착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부직 웹은 본 발명의 패턴-비접착된 방법 및 장치를 이용하여서만 접착될 수도 있다.

스펀본드 부직 웹은 용융 방사된 필라멘트로부터 제조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융 방사된 필라멘트'라는 용어

는 용융된 열가소성 재료를 통상 원형인 다수의 미세 방사구로 된 모세관으로부터 필라멘트로 압출한 다음, 예를 들면

비배출성(non-eductive) 또는 배출성 유체-드로잉(fluid-drawing) 또는 다른 공지된 스펀본딩 메카니즘에 의해 상

기 압출된 필라멘트의 직경을 급속히 감소시킴으로써 형성된 작은 직경의 섬유 및(또는) 필라멘트를 지칭한다. 스펀

본드 부직 웹의 제조는 미국 특허 제 4,340,563 호(Appel 등), 미국 특허 제 3,692,618 호(Dorschner 등), 미국 특허

제 3,802,817 호(Matsuki 등), 미국 특허 제 3,338,992 호 및 3,341,394 호(Kinney), 미국 특허 제 3,502,763 호(Ha

rtmann), 미국 특허 제 3,276,944 호(Levy), 미국 특허 제 3,502,538 호(Peterson) 및 미국 특허 제 3,542,615 호(D

obo 등)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는 본 명세서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된다. 스펀본드 공정에 의해 형성된 용융 방

사된 필라멘트는 일반적으로 연속적이며 7 미크론 초과, 특히 약 10 내지 30 미크론 사이의 직경을 갖는다. 또하나의 

빈번히 사용되는 섬유 또는 필라멘트 직경의 표현법은 데니어이며, 이는 섬유 또는 필라멘트 9000 미터 당 그램수로 

정해지는다. 스펀본드 필라멘트는 통상적으로 움직이는 세공성 벨트 또는 형성 와이어 상에 침착되어 거기에서 웹을 

형성한다. 스펀본드 필라멘트는 수집 표면 상에 침착될 때 일반적으로 끈적거리지 않는다.

전형적으로, 스펀본드 직물은 상기 웹이 이어지는 공정의 가혹함을 견디어 최종 생성물을 형성하도록 웹에 충분한 일

체성을 제공하기 위해, 그들이 제조되면 바로 어떤 방식으로 안정화 또는 강화(예비접착)된다. 이러한 안정화 (예비접

착) 단계는 열 활성화될 수 있는 액체 또는 분말로서 필라멘트에 적용되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또는 더욱 일반적으로 

압착 롤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압착 롤'이라는 용어는 방금 제조된 용융 방사된 필라멘트, 특히 

스펀본드 웹을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웹에 다음 공정에 대한 충분한 일체성을 제공하지만 통기 연결, 열 접착, 초음파 

접착 등과 같은 2차적 접착 공정의 비교적 강한 접착은 제공하지 않도록, 웹을 압착하는 데 사용되는 웹의 위와 아래

에 있는 한 세트의 롤러를 의미한다. 압착 롤러는 웹의 자가-접착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일체성을 증가시키도록 웹을 

조금씩 짜낸다.

상기 예비접착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대체 수단은, 본 명세서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되는 1994년 12월 22일자 출원되

고 공동 양도된 미국 특허 제 5,707,468 호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바와 같은 열풍 나이프를 사용한다. 간단히 말해서, '

열풍 나이프'라는 용어는 방금 제조된 용융-방적 필라멘트, 특히 스펀본드 웹을 예비접착하여 상기 웹에 다음 단계를 

위한 충분한 일체성을 부여하여, 즉 웹의 강성도를 증가시키지만, 상기 언급한 것 같은 비교적 강력한 2차적 접착 공

정은 아닌 공정을 의미한다. 열풍 나이프는 가열된 공기의 흐름을 매우 높은 유량, 일반적으로 1 분당 약 300 내지 약

3000 미터(m/min), 더욱 특히 약 900 내지 약 1500 m/min으로 형성 직후의 부직 웹을 향하여 집중시키는 장치이다.

공기 온도는 통상 웹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중합체의 융점 범위 내이고, 스펀본딩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열가소성 

중합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 90℃ 내지 약 290℃이다. 공기 온도, 속도, 압 력, 부피 및 다른 요인의 제어는 그 일체

성을 증가시키는 동안 웹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돕는다. 열풍 나이프의 집중된 공기 흐름은 약 3 내지 약 25 밀리미터(

mm)의 폭, 특히 약 9.4 mm의 폭을 갖는, 상기 가열된 공기의 웹을 향한 출구로 작용하는 하나 이상의 슬롯에 의해 배

열 및 배향되며, 상기 슬롯은 실질적으로 웹의 전체 폭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횡-기계 방향으로 작동된다. 다른 실시양

태에서, 서로 이웃하여 배열되거나 또는 약간의 간격을 두고 떨어진 다수의 슬롯이 존재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슬롯

은 통상,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연속적이며, 예를 들면 밀접한 간격을 두고 배치된 개구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열풍 나이프는 가열된 공기가 슬롯을 빠져나가기 전에 이를 분배 및 함유하기 위한 충진공간(plenum)을 갖는다. 열풍

나이프의 충진공간 압력은 통상적으로 약 2 내지 약 22 mmHg이고, 상기 열풍 나이프는 형성 표면 위 약 6.35 mm 

내지 254 mm, 더욱 특히 약 19.05 내지 약 76.20 mm에 위치한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횡방향 흐름을 위한 열풍 나

이프 충진공간의 단구역(즉, 기계 방향에서의 충진공간 단구역)은 총 슬롯 출구 구역의 두 배 이상이다. 스펀본드 중

합체가 그 위해 형성되는 세공성 와이어는 일반적으로 고속으로 움직이므로, 웹의 임의의 특정 부분의 열풍 나이프로

부터 나오는 공기 배출물에 대한 노출 시간은, 훨씬 더 긴 체류 시간을 갖는 통기 연결 공정과는 대조적으로, 전형적으

로 10분의 1초 미만이고, 일반적으로 약 100분의 1초 미만이다. 열풍 나이프 공정은 공기 온도, 속도, 압력 및 부피, 

슬롯 또는 개구부 배열, 밀도 및 크기 및 열풍 나이프 충진공간과 웹을 분리하는 거리를 포함하는 많은 요인들에 걸쳐

대단히 큰 다양성 및 제어 범위를 갖는다.

또한, 스펀본드 공정도 예를 들면 측부-대-측부 (또는 시드/코어)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스펀본드 이

성분 필라멘트로부터 이성분 스펀본드 부직 웹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성분 스펀본드 부직 웹을 

형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그 전문이 본 명세서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되는 미국 특허 제 5,418,045 호(Pike 등)에 

기재되어 있다. 본 명세서의 도 3을 참고하면, 이러한 이성분 필라멘트 및 생성되는 웹을 형성하기 위한 상기 공정 라

인(10)은, 각각 호퍼(14a 및 14b)로부터, 각각 압출 도관(16a 및 16b)을 통하여 이성분 방사구(18)로 폴리에틸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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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프로필렌 모두를 별도 공급하기 위한 한 쌍의 압출기(12a 및 12b)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성분 필라멘트를

제조하기 위한 방사구는 당 분야에 잘 알려져 있으므로 본 명세서에서는 상세히 기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방사

구(18)는 방사 팩(pack)을 담는 하우징을 포함하며, 이는 높은 용융 온도 및 낮은 용융 온도의 중합체를 방사구 내의 

섬유 형성 개구부(opening)로 따로따로 배향하는 유동 통로를 만들기 위해 배열된 개구부의 패턴을 갖는 다수의 수직

으로 쌓인 판들을 포함한다. 방사구(18)는 하나 이상의 열로 배열된 개구부를 가지며, 상기 개구부는 중합체가 방사구

를 통해 압출될 때 아래로 연장되는 필라멘트의 커튼(curtain)을 형성한다. 급냉 기체원(20)은 방사구(18)로부터의 출

구의 아래에 위치한다. 필라멘트의 커튼이 방사구(18)를 빠져나갈 때, 이들은 기체원(20)으로부터의 급냉 기체에 의

해 접촉된다. 급냉 기체는 필라멘트 커튼의 한쪽 또는 양쪽(도시되지 않음)과 충돌하고, 이는 상기 필라멘트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급냉시켜 방사구(18)로부터 연장되는 필라멘트에서 잠재적인 나선형 주름을 전개시킨다. 전형적으로, 상

기 급냉 공기는 1 분 당 약 30 내지 약 120 미터의 속도 및 약 7℃ 내지 약 32℃의 온도에서 필라멘트의 길이에 대하

여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배향될 것이다.

섬유 흡인 유닛(draw unit) 또는 흡입기(22)는 급냉된 필라멘트를 수용하도록 방사구(18)의 밑에, 예를 들면 하류에 

위치한다. 중합체를 용융 방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섬유 흡인 유닛 또는 흡입기는 당 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본 방

법에 사용하기 적합한 예시적인 섬유 흡인 유닛은 미국 특허 제 3,802,817 호(Matsuki 등)에 나타난 유형의 선형 섬

유 흡입기, 및 미국 특허 제 3,692,618 호(Dorschner 등) 및 미국 특허 제 3,423,266 호(Davis 등)에 나타난 유형의 

배출 총(eductive gun)을 포함하며, 상기 개시 내용은 그 전문이 본 명세서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된다. 일반적으로 섬

유 흡인 유닛(22)은, 그 통로를 통하여 기체 흐름을 흡인함으로써 필라멘트가 흡인되는 신장된 통로를 갖는다. 흡인 

기체는 필라멘트의 중합체와 불리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공기와 같은 임의의 기체일 수 있다. 공급 단위(24)는 흡

인 기체를 섬유 흡인 유닛(22)으로 공급한다. 흡인 기체가 상기 급냉된 필라멘트 및 주위 공기를 상기 섬유 흡인 유닛

(22)을 통해 흡인하면, 상기 필라멘트는 그 안에 있는 상기 잠재 주름을 활성화하는 데 요구되는 온도로 가열된다. 필

라멘트 내의 상기 잠재 주름을 활성화하는 데 요구되는 온도는 약 43℃부터 최대로는 저온 용융 성분 중합체, 이 경우

에는 폴리에틸렌의 융점 미만의 범위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기 온도가 높을수록 필라멘트의 단위 길이 당 더 많은 

수의 주름이 생성된다. 별법으로, 방사구(18)를 빠져나오는 필라멘트의 커튼을 실온에서 흡인하여, 결과적으로 실질

적으로 곧은 또는 주름지지 않은 스펀본드 필라멘트를 형성할 수 있다.

흡인되고 주름진 필라멘트는 섬유 흡인 유닛(22)을 빠져 나와 랜덤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형성 표면 아래에 놓여진 

진공 장치(30)의 도움으로, 연속적인 형성 표면(26) 상에 침착된다. 진공의 목적은 필라멘트의 바람직하지 못한 흩어

짐을 방지하여 필라멘트를 형성 표면(26) 상으로 유도하여 이성분 필라멘트의 균일한, 비접착된 부직 웹을 형성하는 

것이다. 원하는 경우, 상기 웹에 본 명세서에 기재된 본 발명의 패턴-비접착 장치(40)를 실행하기 전에, 수득되는 웹

을 압착 롤러(32) 또는 열풍 나이프(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가볍게 압축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기 적절한 부직 웹은 전형적으로 비연속적인 스테이플 섬유로 형성되는 본디드 

카디드 웹 및 에어레이 웹으로부터 제조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패턴 비접착된 부직 루프 재료를 제조하는 데에 이러

한 부직 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접착된 구역 내 개개의 섬유의 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불연속의 비접착된 구역의 

크기 및 밀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비접착된 구역이 접착된 구역 내로 연장된 하나 이상의 부분, 바람직하게는 다수

의 부분을 갖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디드 카디드 웹은 통상적으로 베일(bale)로 시판되는 스테이플 섬유로부터 제조된다. 상기 베일은 섬유를 분리하는

피커(picker) 내에 놓여진다. 그 다음, 섬유를 코밍(combing) 또는 카딩 유닛(carding unit)을 통해 보내어, 이것이 상

기 스테이플 섬유를 더 부수고 기계 방향으로 정렬시켜 일반적으로 기계 방향-배향된 섬유 부직 웹을 형성한다. 일단

웹이 형성되면,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예비접착된다.

에어레이도 섬유 부직 웹을 형성할 수 있는 잘 알려진 또하나의 방법이다. 에어레이 공정에서는, 약 6 내지 약 19 밀

리미터(mm) 범위의 전형적인 길이를 갖는 작은 섬유의 다발을 분리하고 공기 공급 중에서 연행한 다음, 통상적으로 

진공 공급의 도움으로 형성 스크린 상에 침착시킨다. 다음, 랜덤하게 침착된 섬유를 공지의 접착 기술을 이용하여 서

로 예비접착시킬 수 있다.

부직 웹이 형성된 후, 상기 예비접착된 또는 비접착된 웹을 적절한 공정 및 장치(40)로 통과시켜 본 발명의 패턴-비접

착된 부직 재료(4)를 형성한다. 이제 도 4 및 5를 참고하여, 본 발명의 패턴-비접착된 부직 재료(4)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기술한다. 도 4에서, 본 발명의 패턴-비접착된 부직 재료(4)를 형성하기 위한 장치는 일반적으로 (40)

으로 표시된다. 장치(40)는 제 1 웹(38)을 위한 제 1 웹 권출기(unwind)(36)를 포함한다. 선택적으로, 다층의 패턴-

비접착된 라미네이트를 형성하기 위해 추가의 웹 또는 층(39)을 위한 하나 이상의 추가 웹 권출기(37)(점선으로 표시

)가 사용될 수 있다. 도 4에 나타낸 장치는 웹 권출기(36)를 도시하지만, 패턴-비접착 장치(40)는 본 명세서에 기재되

고 도 3에 나타낸 부직 형성 장치와 함께 연속(인-라인) 공정에 배치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패턴-비접착 장

치'라는 용어는 웹(38)에, 혹시 있다면, 존재하는 접착을 분해, 파괴 또는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 여겨져서는 아니되며,

오히려, 패턴-비접착 장치는 웹의 특정 구역에서 웹(38)을 형성하는 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연속적으로 접착 또는 융

합시키고, 웹의 다른 특정 구역에서 웹(38)의 섬유 또는 필라멘트의 접착 또는 융합을 방지하는 것으로, 상기 구역들

은 본 명세서에서 각각 접착된 구역 및 비접착된 구역이라 일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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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웹(38)(또는 하나의 권출기만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웹')은 권출기(36)로부터 나와서, 둘 다, 예를 들면 

전기 모터(도시되지 않음)와 같은 통상의 구동 수단에 의해 구동(예를 들면, 회전)되는, 제 1의 또는 패턴 롤(42) 및 제

2의 또는 모루 롤(44)을 포함하는 패턴-비접착 장치(40) 내로 통과한다. 패턴 롤(42)은 중심 영역(4A)을 형성하기 위

한 중심 표면(45A) 및 외부 영역(4B)을 형성하기 위한 다수의 외부 표면(45B)을 포함한다. 패턴 롤(42)은 사용 도중 

롤 상의 마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예를 들면 경화된 금속 또는 강철과 같은 임의의 적절한 내구성 재료로 형성될 수 

있는 정 원형의 실린더이다. 패턴 롤(42)는 그 외부 표면 상에 중심 표면(45A) 중 랜드(land) 구역(46A)의 제 1 패턴

을 갖는다. 상기 랜드 구역(46A)는 제 1의 다수의 불연속적 리세스(recess) 또는 개구부(48A)를 정의한다. 상기 랜드

구역(46A)은 반대편에 위치한 모루 롤(44)(이것 또한 임의의 적절한 내구성 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정 원형의 실린

더이다)의 매끈하거나 또는 편평한 외부 표면과 닙을 형성하도록 디자인된다. 상기 랜드 구역(46A) 및 개구부(48A)

는 패턴-비접착된 재료(4)의 중심 영역(4A)을 형성한다.

패턴 롤(42)의 리세스(48A)의 크기, 형태, 수 및 배열은 그에 의해 형성되는 패턴-비접착된 부직 루프 재료의 특정 최

종-용도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변화될 수 있다. 수득되는 루프 재료에 섬유 당김(pull-out)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패 턴 롤(42)의 중심 표면(45A) 중 리세스(48A)의 크기는 비접착된 구역을 정하는 필라멘트 또는 섬유의 전체 길이

가 단일의 비접착된 구역 내에 있을 가능성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치수를 가져야 한다. 달리 말하면, 섬유 길이는 주어

진 섬유 또는 필라멘트의 전체 길이가 단일의 비접착된 구역 내에 해당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한편, 패턴 롤(42)의 리세스(48A), 및 패턴-비접착된 부직 재료(4)의 중심 영역(4A)에서 그로 인해 형성된 비접착된 

구역(8)의 크기를 제한하고자 하는 요구는 비접착된 구역(8)이 상보적인 후크 재료의 후크 요소를 위한 필요한 맞물

림 구역을 제공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가져야 하는 필요성과 대조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도 5에 나타낸, 약 0.127 cm(

약 0.050 인치) 내지 약 0.635 cm(약 0.250 인치), 더욱 특히 약 0.330 cm(약 0.130 인치) 내지 약 0.406 cm(약 0.1

60 인치) 범위의 평균 직경, 및 약 0.051 cm(약 0.020 인치) 이상, 더욱 특히 약 0.152 cm(약 0.060 인치) 이상의, 패

턴 롤(42)의 가장 바깥쪽 표면으로부터 측정된 깊이를 갖는 원형의 리세스(48A)가 본 발명의 패턴-비접착된 부직 재

료를 형성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고려된다. 도 5에 나타낸 패턴 롤(42)의 리세스(48A)은 원형이지만, 폐곡선, 타원, 

다각형, 정사각형, 다이아몬드형 등과 같은 다른 형태가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패턴 롤(42)의 리세스(48A)의 수 및 밀도는,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의 크기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또는 섬유 당김의 

발생의 증가를 일으키지 않고, 후크 요소를 위한 맞물림 구역의 요구되는 양을 제공하도록 선택될 수도 있다. 제곱 센

티미터(cm 2 ) 당 약 1.0 개의 리세스 내지 약 25.0 개 리세스/cm 2 , 더욱 특히 약 5.0 개 내지 약 7.0 개 리세스/cm 
2 범위의 리세스 밀도를 갖는 패턴 롤이 본 발명의 패턴-비접착된 재료(4)의 중심 영역(4A)을 형성하는 데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개개의 리세스들(48A) 사이의 간격은, 섬유 당김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이 차지하는 

패턴-비접착된 재료의 부분을 지나치게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패턴-비접착된 재료(4)의 결과되는 중심 영역(4A)의 

후크 맞물림 기능성을 향상시키도록 선택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양태의 경우 적절한 리세스 사이 간격은 기계 방향 

및 횡-기계 방향에서 중심선-대-중심선으로 약 3.30 mm(약 0.13 인치) 내지 약 5.59 mm(약 0.22 인치)의 범위이다

.

패턴 롤(42) 중 리세스(48A)의 특정 배열 또는 형태는, 리세스 크기, 형태 및 밀도와 조합되어 원하는 수준의 표면 일

체성 및 내구성 및 후크 요소의 맞물림이 수득되는 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도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 개개의 리세스(48A)는 엇갈린 열로 배열된다(또한 도 1 참고). 다른 상이한 형태도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고려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랜드 구역(46A)이 차지하는 패턴 롤(42)의 가장 바깥 표면의 부분은 상기 패턴-비접착된 재료

의 고려되는 최종-용도 응용을 만족시키도록 변형될 수 있다. 패턴-비접착된 부직 재료(4)의 중심 영역(4A)에 상기 

연속적인 랜드 구역(46A)에 의해 부여된 접착의 정도는 접착 구역 백분율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접착된 구역(6)이

차지하는 영역(4A)(도 1 참고)의 패턴-비접착된 부직 재료의 하나 이상의 표면의 총 평탄 구역의 분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본 발명의 패턴-비접착된 부직 영역(4A)을 형성하기 적합한 접착 구역 백분율 상의 하한은 섬유 

당김이 상기 패턴-비접착된 재료의 표면 일체성 및 내구성을 과도하게 감소시키는 지점이다. 요구되는 접착 구역 백

분율은 부직 웹의 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형성하는 데 사용된 중합체 재료의 타입(들), 부직 웹이 단층 또는 다층의 섬

유 구조체를 갖는지 여부, 부직 웹이 패턴-비접착 장치 등을 통과하기 전에 비접착 또는 예비접착되는지 여부를 포함

하는 다수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약 25% 내지 약 50%, 더욱 특히 약 36% 내지 약 50% 범위의 접착 구

역 백분율을 갖는 패턴-비접착된 부직 재료가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패턴 롤(42)은 2 개 이상의 외부 표면(45B)을 포함하며, 그 중 하나 이상은 상기 중심 표면(45A)의 각 말단으로부터 

세로로 위치한다. 패턴 롤(42)의 외부 표면(45B)은 랜드 구역(46B)의 제 2 패턴을 포함한다. 상기 랜드 구역(46B)은 

제 2의 다수의 불연속적 리세스 또는 개구부(48B)를 정의한다. 랜드 구역(46B)은 마주보게 위치하는 모루 롤(44)의 

매끈한 또는 편평한 외부 표면을 갖는 닙(50)을 형성하도록 디자인된다. 상기 랜드 구역(46B) 및 개구부(48B)는 패턴

-비접착된 재료(4)의 외부 영역(4B)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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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롤(42) 중 리세스(48B)의 크기, 형태, 수 및 배열은 그에 의해 형성되는 패턴-비접착된 부직 구역(4B)의 특정한 

최종-용도의 필요조건에 부합하도록 변화될 수 있다. 패턴 롤(42)의 외부 표면(45B) 중 리세스(48B)의 크기는 비접

착된 구역을 정하는 필라멘트 또는 섬유의 전체 길이가 단일의 비접착된 구역(9) 내에 있을 가능성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치수를 가져야 한다. 달리 말하면, 섬유 길이는 주어진 섬유 또는 필라멘트의 전체 길이가 단일의 비접착된 구역

(9) 내에 해당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본 명세서에서 도 5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일반적으로 타원형

인 리세스는 약 0.127 cm(약 0.050 인치) 내지 약 0.635 cm(약 0.250 인치)의 범위에 있는 값보다 작은 평균 장축을

갖는다. 한 실시양태에서, 상기 장축은 약 0.330 cm(약 0.130 인치) 내지 약 0.406 cm(약 0.160 인치) 범위의 값보다

작다. 타원형 리세스(48B)는 약 0.127 cm(약 0.050 인치) 내지 약 0.635 cm(약 0.250 인치)의 범위에 있는 값보다 

작은 평균 단축을 갖는다. 한 실시양태에서, 상기 단축은 약 0.330 cm(약 0.130 인치) 내지 약 0.406 cm(약 0.160 인

치) 범위의 값보다 작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리세스 48B의 직경, 폭, 장축 또는 단축은 리세스(48A)의 리세스 직경

보다 작다. 약 0.051 cm(0.020 인치) 이상, 더욱 특히 약 0.152 cm(약 0.060 인치) 이상의 패턴 롤(42)의 가장 바깥

쪽 표면으로부터 측정된 깊이를 갖는 타원형 리세스(48B)가 본 발명의 패턴-비접착된 부직 재료를 형성하는 데 적합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 실시양태에서, 리세스(48B)의 깊이는 리세스(48A)의 깊이보다 작다. 도 5에 나타낸 패턴 롤(

42)의 리세스(48B)는 타원형이지만, 폐곡선, 원, 다각형, 정사각형, 다이아몬드형 등과 같은 다른 형태가 유리하게 사

용될 수 있다.

패턴 롤(42)의 리세스(48B)의 수 및 밀도는, 외부 재료 구역(4B)에 대한 요구되는 특성을 제공하도록 선택될 수도 있

다. 패턴 롤 외부 표면(45B)은 제곱 센 티미터(cm 2 ) 당 약 1.0 개의 리세스 내지 약 25.0 개 리세스/cm 2 , 더욱 특

히 약 5.0 개 내지 약 7.0 개 리세스/cm 2 범위의 리세스 밀도를 포함할 수 있고, 본 발명의 패턴-비접착된 재료(4)의

외부 영역(4B)을 형성하는 데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한 실시양태에서, 외부 표면(45B)의 리세스 밀도는 중심 표

면(45A)의 리세스 밀도보다 작다. 또한, 개개의 리세스들(48B) 간의 간격은 재료(4)의 외부 구역(4B)의 요구되는 특

성을 향상 및(또는) 제공하도록 선택될 수 있다. 한 실시양태의 경우 적절한 리세스 사이 공간은 기계 방향 및(또는) 

횡-기계 방향의 어느 하나에서 중심선-대-중심선으로 약 3.30 mm(약 0.13 인치) 내지 약 5.59 cm(약 0.22 인치)의 

범위일 수 있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외부 표면(45B)에서의 리세스 사이 간격은 중심 표면(45A)의 리세스 사이 간

격보다 더 크다.

패턴 롤(42) 중 리세스(48B)의 특정 배열 또는 형태는, 리세스 크기, 형태 및 밀도와 조합되어 바람직한 수준의 표면 

일체성, 내구성 및 특성이 수득되는 한,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 5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개개의 리

세스(48B)는 엇갈리는 열로 배열된다(또한 도 1 참고). 다른 상이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고려된다.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랜드 구역(46B)이 차지하는 패턴 롤(42)의 외부 표면 부분은 패턴-비접착된 재료(4)의 고려되

는 최종-용도 응용, 특히 패턴-비접착된 외부 영역(4B)의 최종-용도 응용을 만족하도록 변형될 수 있다. 연속적인 랜

드 구역(46B)에 의해 패턴-비접착된 부직 재료(4)의 외부 영역(4B)에 부여된 접착 정 도는 접착 구역 백분율로 표시

될 수 있는데, 이는 패턴-비접착된 부직 루프 재료(4)의 하나 이상의 표면의 총 평탄 구역의 분율, 예를 들면 접착된 

구역(46B)이 차지하는 영역(4B)(도 1 참고)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본 발명의 패턴-비접착된 부직 영역(4B

)를 형성하는 데 적합한 접착 구역 백분율 상의 하한은 섬유 당김이 패턴-비접착된 재료(4)의 표면 일체성 및 내구성

을 지나치게 감소시키는 지점이다. 요구되는 접착 구역 백분율은 부직 웹의 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형성하는 데 사용된

중합체 재료의 타입(들), 부직 웹이 단층 또는 다층 섬유 구조체인지 여부, 부직 웹이 패턴-비접착 장치 내로 통과하

기 전에 비접착인지 아니면 예비접착된 것인지, 등을 포함하는 다수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약 25% 내지

약 50%, 더욱 특히 약 36% 내지 약 50% 범위의 접착 구역 백분율을 갖는 패턴-비접착된 부직 재료가 적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실시양태에서, 영역 4B의 접착 구역 백분율은 중심 영역(4A)의 접착 구역 백분율보다 작다. 예를 들면, 

중심 영역(4A)의 접착 구역 백분율이 50% 이상일 때 영역(4B)의 접착 구역 백분율은 50% 미만이다. 중심 영역(4A)

의 접착 구역 백분율이 36% 이상일 때 영역(4B)의 접착 구역 백분율은 36% 미만이다. 중심 영역(4A)의 접착 구역 백

분율이 25% 이상일 때 영역(4B)의 접착 구역 백분율은 25% 미만이다.

본 발명에서, 외부 영역(4B) 중 패턴-비접착된 구역(9)은 중심의 루프 패스너 영역(4A) 중 패턴-비접착된 구역(8)과 

상이한 것이 바람직하다. 한 실시양태에서, 구역(9) 및 구역(8) 사이의 차이는 그들의 물리적 치수를 포함한다. 구역(9

) 및 구역(8) 사이의 차이는 패턴 롤러(42) 및 모루 롤러(44)의 작용에 의해 상이한 특성을 갖는 각각의 영역(4B 및 4

A)이 만들어 지도록 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상기 중심 영역(4A)은 외부 영역(4B)보다 더 불투명하다. 한 실시양태에

서, 외부 영역(4B)은 중심 영역(4A)보다 더 불투명하다. 불투명성은 그 부분을 육안으로 보기에 더 불투명하게 보이

게 하는 색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인식될 것이다. 한 실시양태에서, 중심 영역(4A)은 외부 영역(4B)보다 더 강성도

를 갖는다. 한 실시양태에서, 외부 영역(4B)은 중심 영역(4A)보다 더 강성도가 크다. 한 실시양태에서, 중심 영역(4A)

은 외부 영역(4B)보다 더 큰 인장 강도를 갖는다. 한 실시양태에서, 외부 영역(4B)은 내부 영역(4A)보다 더 큰 인장 

강도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상기 외부 영역(4B)은 중심 영역(4A)과 상이한 접착 구역을 가져서 상이한 특성을 제공

한다. 외부 영역(4B)의 특성은 중심 영역(4A)의 접착 구역 백분율에 비하여 접착 구역 백분율을 변화시킴으로써 추가

로 제어된다. 또한, 임의의 상기 특성들은 본 발명에 따라 조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부 영역(4B)은 중심 영역(4A)

보다 더 강성도이고, 더 불투명하며, 더 강하다.



공개특허 10-2004-0068200

- 10 -

본 명세서에 기재되고 예시된 실시양태는 단일의 외부 영역(4B)에 의해 횡-기계 방향에서 양측 상에 위치하는 단일

의 중심 영역(4A)을 나타내지만, 임의의 수의 상이한 영역(4A, 4B)을 제공하는 것도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다. 예를 

들면, 중심의 루프 영역(4A)으로부터 횡-기계 방향에서 바깥쪽으로 둘 이상의 외부 영역(4B)이 제공될 수 있었다. 한

실시양태에서 둘 이상의 외부 영역(4B)의 하나는 상기 둘 이상의 외부 영역(4B)의 다른 하나에 비하여 하나 이상의 

상이한 특성을 갖는다.

도시된 실시양태는 리세스(48A, 48B)가 원통형 롤러(42)의 길이 방향에서 적어도 일반적으로 정렬된 것을 또한 보여

준다. 또한, 리세스(48A, 48B)는 본 발명의 실시양태에서 롤러(42)의 원주 둘레로 완전히 연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리세스(48A, 48B)는 웹(38)과 주기적으로 접촉하여 불연속 패턴-비접착된 구역(8, 9)을 형성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상기 롤러(42)의 원주는 웹(38)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제품의 길이와 동일하게 형성된다. 예를 들어, 웹(38)이 기저귀

의 외부 층을 형성한다면, 상기 불연속 패턴-비접착된 구역(8, 9)은 웹(38)에서 각 외부 층에 대하여 롤러(42)의 1 회

전 당 1회 형성된다. 상기 웹(38)을 그후 개개의 외부 층으로 절단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상기 패턴 롤러(42)는 롤러의 원주 주변에 위치한 리세스(48A, 48B)를 포함한다. 따라서, 패턴 비

접착된 구역(8, 9)은 도 4의 (5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웹(38)의 전체 길이를 따라 형성된다. 그 후 웹을 횡

-기계 방향으로 절단하여 개개의 재료 부분(4)을 제조한다. 그 후, 각각의 개개의 재료 부분(4)을 흡수성 의류와 같은 

의류로 접착한다. 접착 기술은 본 명세서에 논의된 것들 및 당업자에게 공지된 다른 것들을 포함한다.

패턴 롤(42)의 외부 표면의 온도는 모루 롤(44)에 비하여 가열 또는 냉각시킴으로써 변화될 수 있다. 가열 및(또는) 

냉각은 가공되는 웹(들)의 성질, 및 반대로 회전하는 패턴 롤(42)과 모루 롤(44) 사이에 형성된 닙(50)을 통과하는 하

나의 또는 다수의 웹의 접착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4에 나타낸 실시양태에서는, 패턴 롤(42) 및 모

루 롤(44)이 둘 다, 바람직하게는 동일한 접착 온도까지 가열된다. 본 명세서의 패턴-비접착된 부직 재료(4)를 형성하

는 데 사용되는 온도의 구체적 범위는 상기 패턴-비접착된 재료를 형성하는 데 사용된 중합체 재료의 타입, 패턴 롤(

42)과 모루 롤(44)의 사이에 형성된 닙(50)을 통과하는 부직 웹(들)의 입구 또는 선 속도(들), 및 패턴 롤(42)과 모루 

롤(44) 사이의 닙 압력을 포함하는 다수의 요인들에 의존한다.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은 모루 롤(44)은 패턴 롤(42)보다 훨씬 매끈한, 바람직하게는 매끈하고 편평한 외부 표면을 갖

는다. 그러나, 모루 롤(44)은 그 외부 표면 상에 약간의 패턴을 가지는 것도 가능하며, 여전히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매끈하거나 또는 편평한 것으로 간주된다. 모루 롤(44)이 수지 함침된 목면 또는 고무와 같은 보다 부드러운 표면으로

부터 제조되거나 또는 이러한 표면을 갖는 경우, 이는 표면 불규칙성을 전개시키지만, 이 또한 여전히 본 발명의 목적

을 위해 매끈하거나 또는 편평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러한 표면은 본 명세서에서 '편평한' 것으로 통칭된다. 모루

롤(44)은 패턴 롤(42) 및 접촉할 재료의 웹(들)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 전형적으로 모루 롤(44)은 강철, 또는 경화된

고무, 수지 처리된 목면 또는 폴리우레탄 같은 재료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루 롤(44)은 전술한 패턴 롤(42)에서와 같이 그 안에 다수의 불연속적 개구부 또는 리세스를 정의하

는 연속적인 랜드 구역의 패턴을 갖는 패턴 롤(도시되지 않음)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패턴-비접착된 장치는

패턴-비접착된 부직 재료(즉, 웹 (38))의 상부 및 하부 표면 위에 둘 다 다수의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을 정하는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의 패턴을 부여할 한 쌍의 반 대로 회전하는 패턴 롤을 포함할 것이다. 반대편의 위치의 패턴 롤

의 회전은, 패턴-비접착된 재료의 표면 상에 수득되는 비접착된 구역이 수직으로 정렬되거나 또는 병렬배치되도록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도 4를 다시 참고하면, 패턴 롤(42) 및 모루 롤(44)은 그 사이에 정해지는 닙 구역(50)을 통해 부직 웹(또는 웹)을 끌

어내도록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패턴 롤(42)은 그 외부 표면에서 측정된 제 1의 회전 속도를 가지며, 모루 롤(

44)은 그 외부 표면에서 측정된 제 2의 회전 속도를 갖는다. 도시된 실시양태에서, 상기 제 1의 및 제 2의 회전 속도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상기 패턴 및 모루 롤의 회전 속도는 상기 반대로 회전하는 롤 사이의 속도 차를 형성

하도록 조정될 수 있다.

마주보게 위치한 패턴 롤(42) 및 모루 롤(44)의 위치는 롤들 사이의 닙 구역(50)을 형성하도록 변화될 수 있다. 닙 구

역(50) 내의 닙 압력은 웹(들) 그 자체의 성질 및 원하는 접착의 정도에 의존하여 변화될 수 있다. 닙 압력의 변화를 

허용할 다른 요인들은 패턴 롤(42) 및 모루 롤(44)의 온도, 패턴 롤(42) 중 리세스(48A, 48B)의 크기 및 간격, 뿐만 

아니라 상기 패턴-비접착된 부직 재료를 형성하는 데 사용된 중합체 재료의 타입을 포함할 것이다.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 내의 패턴-비접착된 부직 재료(4)에 부여되는 접착의 정도에 관해서는, 패턴-비접착된 재료는 바람직하게는 상

기 접착된 구역에서, 중합체 재료가 비섬유가 되도록, 완전히 접착되거나 또는 용융-융합된다. 이러한 고도의 접착은 

후크 요소가 상기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으로부터 풀어질 때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 내로 연정되는 비접착된 구역 

내 섬유 또는 필라멘트의 부분을 안정화하고 섬유 당김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하다.

본 발명의 패턴-비접착된 부직 재료(4)가 일단 형성되면, 이는 도 6A 및 6B에 나타낸 일회용 기저귀(60)와 같은 개인

위생용 흡수 물품의 외부 커버 또는 배면 시트에 부착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패턴-비접착된 재료(4)는, 다수의 



공개특허 10-2004-0068200

- 11 -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을 정하는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의 패턴을 갖는 패턴-비접착된 루프 재료의 하나 이상의 

표면이 노출되도록 외부 표면에 부착된다. 패턴-비접착된 재료는 접착제, 열 접착, 초음파 접착을 포함하는 공지의 부

착 수단, 또는 이러한 수단의 조합에 의해 기저귀(60)의 외부 커버(62)에 고정될 수 있다. 용매 기재의, 수성 기재의, 

고온-용융 및 감압 접착제를 비제한적으로 포함하는 다양한 접착제가 사용될 수 있다. 분말화된 접착제도 패턴-비접

착된 루프 재료에 적용되고 이어서 가열함으로써 상기 분말 접착제를 활성화하고 접착을 완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개인 위생용 흡수 물품으로서 전형적인 기저귀(60)는 액체 투과성 신체측 라이너(64) 및 액체 불투과성 외

부 커버(62)를 포함한다. 각종 직포 또는 부직포가 신체측 라이너(64) 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체측 라이

너는 폴리올레핀 섬유의 멜트블로운 또는 스펀본드 부직 웹, 또는 천연 및(또는) 합성 섬유의 본디드 카디드 웹으로 

구성될 수 있다. 외부 커버(62)는 폴리에틸렌 필름과 같은 얇은 열가소성 필름으로 전형적으로 형성된다. 상기 중합체

필름 외부 커버는 보다 미적으로 만족스런 외관을 제공하도록 엠보싱되고(엠보싱되거나) 무광택 마무리될 수 있다. 

외부 커버(62)를 위한 다른 선택적인 구조는 원하는 수준의 액 체 불투과성을 부여하도록 구성되거나 또는 처리된 직

조 또는 부직의 섬유 웹, 또는 직포 또는 부직포 및 열가소성 필름으로 형성된 라미네이트를 포함한다. 외부 커버(62)

는 증기 또는 기체는 투과시키지만 액체는 실질적으로 투과시키지 않는, 증기 또는 기체 투과성 '통기성' 재료로 선택

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통기성은, 예를 들면 필름 중합체 조성물에 충진재를 사용하고, 상기 충진재/중합체 조성물을

필름으로 압출한 다음, 상기 필름을 충분히 신장시켜 충진재 입자 주위에 공극을 형성함으로써 필름을 통기성으로 만

듦으로써 중합체 필름에 부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충진재가 사용되면 신장의 정도는 더 높고, 통기성의 정

도도 더 커진다.

라이너(64)와 외부 커버(62) 사이에, 예를 들면 친수성 셀룰로오스 목재펄프 보풀 섬유 및 고도로 흡수성인 겔형성 입

자(예, 초흡수제)의 블랜드로 형성된 흡수성 코어(66)가 배치된다. 흡수성 코어(66)는 일반적으로 압축가능하고, 적합

하며, 착용자의 피부에 비자극성이고, 액체 신체 배출물을 흡수 및 보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흡수성 코

어(66)는 재료의 하나의 일체화된 조각, 또는 다수의 개개의 재료의 조각들을 포함할 수 있다. 흡수성 코어(66)의 크

기 및 흡수 용량은 의도되는 사용자의 크기 및 기저귀(60)의 의도되는 사용에 의해 부여되는 액체 부하와 상용가능해

야 한다.

탄성 요소가 기저귀(60)의 각 세로 연부(68)에 인접하여 선택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이러한 탄성 요소들은 착용자의 

다리에 대하여 기저귀(60)의 옆에 있는 측부 마진(margin)(68)을 당기고 고정시키기 위해 배치된다. 추가로, 탄성 요

소들 은 탄성화된 허리 밴드를 제공하기 위해 기저귀(60)의 말단 연부(70)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인접하여 배치될 수

도 있다.

기저귀(60)는 신체측 라이너(64)로부터 만들어진 또는 거기에 부착된 선택적 봉쇄 플랩(72)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 상기 봉쇄 플랩을 위한 적절한 구조 및 배열은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 4,704,116 호(K. Enloe)에 기재되어 있고, 그

개시내용의 전문은 명세서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된다.

착용자 주위에 기저귀(60)를 고정시키기 위해, 기저귀는 거기 부착된 어떤 타입의 패스너 또는 고정 수단을 가질 것

이다. 도 6A 및 6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기 고정 수단은 기저귀(60)의 각 측부에 하나씩 부착된 한 쌍의 측부 패널(

74)을 포함하는 후크 및 루프 고정 시스템이다. 각 측부 패널(74)은, 예를 들면 기저귀(60)의 허리밴드 영역의 하나(

전면 또는 배면)에서 외부 커버(62)의 내부 및(또는) 외부 표면에 부착된, 기저귀 대에 연결된 신장 서브패널(stretch 

sub-panel)(75A)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부 실시양태에서, 상기 측부 패널(74)은 외부 커버 또는 내부 커버를 제공

하는 재료의 층으로부터 일체화되어 형성된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측부 패널은 별도로 형성된 다음 기저귀 대에

부착된다. 후크 요소 패널(75B)은 신장 서브패널(75A)의 외판(outboard)이다. 후크 요소 패널(75B)은 기저귀를 착

용자에게 부착시키기 위한, 본 명세서에서 일반적으로 기재된 바와 같은 다수의 웅형 후크 요소를 포함한다. 측부 패

널(74)의 예는 미국 특허 제 5,226,992 호; 5,496,298 호; 5,540,796 호 및 5,595,618 호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각각 참고문헌으로 본 명세서에 인용된다.

기저귀(60)는 본 발명의 패턴-비접착된 재료(4)로부터 만들어진 하나 이상의 루프 요소 또는 영역(76A)을 추가로 포

함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중심의 루프 영역(4A)은 기저귀(60)의 전면 허리밴드 영역에서 외부 커버(62)의 외부 표면

에 부착된다.

기저귀(60)는 외부 커버(62)에 고정된 패턴-비접착된 재료(4)를 포함한다. 도 6A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패턴-비접착

된 재료(4)는 중심 영역(76A), 및 기계 횡 방향에서 상기 중심 영역(76A)의 밖으로 위치한 외부 영역(76B)을 포함한

다. 중심의 루프 영역(76A)은, 적어도 외부 커버(62) 및 내부 커버(64)를 포함하는 기저귀 몸체에 의해 지지된다. 중

심 영역(76A)은 거기에 후크 요소(74)가 탈착가능하게 부착되는 루프 재료를 포함한다. 외부 영역(76B)은 기저귀(60

)의 플랩 내로 연장되고 적어도 외부 커버(62)에 의해 지지된다. 외부 영역(76B)은 후크 요소용 부착 영역과는 상이한

특성들을 제공한다. 외부 영역(76B)에 의해 제공되는 특성들의 하나는 중심 영역(76A)보다 큰 불투명도이다. 이는 

기저귀 대에 비하여 바깥쪽으로 연장되는 외부 영역(76B)로 인하여 바람직하다. 따라서, 일부 실시양태에서, 상기 외

부 영역(76B)은 기저귀(60)의 전체 깊이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다(예를 들면, 내부 층(64) 및 흡수성 코어(66)). 결과

적으로, 외부 영역(76B)이 중심 영역(76A)보다 더 불투명한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외부 영역(76B)은 중심 영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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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보다 구조적으로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외부 영역(76B)은 고정 기구를 위한 루프 구역으로 사용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외부 영역(76B)은 중심 영역(76A)보다 더 큰 강도를 갖도록 형성될 수 있다. 강도는 임 의

의 인장 강도로서 측정될 수 있다.

도 6B는 기저귀(60)의 또다른 실시양태를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재료(4)의 외부 영역(76B)은 기저귀 대를 넘어 바깥

쪽으로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상기 외부 영역(76B)은 기저귀(60)의 연부(68)를 걸쳐 적어도 부분적으로 연장된다. 

따라서, 외부 영역(76B)은 기저귀 대에 의해, 더욱 구체적으로는, 상기 외부 커버(62), 흡수성 코어(66) 또는 내부 커

버(64)에 의해 지지 또는 보강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상기 외부 영역(76B)은 기저귀 대 및(또는) 중심 영역(76A)

로부터 돌출되어 나와 있다. 따라서, 재료(4)의 외부 영역(76B)은 기저귀 대에 직접 연결되고, 그에 의해 지지 및 보강

된 중심 영역(76A)보다 더 강해야 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영역의 강도는 재료(4)의 웹의 횡 방향에서의 인장 강도로 

측정된다. 외부 영역(76B)은 기저귀 대에 의해 지지되지 않으므로 중심 영역(76A)에 비하여 외부 영역(76B)의 경우 

상이한 외관을 제공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는 미적으로 만족스런 외관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하다. 또한, 외부 영

역(76B)은 적절한 강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적절한 강도를 갖는 외관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실시

양태에서, 상기 외부 영역(76B)은 중심 영역(76A)보다 더 불투명하게 만들어진다. 한 실시양태에서, 외부 영역(76B)

은 중심 영역(76A)과는 상이한 색상을 갖는다.

도 7은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패턴-비접착 장치(40)에서 사용되는 패턴 롤러(82)의 또다른 실시양태를 나타

낸다. 패턴 롤러(82)는 다수의 대역 또는 영역(85A, 85B, 85C)을 포함한다. 중심 영역(85A)은 연속적 랜드 패턴(86A

) 내에 형성된 리세스(88A)를 포함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리세스(88A) 및 랜드 패턴(86A)은 롤러(42)의 중심 영역(

45A)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제 1의 외부 영역(85B)은 랜드 패턴(86B)내에 형성된 리세스(88B)를 포함한다. 한 실

시양태에서, 리세스(88B)는 롤러(42)의 외부 영역(45B)에 있는 리세스(48B)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제 1의 외부 영

역(85B)은 웹(38)에서 특이적 표시를 형성하기 위한 형태를 갖는 리세스(89)를 추가로 포함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리세스(89)는 알파벳 문자, 여기서는 'LOGO'를 형성한다. 이러한 알파벳 문자 리세스(89)는 웹(38) 상에, 따라서 하

나의 실시양태에서는, 기저귀(60)에 원하는 로고를 명기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상기 알파벳 문자 리세스(89)는 패턴

-비접착된 재료(4)에 원하는 로고를 명기하고, 이는 추후 의류에 부착된다. 랜드 패턴(86B)에 리세스(89)에 의해 형

성된 바람직한 로고는 브랜드명 또는 크기를 비제한적으로 포함한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원하는 로고는 소비자를 미

적으로 만족시킬 다른 모양, 형태 또는 캐릭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상기 패턴-비접착된 재료(4)를 갖는 의

류의 착용자를 포함한다. 상기 모양, 형태 또는 캐릭터의 예는, 기하학적 모양, 곰, 토끼, 가축, 다른 어린이들이 좋아

하는 캐릭터를 비제한적으로 포함한다. 또한, 리세스(88B)는 롤러(82)의 주위에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는다. 실시에 

있어서, 리세스(88B)는 예를 들면 도 8의 구역(91)과 같이 주기적인 불연속 패턴-비접착된 구역을 형성한다. 한 실시

양태에서, 리세스(88B)는 롤러(82)의 전체 원주 주변에 위치하며 따라서 패턴-비접착된 재료(4)가 기계 방향에서 웹

(38)을 연속적으로 접착시켜 웹에 불연속 패턴-비접착된 구역을 형성한다. 다음, 웹(38)을 횡-기계 방향으로, 흡수성

의류, 기저귀 등과 같은 물품에 접착되는 개개의 재료(4)의 스트립(strips)으로 절단한 다.

제 2의 외부 영역(85C)은 웹(38)에 특이적 표시를 형성하도록 형태를 갖는 리세스(89C)를 포함한다. 도시된 바와 같

이 리세스(89C)는 알파벳 문자, 여기서는 'LOGO'를 형성한다. 이러한 알파벳 문자 리세스(89C)는 웹(38) 상에, 따라

서 한 실시양태에서는 기저귀(60)에 원하는 로고를 명기한다. 리세스(89C)는 패턴 롤러(82)의 전체 원주 둘레로 연장

된다. 따라서, 상기 리세스(89C)는 전체 기계 방향, 즉 웹(38)의 세로 방향 또는 기저귀(90)의 기계 방향을 진행시키

는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을 형성한다. 리세스(89C)는 도 8의 구역(92)과 같은 패턴-비접착된 구역을 형성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리세스(89C)는 롤러(82)의 완전한 주위에 연장되도록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리세스(89C)에 의

해 형성된 불연속 패턴-비접착된 구역이 웹에서 주기적으로 형성된다.

도 8은 도 7의 패턴 롤러를 사용하여 형성된 기저귀(90)의 외부 커버의 평면도이다. 기저귀(90)는 다수의 불연속 패

턴-비접착된 구역을 포함하는 중심 패턴-비접착된 영역(96A)를 포함한다. 상기 불연속 패턴-비접착된 구역은 후크 

및 루프 고정 시스템에서 루프로서 작용한다. 기저귀(90)는 롤러(82)의 외부 구역에 의해 각각 형성되는 외부 영역(9

6B 및 96C)을 포함한다. 영역(96B)은 리세스(88B)의 패턴을 나타내는 패턴-비접착된 구역(97B)을 포함한다. 패턴 

비접착된 구역(97B)은 영역(96B)에서만 형성된다. 영역(96C)은 리세스(88C)의 패턴을 나타내는 패턴-비접착된 구

역(97C)을 포함한다. 패턴 비접착된 구역(97C)는 영역(96C)에서, 및 기계 방향(98)에서 기저귀(90)의 길이를 통해 

형성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을 첨부의 도면에서 예로써 나타내며, 여러 도면에 걸쳐 나타낸 같은 참고 부호는 유사한 요소를 지칭한다. 하

기 도면은 오직 예시의 목적으로만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양태를 개시하며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도 1은 본 발명의 패턴-비접착된 부직포의 위에서 본 정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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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일반적으로 도 1의 선 2-2를 따라 절단한 본 발명의 부직포의 단면도이다.

도 3은 부직 웹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의 의 개략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패턴-비접착된 부직포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의 의 개략도이다.

도 5는 도 4의 방법 및 장치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패턴 롤의 투시도이다.

도 6A는 본 발명의 패턴-비접착된 부직 구역을 갖는 일회용 기저귀의 투시도이다.

도 6B는 본 발명의 패턴-비접착된 부직 구역의 또다른 실시양태를 갖는 일회용 기저귀의 투시도이다.

도 7은 도 4의 방법 및 장치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패턴 롤의 실시양태의 투시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패턴-비접착된 부직 구역을 갖는 일회용 기저귀의 외부 표면의 평면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교시에 따라 제조된 재료의 의 개략도이다.

실시예

각 영역이 상이한 수의 불연속 패턴-비접착된 구역을 갖는 두 개의 상이한 영역을 갖도록 제조된 웹의 예를 횡-기계 

방향 인장 강도 및 색상에 대하여 시험하였다. 본 명세서에서 'A'로 표시된 제 1 영역은 중심 패턴-비접착 루프 재료

로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통상의 접착 패턴을 갖는다. 본 명세서에서 'B'로 표시된 제 2 영역은 감소된 수의 불연속 

패턴-비접착된 구역 및 증가된 접착된 구역을 갖는다. 시험된 웹 구조(100)는 도 9에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시험된 

웹 구조(100)는 패턴-비접착된 웹 1 제곱야드 당 2 온스였다. 상기 웹은 상부 층 대 하부 층의 비가 60 대 40%인 2층

웹이었다. 상부 층은 공칭 49% 폴리프로필렌/48.75% 폴리에틸렌 공중합체/1.25% 광학적 명도향상제(brightener) 

농축물/1.0% TiO 2 농축물이었다. 하부 층은 97.5% 폴리프로필렌/1.25% 광학적 명도향상제 농축물/1.0% TiO 2 농

축물이었다. 패턴-비접착된 웹 샘플 1 제곱야드 당 2 온스의 각 측부에서 색상 및 CD 인장 강도를 측정하도록 시험은

수행하였다.

PCT 출원 번호 PCT/US00/34695 호에 상응하는 WIPO 공개공보 제 WO 01/49230 호에 기재된 기술을 이용하여 

샘플에 대한 색상 시험을 수행하였다. 샘플 A에 대한 샘플 B의 색상은 녹색으로부터 적색으로 이동하였다; 즉, 샘플 

B는 더 큰 양의 값 'b'를 가졌다. 따라서, 시각적 또는 미적 차이가 관찰되었다. 색상의 이동으로 인하여 육안으로 볼 

때 패턴-비접착된 샘플 B가 더 불투명하게 보일 것이다. 결과를 표 1에 나타낸다.

다음 횡-기계 방향('CD') 인장 시험은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샘플을 폭 3 인치로 절단하였다. 다음, 그 샘플을 A와 

B 측 사이의 절개선(101) 상에서 절단하였다. 분리된 A 및 B 측의 샘플을 함께 짝지어 두었다. 다음, 샘플을 4.5 인치

길이를 갖도록 절단하였다. 각 샘플을 통상의 3' x 6' 대신 2' x 4.5' 샘플에 대하여 수정하여, 이하에 일반적으로 개괄

된 시험을 이용하여 CD 인장 강도에 대하여 시험하였다. CD 인장 강도를 위한 시험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따랐

다: 이 시험은 하중(강도)을 파운드로 측정하였다. 스트립(strip) 인장 시험에서는, 각각이 2 개의 집게를 가지며, 각 

집게는 샘플와 접촉하는 면을 갖는 두 개의 클램프가, 통상적으로 수직으로 2 인치 떨어져 있는 동일 평면에서 재료를

고정시키고 특정의 연신 속도로 서로 멀어지도록 이동시켰다. 스트립 인장 강도 및 스트립 연신율 값은 1 인치 높이, 

3 인치 폭의 크기를 갖는 집게 면, 및 300 mm/분의 일정한 연신 속도를 이용하여 2 인치 x 4.5 인치의 샘플 크기를 

이용하여 수득하였다. 신테크 사(Sintech Corporation, 1001 Sheldon Dr., Cary, N.C. 27513)로부터 시판되는 신테

크 2 시험기, 인스트론 사(Instron Corporation, 2500 Washington St., Canton, Mass. 02021)로부터 시판되는 인스

트론(Instron) 모델 TM, 또는 트윙-알버트 인스트루먼트 사(Thwing-Albert Instrument Co., 10960 Dutton Rd., P

hila., Pa. 19154)로부터 시판되는 트윙-알버트 모델 인텔렉트(INTELLECT)II가 상기 시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결과는 횡-기계 방향(CD)에서 각 샘플 당 인장 강도로서 기록하였다. 결과를 표 2에 나타낸다. 코드 B(더 고도로 접

착된 패턴-비접착된 샘플 측)의 경우의 CD 인장이 코드 A(통상의 접착된 패턴-비접착된 샘플 측)보다 더 높 다: 코드

A 평균 CD 인장 = 13.43 lbs; 코드 B 평균 CD 인장 = 22.76 lbs. 따라서, 더 고도로 접착될수록, 코드 B 샘플 측이 

통상의 루프 제공하는 샘플 측 A에 비하여 더 강하였다. 본 발명의 한 실시양태에서 코드 A 패턴은 중심 영역 4A, 76

A 또는 96A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본 발명의 한 실시양태에서 코드 B 패턴은 외부 영역 4B, 76B 또는 96B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표 1>

시험 결과 :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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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CD 인장 강도

결론

본 발명은 2 개 이상의 구별된 영역을 갖는 패턴-비접착된 재료를 제공한다. 그 영역 중 하나는 기계적 패스너 수용 

구역을 제공한다. 다른 영역은 상기 기계적 패스너 영역과는 다른 접착 패턴을 갖는다. 상이한 접착 패턴은 상기 수용 

구역에 상이한, 특이적 기능 또는 특성을 제공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수용 구역의 중심 구역이 적정의 기계적 패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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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후크 맞물림을 제공한다. 재료의 외부 영역은 중심 구역과는 상이한 특성을 제공한다. 상이한 특성은 색상, 불투명

도, 인장 강도 또는 강성도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상이한 특성은 외부 부분에 대하여 특이적인 접착 

패턴에 의해 제공된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제공되는 외부 영역은 더욱 강하며, 더욱 불투명함으로써 더 견고해 보

인다. 하나의 실 시양태에서, 외부 영역은 재료가 부착되는 의류에 의해 직접 안감이 대어지거나 또는 지지되지 않는

다. 따라서, 상기 외부 영역이 외부 영역을 지지하는 의류가 없이도 적절한 강도, 강성도 및 불투명도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개개의 섬유 또는 필라멘트로 된 섬유상 구조를 갖는 부직 웹을 포함하며;

상기 부직 웹은 표면에 제 1의 다수의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 및 제 2의 다수의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을 정하

는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의 패턴을 가지며;

상기 제 1의 다수의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은 제 1 특성을 갖고;

상기 제 2의 다수의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은 제 1 특성과 상이한 제 2 특성을 갖는, 패턴-비접착된 부직포.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다수의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 내의 개개의 섬유 또는 필라멘트의 적어도 일부분이

상기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 내로 연장되어 그 안에서 접착된 부직포.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의 다수의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 내의 개개의 섬유 또는 필라멘트의 적어도 일부분이

상기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 내로 연장되어 그 안에서 접착된 부직포.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이 부직 웹의 약 25% 내지 약 50%를 차지하는 부직포.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직 웹이 용융 방사된 필라멘트를 포함하는 부직포.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다수의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 및 제 2의 다수의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을 정하

는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의 패턴을 갖는 표면 반대측의 부직 웹 표면에 부착된 필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부직포.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개개의 섬유 또는 필라멘트로 된 섬유상 구조를 가지며 제 1 부직 웹에 적층된 제 2 부직 웹을 추가

로 포함하는 부직포.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특성이 제 1 불투명도이고 상기 제 2 특성이 제 2 불투명도이며, 상기 제 2 불투명도가 

상기 제 1 불투명도보다 높은 것인 부직포.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특성이 제 1 인장 강도이고 상기 제 2 특성이 제 2 인장 강도이며, 상기 제 2 인장 강도가

상기 제 1 인장 강도보다 큰 것인 부직포.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특성이 제 1 강성도이고, 상기 제 2 특성이 제 2 강성도인 부직포.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강성도가 상기 제 2 강성도보다 커서, 상기 부직 웹이 제 2의 다수의 불연속적인 비접

착된 구역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더 쉽게 구부러지는 부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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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강성도가 상기 제 1 강성도보다 큰 부직포.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특성이 제 1 유체 흐름이고 상기 제 2 특성이 제 2 유체 흐름인 부직포.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유체 흐름이 상기 제 1 유체 흐름보다 큰 부직포.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유체 흐름이 상기 제 1 유체 흐름보다 작은 부직포.

청구항 16.
제 1의 다수의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을 정하는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의 제 1 패턴을 포함하는 제 1 영역; 및

제 2의 다수의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을 정하는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의, 제 1 패턴과 상이한 제 2 패턴을 포함하

는 하나 이상의 제 2 영역

을 포함하는 패턴-비접착된 부직 웹.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영역이 후크형 패스너로 고정가능하게 맞물릴 수 있는 웹.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제 2 영역이 상기 제 1 영역에 인접한 전이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전이 영역이 제 3

의 다수의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을 정하는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의 제 3 패턴을 포함하고, 상기 제 3 패턴이 상기

제 1 패턴으로부터 상기 제 2 패턴에 이르는 구배를 갖는 것인 웹.

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패턴이 제 1 특성을 갖고, 상기 제 2 패턴이 상기 제 1 특성과는 상이한 제 2 특성을 갖

는 것인 웹.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특성이 제 1 불투명도이고, 상기 제 2 특성이 제 2 불투명도이며, 상기 제 2 불투명도가

상기 제 1 불투명도보다 높은 것인 웹.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특성이 제 1 인장 강도이고 상기 제 2 특성이 제 2 인장 강도이며, 상기 제 2 인장 강도

가 상기 제 1 인장 강도보다 큰 것인 웹.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특성이 제 1 강성도이고, 상기 제 2 특성이 제 2 강성도인 웹.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강성도가 상기 제 2 강성도보다 커서, 상기 부직 웹이 제 2의 다수의 불연속적인 비접

착된 구역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더 쉽게 구부러지는 웹.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강성도가 상기 제 1 강성도보다 큰 웹.

청구항 25.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특성이 제 1 유체 흐름이고 상기 제 2 특성이 제 2 유체 흐름인 웹.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유체 흐름이 상기 제 1 유체 흐름보다 큰 부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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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유체 흐름이 상기 제 1 유체 흐름보다 작은 부직포.

청구항 28.
제 1 고정 요소; 및

상기 제 1 고정 요소와 탈착가능하게 맞물리기에 적합하며, 제 1의 다수의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을 정하는 연속

적인 접착된 구역의 제 1 패턴을 갖는 제 1 영역, 및 제 2의 다수의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을 정하는 연속적인 접

착된 구역의, 제 1 패턴과 상이한 제 2 패턴을 갖는 제 2 영역을 포함하는 제 2 고정 요소

를 포함하는 기계적 고정 시스템.

청구항 29.
제 1 항의 패턴-비접착된 부직포를 포함하는 일회용 흡수 물품.

청구항 30.
신체측 라이너;

외부 커버;

상기 라이너와 외부 커버 사이에 배치된 흡수 구조체;

일회용 흡수 물품에 연결된, 웅형 고정 요소를 포함하는 기계적 고정 탭; 및

외부 커버에 연결되고 상기 웅형 요소와 탈착가능하게 맞물리기에 적합한, 제 1 항의 패턴-비접착된 부직포를 포함하

는 자형 요소

를 포함하는 일회용 흡수 물품.

청구항 31.
개개의 섬유 또는 필라멘트로 된 섬유상 구조를 갖는 제 1 부직 웹을 형성하는 단계;

반대편의 제 1 및 제 2 롤의 각 외부 표면들 사이에 형성된 닙을 통해 상기 부직 웹을 공급하며, 상기 웹이 닙을 통과

할 때 웹 표면 상에 형성되는 목적한 패 턴에 상응하는 패턴이 하나 이상의 상기 롤의 외부 표면 상에 형성되어 있는 

것인 단계; 및

상기 웹이 닙을 통해 공급될 때 웹에 열을 가하여, 상기 웹 표면에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의 제 1 패턴 및 불연속

적인 비접착된 구역의 제 2 패턴을 정하는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을 형성하고, 여기서 상기 제 1 패턴이 상기 제 2 패

턴과는 상이한 하나 이상의 특성을 갖는 것인 단계

를 포함하는, 패턴-비접착된 부직포의 형성 방법.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개개의 섬유 또는 필라멘트로 된 섬유상 구조를 갖는 제 2 부직 웹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부직 웹 및 제 2 부직 웹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 닙을 통과하도록 공급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부직 웹 및 제 2 부직 웹을 함께 접착하여 패턴-비접착된 부직 라미네이트를 형성하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3.
측부 연부를 갖는 물품 섀시(chassis);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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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비접착된 재료가, 제 1의 다수의 불연속적인 비접착된 구역을 정하는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의 제 1 패턴을 포함

하는 제 1 영역, 및 제 2의 다수의 불연 속적인 비접착된 구역을 정하는 연속적인 접착된 구역의, 제 1 패턴과 상이한 

제 2 패턴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제 2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제 2 영역의 적어도 일부분이 상기 물품 섀시의 측부 

연부를 넘어 연장되는, 상기 물품 섀시 상의 패턴-비접착된 재료

를 포함하는 일회용 흡수 물품.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영역이 상기 제 1 영역으로 돌출되어 나온(cantilevered) 물품.

청구항 35.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영역이 물품을 착용자 주위에 밀착시키는 후크형 패스너를 수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물

품.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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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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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도면7



공개특허 10-2004-0068200

- 21 -

도면8

도면9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A
	도면6B
	도면7
	도면8
	도면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