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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체 가능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다수의 흡수 코어구성요소를 갖는 일회용 흡수제품

요약

  일회용 흡수제품은 신체의 하부 몸통 둘레에 착용되도록 되어 있고, 섀시, 섀시의 가랑이 영역 내에 배치된 제거 불가능

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및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와 모세관 액체 연통하게 배치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

요소를 갖는다.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는 제거될 수 있으며, 동일한 구성요소가 흡수제품을 착용자로부터 제거하

지 않고 제거된 구성요소를 대신하여 대체될 수 있다.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는, 배면시이트 내의 개구, 외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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켓의 개방 가능한 단부, 또는 상면시이트와 배면시이트가 분리될 수 있는 위치인 허리 단부 가장자리의 소정 구역에 형성

된 내부 포켓의 개방 가능한 단부에 의해 제공되는, 제거 및 교환을 위한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의

내부에 배치될 수 있다. 부가적인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도 통합될 수 있다.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회용 기저귀와 같은 일회용 흡수제품에 관한 것이며, 특히 일부 흡수 코어 구성요소는 제거 불가능하고 다른

흡수 코어 구성요소는 제거 및 대체 가능한 다수의 부분으로 된 흡수 코어를 갖는 일회용 흡수제품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일회용 기저귀, 요실금용 패드, 배변 연습용 바지, 및 생리대와 같은 일회용 흡수제품은 일반적으로 신체 삼출물을 수용

및 보유하기 위한 흡수 코어를 포함한다. 흡수 코어는 부직포, 천연 또는 합성 섬유의 에어레이드 웹(airlaid web), 또는 이

들의 조합일 수 있는 섬유질 웹을 전형적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흡수제품에 사용되는 섬유질 웹은 또한 많은 양의 배설된

체액을 저장하기 위하여 "하이드로겔"(hydrogel), "초흡수성"(superabsorbent) 또는 "하이드로콜로이드"(hydrocolloid)

재료로서 통상 지칭되는 소정의 흡수 겔화제를 흔히 함유한다. 이들 재료는 모세관력이나 삼투력 또는 이 둘의 조합을 통

해 흡수한다.

  생리 패드, 성인용 요실금 제품, 및 기저귀와 같은 많은 흡수제품은 첫번째의 액체 배설물이 효과적으로 흡수될지라도 액

체의 두 번째의 후속되는 배설물은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누출되기 쉽다. 두 번째의 후속되는 배설물에 의한 누출은 사용

자가 흡수제품을 교환하기 전에 통상 수회의 배설을 하게 되는 야간에 특히 자주 발생한다. 많은 흡수제품이 수회에 걸친

액체의 배설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하나의 이유는 배설 영역의 흡수용량이 한계에 이르고 나면 흡수 코어가 배설된

액체를 이 영역으로부터 멀리 이동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흡수제품의 전체 성능은 액체를 흡수 코어의 가장 먼

구역까지 이동시킬 수 없음으로 인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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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관 액체 운반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흡수 재료는 개방 셀 중합 폼(open-celled polymeric foam)이다. 적절하

게 제조된 개방 셀 중합 폼은 기저귀와 같은 흡수제품을 위하여 고성능 흡수 코어로 사용하는 데에 요구되는 모세관 액체

획득, 운반 및 저장의 특징을 제공한다. 특히 바람직한 액체 운반 특성을 갖는 이러한 개방 셀 폼 재료로부터 제조된 형상

화된(shaped) 또는 윤곽화된(contoured) 흡수 코어는 1992년 9월 15일자로 영(Young)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147,345호에 개시되어 있다. 영 등의 '345 특허의 흡수 코어는 액체 획득/분배 부재와 액체 저장/재분배 부재의 두 부재

를 포함한다. 액체 획득/분배 부재는 제품의 착용자가 흡수제품 내로 배설한 수성 체액을 수용 또는 이와 접촉하는 방식으

로 흡수제품 내에 위치된다. 이에 이어서, 액체 저장/재분배 부재는 액체 획득/분배 부재와 모세관 액체 연통이 되도록 제

품 내에 위치된다.

  예시적인 다수의 부분으로 된 구성으로 영 등의 '345 특허의 요구되는 흡수 특성을 제공하는 흡수 코어는, 중앙 섹션과

모세관 액체 연통하는 전방 패널과 후방 패널을 갖는 형상화된 흡수 코어를 설명하는 1999년 5월 25일자로 웨버(Weber)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906,602호에 개시되어 있다. 중앙 섹션은 액체 획득/분배에 대체로 적합한 재료를 포함하는

반면에, 전방 및 후방 패널은 액체 저장/재분배에 대체로 적합한 재료를 포함한다.

  흡수제품 및 액체 처리 흡수 코어 재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단일 흡수 코어를 갖는 흡수제품뿐만 아니라 다수의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갖는 흡수제품은 일반적으로 일회 사용을 위해 착용되도록 디자인된다. 저장/재분배 부재가 소변과 같은

신체 배설물로 침윤되면, 전체 흡수제품은 일반적으로 폐기되고 교환된다. 흔히, 일회 사용되는 흡수 코어를 제외하면, 흡

수제품의 부품들은 여전히 사용 가능하며, 이들 부품들은 다시 사용될 수 있다. 재사용 가능한 재료의 폐기와 관련된 추가

의 비용과 낭비 외에도, 흡수 코어 구성요소가 침윤된 때 흡수제품 전체를 제거하고 교환하는 것은 흔히 불편을 초래한다.

  제거 가능한 흡수 인서트(insert)를 구비함으로써 일회의 사용을 초과하여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흡수제품은 당업

계에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면, 1986년 7월 1일자로 부엘(Buell)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4,597,761호는 종래의 재사용

가능한 기저귀 또는 일회용 기저귀와 같은 외부 가멘트(over-garment) 내측에 사용되는 일회용 흡수 인서트를 개시한다.

흡수 인서트가 침윤되면, 이는 제거되어 폐기될 수 있다. 그 후, 흡수제품은 새로운 흡수 인서트에 의해 재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흡수 인서트는 제품의 신체측으로부터만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인서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흡수제품은 착용자로

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흡수 인서트의 제거는 흔히 불편을 초래하고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따라서, 흡수제품을 착용자로부터 제거하지 않고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교환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를 구비한 흡수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와 개구 형성된 배면시이트를 구비하여, 흡수 코어의 침윤된 구성요소가 배

면시이트 개구를 통해 제거되게 함으로써, 침윤되지 않은 구성요소를 노출시키고 흡수제품의 재사용 가능한 부분을 장기

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흡수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욱이,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에 대한 접근이 미리 설정된 구역 내에서 상면시이트와 배면시이트를 분리하여

개구를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지도록 구성된, 상면시이트와 배면시이트 사이에 배치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구비하는 흡수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허리 개구와 한 쌍의 다리 개구를 형성하고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허리 단부 가장자리들,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허리 영역들, 및 허리 영역들의 종방향으로 중간 위치의 가랑이 영역을 갖는 섀시; 가랑이 영역 내에 배치되는 제거 불가능

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및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와 모세관 액체 연통하게 배치되는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

성요소를 포함하는, 신체의 하부 몸통 둘레에 착용하도록 된 일회용 흡수제품을 제공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명세서는 본 발명을 특별히 지시하고 명백하게 청구하는 청구의 범위로 끝맺고 있지만, 본 발명은 동일한 도면 부호가

동일한 요소를 나타내는 첨부 도면과 관련된 후속 설명으로부터 더 잘 이해될 것으로 믿어진다.

  도 1은 펼쳐지고 수축되지 않은 상태, 즉 모든 탄성에 기인한 수축이 당겨지고, 기저귀의 구조를 더욱 명확하게 도시하도

록 구조의 일부가 절개되어 있으며, 착용자와 접촉하는 기저귀의 부분이 관찰자를 향해 있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기저귀

의 평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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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는 착용자와 접촉하는 제품의 부분이 위로 향해 있는 예시적인 흡수제품을 도시하는 분해 사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흡수제품의 예시적인 기저귀 실시예의 부분적으로 분절된 사시도이다.

  도 4는 도3의 예시적인 흡수제품의, 부분적인 단면을 도시하는 측면도이다.

  도 5는 착용자를 향한 코어의 부분이 위로 향해 있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흡수 코어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도시하는 분

해 사시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흡수제품에 유용한 예시적인 흡수 코어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7은 착용자를 향한 코어의 부분이 위로 배향되어 있는, 선 7-7을 따라 취한, 도 6에 도시된 흡수 코어와 유사한 예시

적인 흡수 코어의 단면도이다.

  도 8은 착용자를 향한 코어의 부분이 위로 배향되어 있는 다른 대안적인 예시적 흡수 코어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9는 착용자를 향한 코어의 부분이 위로 배향되어 있는 다른 대안적인 예시적 흡수 코어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10은 착용자를 향한 코어의 부분이 위로 배향되어 있는 다른 대안적인 예시적 흡수 코어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대안적인 예시적 흡수제품의 부분적으로 분절된 분해 사시도이다.

  도 12는 다른 대안적인 예시적인 흡수제품의, 부분적인 단면을 도시하는 측면도이다.

  도 13은 배면시이트를 통과하는 개구를 구비한 예시적인 흡수제품의 일부의 단면도이다.

  도 14는 제거 및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층의 예시적인 형상의 상세 단면도이다.

  도 15는 제거 및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의 대안적인 예시적 형상의 상세 단면도이다.

  도 16은 제거 및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층의 부가의 대안적인 예시적 형상의 단면도이다.

  도 17은 펼쳐지고 수축되지 않은 상태, 즉 모든 탄성에 기인한 수축이 당겨지고, 기저귀의 구조를 더욱 명확하게 도시하

도록 구조의 일부가 절개되어 있으며, 착용자와 접촉하는 기저귀의 부분이 관찰자를 향해 있는, 개구 형성된 상면시이트를

도시하는 본 발명의 다른 예시적인 기저귀의 평면도이다.

  도 18은 개구 형성된 상면시이트를 구비한 예시적인 팬티형 기저귀의 단면도이다.

  도 19는 2개 층으로 된 허리밴드를 구비한 기저귀 실시예의 배면도이다.

  도 20은 도 19의 실시예의 단면도이다.

  도 21은 2개의 나란한 허리밴드를 구비한 기저귀 실시예의 배면도이다.

  도 22는 도 21의 실시예의 단면도이다.

  도 23은 개구 형성된 허리밴드를 구비한 기저귀 실시예의 배면도이다.

  도 24는 도 23의 실시예의 단면도이다.

  도 25는 서로 다른 층들에 2개의 나란한 허리밴드를 구비한 기저귀 실시예의 배면도이다.

  도 26은 도 25의 실시예의 단면도이다.

공개특허 10-2005-0085366

- 4 -



  도 27은 섀시 층과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층을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

다.

  도 28은 펼쳐지고 수축되지 않은 상태, 즉 모든 탄성에 기인한 수축이 당겨지고, 기저귀의 구조를 더욱 명확하게 도시하

도록 구조의 일부가 절개되어 있으며, 착용자와 접촉하는 기저귀의 부분이 관찰자를 향해 있는, 분리기를 구비한 섀시 포

켓을 도시하는 본 발명의 다른 예시적인 기저귀의 평면도이다.

  도 29는 흡수제품의 가랑이 지점을 결정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단순화된 평면도이다.

  도 30은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의 층들의 분해도이다.

  도 31은 도 30의 층들의 적층 배열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2는 설명적으로 4개의 종방향 세그먼트로 분할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33은 설명적으로 4개의 종방향 세그먼트로 분할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의 흡수 층을 도시하는 평면도이

다.

  도 34는 설명적으로 4개의 종방향 세그먼트로 분할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의 다른 흡수 층을 도시하는 평면

도이다.

  도 35는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을 비확장 상태로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 36은 도 35의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을 확장 상태로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 37은 절첩된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을 비확장 상태로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 38은 도 37의 절첩된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을 확장 상태로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 39는 외부 단부에 당김 탭을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40은 외부 단부에 당김 링을 구비한 다른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41은 삽입 깊이 지시기를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42는 도식적 객체 삽입 깊이 지시기가 부분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평면도

이다.

  도 43은 완전히 삽입되어 있는 도 42의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44는 다른 도식적 객체 삽입 깊이 지시기가 부분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평

면도이다.

  도 45는 완전히 삽입되어 있는 도 44의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46은 기계식 삽입 깊이 지시기를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 47은 다른 기계식 삽입 깊이 지시기를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 48은 적절하게 단부-단부(end-to-end) 배향된 방향성 마찰 계수 요소를 갖는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

시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 49는 부적절하게 단부-단부 배향된 도 48의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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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0은 착용자-방향및 가멘트-방향 표면이 적절하게 배향된 방향성 마찰계수 요소를 갖는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

요소를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 51은 착용자-방향 및 가멘트-방향 표면이 부적절하게 배향된 도 50의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부

분 단면도이다.

  도 52는 착용자-방향 및 가멘트-방향 표면과 내부 및 외부 단부 모두가 적절하게 배향된 방향성 마찰계수 요소를 갖는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 53은 착용자-방향 및 가멘트-방향 표면은 부적절하게 그리고 내부 및 외부 단부는 적절하게 배향된 도 52의 대체 가

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 54는 내부 및 외부 단부와 착용자-방향 및 가멘트-방향 표면 모두가 부적절하게 배향된 도 52의 대체 가능한 흡수 코

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 55는 내부 및 외부 단부는 부적절하게 그리고 착용자-방향 및 가멘트-방향 표면은 적절하게 배향된 도 52의 대체 가

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 56은 외부 표면에 비교적 얕은 삽입 포켓을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57은 도 56의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 58은 외부 표면에 비교적 깊은 삽입 포켓을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59는 도 58의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 60은 삽입 포켓을 외부 표면에 부착하는 간헐적 선형 접합부를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평

면도이다.

  도 61은 삽입 포켓을 외부 표면에 부착하는 점 접합부를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62는 삽입 포켓을 외부 표면에 부착하는 연속적인 선형 접합부를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63은 외부 표면의 삽입 포켓과 직사각형 내부 단부를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64는 2개의 주 표면에 2개의 비교적 얕은 삽입 포켓을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부분 단면

도이다.

  도 65는 2개의 주 표면에 2개의 비교적 깊은 삽입 포켓을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부분 단면

도이다.

  도 66은 폐기를 위하여 확장 가능한 삽입 포켓 내측으로 절첩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

이다.

  도 67은 삽입 포켓 시이트가 그의 최초의 포켓 형성 형상인,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

다.

  도 68은 폐기를 위하여 침투성 영역을 덮도록 대체 가능한 흡수제 구성요소의 내부 단부 위로 절첩된 도 67의 삽입 포켓

시이트를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 69는 덮개 시이트가 그의 내부 단부 위를 감싼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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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70은 덮개 시이트가 그의 내부 단부 위를 감싸서 삽입 포켓을 형성하는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 71은 내부 삽입 포켓이 흡수 층들 사이에 형성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 72는 내부 삽입 포켓이 흡수 층과 내부 층 사이에 형성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

다.

  도 73은 내부 삽입 포켓이 2개의 내부 층들 사이에 형성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 74는 초기 상태의 역전 당김 탭 및 내부 삽입 포켓을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

이다.

  도 75는 역전된 상태인 도 74의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 76은 위킹 스트립을 포함하는 액체 존재 지시기를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77은 흡수 층 상에 배치된 지시 조성물을 포함하는 액체 존재 지시기를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

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78은 젖은 구역을 지시하는 고정 흡수 스트립의 형태로 액체 존재 지시기를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79는 일련의 가시 액체 존재 지시 수단을 포함하는 고정 흡수 스트립의 형태로 액체 존재 지시기를 구비한 대체 가능

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80은 "딥스틱"(dipstick) 유형의 액체 존재 지시기가 완전하게 삽입된 위치에 있는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81은 부분적으로 인출된 위치에 있는 도 80의 "딥스틱" 유형의 액체 존재 지시기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82는 "딥스틱" 유형의 액체 존재 지시기 상의 일련의 가시 액체 존재 지시 수단을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

요소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83은 가동 지시기 스트립에 의해 덮인 액체 존재 지시기를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평면도

이다.

  도 84는 가동 지시기 스트립이 지시기를 덮지 않도록 이동된 후의 도 83의 액체 존재 지시기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85는 가동 지시기 스트립 상에 배치되고 그의 초기 숨겨진 상태에 있는 액체 존재 지시기를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86은 가동 지시기 스트립이 지시기를 드러내도록 이동된 후의 도 85의 액체 존재 지시기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87은 삽입 포켓 내에 배치된 삽입 도구를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88은 삽입 포켓 내에 배치된 다른 삽입 도구를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89는 삽입 포켓 내에 배치된 다른 삽입 도구를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90은 도 89의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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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91은 삽입 포켓 내에 배치된 다른 삽입 도구를 구비하고 직사각형 내부 단부를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

소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92는 삽입 포켓 내에 배치된 다른 삽입 도구를 구비하고 직사각형 내부 단부를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

소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93은 2개의 주 표면의 2개의 삽입 포켓 내에 배치된 2개의 삽입 도구를 갖는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

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 94는 삽입을 위한 형상으로 중간 부재를 통해 결합된 삽입 도구를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 95는 삽입 도구의 인출 중에 부분적으로 분리된 형상으로 중간 부재를 통해 결합된 삽입 도구를 구비한 도 94의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 96은 백-유사(bag-like) 요소에 부착된 카드-유사 요소에 의해 형성된 삽입 도구를 도시하는 측면도이다.

  도 97은 백-유사 요소에 부착된 2개의 카드-유사 요소에 의해 형성된 삽입 도구를 도시하는 측면도이다.

  도 98은 도 97의 삽입 도구의 하나의 주 표면을 도시하는 정면도이다.

  도 99는 삽입을 위하여 형성된 삽입 포켓 내의 삽입 도구 포켓 내측에 배치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

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 100은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도 99의 삽입 도구의 하나의 주 표면을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101은 비교적 두꺼운 내부 단부 부분을 구비한 삽입 도구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102는 도 101의 삽입 도구를 도시하는 측면도이다.

  도 103은 비교적 두꺼운 내부 단부 부분을 구비한 다른 삽입 도구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104는 도 103의 삽입 도구를 도시하는 측면도이다.

  도 105는 비교적 두꺼운 내부 단부 부분을 구비한 다른 삽입 도구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106은 도 105의 삽입 도구를 도시하는 측면도이다.

  도 107은 종방향 슬롯을 갖는 삽입 도구 및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108은 2개의 손가락형 섹션을 갖는 삽입 도구와 종방향 슬롯을 구비한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하기의 본 설명에서 나열 및/또는 참고된 모든 특허, 특허 출원 및 이에 대해 허여된 임의의 특허, 외국 특허 출원의 임의

의 대응 공보, 및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이 본 명세서에 참고로 포함된다. 그러나, 본 명세서에 참고로 포함된 어떠한 문헌

또는 이들 문헌들의 어떠한 조합도 본 발명을 교시하거나 개시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다.

  미국 특허 참고 문헌의 목록

  1974년 11월 19자로 부엘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3,848,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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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 1월 14일자로 부엘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3,860,003호

  1977년 12월 13일자로 웨스터먼(Westerman)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062,817호

  1978년 2월 28일자로 마수다(Masuda)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076,663호

  1978년 3월 28일자로 부엘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081,301호

  1981년 4월 7일자로 린드세이(Lindsay)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260,443호

  1984년 8월 21일자로 페더센(Pedersen)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467,012호

  1985년 5월 7일자로 키에비트(Kievit)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515,595호

  1986년 11월 25일자로 쯔바키모토(Tsubakimoto)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625,001호

  1987년 3월 31일자로 브랜트(Brandt)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654,039호(1988년 4월 19일자로 제Re. 32,649호

로 재허여됨)

  1987년 5월 19일자로 쯔바키모토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666,983호

  1987년 7월 21일자로 레이싱(Reising)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681,580호

  1987년 9월 22일자로 로손(Lawson)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695,278호

  1987년 12월 29일자로 랑(Lang)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715,918호

  1988년 9월 27일자로 웨이즈먼(Weisman)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773,903호

  1989년 1월 3일자로 드라구(Dragoo)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795,454호

  1989년 2월 28일자로 아지즈(Aziz)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808,178호

  1989년 3월 28일자로 포어먼(Foreman)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816,025호

  1989년 4월 18일자로 딘(Dean)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822,453호

  1989년 7월 25일자로 팩커드(Packard)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851,069호

  1989년 12월 19일자로 딘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888,093호

  1990년 1월 9일자로 데스마라이스(DesMarais)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892,536호

  1990년 2월 6일자로 무어(Moore)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898,642호

  1990년 5월 8일자로 세이무어(Seymour)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923,454호

  1990년 8월 21일자로 오스본(Osborn)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950,264호

  1991년 1월 29일자로 레이싱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988,344호

  1991년 1월 29일자로 레이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988,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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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2월 5일자로 프리랜드(Freeland)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990,147호

  1991년 2월 19일자로 베르나르뎅(Bernardin)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994,037호

  1991년 4월 23일자로 베르나르뎅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009,650호

  1991년 4월 23일자로 오스본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009,653호

  1991년 8월 6일자로 앨런(Allen)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037,416호

  1991년 10월 29일자로 골드먼(Goldman)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061,259호

  1992년 4월 7일자로 로우(Roe)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102,597호

  1992년 7월 7일자로 마코우이(Makoui)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128,082호

  1992년 8월 11일자로 헤론(Herron)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137,537호

  1992년 9월 1일자로 웨버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143,679호

  1992년 9월 15일자로 영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147,345호

  1992년 9월 22일자로 켈렌베르거(Kellenberger)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149,335호

  1992년 9월 29일자로 부엘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151,092호

  1992년 10월 20일자로 부엘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156,793호

  1992년 12월 1일자로 웨버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167,897호

  1993년 1월 5일자로 베르나르뎅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176,668호

  1993년 6월 8일자로 영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217,445호

  1993년 6월 22일자로 부엘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221,274호

  1993년 11월 9일자로 데스마라이스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260,345호

  1993년 12월 7일자로 데스마라이스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268,224호

  1993년 12월 14일자로 프리랜드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269,775호

  1994년 6월 28일자로 레자이(Rezai)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324,561호

  1994년 10월 25일자로 레이번(LaVon)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358,500호

  1995년 2월 7일자로 다이어(Dyer)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387,207호

  1996년 7월 2일자로 래쉬(Lash)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531,728호

  1996년 8월 27일자로 호니(Horney)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549,589호

  1996년 8월 27일자로 데스마라이스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550,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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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9월 10일자로 로우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554,145호

  1996년 10월 8일자로 골드먼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562,646호

  1996년 10월 18일자로 스톤(Stone)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563,179호

  1996년 10월 29일자로 부엘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569,234호

  1996년 11월 5일자로 도브린(Dobrin)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571,096호

  1998년 10월 6일자로 레이번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817,081호

  1997년 2월 4일자로 골드먼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599,335호

  1997년 7월 22일자로 데스마라이스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650,222호

  1998년 9월 1일자로 시거(Seger)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800,416호

  1998년 12월 1일자로 시거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843,055호

  1999년 2월 2일자로 쿠로(Curro)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865,823호

  1999년 4월 27일자로 클라인(Kline)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897,545호

  1999년 5월 25일자로 웨버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906,602호

  1999년 12월 21일자로 로블레스(Robles)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6,004,306호

  2000년 10월 19일자로 애쉬튼(Ashton)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6,120,487호

  2001년 2월 13일자로 림(Lim)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6,187,696호

  2001년 6월 26일자로 클라인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6,251,097호

  2002년 8월 13일자로 클라인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6,432,098호

  정의

  하기의 용어의 정의는 본 발명의 개시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다.

  흡수제품(Absorbent article): 흡수 코어에 의해 신체 삼출물을 흡수 및 보유하는 장치, 더욱 구체적으로는 신체로부터

배설되는 각종 삼출물을 흡수 및 보유하기 위하여 착용자의 신체에 대항하거나 근접하게 위치되는 장치. 본 발명의 흡수제

품의 예시적인 실시예는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회용 흡수제품인 기저귀(60)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요실금용 브리프

(brief), 요실금용 내의, 기저귀 홀더와 라이너, 배변 연습용 바지, 팬티형(pull-on) 기저귀 등과 같은 다른 흡수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흡수 코어(Absorbent core): 신체 삼출물과 같은 수성 액체를 흡수, 분배 및 저장하는 데에 적합한 재료 또는 재료들의

조합을 함유하는 흡수제품의 요소.

  흡수 코어 구성요소(Absorbent core component): 다수의 부분으로 된 흡수 코어 내의 다수의 부분들 중 하나와 같은,

예컨대 흡수 코어의 한 부분인, 흡수 코어의 구조적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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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 층(Absorbent layer): 흡수 코어 구조의 불연속적이고 식별 가능한 시이트형 또는 웹-유사 요소로서, 이러한 요소

중 다른 요소와 분리되어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동할 수 있거나 이러한 다른 요소와 영구적으로 연결되어 있도록 접합

또는 결합될 수 있는 요소를 지칭하는 용어. 각각의 흡수 층은 유사한 또는 다른 조성을 갖는 수개의 시이트 또는 웹의 라

미네이트 또는 조합을 그 자체에 포함할 수 있다.

  흡수 부재(Absorbent member): 특정 기능에 적합한 특정한 액체 취급 특성을 갖는 재료 또는 재료들로 형성된, 예컨대

액체 획득 부재, 액체 획득/분배 부재, 또는 액체 저장/재분배 부재인, 흡수 코어의 기능적 성분.

  흡수 인서트(Absorbent insert): 흡수제품 내로 삽입되도록 되어, 삽입된 때 흡수 코어 구성요소로서 역할하는 장치. 대

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는 흡수 인서트인데, 후자의 용어는 특히 장치만을 지칭할 때 기술된다.

  섀시(Chassis): 제품의 구조의 잔여부 - 예컨대 기저귀에서는 배면시이트, 상면시이트 또는 상면시이트와 배면시이트의

조합과 같이, 착용되도록 형성된 때 기저귀가 브리프 또는 짧은 팬츠의 형태를 갖게 하는 구조적 요소 - 가 상부에 구성되

거나 놓이게 되는 흡수제품의 기초적 성분.

  기저귀(Diaper): 일반적으로 유아 또는 요실금 환자가 이들 착용자의 하부 몸통 주위에 착용하는 흡수제품.

  일회용(Disposable): 세탁되거나 달리 추후의 사용을 위하여 흡수제품으로서 복원 또는 재사용되도록 의도되지 않은, 즉

1회 사용 후에 폐기되도록 그리고 바람직하게는 재활용, 퇴비화 또는 달리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폐기되도록 의도되는

흡수제품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는 용어. 본 개시 내용에 설명된 바와 같이, 섀시와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1회

사용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수회의 사용과 교환에 대응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모세관 액체 연통(Capillary liquid communication): 모세관 운반에 의해 하나의 흡수 요소로부터 다른 흡수 요소로의 액

체의 유동. 또, 일반적으로 흡수 요소들 서로 간의 직접 면대면(face-to-face) 접촉, 하나의 흡수 요소로부터 다른 하나로

의 액체의 모세관 유도를 제공하는 친수성 중간 층과의 각각의 흡수 요소의 직접 면대면 접촉이나, 다공성 및/또는 침투성

중간 층을 통해 섬유질 흡수 요소의 섬유의 돌출부의 다른 흡수 요소와의 접촉을 필요로 하는 액체의 모세관 운반을 통해

흡수 요소들 중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로의 액체의 유동이 발생하는 흡수 요소의 구조적 배치를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는 용

어.

  결합, 결합된, 결합하는(Join, joined, joining): 일 요소를 다른 요소에 직접 부착함으로써 일 요소를 다른 요소에 직접적

으로 고정하는 구성과, 일 요소를 차례로 다른 요소에 부착되는 중간 부재 또는 부재들에 부착함으로써 일 요소를 다른 요

소에 간접적으로 고정하는 구성을 포함하는 용어.

  주 표면(Major surface): 대체로 평면 또는 시이트형의 구조적 요소의 최대 넓이를 갖는 표면을 설명하고, 이들 표면을

단부 가장자리와 측부 가장자리를 갖는 부 표면(minor surface)들과 구별하는 데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즉 소정 길이, 폭

및 두께를 갖고 두께가 이들 3가지의 치수들 중 최소 치수인 요소에서 주 표면은 이 길이와 폭에 의해 한정되어 최대 넓이

를 갖는 표면이다.

  대체 가능한(Replaceable): 대체될 수 있는 흡수제품의 구성요소, 즉 제거될 수 있고 동일한 구성요소가 제거된 구성요소

를 대신하여 대체될 수 있는 구성요소, 예컨대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또는 흡수 인서트를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

는 용어.

  층, 층상의(Stratum, stratified): 본 명세서에서 식별 가능한 상이한 조성물, 밀도 또는 기타 재료 특성을 갖는 주어진 층

또는 구조가 일 표면으로부터 반대편 표면까지의 단면을 통하여 비동질적이도록 층 또는 구조 내의 상하 배치된 또는 포개

진 영역을 지칭하는 용어.

  착용자-방향 층(Wearer-facing layer): 상면시이트, 다리 커프 및 측부 패널 등의 요소들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과 같은,

흡수제품의 내부 표면을 형성하는 섀시의 요소.

  가멘트-방향 층(Garment-facing layer): 배면시이트, 측부 패널, 허리 패스너 등의 요소들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과 같

은, 흡수제품의 외부 표면을 형성하는 섀시의 요소.

  총괄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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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수성 체액을 흡수 및 보유하는 데에 적합한 흡수제품에 관한 것이다. 본 발

명의 이들 흡수제품은 사실상 액체 불침투성 재료로 형성된 배면시이트, 및 상기 배면시이트에 인접하게 배치된 흡수 코어

를 일반적으로 포함한다. 흡수 코어는 적어도 하나의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와 모세관 액체 연통되도록 배치된 적어

도 하나의 제거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제거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흡수제품을 착용자에게 적용하기 전에 또

는 흡수제품이 착용되어 있는 동안 흡수제품 내로 삽입될 수 있다. 제거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또는 부재가 제거된 때, 흡

수 코어 구성요소 또는 부재의 대체물이 제거된 구성요소 또는 부재 대신에 삽입될 수 있다.

  일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흡수제품은 중간 섹션과 모세관 액체 연통되는 전방 패널 및 후방 패널을 포함하는 복수의 흡

수 코어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도 있다. 각각의 흡수 코어 구성요소는 다수의 흡수 층을 포함할 수 있다. 신체 배설물로 침

윤된 때, 흡수 코어의 제거 가능한 구성요소 또는 흡수 층은 흡수제품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그 후, 새로운, 침윤되지 않

은 흡수 코어 구성요소 또는 흡수 층은 제거된 침윤된 코어 구성요소 또는 흡수 층 대신에 배치될 수 있다.

  일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제거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배면시이트의 신체-방향 표면에 인접하게 배치되고, 배면시이

트 내의 개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제거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배면시이트의 가멘트-방향

표면에 인접하게 배치되고, 배면시이트의 외부 표면에 부착된 일편의 시이트 재료에 의해 형성된 포켓 내에 보유된다.

  일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흡수제품은 액체 침투성 상면시이트, 및 흡수제품의 주변부 부근에서 상면시이트에 결합된

사실상 액체 불침투성인 배면시이트를 포함하다. 주변부의 미리 설정된 구역에서, 상면시이트와 배면시이트는 상면시이트

와 배면시이트 사이에 배치되는 제거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코어 구성요소의 대체물의 삽입을 위

한 개구를 형성하도록 분리될 수 있다.

  이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중앙의 흡수 코어 구성요소는 적합한 액체 획득 및/또는 획득/분배 특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

하며, 한편 전방 및 후방 흡수 코어 패널 또는 구성요소는 적합한 저장/재분배 특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시예

  예시적인 기저귀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흡수제품의 예시적인 실시예의 평면도이며, 펼쳐지고 수축되지 않은 상태, 즉 모든 탄성에 기인한 수축

이 당겨지고, 기저귀의 구조를 더욱 명확하게 도시하도록 구조의 일부가 절개되어 있으며, 착용자와 접촉하는 기저귀의 부

분이 관찰자를 향해 있는 예시적인 기저귀(60)를 도시한다. 도 2는 또한 착용자와 접촉하는 부분을 위로 한 예시적인 기저

귀(60)의 분해 사시도이다. 이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기저귀는 도면 부호 64로 나타낸 종방향 가장자리와 도면 부호 16

으로 나타낸 허리 단부 가장자리인 기저귀의 외부 가장자리들에 의해 한정된 주변부(57)를 갖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기

저귀는 또한 도면 부호 18로 나타낸 횡방향 중심선과 도면 부호 17로 나타낸 종방향 중심선을 갖는다. 전방 허리 영역(12)

과 후방 허리 영역(14)은 허리 단부 가장자리(16)로부터 횡방향 중심선(18)을 향해 기저귀 길이의 약 1/4 내지 약 1/3의

거리로 각각 연장한다. 허리 영역은 착용된 때 착용자의 허리를 에워싸는 기저귀의 부분을 형성한다. 가랑이 영역(66)은

허리 영역들 사이의 기저귀의 부분이며, 착용된 때 착용자의 다리 사이에 위치되어 착용자의 하부 몸통을 덮는 기저귀의

부분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흡수제품의 다른 예시적인 일회용 기저귀(60) 실시예가 도 3에서 부분적으로 분절된 사시도로, 그리고 도 4에

서 일부가 단면으로 나타낸 측면도로 도시되어 있다. 중앙 섹션(50), 전방 패널(20) 및 후방 패널(30)과 같은 다수의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다수의 부분으로 된 흡수 코어(10)가 이하에서 더욱 완전하게 예시 및 설명된다. 다수의 부분으

로 된 흡수 코어는 또한 웨버 등의 '602 특허에 설명되어 있다.

  불연속적인 구성요소를 갖는 다수의 부분으로 된 흡수 코어는 여러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코어는 흡수 재료의 불연속적

인 흡수 층 또는 패널을 사용함으로 인해 본 발명의 흡수제품에 사용될 때 바람직한 미적 특성과 맞춤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중앙 섹션은 별도의 흡수 층을 포함할 수도 있어, 인접한 흡수 층과 전방 및 후방 패널과는 다소 독립적으로 중앙 섹

션이 굽혀지고 좌굴되게 할 수 있고, 이럼으로써 하나의 부분으로 된 흡수 코어에 의해 전형적으로 달성되는 것보다 양호

한 가랑이 구역 내의 맞춤성과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

  다수의 부분으로 된 흡수 코어에 의해 제공되는 둘째 장점은 흡수 코어 구성요소와 부재의 선택된 특성을 독립적으로 변

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변동될 수 있는 특성은 흡수 층 또는 패널의 획득률(acquisition rate), 분배율(distribution

rate), 저장 용량 및 저장률(storage capacities and rates), 계면 액체 전달률과 효율(interfacial liquid transfer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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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fficiencies), 두께, 기능성(functionality), 및 형상이나 구성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흡수제품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3개의 흡수 층이 중앙 섹션을 형성할 수도 있는데, 착용자의 신체에 가장 가까운 흡수 층이 비교적 큰 획득/분

배 특성을 갖는 나머지 2개의 외부 흡수 층보다 상대적으로 큰 획득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구성에서, 소변과 같은 신체 배

설물은 획득 부재로서 역할하는 신체-방향 흡수 층에 의해 신속하게 획득되고 나서, 바람직하게는 큰 저장/재분배 특성을

갖는 전방 및 후방 패널로의 분배를 위한 획득/분배 부재로서 역할하는 인접한 흡수 층으로 탈착된다.

  본 발명의 흡수제품에 다수의 부분으로 된 흡수 코어를 사용함에 따른 셋째 이점은 흡수 코어의 저장/재분배 용량을 재생

시키기 위하여 흡수 코어의 구성요소를 제거 및/또는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거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예컨대

후방 패널로의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들을 제거 및/또는 교환할 수 있게 한다. 본 개시 내용에서,

후방 패널, 이들의 제거 및 교환, 그리고 이들의 제거 및 교환을 위한 후방 패널로의 접근에 대한 모든 설명은 다양한 예시

적인 실시예에서 대체로 전방 패널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역도 성립한다.

  흡수 코어 구성요소, 특히 주로 저장/재분배에 적합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교환함으로써, 일회용 기저귀와 같은 흡수제

품의 사용은 습기를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계속 빼내면서 연장될 수 있다. 예컨대, 전방 패널과 후방 패널 내의 저장/재분배

흡수 코어 부재가 침윤됨에 따라, 이들은 중앙 섹션 내의 획득/분배 부재로부터 습기를 흡수하는 데에 있어 사실상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앙 섹션은 더욱 침윤되어, 습기를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멀리 이전과 같은 양으로 흡수하는

능력에 방해를 받는다. 그러나, 후방 패널과 같은 흡수 코어 구성요소가 교환되면, 이 흡수 코어 구성요소의 흡수 흡인력은

재생되고, 다시 중앙 섹션의 획득/분배 부재로부터 습기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일회용 기저귀는 더 오래 착용

될 수 있고, 흡수 코어의 재생은 착용자로부터 기저귀를 제거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설명된 흡수 코어는 요실금용 브리프, 요실금용 패드, 배변 연습용 바지 등과 같은 다른 흡수제품을 위해서

도 유용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기저귀의 특정한 유형 또는 형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포함된 참고 문헌에서, 전체 흡수 코어는 전형적으로 흡수제품 내에 제거 불가능하게 배치된다. 그러나, 본 개시 내용 전

반에 걸쳐 설명된 바와 같이, 다수의 부분으로 된 흡수 코어의 특정 구성요소는 본 발명의 흡수제품에서 제거 및 교환 가능

하다. 예를 들면, 전방 패널(20) 및/또는 후방 패널(30)은 제거 및 교환 가능할 수 있는 반면, 중앙 섹션(50)과 같은 다른 구

성요소는 임의의 이전에 공지된 형상으로 제거 불가능하게 배치되어 흡수제품으로부터 제거될 수 없게 제조된다. 그러므

로, 본 발명의 흡수제품은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와 제거 및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모두를 구비한다.

  포함된 참고 문헌에 설명된 바와 같이, 흡수 코어의 구성요소는 섀시에 또는 그 내부에 고정, 부착, 첨부 및/또는 개재됨

으로써 섀시로부터 제거될 수 없게 제조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부엘의 '003 특허에 설명된 바와 같이, 흡수 코어 구성요

소는, 예컨대 배면시이트와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함께 접합하거나,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상면시이트에 접합하고 상면시

이트를 배면시이트에 접합하거나,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상면시이트와 배면시이트 사이에 꼭 끼게 개재시킴으로써 고정되

게 될 수 있다. 또한, 로손의 '278 특허에 설명된 바와 같이, 흡수 코어 구성요소는 배면시이트 상에 포개지고 당업계에서

주지된 것과 같은 부착 수단에 의해 배면시이트에 부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흡수 코어 구성요소는 접착제의 균일한 연속

층, 접착제의 패턴화된 층, 또는 접착제의 분리된 선 또는 점의 배열에 의해 배면시이트에 고정될 수 있다. 일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흡수 코어 구성요소는 데스마라이스 등의 '345 특허에 설명된 바와 같이, 섀시의 가랑이 구역 내에 부착될 수

있다. 유사하게, 오스본의 '264 특허에 설명된 바와 같이, 흡수 코어 구성요소는 코어의 상부 또는 하부 주 표면 위에서, 분

무 접착(spray-gluing) 또는 접착제의 선이나 점과 같은 당업계에 주지된 임의의 수단에 의해 상면시이트 및 배면시이트

와 같은 인접 부재에 각각 부착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부착은 사용되는 동안 최적의 흡수도를 유지하도록 흡수 재료

의 완전성(integrity)과 회복성(recoverability)을 촉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중앙 섹션과 같은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는,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

요소를 상면시이트나 배면시이트에 또는 상면시이트와 배면시이트 모두에 부착함으로써 가랑이 영역 내의 소정 부분에서

섀시에 결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가랑이 지점에서 섀시에 결합될 수 있다. 제거 불가능

한 코어 구성요소의 단부, 즉 가랑이 영역으로부터 전방과 후방 허리 영역을 향해 연장하는 부분들은 섀시에 부착되지 않

은 상태로 남겨질 수 있어, 흡수제품 내에서 자유롭게 "부유"(float)할 수 있다. 다르게는,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전방 부분이 섀시에 부착될 수 있고, 후방 부분만이 부유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부유하는 코어 구성은 흡수제품이 착용자

에게 적용될 때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미부착 부분이 배면시이트 및/또는 상면시이트에 대해 활주되게 한다. 부

유하는 코어 형상은 또한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미부착 부분을 흡수제품의 다리 커프 영역의 탄성체(elastics)에

의한 섀시의 수축에 응답하여 활주되게 한다.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섀시에 대해 활주되게 함으로써,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전체가 비틀린 및/또는 수축된 섀시에 부착된 흡수제품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제거 불가

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절첩과 주름형성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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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제품 섀시

  본 개시 내용 전반에 걸쳐 설명된 바와 같이, 액체 흡수 코어는 소변, 땀, 생리혈 및 신체 오물 내의 물과 같은 체액의 상당

한 양을 흡수할 수 있는 일회용 흡수제품에 이용될 수 있다. 이들 일회용 흡수제품은 일회용 기저귀, 성인 요실금용 브리

프, 배변 연습용 바지 등의 형태로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맞춤형(form-fitting) 제품은 착용되도록 형성된 때 브리

프 또는 짧은 팬티 형태의 섀시로 형성되는 가요성 기재를 일반적으로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형태-맞춤형 제품의 섀시를

형성하는 가요성 기재는 천이나 종이 또는 기타 종류의 부직포 기재 또는 성형된 필름을 포함할 수 있으며, 탄성화되거나

달리 확장 가능할 수 있다. 섀시는 제품 구조의 잔여부가 그 상에 구성되거나 놓이는 기초 요소이다.

  섀시와 흡수 코어의 디자인은 상호 관련되기 때문에, 이들 둘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흡수 코어가 하

기의 설명에 포함된다. 흡수 코어의 더욱 상세한 설명 자체는 본 개시 내용의 다음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1과 도 2에 도시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기저귀는 사실상 액체 불침투성인 배면시이트(62)를 갖는다. 이러한 배면시

이트의 상부에는, 하나 이상의 불연속적인 흡수 층을 포함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흡수 층 내에 초흡수 재료를 포함할 수

있는 흡수 코어(10)가 배치된다. 이러한 흡수 코어의 상부에서 유체 침투성 상면시이트(61)가 배면시이트에 결합된다. 상

면시이트는 착용자의 피부에 접하여 위치되는 제품의 요소이다. 또한, 테이프 탭 패스너(tape tab fastener)와 같이 기저

귀를 착용자 상에서 제위치에 고정하기 위한 탄성 부재와 패스닝 수단과 같은 부가적인 구조적 특징부가 하기에 설명될 것

과 같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상면시이트와 배면시이트는 동일 공간 상에 있으며, 흡수 코어의 길이 및 폭 치수에 비해 대

체로 큰 길이 및 폭 치수를 갖는다. 상면시이트는 배면시이트와 결합되어 그 상에 포개지며, 이럼으로써 섀시를 형성한다.

상면시이트, 배면시이트 및 흡수 코어가 다양한 주지의 형상으로 조립될 수 있지만, 예시적인 기저귀 형상은 부엘의 '003

특허에서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본 발명의 일회용 기저귀의 대안적인 예시적 형상은 아지즈 등의 '178 특허, 로손의 '278

특허, 및 포어먼의 '025 특허에도 개시되어 있다.

  배면시이트는 전형적으로 사실상 액체에 대해 불침투성인 재료로 제조되며, 비록 다른 가요성 액체 불침투성 재료가 사

용될 수도 있지만, 바람직하게는 얇은 플라스틱 필름으로부터 제조된다. 배면시이트는 흡수 코어 내에 흡수되어 보유되는

삼출물이 기저귀와 접촉하는 침대 시이트와 내의와 같은 제품을 적시는 것을 방지한다. 예시적인 배면시이트는, 비록 다른

가요성 액체 불침투성 재료가 사용될 수 있지만, 약 0.013 mm(0.5 mil) 내지 약 0.051 mm(2.0 mil)의 두께를 갖는 폴리

에틸렌 필름으로 제조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바와 같이, 용어 "가요성"(flexible)은 유연하고 착용자의 신체의

일반적인 형상 및 윤곽에 쉽게 순응하는 재료를 지칭한다. 적합한 폴리에틸렌 필름은 몬산토 케미컬 코포레이션

(Monsanto Chemical Corporation)에 의해 제조되어 필름 번호 8020으로 판매된다. 배면시이트는 더욱 천과 유사한 외관

을 제공하도록 엠보싱 및/또는 무광택 마무리(matte finished)될 수 있다.

  배면시이트의 적어도 일부분은, 예컨대 탄성 측부 패널을 형성하기 위한 "제로 변형율"(zero strain) 신장 라미네이트를

제공하도록 이 부분을 연신되게 또는 당겨지게 하는 기계적 신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계적 신장 및 이러한 제로 변형

율 신장 라미네이트를 형성하는 데에 적합한 장비와 공정은 웨버 등의 '679 특허, 부엘 등의 '793 특허, 및 웨버 등의 '897

특허에 설명되어 있다.

  또한, 배면시이트는 삼출물이 배면시이트를 통과하는 것은 계속 방지하면서 증기가 흡수 코어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허

용하는 "통기성"을 가질 수 있다. 높은 통기성을 갖지만 사실상 액체에 대해 불침투성인 배면시이트가 소정의 흡수제품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것이 고려된다. 이러한 통기성 복합재는 림 등의 '696 특허, 1995년 6월 22일자로 공개된 카디날

(Cardinal) 등의 명의의 PCT 출원 WO 95/16746호, 및 쿠로의 '823 특허에 더욱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부직포 웹과 개구

형성된 필름을 포함하는 다른 통기성 배면시이트가 도브린 등의 '096 특허에 설명되어 있다.

  배면시이트의 크기는 선택된 정확한 기저귀 디자인과 흡수 코어의 크기에 의해 지정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배면시

이트는 흡수 코어를 지나 전체 기저귀 주변부 둘레로 적어도 약 1.3 cm 내지 적어도 약 2.5 cm(약 0.5 내지 약 1.0 인치)

의 최소 거리로 연장하는 변형된 모래시계 형상을 갖는다.

  상면시이트는 유연하며, 부드러운 촉감을 갖고, 착용자의 피부에 대해 비자극적이다. 또한, 상면시이트의 적어도 일부분

은 체액이 그 두께를 통해 쉽게 스며들게 하는 액체 침투성이다. 적합한 상면시이트는 직포와 부직포 재료; 개구 형성된 열

가소성 필름, 개구 형성된 플라스틱 필름, 및 하이드로폼드(hydroformed) 열가소성 필름과 같은 중합 재료; 다공성 폼; 망

상 폼; 망상 열가소성 필름; 및 열가소성 스크림(scrim)과 같은 광범위한 재료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적합한 직포 및 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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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재료는, 예컨대 목재 또는 면 섬유와 같은 천연 섬유, 예컨대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섬유 등의

중합 섬유와 같은 합성 섬유, 또는 천연과 합성 섬유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면시이트는 착용자의 피부

를 흡수 코어 내의 액체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소수성 재료로 제조된다. 배면시이트와 유사하게, 상면시이트의 적어도 일

부분은, 예컨대 탄성 측부 패널을 형성하기 위한 "제로 변형율" 신장 라미네이트를 제공하도록 이 부분을 연신되게 또는 당

겨지게 하는 기계적 신장을 받을 수 있다.

  다수의 제조 기술이 상면시이트를 제조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면시이트는 직포, 부직포, 스펀본디드, 카

디드 등의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부직포 상면시이트에서, 섬유는 전형적으로 열 접합 절차에 의해 또는 폴리아크릴레이

트와 같은 중합 결합제에 의해 함께 결합된다. 이 시이트는 사실상 다공성이고, 액체가 이를 통해 하부에 놓인 흡수 코어

내부로 쉽게 통과하게 한다. 상면시이트 재료는 상면시이트와 착용자의 피부 사이의 접촉 구역 내에서 수성 체액을 유지시

키는 친화력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로프트(high loft) 부직포 상면시이트와 개구 형성된 필름 상면시이트가 본 발명의 흡수제품에 사용될 수도 있다. 일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개구 형성된 필름은 이들이 체액에 대해서는 침투성이지만 비흡수성이고 액체가 흡수 코어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통과하여 착용자의 피부를 다시 젖게 하는 경향이 낮기 때문에 상면시이트용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 따

라서, 신체와 접촉하는 형성된 필름의 표면은 건조한 상태로 유지되어, 신체의 오염을 감소시키고 착용자에게 보다 편안한

느낌을 형성시킨다. 형성된 필름 상면시이트의 신체-방향 표면은 친수성이어서, 체액이 상면시이트를 통해 더욱 빠르게

전달되는 것을 돕고, 액체가 흡수 코어 내부로 유동하여 이에 의해 흡수되지 않고 상면시이트로부터 벗어나 유동하게 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상면시이트는 배설물이 착용자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하고 가랑이 영역 내의 부분과 섀시의 후방의 부분

에 부착되지 않도록 된 탄성화된 개구를 가질 수도 있다. 상면시이트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탄성화되거나, 상면시이

트와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사이에 빈 공간을 제공하도록 단축(foreshortened)될 수도 있다. 탄성화된 또는 단축

된 상면시이트를 포함하는 예시적인 구조는 데스마라이스 등의 '536 특허, 프리랜드의 '147 특허, 앨런 등의 '416 특허, 및

프리랜드 등의 '775 특허에 더욱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상면시이트와 배면시이트는 임의의 적합한 방식으로 함께 결합된다.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바와 같이, 용어 "결합된"은

상면시이트를 배면시이트에 직접 부착함으로써 상면시이트를 배면시이트에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구성과, 상면시이트를

차례로 배면시이트에 부착되는 중간 부재에 부착함으로써 상면시이트를 배면시이트에 간접적으로 결합하는 구성을 포함

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상면시이트와 배면시이트는 접착제 또는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다른 부착 수단과 같은 부착

수단(도시 안됨)에 의해 흡수제품의 주변부 내에서 서로 직접 부착된다. 예를 들면, 접착제의 균일한 연속 층, 접착제의 패

턴화된 층, 또는 접착제의 분리된 선 또는 점의 배열이 상면시이트를 배면시이트에 부착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상면시

이트는 또한 흡수 코어에 부착될 수 있다.

  또한, 상면시이트가 없는 적합한 흡수 코어 구조가 편안함과 흡수성, 및 제조의 간단함 및 재료 비용의 절감과 같은 바람

직한 결과를 제공하도록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흡수 코어의 신체-방향 표면은 액체 침투성이고, 부

드러우며, 유연하고, 비자극적인 재료로 제조되어, 별도의 상면시이트가 불필요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흡수 코어는 흡수

제품의 요구되는 편안함과 흡수성을 제공하도록 배면시이트와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테이프 탭 패스너(65)와 같은 패스닝 수단은 착용자 상에서 기저귀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기저귀의 허리밴드 영역(63) 내

에 전형적으로 배치된다. 허리밴드 영역은 일반적으로 기저귀의 허리 단부 가장자리로부터 대략 흡수 코어의 횡방향 연장

여유부까지 연장하는 기저귀의 부분인 것으로 여겨진다. 도시된 테이프 탭 패스너는 단지 대표적인 것이며, 패스닝 수단은

부엘의 '594 특허에 개시된 패스닝 테이프, 기계식 패스너, 후크 및 루프 패스너, 지퍼, 버튼 등과 같은 당업계에 주지된 임

의의 패스닝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테이프 탭 패스너 또는 기타 기저귀 패스닝 수단은 기저귀의 코너 부근에 전형적

으로 적용된다.

  흡수제품은 섀시가 패스닝 수단에 의해 착용자의 하부 몸통 둘레에 함께 패스닝되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개방형"

섀시 형상을 가질 수도 있다. 개방형 섀시의 적합한 비제한적인 예는 부엘의 '092 특허와 레이번 등의 '500 특허에 설명된

일회용 기저귀 실시예를 포함한다.

  개방형 섀시는 착용자 상으로의 적용에 앞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예비 패스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예비 패스닝되고 나

서 잡아당겨 착용하는(pull-on) 형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품은 클라인 등의 '097 특허와 클라인 등의 '098 특허에 설명

된 제품을 포함한다. 소정의 실시예에서, 제품은 제품이 착용자의 하부 몸통 위로 적용되고 나면 제품의 허리 원주부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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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또는 원주부 내의 장력을 조절하기 위한 후속 패스닝 단계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2단계 패스닝/인장

시스템을 갖는 제품은 발명의 명칭이 흡수제품 패스닝 장치(An Absorbent Article Fastening Device)인 2001년 11월

26일자로 매기(Magee) 등의 명의로 출원되어 현재 계류중인 미국 출원 번호 제09/994,191호에 설명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르게는, 흡수제품은 섀시가 어떠한 부가적인 패스닝 단계도 없이 착용자의 다리와 하부 몸통 위로 잡아당겨 착용하도

록 된, 잡아당겨 착용하는 팬티형 기저귀 또는 배변 연습용 바지의 형상과 같은, "폐쇄형" 섀시 형상을 가질 수 있다. 폐쇄

형 시스템의 적합한 비제한적인 예는 부엘의 '234 특허와 애쉬톤의 '487 특허에 설명된 일회용 기저귀와 배변 연습용 바지

를 포함한다.

  개방형 및 폐쇄형 섀시 형상 모두에서, 흡수제품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삽입과 제거의 편리함을 최대화하도록

확장 가능한 측부 패널(210), 바람직하게는 탄성적으로 확장 가능한 측부 패널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장 가능한 측부

패널을 갖는 일회용 흡수제품의 적합한 비제한적인 예는 부엘 등의 '092 특허, 부엘 등의 '274 특허, 로우 등의 '145 특허,

레이번 등의 '500 특허, 클라인 등의 '545 특허, 및 로블레스 등의 '306 특허에 설명되어 있다.

  다리 탄성 부재(69)가 탄성적으로 수축 가능한 다리 커프 또는 측부 플랩을 형성하도록 기저귀의 주연에 인접하게, 바람

직하게는 각각의 종방향 가장자리(64)를 따라 배치될 수도 있어, 탄성 부재는 착용자의 다리에 대항하여 기저귀를 당겨 보

유하기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다리 탄성 부재는 기저귀의 길이의 일부분을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다르게는, 다리 탄성 부

재는 기저귀의 전체 길이로 또는 탄성적으로 수축 가능한 선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임의의 다른 길이로 연장할 수 있다. 다

리 탄성 부재의 길이는 기저귀 디자인에 의해 결정된다.

  차단 다리 커프 탄성 부재(241)를 포함하는 차단 다리 커프(240)가 기저귀의 각각의 종방향 가장자리(64)에 인접하게 또

는 종방향 가장자리와 종방향 중심선(17) 사이에 배치될 수 있다. 적합한 차단 다리 커프 재료와 구조는 로손의 '278 특허,

영 등의 '345 특허, 데스마라이스 등의 '345 특허, 다이어 등의 '207 특허, 포어먼의 '025 특허, 및 아지즈 등의 '178 특허에

설명되어 있다.

  부가적으로, 허리 탄성 부재(67)가 다리 커프뿐만 아니라 또는 그 이외의 허리밴드를 제공하도록 기저귀의 허리밴드 영

역의 전방, 후방 또는 이둘 모두에 인접하게 배치될 수 있다. 허리밴드가 일회용 기저귀의 본체에 부착되는 별도의 요소로

포함될 수 있지만, 더욱 흔하게는 배면시이트나 상면시이트, 또는 배면시이트와 상면시이트 모두와 같은 일회용 기저귀의

다른 요소의 연장부이다. 일회용 기저귀는 전방과 후방의 2개의 허리밴드를 갖도록 통상 구성된다.

  적합한 허리밴드는 키에비트 등의 '595 특허에 개시되어 있다. 키에비트 등의 '595 특허에 도시된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

예에서, 탄성 허리 요소가 본질적으로 일회용 기저귀의 전체 횡방향 폭을 가로질러 연장한다. 이러한 구성은 일부 예시적

인 실시예에서 바람직할 수 있지만, 탄성 허리 요소가 기저귀의 횡방향 폭의 일부만을 가로질러 연장하는 유사한 허리밴드

가 디자인면에서 유용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탄성 허리 요소는 일회용 기저귀의 횡방향 폭의 주요 부분을 가로질러 연

장한다.

  탄성 부재는 정상적인 비구속 형상에서 탄성 부재가 기저귀의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수축시키거나 모으도록 탄성적으로

수축 가능한 상태로 기저귀에 고정된다. 탄성 부재는 적어도 2가지의 방식으로 탄성적으로 수축 가능한 상태로 고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탄성 부재는 기저귀가 비수축 상태에 있는 동안 신장되어 고정될 수 있다. 다르게는, 기저귀는, 예컨대 주

름잡기(pleating)에 의해 수축될 수 있고, 탄성 부재는 탄성 부재가 이들의 이완되지 않은 또는 신장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동안 기저귀에 고정되어 연결될 수 있다. 탄성적으로 수축 가능한 탄성 부재를 갖는 일회용 기저귀를 제조하는 데에 적합

한 방법과 장치는 부엘의 '301 특허에 설명되어 있다.

  사용시, 기저귀의 개방형 섀시 형식은 하나의 허리밴드 영역을 착용자의 등 아래에 위치시키고, 다른 하나의 허리밴드 영

역이 착용자의 전방을 가로질러 위치되도록 기저귀의 잔여부를 착용자의 다리 사이로 당김으로써 착용자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나서, 테이프-탭 또는 기타 패스너가, 예컨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바람직하게는 기저귀의 외향 구역에 고정된

다. 도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섀시는 착용되도록 형성된 때 허리 개구(13)와 다리 개구(15)를 형성한다.

  흡수 코어

  사용시, 본 발명의 일회용 기저귀 또는 다른 흡수제품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액체를 분배 및 저장하며, 흡수 코어

구성요소의 큰 흡수용량으로 인해 건조하게 유지하기 용이하다. 본 발명의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통합한 일회용 기저귀는

또한 더 얇고 더 가요성이 있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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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흡수제품, 예컨대 일회용 기저귀에 사용될 수 있는 것과 같은 형상화된 흡수 코어(10)의 예시적인

실시예의 요소를 도시하는 분해 사시도를 도시한다. 도 6은 이러한 형상화된 흡수 코어(10)의 평면도를 도시한다.

  도 5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흡수 코어(10)는 전방 패널(20)과 후방 패널(30)을 포함하며, 두 패널 모두 흡수 재료,

바람직하게는 액체 저장/재분배에 적합한 재료로 제조된다. 전방 패널은 외부 전방 단부(21), 내부 전방 단부(22), 및 한 쌍

의 측부(23)를 갖는다. 유사하게, 후방 패널은 외부 후방 단부(31), 내부 후방 단부(32), 및 한 쌍의 측부(33)를 갖는다. 이

러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전방과 후방 패널은 중앙 섹션(50)과 함께, 대체로 일회용 기저귀 또는 유사한 흡수제품에 사

용하기에 적합한 긴 모래시계 형상을 형성한다.

  중앙 섹션(50)과 전방 패널(20) 및 후방 패널(30)은 불연속적인 흡수 코어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중앙 섹션(50)은 제거될

수 없는 반면, 전방 패널(20)이나 후방 패널(30) 또는 이둘 모두는 기저귀(60)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방 패널

(20) 또는 후방 패널(30)이 소변과 같은 신체 배설물에 의해 침윤된 때, 이는 흡수제품의 계속적인 사용을 위하여 제거되고

새로운 패널로 교환될 수 있다.

  중앙 섹션은 대체로 직선적일 수 있다. 용어 "대체로 직선적인"은 그 길이를 따라 대체로 일정한 폭을 갖는 중앙 섹션을

지칭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앙 섹션을 그 길이를 따라 변동하는 폭을 가질 수 있다. 중앙 섹션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략 전방 패널의 외부 전방 단부(21)로부터 대략 후방 패널의 외부 후방 단부(31)까지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

시, 중앙 섹션은, 예컨대 층을 이룬 관계로 겹쳐짐으로써 전방 및 후방 패널과 모세관 액체 연동될 것만을 필요로 되며, 외

부 전방 단부 또는 외부 후단 단부까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중앙 섹션의 폭(53)은 흡수 코어가 일회용 기저귀와 같은 흡수제품에 통합된 때, 착용자의 가랑이

구역에 편안하게 맞춰지기에 적합하다. 대체로 직선적인 중앙 섹션의 길이는 다양한 착용자 치수에 대한 적합한 맞춤을 제

공하도록 변동될 수 있다.

  대체로 편평한, 절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패널과 후방 패널은 도 5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방 패널의 내부 전

방 단부(22)가 후방 패널의 내부 후방 단부(32)와 마주하여 이로부터 이격된 상태에 있도록 배치된다. 전방과 후방 패널 사

이의 거리는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거리는 가랑이 길이가 흡수제품의 크기에 의해 증가함에 따라 증

가할 것이다. 전방 패널은 외부 전방 단부(21)가 대체로 전방 허리 단부 가장자리 부근에 있고 내부 전방 단부(22)가 가랑

이 영역 내에 놓인 상태로, 대체로 전방 허리 영역 내에 놓인다. 유사하게, 후방 패널은 외부 후방 단부(31)가 대체로 후방

허리 단부 가장자리 부근에 있고 내부 후방 단부(32)가 가랑이 영역 내에 놓인 상태로, 후방 허리 영역 내에 놓인다. 일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후방 패널(30)은 전방 패널(20)보다 길다. 이러한 형상은 흡수 코어가 일회용 기저귀에 사용될 때 그

자체가 더욱 양호한 맞춤성을 제공하게 한다.

  도 2, 도 3, 도 5 및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방 패널(20)은 측부(23)와 내부 전방 단부(22)의 교차부에서 절개(cut-

out) 구역(40)을 가질 수 있고, 후방 패널(30)은 측부(33)와 내부 후방 단부(32)의 교차부에서 절개 구역(40)을 가질 수 있

다. 절개 구역 또는 노치된 부분은 내부 단부(22, 32)의 최종 폭이 각각 외부 단부(21, 31)의 폭보다 좁아져,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앙 섹션의 폭(53)과 비슷해지도록 측부와 내부 단부를 결합시키는데, 이는 흡수 코어가 전술된 바와 같이 흡

수제품 내에 통합된 때 착용자의 가랑이 구역 내에 편안하게 맞춰지는 데에 적합하다. 용어 "노치된"(notched)은 측부와

단부가 대체로 직각으로 만나는 대신에, 측부와 단부를 결합시키는 부가적인 가장자리 부분을 생성하도록 재료의 일정량

을 코너로부터 제거한 형상을 지칭한다. 절개 구역의 부가적인 가장자리 부분은 일반적으로 직선일 수 있지만,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체로 아치형이다. 또한, 절개 구역은 대체로 직선인 변들을 가질 수 있어, 제한적인

예로서 후방 패널 또는 전방 패널이 사실상 사다리꼴 형상으로 될 수 있음이 고려된다.

  본 발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흡수 코어의 전방 패널 및 후방 패널과 달리, 흡수제품의 하나의 허리 영역으로

부터 가랑이 영역을 통해 반대편 허리 영역까지 연장하는 흡수 코어 구성요소는 전형적으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로

서의 잠재적인 사용에 관한 몇가지의 단점을 나타낸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모든 이러한 코어 구

성요소는 착용자의 비교적 좁은 가랑이 내에 편안하게 맞춰져야 하고 가랑이 영역과 허리 영역 모두에서 유용한 크기의 흡

수용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업계에 공지된 흡수제품에서 많은 흡수 코어의 모래시계 형상은 코어의 가랑이 부분을 편안

하게 맞춰지기에 충분히 좁지만 분출되는 소변을 수용하기 위한 가랑이 영역의 충분한 흡수용량을 제공하기에 충분히 넓

게 해야 하고, 코어의 허리 영역 부분이 충분한 총 흡수용량을 제공하기에 충분히 크게 되게 하는 요건들 사이의 절충을 나

타낸다. 흡수제품이 착용되어 있는 동안 가랑이 영역을 통해 연장하는 이러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의 제거 또는 삽입은, 제

거 또는 삽입이 부득이하게 흡수 코어 구성요소의 비교적 넓은 허리 영역 부분 전체를 착용자의 비교적 좁은 가랑이를 통

해 직접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어렵고 및/또는 비실용적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거는 코어 구성요소를 찢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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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분해하지 않고 코어 구성요소의 하나의 비교적 넓은 허리 영역 부분을 착용자의 비교적 좁은 가랑이를 통해 반대편

허리 영역을 향해 당기거나, 코어 구성요소를 착용자의 가랑이를 통해 밀어서 끌어 당기도록 허리 개구의 전방과 후방 모

두로 손을 뻗을 것을 필요로 한다. 삽입은 코어 구성요소의 비교적 넓은 허리 영역 부분을 가랑이를 통해 밀거나 또는 가랑

이를 통해 끌어 당기고 밀어서 착용자의 비교적 좁은 가랑이를 통해 가압하고, 그 후 코어 구성요소의 이 허리 영역 부분을

흡수제품의 허리 영역 내에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펼칠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제거, 또는 특히 이러한 삽입의 수행은 착

용자를 매우 불편하게 할 것이며, 성공적인 완료의 가능성, 즉 흡수제품의 흡수 코어 구성요소 또는 섀시를 찢거나 달리 손

상시키지 않고 완료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가랑이 영역을 통해 연장하는 이러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의 제거 및/또는 삽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도에서, 너무 큰

흡수제품이 착용자에게 적용되거나 흡수제품이 착용자의 몸통에 대해 비교적 느슨하게 적용된다면, 불완전하게 맞춰진 다

리 개구로부터 체액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누출되고 흡수제품이 착용자의 무릎을 향해 처지거나 미끄러지는 결과를 초래하

기 쉽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들 중 어느 하나의 발생은 흡수제품이 제공하고자 하는, 체액의 격

납이라는 바로 그 이점에 분명히 부정적일 것이다. 유사하게, 흡수제품이 적절하게 적용되지만 그 후에 이러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의 제거 및/또는 삽입을 용이하게 하도록 느슨해져야 한다면, 동일한 수용할 수 없는 누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착용자의 몸통에 대한 흡수제품의 적절한 맞춤도 복원하기 곤란해지기 쉽다. 또한, 이러한 느슨해짐, 착용자의 가랑이를

통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의 조절, 및 흡수제품의 조임에 의한 맞춤의 복원은 착용자를 성가시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따

라서 보호자에게는 달성하기 곤란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허리 영역으로부터 가랑이 영역을 통해 반대편 허리 영역까지

연장하는 당업계에 공지된 제거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와 흡수 인서트는 전형적으로 흡수제품이 착용되어 있는 동안

이 아니라 흡수제품이 착용자의 신체로부터 개방 및/또는 제거된 때에만 제거되도록 의도된다. 이러한 제거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가 제품이 착용되어 있는 동안 제거될 수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몇몇 경우에서도, 코어 구성요소의 유사 대

체물이 삽입될 수 있다는 비실용적인 논쟁에 대한 주장은 없다.

  특히, 본 발명의 흡수 코어의 전방 패널 또는 후방 패널은 각각의 허리 영역으로부터 가랑이 영역으로 연장하지만 흡수제

품의 가랑이 지점보다 더 멀리 연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전방 패널과 후방 패널은 특히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로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이들 패널의 각각은 단지 하나의 허리 영역으로부터 가랑이 영역 내로, 그러나

반대편 허리 영역까지 가랑이 영역을 통과하지는 않게 연장하기 때문에, 착용자의 가랑이를 통해 패널의 임의의 부분, 보

호자의 손가락이나 손, 또는 삽입 도구를 통과시킬 필요 없이 제거 및 교환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이들 패

널의 내부 단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착용자의 신체의 가랑이 구역 내로 편안하게 맞춰지도록 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

부 단부는 중앙 섹션으로부터, 즉 착용자의 가랑이를 통해 연장하는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로부터 액체를 흡수하기

위하여 최적하게 위치될 수 있고, 따라서 전방 허리 영역으로부터 후방 패널까지 또는 후방 허리 영역으로부터 전방 패널

까지 액체를 운반하도록 역할할 수 있다.

  중앙 섹션은 각각 개개의 액체 획득, 획득/분배 또는 저장/재분배 특성과, 개개의 형상, 폭, 길이 및 두께 특성을 갖는, 흡

수 재료의 다수의 층을 포함할 수 있다. 중앙 섹션의 흡수 층의 개수와 위치는 얇기, 부드러움, 가요성, 또는 이로운 액체 획

득, 분배 및 저장률과 같은 요구되는 특성을 달성하도록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앙 섹션의 층들은 하나의 허리 영역

으로부터 가랑이를 통해 반대편 허리 영역으로 연장될 필요는 없다. 특히, 중앙 섹션은 하나의 허리 영역으로부터 가랑이

영역으로 연장하여 여기서 종료되는 흡수 층과, 반대편 허리 영역으로부터 가랑이 영역으로 연장하여 종료되는 다른 하나

의 흡수 층을 포함할 수 있다. 전방과 후방 패널의 흡수 층의 개수 역시 이로운 액체 획득 및 분배율과, 용량 및 저장률과,

착용자의 편안함과 같은 요구되는 특성을 달성하도록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3에서, 흡수 코어는 각각 단일 흡수 층

을 갖는 중앙 섹션(50)과 전방 및 후방 패널(20, 30)로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 섹션은 도 2와 도 5에 도시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도면 부호 51로 나타낸 2개의 흡수 층과 도면 부호 52로 나타낸 하나의 흡수 층의 3개의 흡수 층을 갖는다. 또

한, 후방 패널은 후방 패널 흡수 층들(34, 35, 36)로 이루어진 코어 구성요소로서 도 12에 도시되어 있다.

  도 7에 단면도로 도시되고 도 6의 일반적인 평면도에 해당하는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하나의 상부 흡수 층(52)과 하나의

하부 흡수 층(51)은 모두 전방 및 후방 패널(20, 30) 위에 위치되어, 얇은 가요성 흡수 코어를 형성한다. 용어 "위에"(over)

는 일회용 기저귀와 같은 흡수제품에 사용된 때 착용자의 신체에 대응하는 본 발명의 흡수 코어의 표면, 즉 신체-방향 표

면을 지칭한다. 그러나, 도 7은 단지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대표하는 것이며, 흡수 층(51 또는 52)을 전방과 후방 패널

(20, 30) 아래에 위치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용어 "아래에"(under)는 생리 패드 또는 일회용 기저귀

와 같은 흡수제품에 사용된 때 가멘트-방향에 대응하는 본 발명의 흡수 코어의 표면, 즉 가멘트-방향 표면을 지칭한다. 용

어 "상부"(upper)는 제품 상면시이트에 가장 근접하여 마주하는 흡수 코어의 흡수 층을 지칭하며, 반대로 용어 "하부

"(lower)는 제품 배면시이트에 가장 근접하여 마주하는 흡수 코어의 흡수 층을 지칭한다는 것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중앙 섹션과 전방 및 후방 패널의 흡수 층의 다른 배열도 역시 가능하다. 예를 들면, 도 8은 2개의 흡수 층으로 된 전방과

후방 패널(20, 30)이 중앙 섹션(50) 아래에 위치된, 도 5의 일반적인 평면도에 해당하는 부가적인 예시적 실시예를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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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시한다. 웨버 등의 '602 특허와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안적인 실시예는, 하나는 전방과 후방 패널(20, 30) 위에

위치되고 하나는 전방과 후방 패널 아래에 위치되는 2개의 흡수 층(51)을 구비한 중앙 섹션(50)을 가짐으로써, 전방과 후

방 패널을 중앙 섹션의 흡수 층들 사이에 개재시킬 수 있다. 다른 예로서, 웨버 등의 '602 특허와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전방과 후방 패널(20, 30)은, 하나의 흡수 층은 중앙 섹션(50) 위에 위치되고 하나의 흡수 층은 중앙 섹션(50)의 아래에

위치된 2개의 흡수 층을 가짐으로써, 중앙 섹션의 단부를 전방과 후방 패널의 흡수 층들 사이에 개재시킬 수 있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최상측 흡수 층(52)은 대체로 일회용 기저귀와 같은 흡수제품의 신체측에 대응하는 면에 있다.

그러므로, 최상측 흡수 층(52)은 대체로 일회용 기저귀의 상면시이트(61)와 모세관 액체 연통되어, 신체 삼출물을 착용자

의 신체로부터 멀리 대체로 보다 흡수성이 큰 하부 흡수 층(51)으로 그리고 전방과 후방 패널(20, 30)로 신속하게 획득하

여 분할하도록 작용한다. 최상측 흡수 층(52)의 상면시이트(61)에 대한 접착제 접합은 계면 접합을 제공하고 상면시이트

의 분리에 의해 액체 유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모세관 액체 연통을 증진시킬 수 있다.

  흡수 코어 재료

  흡수 코어의 구성요소 또는 부재는 필요한 유형의 재료로 된 수개의 시이트 또는 웹의 라미네이트 또는 조합을 포함할 수

도 있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흡수 코어 구성요소 또는 부재는 불연속적인 유닛으로서 취급되기에 충분한 구조적 완전성을

갖는 임의의 흡수 재료 또는 재료의 조합으로 제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앙 섹션과 같은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사용시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흡수제품의 전방

으로부터 흡수제품의 후방으로 및/또는 흡수제품의 가랑이 영역으로부터 허리 영역으로 액체를 운반하는 능력을 유지하도

록 구성요소의 구조적 완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흡수 층이 찢어지거나 파단된

다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와의 액체 운반과 모세관 액체 연통은 중단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조할 때, 제거 불가능

한 코어 구성요소의 흡수 층 또는 층들은 약 200 그램힘 초과,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400 그램힘 초과, 그리고 가장 바람직

하게는 약 1000 그램힘 초과의 파괴 인장 강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완전하게 젖은 때,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의 흡수 층 또는 층들은 약 100 그램힘 초과,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200 그램힘 초과, 그리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400 그

램힘 초과의 파괴 인장 강도를 갖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구조적 완전성은 또한 요구되는 파괴 인장 특성을 갖는 캐리어

(carrier) 층을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에 또는 흡수 층에 그 주 표면을 따라 부착함으로써, 또는 대안적으로 제거 불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또는 흡수 층을 캐리어 층으로 감쌈으로써 달성될 수도 있다.

  섬유질 부직포 재료, 섬유질 에어레이드(air-laid) 재료, 섬유질 습식(wet-laid) 재료, 및 섬유질 구조 상에 또는 그 내부

에 분산된 흡수 겔화 재료를 갖는 섬유질 재료들의 조합과 같은 당업계에 공지된 전형적인 재료가 흡수 코어 구성요소 및/

또는 부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또는 부재는 흡수제품 내에서의 제거와 교환을

위한 구조적 완전성을 제공하도록 액체 침투성 웹에 의해 사실상 둘러싸인 섬유질 재료를 갖는 패킷(packet)으로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이용될 수 있는 부직포 섬유질 흡수 구조의 예시적인 형태는 래쉬의 '728 특허와 영 등의 '345 특허, 및

시거 등의 '416 특허에 교시된 바와 같이, 친수성이고 화학적으로 경화된 셀룰로오스계 섬유로부터 구성된다.

  흡수 코어 구성요소 또는 부재로서 사용되는 흡수 재료는 또한 폼 기반(foam-based)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흡수 코어

의 구성요소는 함께 접착제 접합될 수 있고, 또는 외피 티슈(envelope tissue)로 겉을 감쌈으로써 또는 흡수제품의 상면시

이트와 배면시이트에 의해 함께 접합되지 않고 응집된 상태로 단순히 구속될 수 있는, 시이트 또는 복수의 폼 부분이나 입

자의 형태로 폼 재료를 포함할 수 있다. 기저귀와 같은 흡수제품을 위해 특히 적합한 흡수 폼은 이하에서는 "HIPE"로 지칭

되는 High Internal Phase Emulsions로부터 제조된다. 예를 들면, 데스마라이스 등의 '345 특허, 데스마라이스 등의 '224

특허, 및 스톤 등의 '179 특허를 참조한다.

  본 명세서에 설명된 흡수제품의 흡수 코어는 또한 종래의 요소 또는 재료와 하나 이상의 폼 흡수 구조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흡수제품은 폼 흡수 구조의 입자 또는 부분들과 목재 펄프 또는 다른 셀룰로오스계 섬유 및/또는 중합

겔화제의 입자 또는 섬유와 같은 종래의 흡수 재료의 조합, 예컨대 에어레이드 혼합물을 포함하는 흡수 코어를 이용할 수

도 있다.

  체액의 신속한 획득 외에도, 본 발명의 흡수 획득 부재는 이러한 액체를 액체 획득/분배 또는 저장/재분배 부재로 효과적

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획득 부재의 이러한 액체 전달 기능은 획득 부재가 액체를 상면시이트로부터 실질적으로 배출시키

기에 충분한 모세관 흡인력을 가져야 하면서도, 획득 부재로부터 하부에 놓인 흡수 층으로의 탈착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과

도한 액체 보유를 나타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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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액체 획득 부재는 다른 흡수 코어 부재, 특히 액체를 저장하도록 의도된 부재의 흡수 압력(absorption pressure)과

관련하여 적합한 모세관 탈착 압력(capillary desorption pressure)을 가져야 한다. 흡수제품의 액체 획득 부재가 획득된

액체를 너무 강하게 보유한다면, 이는 전술한 다른 부재가 액체를 멀리 분할시키는 능력을 억제할 것이고, 획득 부재를 너

무 많은 액체가 적재된 상태로 유지되게 하여 흡수제품이 누출되기 더욱 쉽게 할 수 있다.

  하나의 흡수 요소의 모세관 흡수 압력과 다른 흡수 요소의 모세관 탈착 압력의 관계가 흡수제품의 액체 유동, 액체 전달

및 모세관 액체 연통 특성을 한정하게 하는 원리는 모세관 캐스케이드(capillary cascade)의 원리이다. 예를 들면, 흡수제

품의 착용자-방향 층, 예컨대 상면시이트는 액체 침투성이고, 특정한 모세관 흡수 및 탈착 압력을 갖는다. 이러한 상면시

이트의 모세관 탈착 압력은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모세관 흡수 압력 미만, 구체적으로는 상면시이트와 접촉하게

될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최상측 흡수 층의 모세관 흡수 압력 미만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중간 또는 최하측 흡수 층의 모세관 흡수 압력은 상면시이트의 모세관 탈착 압력을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거 불가능한 구성요소의 하부 흡수 층의 흡수 압력은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최상측 흡수 층의 모세관 탈

착 압력을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저장/재분배 부재의 모세관 흡수 압력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와 접촉하는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흡수 층의 모세관 탈착 압력을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인접한 흡수 구조의 모세관 탈착 압력을 극복해야 함에 더하여, 흡수 층은 액체를 모세관 운반에 의해 이동시킬 것이 요

구되는 액체의 공급원과 흡수 층의 부분 사이의 수직 높이의 차이를 극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직 수두(head)의 크기는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서 15 cm 내지 20 cm 정도일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서 액체는 서있는 착용자에 의해 착용된 흡

수제품의 가랑이 영역의 하부 부분으로부터 상부 허리 영역까지 이동하고, 아래로 향한 자세로 누워 있는 착용자에 의해

착용된 흡수제품의 전방 부분으로부터 후방 패널까지 이동하며, 또는 위로 향한 자세로 누워 있는 착용자에 의해 착용된

흡수제품의 후방 부분으로부터 전방 패널까지 이동된다.

  적합한 모세관 캐스케이드 관계의 일 예로서, 일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최상측 흡수 층

은 2 cm 내지 10 cm의 모세관 흡수 압력과 5 cm 내지 25 cm의 모세관 탈착 압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하부 흡수 층은 10 cm 내지 40 cm의 모세관 흡수 압력과 20 cm 내지 60 cm의 모세관 탈착 압

력을 갖고, 이럼으로써 액체를 최상측 흡수제 층으로부터 탈착시킬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

소가 단지 재료의 단일 흡수 층 또는 층상 구조를 포함하는 실시예의 경우,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모세관 흡수 압

력은 바람직하게는 2 cm 내지 40 cm이고 모세관 탈착 압력은 5 cm 내지 60 cm이다.

  액체 획득/분배 부재는 획득 부재에 사용되는 재료와 유사하지만, 바람직하게는 더 큰 분배 특성을 갖는 재료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설되는 수성 체액, 예컨대 소변은 흔히 분출 형태로 배설되기 때문에, 획득/분배 부재는 이러한 액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인접한 액체 저장/재분배 부재로의 최종 탈착을 위하여 최초 액체 적재 지점으로부

터 획득/분배 부재의 다른 부분으로 위킹 또는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액체를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료는 획

득 부재 재료보다 큰 정도의 분배 용량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로써 신체 삼출물은 흡수 코어의 획득 지역으로부터 저

장 부재로 효과적으로 운반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하나의 표면에 인접한 부분이 최소의 분산으로 액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고, 한편 반대편 표면에

인접한 부분이 보다 낮은 획득 성능으로 액체를 신속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편향된"(biased) 흡수 코어 구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획득 면"(acquisition side)이 착용자를 향해 배향되고 "분배 면"(distribution side)이 착용자로부터 멀

리 배향되도록 흡수제품이 배향된 때, "다운 앤드 아웃"(down and out) 기능이 제공되어, 액체는 착용자-방향 면에서 최

소의 분산으로 흡수 코어 구조 내로 신속하게 획득하고 신체-방향 면에서 흡수 코어 구조의 부분 전체를 통해 신속하게 분

배된다. 이러한 기능은 흡수 코어 구조와 이에 따른 흡수제품을 청결하고 건조한 시각적 및 촉각적 느낌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한편 착용자로부터 멀리 배향된 흡수제품의 영역의 흡수용량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일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전술된 기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흡수 코어의 조성은 흡수 층의 획득 면이 최적 획득 특성보

다는 못하지만 양호한 분배 및 저장 특성을 제공하는 작고 높은 표면적 섬유가 상대적으로 없도록 그리고 흡수 층의 분배

면이 더 큰 분배 특성을 제공하도록 이러한 작고 높은 표면적 섬유를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갖도록 선택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획득 구역은 단위 면적당 분배 구역보다 비교적 낮은 평균 밀도와 낮은 평균 평량 모두를 가질 수 있어, 이들

사이의 바람직한 모세관력 구배를 수립할 수 있다. 또한, 폼 흡수 코어 구조에서, 셀 크기와 구멍 크기는, 스톤의 '179 특허

에 설명된 바와 같이 유체 위킹 특성 및 폼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모세관 압력을 포함하는 폼의 다수의 중요한 기계적 및

성능면의 특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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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로, 액체 침투성 시이트, 예컨대 티슈 시이트 또는 스크림(scrim) 층은 획득/분배 부재와 저장/재분배 부재 사이에 위

치되어, 처리 및/또는 사용 중에 획득/분배 부재의 물리적 완전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액체 침투성 시이트는 획득/분배 부

재의 전체 또는 일부를 둘러싸거나, 또는 획득/분배 부재를 둘러싸지 않고 단순히 전술된 바와 같이 위치될 수 있다. 흡수

코어의 중앙 섹션이 획득 및 획득/분배 부재를 포함하고 후방 패널과 같은 저장/재분배 부재를 포함하는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또는 흡수 인서트 위에 또는 아래에 위치되는 실시예에서, 이러한 단일 액체 침투성 시이트로 충분할 수 있

다. 다르게는, 중앙 섹션의 흡수 층이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또는 흡수 인서트를 개재시키는 실시예에서, 2개 이

상의 이러한 액체 침투성 시이트가 중앙 섹션의 흡수 층과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분리하도록 위치될 수 있다. 이들

다수의 액체 침투성 시이트는 중앙 섹션의 개재시키는 흡수 층들에 의해 이들 사이에 형성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을 표

면을 형성하거나 라이닝(lining)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유사하게,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또는 흡수 인서트

의 흡수 층이 중앙 섹션의 단부를 개재시키는 실시예에서, 2개 이상의 이러한 액체 침투성 시이트가 중앙 섹션의 흡수 층

과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분리시키도록 위치될 수도 있다. 후자의 실시예에서, 다수의 액체 침투성 시이트는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또는 흡수 인서트가 삽입되고 상면시이트와 중앙 섹션에 의해 이들 사이에 그리고 중앙 섹션과

배면시이트에 의해 이들 사이에 각각 형성된 2부분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의 표면을 형성하거나 라이닝하는 것으로 설명

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흡수 코어는 액체 저장/재분배 부재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포함

하고, 이러한 2개의 구성요소를, 예컨대 전방과 후방 패널의 형태로 포함할 수 있다. 액체 저장/재분배 부재를 구비한 각각

의 흡수 코어 구성요소는 착용자가 건조한 느낌을 유지하고 누출을 방지하도록 신체 삼출물을 착용자의 신체로부터 멀리

저장하도록 작용한다. 액체 저장/재분배 부재를 구비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는 획득 및/또는 획득/분배 부재(들)과 모세관

액체 연통 상태로 유지되어, 소변 또는 다른 수성 체액은 획득 및/또는 획득/분배 부재(들)로부터 탈착되어 액체 저장/재분

배 부재에 의해 흡수될 수 있다.

  저장/재분배 부재는 주로 액체 저장 특성을 갖는 부재 또는 부재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장 부재는 제한된 운반 및

위킹 성능을 갖지만 큰 저장 또는 보유 용량을 가질 수 있으며, 유입되는 액체를 저장/재분배 부재의 보다 넓은 면적에 걸

쳐 분배시키기 위해서는 액체 분배 부재에 의존한다.

  후방 패널과 같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본 발명의 환경에서 양호하게 기능하기 위하여,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

소의 흡수 층은 중앙 섹션과 같은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의 획득/분배 부재로부터 액체를 탈착시키기에 충분한

흡수 압력을 갖는데, 즉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흡수 층의 흡수 압력은 획득/분배 부재의 탈착 압력을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흡수 층은 25 cm 내지 80 cm의 흡수 압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정된 범위 내의 흡수 압력을 제공할 수 있는 예시적인 재료는 체온의 액체와 접촉시 팽창되어 액체를 흡수하는 폼 재료

인, 친수성이고 가요성이며 비이온성인 상호 연결된 개방 셀의 중합 폼 구조를 포함하는 수축된(collapsed) 중합 폼 재료

이다. 이들 폼의 중요한 변수는 이들의 유리 전이 온도이다. 유리 전이 온도는 중합체의 유리질과 고무질 상태 사이의 전이

의 중간점을 나타낸다. 사용 온도보다 높은 유리 전이 온도를 갖는 폼은 매우 강할 수 있지만, 또한 너무 강성이어서 잠재

적으로 파단되기 쉬울 것이다. 이러한 폼이 수축될 수 있지만 장기간 동안 수축된 상태에서 보관되는 경우, 이들은 또한 전

형적으로 중합체의 유리 전이 온도보다 낮은 수성 유체로 젖게 된 때 팽창된 상태로 회복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러한 폼은 약 0.7 내지 약 8 m2/g 또는 바람직하게는 약 1 내지 약 7 m2/g, 그리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1.5 내지 약 6

m2/g 범위의 그램당 표면적으로 특정된 모세관 흡인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폼은 약 50 미크론 이하 그리고 전형적으로

약 5 내지 약 50 미크론 범위의 평균 셀 크기 치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평균 셀 크기 치수는

약 5 내지 약 40 미크론, 그리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5 내지 약 35 미크론의 범위일 것이다.

  본 발명의 흡수제품은 액체가 제품 내에 침착된 때, 액체가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로부터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

소로 신속하게 흡수되어 운반되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흡수제품의 부피를 최소화하고 피부 건강과 건조의 이점

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흡수 코어의 총 용량에 비해, 즉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와 대

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합산된 총 용량에 비해 작은 액체 저장 용량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새로운 건조한 구성요소로 교환함으로써 제품 내에 침착된 액체의 대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그러므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액체 흡수용량은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액체 흡수용량보다 상

당히 큰 것이 바람직하다.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액체 흡수용량은 바람직하게는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액

체 흡수용량의 적어도 약 1.5배만큼 크게, 더욱 바람직하게는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액체 흡수용량의 적어도 약

2배만큼 크게, 그리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약 4배만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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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최상측 흡수 층과 동일한 재료일 수 있는 획득 재료를 포함

하는 흡수 층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획득 재료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표면의 일부분을 형성하거나, 대안

적으로 획득 재료는 액체 침투성 재료의 다른 층 아래에 배치될 수 있다. 획득 재료를 포함하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의 흡수 층은 상면시이트와 모세관 액체 연통하게, 또는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일부분과 모세관 액체 연통하게

배치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중간 또는 하부 흡수 층의 재료와 동일한

재료일 수 있는 분배 재료를 포함하는 흡수 층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분배 재료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표면의 일부분을 형성하거나, 대안적으로는 분배 재료가 액체 침투성 재료의 다른 층 아래에 배치될 수 있다. 분배 재료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착용자-방향 표면 또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가멘트-방향 표면 중 하나 또는 이둘

모두에 인접하게 배치될 수 있다. 더욱이, 분배 재료는 상면시이트와 모세관 액체 연통하게, 또는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

요소의 일부분과 모세관 액체 연통하게 될 수 있다.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적어도 하나의 액체 저장 부재 및/또는 액체 저장/재분배 부재를 포함하는 다수의 흡수 층

또는 부분을 포함할 수도 있다.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또한 흡수 층 또는 층들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포함하

도록 패킷을 형성하는 하나 이상의 층을 가질 수 있다. 패킷 층은 액체 침투성 재료, 액체 불침투성 재료, 또는 이들의 조합

을 포함할 수 있으며,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표면을 형성하는 패킷 층들 중 하나의 적어도 일부분은 액체 침투

성 영역을 가져야 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표면은 액체 저장 부재 및/또는 액체 저장/재

분배 부재가 포함된 흡수 층 또는 층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배치된 획득 부재, 분배 부재, 또는 획득/분배 부재에 의해 형

성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실시예에서, 이들 부가적인 흡수 부재들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표면을 형성하는

패킷 층들과 저장 또는 저장/재분배 부재 사이에 배치될 수 있다.

  요약하면, 흡수 코어(10)는 각각 구별되는 액체 획득, 획득/분배, 또는 저장/재분배 특성을 갖는 복수의 불연속적인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각각의 획득, 획득/분배, 및 저장/재분배 부재가 인접한 부재 또는 부재들과 모세관 액체 연통 상태에 있

는 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는 서로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형상으로 위치될 수 있다. 흡수 코어 내에서의 획득/분배 부재와

액체 저장/재분배 부재의 위치 관계와 관련하여, 이들 부재가 서로 효과적인 모세관 액체 연통 상태에 있는 한 그리고 각각

의 부재가 흡수제품 내로 배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성 체액의 양을 효과적으로 보유 및/또는 운반할 수 있는 한,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다. 본 발명에 따른 흡수제품의 다양한 구조는 사실상 대체로 평면이거나 아닐 수 있으며, 임의의 요구되는

형상으로 형상화 또는 윤곽화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코어 구성요소를 제거 및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구조

  52 도 2,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흡수제품의 일부 예시적인 실시예의 배면시이트(62)는 전방 패널

(20) 또는 후방 패널(30), 또는 이둘 모두에 대체로 근접한 개구(44)를 가질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구(44)는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5)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으로의 접근을 제공하며, 기저귀

가 착용된 때 제거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예컨대 후방 패널(30)은 이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 내측에 배치되고 개구를

통해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으로부터 제거 가능하며 교환 가능하다. 예를 들면, 침윤된 후방 패널의 제거 후, 새로운 미사

용 흡수 코어 구성요소가 개구를 통해 재삽입될 수 있다. 플랩(42)이 개구를 덮도록 제공될 수 있다. 배면시이트를 위해 사

용되는 재료가 플랩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일회용 기저귀가 착용된 때, 플랩은 VELCRO 스트립 또는 접착제 스트립(도

시 안됨)과 같은 적합한 패스너(43)에 의해 개구 위에 고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4는 전방 패널(20)(도 3에 도시됨)에

인접하여 개구 위에서 폐쇄 위치에 있는 플랩을 도시한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플랩은 해제 가능한 접착제로 밀봉되어, 폐

쇄된 때 액체 불침투성을 제공하지만, 여러번의 개방과 폐쇄를 허용한다.

  도 3과 도 4에 도시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후방 패널(30)은 전술된 도 7의 설명에서와 같이 중앙 섹션의 아래에 배치되

며,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5)은 중앙 섹션(50)과 배면시이트(62)에 의해 이들 사이에 형성된다. 중앙 섹션과 제거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또는 구성요소들이 다르게 배열되는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은 다른 구성요소와

층에 의해 이들 사이에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후방 패널이 중앙 섹션 위에 배치되는 실시예에서, 개방 가능한 섀시 포

켓은 상면시이트와 중앙 섹션에 의해 이들 사이에 형성될 수 있다. 유사하게, 도 9에서와 같이 후방 패널이 중앙 섹션의 흡

수 층들 사이에 개재되는 경우,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은 중앙 섹션의 개재하는 흡수 층들에 의해 이들 사이에 형성될 수도

있다. 또한, 도 10에서와 같이 중앙 섹션이 후방 패널의 흡수 층들 사이에 개재되는 경우,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은 상면시

이트와 중앙 섹션에 의해 이들 사이에 그리고 중앙 섹션과 배면시이트에 의해 이들 사이에 각각 두 부분으로 형성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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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전방 패널, 후방 패널 및 대응하는 개구와 플랩은 사실상 유사하지만, 그러할 필요는 없다. 대안적인 예시적

실시예에서, 예컨대 전방 패널로의 접근을 위한 유사한 개구를 제공하지 않고 후방 패널로의 접근을 위한 단지 하나의 개

구와 플랩만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다르게는, 도 11과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면시이트 포켓 시이트(45)가 개구(44)에 인접하게 배면시이트의 가멘트

-방향 표면에 부착되어, 배면시이트 포켓 시이트와 배면시이트 사이의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5)을 형성할 수 있다. 이들

실시예에서, 후방 패널(30)과 같은 제거 및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개구에 비해 외측에 배치될 수 있고, 흡수제품 내

에 남아 있는 코어 구성요소, 즉 중앙 섹션(50)과 같은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개구에 비해 내측에 배치될 수 있어,

개구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와 교환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사이의 모세관 액체 연통을 허용할 수 있다.

  배면시이트 포켓 시이트(45)에 의해 형성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5)은 인접한 허리 단부 가장자리에 종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그의 개방 가능한 단부(41)를 가질 수 있다.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은 재폐쇄될 수 있고 재밀봉될 수 있으며, 바람직

하게는 후방 패널이 중앙 섹션과 모세관 액체 연통하게 하도록 위치된다. 배면시이트 포켓 시이트는 바람직하게는 탄성이

고 유연하며, 개구에 대한 사실상 액체 불침투성인 차단부를 형성하여,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이 폐쇄된 때 기능적으로 배

면시이트의 연장부가 된다.

  후방 패널은 개개의 후방 패널 흡수 층(34, 35, 36)으로 이루어진 코어 구성요소로서 도 12에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실

시예에서, 하나의 후방 패널 흡수성 충, 예컨대 최상측 후방 패널 흡수 층(34)이 신체 배설물로 침윤된 때, 이는 제거될 수

있고, 이럼으로써 인접한 미리 위치된 후방 패널 흡수 층, 예컨대 인접한 후방 패널 흡수 층(35)이 노출된다.

  도 13은, 역시 개구(44)에 인접하여 층을 이룬 관계로 중앙 섹션(50)과 모세관 액체 연통하는 대표적인 후방 패널 흡수

층(34, 35, 36)들을 도시하는, 후방 패널(30)의 배열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5)의 개방 가

능한 단부(41)를 통한 후방 패널 흡수 층의 제거는, 각각의 후방 패널 흡수 층에 부착된 플라스틱 필름의 스트립과 같은 당

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유형일 수 있는 당김 탭(46)을 사용하여 용이하게 될 수 있다.

  부가적으로, 후방 패널 흡수 층은 인접한 후방 패널 흡수 층들이 서로 모세관 액체 연통하지 않게 하는 액체 불침투성 봉

쇄 층(47)에 의해 서로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봉쇄 층(47)은 액체 불침투성 배면시이트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필름과 같

은 임의의 액체 불침투성 중합체 필름일 수 있다. 하나의 후방 패널 흡수 층이 중앙 섹션(50)으로부터의 액체의 흡수에 의

해 침윤됨에 따라, 이는 제거될 수 있고, 이럼으로써 중앙 섹션(50)으로부터 추가의 흡수를 위한 사실상 건조한 새로운 인

접한 후방 패널 흡수 층을 노출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흡수제품은 착용자로부터 흡수제품을 제거할 필요 없이 연장된

기간 동안 새롭게 또는 재생될 수 있다.

  도 14는 액체 불침투성 봉쇄 층(47)이 배치되어 그들 사이의 액체 불침투성 층을 형성하는 층을 이룬 관계에 있는 후방

패널 흡수 층(35, 36)의 예시적인 배열을 도시한다. 봉쇄 층의 일부분은 제거될 후방 패널 흡수 층에, 예컨대 부착점(48)에

서 부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후방 패널 흡수 층(35)이 제거됨에 따라, 봉쇄 층(47)도 역시 제거되어, 인접한 후방

패널 흡수 층(36)이 중앙 섹션(50)과 모세관 액체 연통하게 되는 위치에 있게 한다.

  후방 패널 외피(49)가 배면시이트(62)에 부착된 위치로 도시된 본 발명의 흡수제품의 후방 패널(30)의 대안적인 예시적

실시예가 도 15에 단면도로 도시되어 있다. 후방 패널 외피는 사실상 액체 불침투성인 층(54)과 사실상 액체 침투성인 층

(55) 사이에 둘러싸인 단일 후방 패널 흡수 층(34)을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예컨대 당업계에 공지된 적합한 해

제 가능한 접착제(39)에 의해 개구(44)의 주변부(38)에 인접하게 해제 가능하게 부착될 수 있다. 이러한 해제 가능하게 부

착된 후방 패널 외피가 중앙 섹션(50)으로부터의 액체의 흡수로 인해 침윤되면, 이는 제거되어 새로운 건조한 후방 패널

외피(49)로 교환될 수 있다.

  도 16에서 단면도로 도시된 본 발명의 흡수제품의 다른 대안적인 예시적 실시예에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5)의 개방

가능한 단부(41)는 전방이나 후방 중 하나 또는 이둘 모두에서, 주변부(57)의 미리 설정된 구역을 따라, 예컨대 허리 단부

가장자리(16)를 따라 형성될 수 있으며, 이 위치에서 상면시이트(61)와 배면시이트(62)는 제거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

소, 예컨대 후방 패널 흡수 층(34, 35)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분리될 수 있다. 상면시이트와 배면시이트의 분리에 의해

형성된 개방 가능한 단부는 제거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제거 및 교환하게 하며, 폐쇄된 때 상당한 정도의 액체 불침

투성을 제공하도록 재밀봉될 수 있다. 개방 가능한 단부는, 예컨대 당업계에 공지된 적합한 해제 가능하고 재밀봉 가능한

접착제(56)에 의해 재밀봉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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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3과 도 1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5)은 일반적으로 후방 패널(30)의 외부 단부(31)와 내부

단부(32)에 각각 대응하는 외부 단부(27)와 내부 단부(28)를 갖는다. 도 13과 도 16에 도시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의 외부 단부(27)는 그의 개방 가능한 단부(41)와 일치한다.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의 내부 단부는 여러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 단부는 배면시이트 포켓 시이트(45)를 배면시이트에

부착하는 구역에서 형성될 수 있다. 전술된 바와 같이, 배면시이트, 상면시이트, 및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는

다양한 형상으로 서로에 대해 고정, 부착 또는 첨부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의 내부 단부를 형성하는

다른 예로서, 가랑이 영역 내에서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섀시, 예컨대 배면시이트, 상면시이트 또는 이둘 모

두에 부착하는 구역은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의 내부 단부를 형성할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도 17과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면시이트 포켓 시이트(202)는 상면시이트(61)의 착용자-방

향 표면에 부착되어, 상면시이트 포켓 시이트와 상면시이트 사이의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5)을 형성할 수 있다. 상면시이

트 포켓 시이트(202)에 의해 형성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5)은 가장 가까운 허리 단부 가장자리(16)에 인접한 그의 개방

가능한 단부(41)를 가질 수 있다.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은 재폐쇄될 수 있고 재밀봉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삽입된 후

방 패널이 중앙 섹션과 모세관 액체 연통하게 하도록 위치된다. 상면시이트 포켓 시이트는 바람직하게는 탄성이고 유연하

며 액체 침투성이고, 상면시이트와 동일한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도 17과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면시이트 포켓 시이트(202)에 의해 형성된 이러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5)

을 갖는 일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상면시이트(61)는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 내에 배치된 후방 패널(30)과 같은 대체 가능

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와 상면시이트의 반대편 표면에 인접하게 배치된 중앙 섹션(50)과 같은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

성요소 사이의 면대면 접촉과 모세관 액체 연통을 허용하는 상면시이트 개구(200)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상면시이트 개

구는 대략 1 cm2 이상의 면적을 가질 수 있고, 그 길이와 폭 치수 중 작은 치수는 대략 5 mm 이상일 수 있다. 이러한 상면

시이트 개구는 대체로 직사각형 형상, 대체로 원형 형상, 또는 최소 치수와 최대 치수의 비가 모든 중간값의 비를 포함하여

1:1 내지 대략 1:100인 임의의 다른 기하학적 형상을 가질 수 있다. 일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이러한 상면시이트 개구는

영구적으로 친수성인 섬유질 재료의 층으로 덮일 수 있다. 이러한 상면시이트 개구를 덮는 층(201)은 본래 친수성인 섬유

또는 시이트 구조 내에서 영구적으로 친수성이 되도록 처리된 섬유로 형성될 수 있다. 다르게는, 상면시이트 개구는 상면

시이트의 양 면에 배치된 흡수 층의 직접적인 면대면 접촉을 허용하기에 충분히 큰 개구를 갖는 그물(mesh)로 덮일 수 있

다. 상면시이트 개구를 덮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의 적합한 비제한적인 예는 영국 스윈돈(Swindon) 소재의 싸이매트

리미티드(SciMAT Limited)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제품 코드 code 900/20인 영구 친수성 부직포, 미국 뉴욕주 뉴욕 소재

의 와일라, 인크.(WYLA, Inc.)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제품명 RT80인 100% 나일론 망사(nylon netting)와 같은 그물 재

료, 및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소재의 조지아-퍼시픽 코포레이션(Georgia-Pacific Corporation)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

는 제품명 65588인 셀룰로오스 티슈와 같은 티슈를 포함한다. 상면시이트 개구를 덮는 층으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다른

재료는 본 명세서에 설명된 바와 같은 고표면적 섬유도 포함할 수 있는 결합된 구조의 파상(curly) 셀룰로오스계 섬유를

포함한다.

  섀시 설명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탄성 허리밴드(67)는 도 1과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허리 단부 가장자리(16)와 흡수

코어의 인접한 단부 사이의 허리밴드 영역(63) 내에 배치될 수 있다. 이러한 탄성 허리밴드가 허리 단부 가장자리를 따라

상면시이트와 배면시이트의 분리에 의해 형성된 개구에 인접하게 배치된 경우, 허리밴드는 탄성적으로 개방될 수 있고 스

스로 폐쇄되는 개구를 형성하도록 역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배면시이트에 부착된 별개의 요소 또는 허리밴드 영역 내의

배면시이트의 연장부 중 하나로서 형성된 이러한 탄성 허리밴드는 배면시이트의 허리 단부 가장자리를 주변부에서 상면시

이트를 향해 당기는 경향을 갖는 수축력을 부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의 개방 가능한 단부를 이의

해제시 폐쇄시키기 쉽다.

  다른 예로서, 상면시이트에 부착된 별개의 요소 또는 허리밴드 영역 내의 상면시이트의 연장부 중 하나로서 형성된 탄성

허리밴드는, 배면시이트의 허리 단부 가장자리가 상면시이트로부터 멀리 당겨져 개구를 형성하여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

내로의 접근이 가능할 때를 포함하는 모든 시점에서 착용자의 신체에 대항하여 상면시이트의 허리 단부 가장자리를 유지

시키려는 수축력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섀시 설명에서 전술된 바와 같이, 배면시이트 및 상면시이트와 같은 섀시를 형성

하는 가요성 기재는 탄성화되거나 달리 확장 가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허리 단부 가장자리를 따라 개방 가능한 구역 내에

서 상면시이트와 배면시이트 모두의 중첩된 또는 층을 이룬 부분은 허리밴드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해 탄성적으로 수축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배면시이트가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 내로의 접근을 위해 멀리 당겨진 때, 상면시이트의 허리 단

부 가장자리는 착용자의 신체에 대항하여 탄성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개구는 또한 배면시이트의

허리 단부 가장자리의 탄성적인 수축에 의해 해제된 때 스스로 폐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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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도 19와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2개의 탄성적으로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가 섀시의 허리

영역 내에서 층을 이룬 형상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상면시이트와 배면시이트 사이에 형성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으로의

접근을 위해 분리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216)는, 예컨대 상면시이트(61), 측부 패널

(210) 및/또는 차단 다리 커프(240) 등의 요소가 제공되는 경우 이들에 의해 형성되는 섀시의 착용자-방향 층의 착용자-

방향 표면에 배치되어 착용자-방향 층에 부착될 수도 있다. 제 2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217)는, 예컨대 배면시이트(62)에

의해 형성된 섀시의 가멘트-방향 층에 부착될 수 있다.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는 확장 가능한 부분(218)과 확장 불가

능한 부분(219)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섀시의 착용자-방향 층에 부착되지 않은, 즉 섀시의 착용자-방향 층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유 부분(220)을 가질 수 있다. 확장 가능한 부분(218)은 키에비트 등의 '595 특허에 설명된 것과 같

은 간헐적 접합부(222)에 의해 섀시의 착용자-방향 층에 부착될 수 있다.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는 섀시에 결합된 2개

의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단부(221)를 가질 수 있다. 도 18에 도시된 잡아당겨 착용하는 형식의 팬티와 같은 폐쇄형 형상의

경우, 대향하는 단부(221)들은 바람직하게는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측부 시임(8)에서 또는 그 부근에서 섀시에 결합된다.

도 17에 도시된 테이프형 기저귀 또는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측부 패스너를 갖는 다른 섀시와 같은 개방형 형상의 경우, 대

향하는 단부(221)들은 테이프 탭 패스너(65)와 같은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측부 패스너에서 또는 그 부근에서 착용자-방향

층에 부착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층을 이룬 이중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 구조는, 제 2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 및 섀시의 가멘트-방향 층이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 내로의 접근을 위하여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와 섀시의

착용자-방향 층으로부터 분리된 때 3개의 개구를 형성한다. 각각의 2개의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사실상 삼각형인 개구

(223)는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216)의 확장 불가능한 부분(219), 인접한 측부 패널(210), 및 상면시이트(61) 및/또는

차단 다리 커프(240)에 의해 형성된 삼각형의 인접한 연결 다리에 의해 형성된다. 이들 삼각형 개구(223) 사이에는, 상면

시이트(61), 제 2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217) 및 허리밴드가 상부에 배치되는 배면시이트(62)의 인접한 부분, 및 상면시이

트(61) 및/또는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차단 다리 커프(240)에 의해 형성된 부등변 사각형의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연결 다

리들에 의하여, 사각형 개구(224)가 형성된다. 중앙에 위치된 사각형 개구(224)는 사각형 개구와 동일한 4개의 요소에 의

해 형성되어 경계가 설정되는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5)의 개방 가능한 단부(41)를 형성한다.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은 특

정한 실시예에서, 사각형 개구는 부등변 사각형 형상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실시예에서는 사실상 직사각형 형상을 가질

수 있다.

  분리된 때 이들 3개의 개구를 형성함으로써, 이러한 층을 이룬 이중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 구조는 몇가지의 장점을 제공

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허리밴드 구조는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 및 섀시의 착용자-방향 층이, 제 2 확장 가능한 허리

밴드와 섀시의 가멘트-방향 층이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으로의 접근을 위하여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와 섀시의 착용

자-방향 층으로부터 분리된 때를 포함하는 모든 시점에서 착용자의 신체와 접촉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착용자의 신체와

접촉을 유지함으로써,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와 섀시의 착용자-방향 층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제거와 교환

중에도 흡수제품의 지지를 돕고 흡수제품이 서있는 착용자의 몸통 상에서 하향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의 의도

된 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중앙에 위치된 사각형 개구는 코어 구성요소의 대체물의 삽입을 위한 용이하게 볼

수 있는 "타겟"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코어 구성요소의 대체물이 섀시에 대하여 사실상 적절하게 횡방향으로 정렬된 때에

만 삽입되게 하는 구조적으로 경계가 설정된 채널을 제공한다.

  도 21과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은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216)는 착용자-방향 층과 가멘트-

방향 층 사이에 개재되어 이들에 부착될 수 있으며, 가멘트-방향 층에만 부착되거나 이의 연장부를 형성하는 제 2 확장 가

능한 허리밴드(217)는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에 비해 인접한 허리 단부 가장자리(16)로부터 더 멀리 있는, 즉 가랑이

영역(66)을 향한 소정 위치에서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에 인접하게 배치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가멘트-방향

층, 예컨대 배면시이트(62)는 제 2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217)가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

(216)로부터 분리된 때 착용자-방향 층과 가멘트-방향 층 사이에 형성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5)으로의 접근을 제공하

는 2개의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들 사이의 개구(44)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제 2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는

탄성적으로 확장 가능하다. 일부 실시예에서, 제 2 확장 가능한 허리 밴드를 둘러싸는 가멘트-방향 층의 부분 역시 확장 가

능할 수 있다.

  도 23과 도 24에 도시된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215)는 허리 단부 가장자리(16)에 인접한 허리밴드

영역의 부분 내에서 착용자-방향 층과 가멘트-방향 층 사이에 개재되어 이에 부착된 제 1 부분(215a)과, 단지 가멘트-방

향 층에만 부착되고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의 제 1 부분에 비해 인접한 허리 단부 가장자리로부터 더 멀리, 즉 가랑이 영역

(66)을 향해 배치된 제 2 부분(215b)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와 가멘트-방향 층, 예컨

대 배면시이트(62)는, 제 2 부분(215b)이 도 2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부분(215a)으로부터 분리된 때 착용자-방향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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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멘트-방향 층 사이에 형성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5)으로의 접근을 제공하는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의 2개의 부분

사이의 개구(44)를 각각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는 탄성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

에서,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를 둘러싸는 가멘트-방향 층의 부분 역시 확장 가능할 수 있다.

  도 25와 도 26에 도시된 다른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216)는 착용자-방향 층에 부착될 수 있

고, 가멘트-방향 층에 부착되거나 이의 연장부를 형성하는 제 2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217)는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

에 비해 인접한 허리 단부 가장자리(16)에 더 가까운, 즉 가랑이 영역(66)으로부터 더 멀리 있는 위치에서 제 1 확장 가능

한 허리밴드에 인접하게 배치될 수 있다. 착용자-방향 층과 가멘트-방향 층은 허리밴드 영역(63) 내에서 분리될 수 있어,

제 2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와 섀시의 가멘트-방향 층이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와 섀시의 착용자-방향 층으로부터 분

리된 때 착용자-방향 층과 가멘트-방향 층 사이에 형성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5)으로의 접근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

는, 적어도 제 2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는 탄성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제 2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를 둘러

싸는 가멘트-방향 층의 부분 역시 확장 가능할 수 있다.

  도 2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앙 섹션의 최상측 흡수 층(52)과 같은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일부분은 상면시이트

(61)와 같은 섀시의 액체 침투성 착용자-방향 층과 섀시의 다른 액체 침투성 층(205) 사이에 배치될 수 있다. 이러한 액체

침투성 층들 중 하나 또는 이둘 모두는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예컨대 후방 패널(30)을 수용하도록 된 개방 가능

한 섀시 포켓(5)의 일부분을 형성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획득 부재, 분배 부재, 또는 획

득/분배 부재는 액체 침투성 층들 사이에 배치된다. 일부 실시예에서, 적어도 하나의 액체 침투성 층이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2개의 부재들 사이에 배치될 수 있다.

  다르게는, 도 27에 도시된 중앙 섹션의 최하측 흡수 층(51)과 같은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일부분은 섀시의 액체

침투성 층(205)과 배면시이트(62)와 같은 섀시의 액체 불침투성 층 사이에 배치될 수 있다. 액체 침투성 층과 액체 불침투

성 층 중 하나 또는 이둘 모두는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예컨대 후방 패널(30)을 수용하도록 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5)의 일부분을 형성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분배 또는 획득/분배 부재는 액체 침투

성 층과 액체 불침투성 층 사이에 배치된다. 일부 실시예에서, 액체 침투성 층은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2개의 부

재들 사이에 배치될 수 있다.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 내에 부가적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을 형성하는 표면, 예컨대 상면시

이트, 배면시이트, 차단 다리 커프 등은 포켓의 팽창을 허용하도록 확장 가능한 재료, 바람직하게는 탄성적으로 확장 가능

한 재료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이들 재료는 적어도 횡방향으로 그리고 바람직하게는 횡방향과 종방향의 양 방향으로 확장

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의 이러한 팽창성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제거 및/또는 삽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액체를 흡수함에 따라 팽창되는 흡수 층을 포함하는 실시예에서

유용할 수 있다.

  일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과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디자인

시 예상된 미리 설정된 방향 외의 어떠한 방향으로도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삽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서로 "키이

결합될"(keyed) 수 있다. 그러므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은 형상화될 수 있고,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형상화된 개

방 가능한 섀시 포켓 내에 맞춰지도록 이에 대응하게 형상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28에 도시된 일부 실시예에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5)은 형상화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을 형성하는 적

어도 2개의 연결된 브랜치(branch)로 포켓을 두 갈래로 나누거나 분할하는 분리기(225)를 포함할 수 있다. 분리기는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에 대한, 상면시이트와 배면시이트의 결합 구역에 의해 또는 상면시이트 또는 배면시이트의 결합

구역에 의해 또는 이둘 모두에 의해 형성되어,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을 두 갈래로 나누거나 분할할 수도 있다. 이러한 두

갈래로 나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을 갖는 실시예에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예컨대 후방 패널(30)은 그의 내부 단

부(32)가 분리기의 외부 단부(228)를 지나서, 즉 허리 단부 가장자리로부터 분리기의 외부 단부보다 먼 지점까지 삽입되게

하는 상호작용 구조물(226)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구조물은 분리기의 수용 및/또는 우회를 위하여 대체 가능

한 코어 구성요소 내에 형성된 슬릿, 슬롯 또는 홈을 포함할 수 있다.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 내의 분리기는 섀시의 종방향

중심선(17)을 따라 형성될 수 있고,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내의 상호작용 구조물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종

방향 중심선(25)을 따라 형성될 수 있으며, 또는 대안적으로 분리기 또는 상호작용 구조물 중 하나 또는 이둘 모두는 각각

의 종방향 중심선으로부터 오프셋될 수 있다. 대칭 또는 오프셋 형상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의도된 단부-단부 배

향으로, 즉 그의 내부 단부가 가랑이 영역 내에 있고 그의 외부 단부가 허리 영역에 있도록 삽입되는 것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두 형상은 또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미리 설정된 횡방향 위치로 삽입되고, 미리 설정된 종방향 및/또

는 횡방향 위치로 액체 침투성 표면 영역으로 삽입되는 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오프셋 형상은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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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코어 구성요소가 비대칭적으로 두 갈래로 나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 내에 맞춰지기 위해서는 의도된 단부-단부 배향

과 그의 미리 설정된 착용자-방향 및 가멘트-방향 표면의 의도된 배향 모두로 삽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유용할 수 있

다.

  하나보다 많은 형상 요소, 예컨대 하나보다 많은 분리기뿐만 아니라, 분리기 이외의 형상 요소가 고려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시적인 형상 요소는 대응하는 "키이"가 미리 설정된 배향으로만 맞춰지는 슬롯, 하나 이상의 대응하는 핀, 보스, 돌

기가 미리 설정된 배향으로만 맞춰지는 하나 이상의 구멍 또는 함몰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부분적으로 삽입되고

나서 삽입을 완료하기 위하여 회전 및/또는 병진 이동될 것을 필요로 하는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 내의 격벽, 및 유사한 형

상을 포함할 수 있다.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이 수개의 별개로 연결된 브랜치 또는 서로 연결되지 않은 섹션으로 분할된, 즉 별개의 개방 가능

한 섀시 포켓으로 효과적으로 분할된 실시예에서, 대응하는 개수의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의

섹션 내에 나란한 횡방향 관계로 위치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도 28에 도시된 일부 실시예에서, 한 쌍의 전방 패널(20)은

두 갈래로 나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 내로 삽입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은 허리 영역으로부터 가랑이 영역 내로 가랑이 지점만큼 멀리 연장될 수 있다.

특히,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은 각각의 허리 영역으로부터 가랑이 영역 내로 흡수제품의 가랑이 지점보다 멀지 않게 연장

하여,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삽입 깊이가 가랑이 지점보다 멀지 않도록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흡수제품과 흡

수제품의 흡수 코어의 "가랑이 지점"은, 흡수제품이 디자인된 물리적 치수를 갖고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완전하게 직립

한 서있는 위치에 있는 착용자 상에 흡수제품을 위치시키고, 그 후 도 29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장 가능한 필라멘트(256)

를 다리(255) 둘레로 8자 형상으로 위치시킴으로써 결정된다. 필라멘트의 교차점(257)에 대응하는 흡수제품과 흡수 코어

의 지점은 흡수제품과 흡수 코어의 가랑이 지점인 것으로 간주된다. 가랑이 지점은 흡수제품에 대한 올바른 치수를 갖는

서있는 착용자 상에 흡수제품을 의도된 방식으로 위치시키고 교차된 필라멘트가 흡수제품 및/또는 흡수 코어와 접촉하는

위치를 결정함으로써 결정된다는 것이 이해된다.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흡수 층이 제거 불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와 모세관 액체 연통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체 가능

한 코어 구성요소의 하나의 주 표면의 적어도 일부분은 액체에 대해 침투성이어야 한다. 주 표면의 이러한 침투성 부분은

침투성 액체 전달 영역(246)을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이러한 주 표면의 면적의 적어도 약

20%는 액체 침투성이다. 이러한 주 표면의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약 50%, 그리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약 80%가 액

체 침투성일 수 있다. 침투성 액체 전달 영역은 액체 침투성 시이트(247)로 덮일 수 있다. 또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는 그의 주 표면의 양 면에 침투성 액체 전달 영역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30과 도 31에 도시된 예시적인 실시예에

서, 후방 패널(30)은 상부 패킷 층(250a)에 의해 형성된 그의 상부 주 표면 내에 침투성 액체 전달 영역(246a)과 하부 패킷

층(250b)에 의해 형성된 그의 하부 주 표면 내에 침투성 액체 전달 영역(246b)을 갖는다.

  침투성 액체 전달 영역(들)을 제외하고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주 표면은 액체 불침투성일 수 있다. 특히, 외부

단부 세그먼트 또는 적어도 외부 단부의 당김 탭의 구역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이러한 부분으로부터 액체가 새거

나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액체 불침투성인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구역으로부터의 누출의 방지는 보호자

가 사용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제거하는 동안 그 내부에 보유된 액체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액체 불침

투성 영역은 도 27에 도시된 후방 패널(30)의 흡수 층(34)과 패킷 층(250) 사이에 배치된 액체 불침투성 층(253)에 의해서

와 같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흡수 층과 표면을 형성하는 층 사이에 배치된 액체 불침투성 층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 다르게는, 액체 불침투성 영역은 주 표면을 형성하는 액체 불침투성 층에 의해 또는 다른 액체 침투성 층을 요구되는

영역에서 액체 불침투성이 되도록 하는 상기 액체 침투성 층의 처리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31에 도시된 실

시예에서, 침투성 액체 전달 영역(246)과 후방 패널(30)의 외부 단부(31) 사이의 패킷 층(250)의 부분들은 액체 불침투성

시이트 재료를 포함하거나 액체 불침투성이 되도록 처리될 수 있다.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예컨대 도 32에 도시된 후방 패널(30)은 내부 단부(32)와 외부 단부(31)를 갖고, 설명을 목적

으로 각각 그 길이의 1/4로 한정된 연속적인 제 1, 제 2, 제 3 및 제 4 세그먼트들로 종방향으로 분할될 수 있다. 대체 가능

한 코어 구성요소는 사실상 동일한 면적을 갖는 2개의 주 표면을 가질 수 있으며, 설명을 목적으로 4개의 종방향 세그먼트

의 각각의 면적은 세그먼트에 속하는 주 표면 중 하나의 부분의 면적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분할된 때, 본 발명

에서 내부 단부 세그먼트로도 지칭되는 제 1 세그먼트(111)는 내부 단부를 포함하고, 제 2, 제 3 및 제 4 세그먼트들 중 어

떠한 세그먼트의 면적보다도 작은 면적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내부 단부는 제 2 세그먼

트(112)의 폭(116)보다 작은 폭(115)을 가질 수 있고 수렴하는 측부(117)를 가질 수 있는데, 즉 내부 단부 세그먼트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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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단부를 향해 수렴적으로 테이퍼질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외부 단부 세그먼트로도 지칭되는 제 4 세그먼트(114)는 외부

단부를 포함하고, 제 2 세그먼트 또는 제 3 세그먼트(113) 중 적어도 하나의 면적보다 작은 면적을 가질 수 있다. 제 2 및

제 3 세그먼트의 면적은 사실상 동일할 수 있으며, 또는 제 2 세그먼트는 제 3 세그먼트의 면적보다 작은 면적을 가질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4개의 세그먼트는 하기의 면적을 가질 수 있다. 제 1 세그먼트는 10 cm2 내지 110 cm2 또는 바람

직하게는 30 cm2 내지 70 cm2의 면적을 가질 수 있다. 제 2 세그먼트는 10 cm2 내지 110 cm2 또는 바람직하게는 30 cm2

내지 100 cm2의 면적을 가질 수 있다. 제 4 세그먼트는 10 cm2 내지 110 cm2 또는 바람직하게는 30 cm2 내지 100 cm2

의 면적을 가질 수 있다. 제 3 세그먼트는 10 cm2 내지 110 cm2 또는 바람직하게는 30 cm2 내지 100 cm2의 면적을 가질

수 있다. 이들 면적에 기초하여,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총 표면적은 40 cm2 내지 440 cm2 또는 바람직하게는 120

cm2 내지 370 cm2일 수 있다.

  유사하게,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흡수 구조, 예컨대 후방 패널(30)의 흡수 층(34)은 내부 단부(238)와 외부 단부

(239)를 갖고, 설명을 목적으로 그 내부 단부로부터 외부 단부까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4개의 세그먼트에 전체적

으로 대응하여 4개의 연속적인 세그먼트(231, 232, 233, 234)로 종방향으로 분할될 수 있다.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와 마찬가지로, 흡수 구조는 사실상 동일한 면적을 갖는 2개의 주 표면을 가질 수 있고, 설명을 목적으로 흡수 구조의 4개

의 종방향 세그먼트의 각각의 면적은 세그먼트 내에 속하는 주 표면 중 하나의 부분의 면적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 일부 실

시예에서, 흡수 층은 도 3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제 1 세그먼트(111)로부터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제 4 세그먼트(114)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흡수 층은 도 3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제 1 세그먼트(111)로부터 제 2 세그먼트(112) 또는 제 3 세그먼트(113)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제 1 흡

수 층 세그먼트(231) 또는 흡수 층의 내부 단부 세그먼트는 흡수 층의 내부 단부를 포함하고, 흡수 층의 다른 세그먼트 중

어떠한 세그먼트의 면적보다도 작은 면적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흡수 층의 내부 단부는 흡수 층의 제 2 세그먼트의 최

대 폭보다 작은 폭을 가질 수 있고 수렴하는 측부를 가질 수 있는데, 즉 내부 단부 세그먼트는 내부 단부를 향해 수렴적으

로 테이퍼질 수 있다. 흡수 층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형상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전체 형상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흡수 층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가질 수 있지만,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주변부

내측으로의 소정 거리에 맞춰지도록 크기는 감소할 수 있다. 다르게는, 흡수 층과 전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상이

한 형상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사실상 직사각형인 형상을 가질 수 있는 반면, 이의

내측의 흡수 층은 테이퍼진 형상을 가질 수 있다.

  도 35와 도 3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하나의 단부 세그먼트에

부착된 확장 가능한 덮개 층(300)을 포함할 수 있다.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은 영구적인 부착 수단(301)에 의해서와 같이 대

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단부 세그먼트 내에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는 것이 바람직하

며, 폐기를 위하여 사용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덮기에 충분하게 확장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확장 가

능한 덮개 층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도 3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흡수제품 내에 있을 때 섀시(chassis)에 해제 가능

하게 부착될 수 있다.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으로부터 화살표(321)로 나타낸 방향으로 제거하는 동안, 확

장 가능한 덮개 층의 일부분은 해제 가능한 부착 수단(302)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유되어,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은 도 3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인출될 때 이를 덮도록 확장된다.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섀시로부

터 완전하게 인출되면, 해제 가능한 부착 수단은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을 섀시로부터 해제시킬 수 있고, 그 후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계속 덮을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은 박리식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제 1 결합 구역 내에서 삽입 도구와 결합될 수 있고, 제 2 결합 구역 내에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에 해제

불가능하게 결합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은 삽입 도구로부터 해제되어, 삽입 도구가 섀시로부

터 인출됨에 따라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단부에 인접한 섀시에 해제 가능하게 부착될 수 있다. 대체 가능한 코

어 구성요소가 섀시로부터 이어서 제거된 때,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은 섀시에 부착되어 유지될 수 있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표면을 덮기 위하여 확장되고, 그 후 섀시로부터 해제될 수 있다.

  확장 가능한 덮개 층(300)은 여러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확장성은 확장 가능한, 바람직하게는 저율(low

modulus) 재료를 사용하여 제공될 수 있고, 또는 대안적으로 도 37과 도 3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체 가능한 구성요소의

제거에 의해 대체 가능한 구성요소를 덮게 하기 위하여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을 확장시키거나 펴도록 확장 가능한 덮개 층

의 접거나 주름을 잡음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은 소성적으로 확장 가능하거나 변형

될 수 있다.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을 포함하는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은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의 확장 전

에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면적의 바람직하게는 75% 미만을 덮으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면적의 50% 미만을 덮는

다.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이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의 확장을 제공하도록 펴지는 실시예에서,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은 적어도

하나의 절첩부,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2개의 절첩부, 그리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3개의 절첩부를 갖는다. 절첩된 확

장 가능한 덮개 층을 포함하는 실시예의 경우,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은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의 확장 전에 대체 가능한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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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의 면적의 바람직하게는 75%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면적의 50% 미만, 그리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면적의 25%

미만을 덮는다. 절첩성과 확장성의 조합은 또한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을 형성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잔여부를 덮도록 먼저 펴지고 나서, 바람직하게는 소성 변형을 통해

확장될 수 있다.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적어도 침투성 액체 전달 영역을 덮도록 확장되어야

하며, 바람직하게는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인출됨에 따라 이의 내부 단부를 지나 확장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최내측 단부 가장자리를 지나 확장할 수 있고, 해제

가능한 부착 수단들은 확장 가능한 덮개 층에 의해 형성된 개방 가능한 포켓의 부분적인 폐쇄부를 형성하도록 만날 수 있

다.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도 39와 도 4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허리 영역 내에서, 가랑

이 영역 내에서, 또는 이둘 모두의 영역 내에서 섀시에 해제 가능하게 부착하는 것에 의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그

의 완전하게 삽입된 위치에서 해제 가능하게 보유하도록 구성된 위치 안정기(310)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위치 안정기는 대

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상에 배치되어 섀시 상에 배치된 상보적인 부재와 결합하도록 또는 섀시의 부직포 표면과 결합하

도록 된 후크 또는 루프 부재와 같은 기계식 표면 패스너를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위치 안정기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표면에 배치되어 섀시의 표면과 해제 가능하게 결합하도록 된 접착제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르게는, 섀시

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표면과 해제 가능하게 결합하도록 된 위치 안정기를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위

치 안정기는 슬롯 내부로 삽입되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그의 완전하게 삽입된 위치에서 해제 가능하게 보유하도

록 된 탭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상의 탭은 섀시 내의 슬롯 내부로 삽입될 수 있고, 그 반

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단부 세그먼트에 배치된 이러한 탭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

소가 완전하게 삽입되어 있는 동안 위치 안정기(310)로서 역할하도록 대응하는 슬롯 내부로 삽입될 수 있고, 그 후 대체 가

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섀시로부터 제거될 때 슬롯으로부터 제거되고 제거용 당김 탭(46)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도 39와 도 40에 또한 도시된 바와 같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이 코어 구성요소를 섀시로부터 제거하는 데에 사

용될 수 있는 당김 탭(46)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당김 탭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그의 제거 중에 용이하게 제어

할 수 있게 하는 파지 부분(237)을 포함할 수 있다. 이 파지 부분은 제거를 위한 당김 탭의 파지를 용이하게 하도록 대체 가

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표면의 잔여부보다 큰 마찰 계수를 갖는 재료를 포함할 수 있거나 조직화된(textured) 표면을 가질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당김 탭은 제거를 용이하게 하도록 손가락이 삽입될 수 있는 당김 링(236)을 포함하는 형상과

같은 다양한 형상을 가질 수 있다.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섀시에 대해 미리 설정된 위치에 도달한 때의 지시를 제공하

도록 삽입 깊이 지시기(280)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삽입 깊이 지시기는 도 4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

소가 미리 설정된 위치에 도달한 때 섀시의 허리 단부 가장자리(16)와 정렬되도록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단부

세그먼트 내에 위치된 선(281)과 같은 가시적인 지시기를 포함할 수 있다. 가시적인 삽입 깊이 지시기의 다른 예에서, 도

42와 도 4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상의 도식적 객체(282)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미리

설정된 위치에 도달한 때 나란한 복합적인 도식적 객체를 형성하도록 섀시 상의 인접한 도식적 객체(283)와 정렬될 수 있

다. 도 44와 도 45에 도시된 바와 같은 가시적인 삽입 깊이 지시기의 또 다른 예에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상의 도식

적 객체(282)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미리 설정된 위치에 도달한 때 겹쳐지는 복합적인 도식적 객체를 형성하도

록 섀시 상의 인접한 도식적 객체(283)와 정렬될 수 있다. 후자의 예에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상의 도식적 객체

(282)는 섀시 상의 도식적 객체(283)와 일치하는 섀시 층의 반투명 또는 투명 부분을 통해 보여질 수 있다.

  삽입 깊이 지시기는 일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계식 삽입 깊이 지시기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삽입 깊이 지시기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미리 설정된 위치에 도달한 때 섀시 상에 배치된 상보적인

부재와 결합하도록 또는 섀시의 부직포 표면과 결합하도록 된, 예컨대 후크 부재 또는 루프 부재와 같은 기계식 표면 패스

너와 같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상에 배치된 부재를 포함할 수 있다. 기계식 삽입 깊이 지시기의 다른 예에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표면은 섀시의 인접 표면의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마찰 계수를 가질 수 있어, 대체 가능

한 코어 구성요소가 미리 설정된 위치에 도달한 때 마찰 계수의 증가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미리 설정된 위치를

지나 활주시키는 데에 요구되는 힘을 현저하게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기계식 삽입 깊이 지시기는 허리 영역 내에, 가랑

이 영역 내에, 또는 이둘 모두의 영역 내에 배치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계식 삽입 깊이 지시기는 삽입 깊이 지시기와 위

치 안정기 모두로서 동시에 역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39와 도 40에 도시된 각각의 위치 안정기(310)는 기계식 삽입

깊이 지시기로서도 역할할 수 있다. 기계식 삽입 깊이 지시기의 대안적인 형태는 돌출 요소 형태의 기계식 삽입 깊이 지시

기(284)가 후방 패널(30)이 미리 설정된 깊이를 지나 삽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도 46과 도 47에 도시되어 있다. 이

들 도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계식 삽입 깊이 지시기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단부들 사이의 임의의 위치에

도 위치될 수 있다. 기계식 삽입 깊이 지시기는 전술된 바와 같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두께 치수 내에서 대체로

배향된 요소에 추가하여 또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횡방향으로 연장 또는 돌출하는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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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단부 세그먼트는 후방 패널(30)의 미리 설정된 깊이를 지난 삽입을 방지하는 횡방향으로

연장하는 부분을 포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도 46과 도 47에 도시된 돌출 요소의 형태인 기계식 삽입 깊이 지시기(284)와

유사하게 기능할 수 있다.

  일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표면 또는 이 외부 표면에 배치된 요소는 섀시의 인접 표

면에 대한 방향성 마찰 계수를 가질 수 있고, 이럼으로써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의도된 단부-단부 배향으로 삽입되

고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한 촉각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표면을 형성하고

방향성 마찰 특성을 갖는 재료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내부 단부가 먼저 삽입된 때 활주 마찰 계수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섀시 내로 용이하게 삽입될 수 있도록 배향될 수 있다. 한편, 역전된 대체 가능한 코

어 구성요소, 즉 그의 외부 단부가 먼저 삽입되도록 배향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삽입이 시도되는 경우, 방향성 재

료의 상대적으로 큰 활주 마찰 계수가 큰 저항력을 제공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역전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섀시

내로의 삽입은 상대적으로 더욱 어렵게 된다. 이러한 방향성 마찰 표면 재료는, 예컨대 방향성 보풀(nap) 또는 결(grain)을

갖는 직물, 배향된 돌출부 또는 돌기를 갖는 시이트, 배향된 치형 또는 후크를 갖는 시이트, 또는 적합한 방향성 마찰 특성

을 갖는 임의의 기타 공지된 구조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48과 도 49에서, 방향성 마찰 계수는 후방 패널(30)의 외부 단부(31)를 지향하는 경사 치형(287)과 수직

치형(286)에 의해 예시적으로 나타내어지며, 후방 패널(30)의 한 방향으로의 이동은 경사 치형을 수직 치형(286)에 대항

하여 휘게 하여 이동에 대한 비교적 작은 저항을 나타낼 것으로 예견될 수 있는 반면 후방 패널의 반대 방향으로의 이동은

경사 치형을 수직 치형에 대해 엉키게 하여 이러한 반대 방향으로의 이동에 대해 비교적 큰 저항을 나타낼 것으로 예견될

수 있다. 도 48에서, 후방 패널(30)은 그 내부 단부(32)가 먼저 삽입되도록 의도된 단부-단부 배향으로 배향된 것으로 도

시되어 있다. 이 도면에서, 후방 패널(30)의 내측 방향, 즉 그의 외부 단부(31)로부터 그의 내부 단부(32)를 향한 방향으로

의 이동은 경사 치형(287)을 수직 치형(286)에 대항하여 휘게 하여 내측으로의 이동에 대한 비교적 작은 저항을 나타낼 것

으로 예견될 수 있다. 다른 한편, 도 49에서, 후방 패널(30)은 그 외부 단부(31)가 먼저 삽입되도록 의도된 단부-단부 배향

과 반대로 배향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이 도면에서, 후방 패널(30)의 내측 방향, 즉 그의 내부 단부(32)로부터 그의 외부

단부(31)를 향한 방향으로의 이동은 경사 치형(287)을 수직 치형(286)에 대해 엉키게 하여 내측으로의 이동에 대한 비교

적 큰 저항을 나타낼 것으로 예견될 수 있다.

  방향성 마찰 특성은 섀시 내에 의도된 단부-단부 배향으로 삽입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측 이동에 저항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48의 후방 패널(30)의 외측 방향으로의 이동은 경사 치형(287)을 수직 치형(286)에 대

해 엉키게 하여 외측으로의 이동에 대한 비교적 큰 저항을 나타낼 것으로 예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향성 마찰

표면 재료의 사용에 의한 추가의 이점은 의도된 미리 설정된 배향으로 삽입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측 이동에

저항하는 비교적 큰 마찰력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삽입 후의 의도된 미리 설정된 위치에서의 보유를 보조할 수

있어 이러한 재료가 위치 안정기로서 역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대향하는 외부 표면들은 섀시의 인접 표면들과는 상이한 마찰

계수를 가질 수 있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그의 미리 설정된 착용자-방향 및 가멘트-방향 표면의 의도된 배향으

로 삽입되었는 지의 여부에 관한 촉각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실시예에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가멘트-방향 표면을 형성하고 방향성 마찰 특성을 갖는 재료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그의 미리 설정된 착용자-

방향 표면을 섀시의 착용자-방향 층을 향해 배향시킨 상태로 그리고 그의 미리 설정된 가멘트-방향 표면을 섀시의 가멘트

-방향 층을 향해 배향시킨 상태로 삽입된 때, 활주 마찰 계수가 비교적 작도록 배향될 수 있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의 섀시 내로의 삽입을 비교적 쉽게 하도록 배향될 수 있다. 한편, 역전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즉 그 착용자-방향

및 가멘트-방향 표면이 의도된 방향으로부터 역전되도록 배향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삽입이 시도된다면, 비교적

큰 활주 마찰 계수를 갖는 방향성 재료는 비교적 큰 저항력을 제공할 수 있어, 역전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섀시

내로의 삽입을 비교적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 마찰 표면 재료는, 예를 들면 방향성 보풀 또는 결을 갖는 직물, 배

향된 돌출부 또는 돌기를 갖는 시이트, 배향된 치형 또는 후크를 갖는 시이트, 또는 적합한 방향성 마찰 특성을 갖는 임의

의 기타 공지된 구조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 마찰 표면 재료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하나 이상의 주 표

면에 배치될 수 있고, 또는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가장자리 표면에 배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50과 도 51에서, 방향성 마찰 계수는 후방 패널(30)의 내부 단부(32)를 지향하는 제 1 경사 치형(285), 후

방 패널(30)의 외부 단부(31)를 지향하는 제 2 경사 치형(287), 및 수직 치형(286)에 의해 나타나고, 후방 패널(30)의 하나

의 방향으로의 이동이 경사 치형을 수직 치형(286)에 대항하여 휘게 하여 이동에 대한 비교적 작은 저항을 나타낼 것으로

예견될 수 있는 반면 후방 패널의 반대 방향으로의 이동은 경사 치형을 수직 치형에 대해 엉키게 하여 이러한 반대 방향으

로의 이동에 대한 비교적 큰 저항을 나타낼 것으로 예견될 수 있다. 도 50에서, 후방 패널(30)은 제 2 경사 치형(287)이 수

직 치형(286)을 향해 배향되고 제 1 경사 치형(285)이 수직 치형(286)으로부터 멀리 배향되도록 그의 미리 설정된 착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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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및 가멘트-방향 표면의 의도된 배향으로 배향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이 도면에서, 후방 패널(30)의 내측 방향, 즉

그의 외부 단부(31)로부터 그의 내부 단부(32)를 향한 방향으로의 이동은 제 2 경사 치형(287)을 수직 치형(286)에 대항

하여 휘게 하여 내측으로의 이동에 대한 비교적 작은 저항을 나타낼 것으로 예견될 수 있다. 한편, 도 51에서, 후방 패널

(30)은 제 1 경사 치형(285)이 수직 치형(286)을 향해 배향되고 제 2 경사 치형(287)이 수직 치형(286)으로부터 멀리 배

향되도록 그의 미리 설정된 착용자-방향 및 가멘트-방향 표면의 의도된 배향과 반대로 배향된 것으로 도시된다. 이 도면

에서, 후방 패널(30)의 내측 방향, 즉 그의 외부 단부(31)로부터 그의 내부 단부(32)를 향한 방향으로의 이동은 제 1 경사

치형(285)을 수직 치형(286)에 대해 엉키게 하여 내측으로의 이동에 대한 비교적 큰 저항을 나타낼 것으로 예견될 수 있

다.

  방향성 마찰 특성은 미리 설정된 착용자-방향 및 가멘트-방향 표면의 의도된 배향으로 삽입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

소의 외측 이동에 대해 저항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50의 후방 패널(30)의 외측 방향으로의 이동은 제 2

경사 치형(287)을 수직 치형(286)에 대해 엉키게 하여 외측으로의 이동에 대한 비교적 큰 저항을 나타낼 것으로 예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향성 마찰 표면 재료의 사용에 의한 추가의 이점은 의도된 미리 설정된 배향으로 삽입된 대체 가

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측 이동에 저항하는 비교적 큰 마찰력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삽입 후의 의도된 미리 설

정된 위치에서의 보유를 보조할 수 있어 이러한 재료가 위치 안정기로서 역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술한 방향성 마찰 특성을 갖는 요소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의도된 단부-단부 배향으로 삽입되고 있는 지의

여부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그의 미리 설정된 착용자-방향 및 가멘트-방향 표면의 의도된 배향으로 삽입되고 있

는 지의 여부 모두에 관한 촉각적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방식으로 조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52, 도 53, 도

54, 및 도 5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후방 패널(30)의 내부 단부(32)를 지향하는 제 1 경사 치형(285), 후방 패널(30)의 외부

단부(31)를 지향하는 제 2 경사 치형(287), 및 수직 치형(286)의 각각은 역시 방향성 마찰 계수를 나타낸다. 도 52에서, 후

방 패널(30)은 의도된 단부-단부 배향으로 그리고 그의 미리 설정된 착용자-방향 및 가멘트-방향 표면의 의도된 배향으로

배향되어, 후방 패널(30)의 삽입 방향(320)으로의 이동은 제 2 경사 치형(287)을 수직 치형(286)에 대항하여 휘게 하여 이

동에 대한 비교적 작은 저항을 나타낼 것으로 예견될 수 있다. 그러나, 도 53에서, 후방 패널(30)은 그의 미리 설정된 착용

자-방향 및 가멘트-방향 표면의 의도된 배향과 반대로 배향된 것으로 도시되며, 후방 패널(30)의 삽입 방향(320)으로의

이동은 제 1 경사 치형(285)을 수직 치형(286)에 대해 엉키게 하여 내측으로의 이동에 대한 비교적 큰 저항을 나타낼 것으

로 예견될 수 있다. 그 다음, 도 54에서, 후방 패널(30)은 그 외부 단부(31)가 먼저 삽입되도록 의도된 단부-단부 배향과 반

대로 배향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이 도면에서, 후방 패널(30)의 내측 방향, 즉 그의 내부 단부(32)로부터 그의 외부 단

부(31)를 향한 방향으로의 이동은 경사 치형(287a)을 수직 치형(286)에 대해 엉키게 하여 내측으로의 이동에 대한 비교적

큰 저항을 나타낼 것으로 예견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 55에서, 후방 패널(30)은 의도된 단부-단부 배향과 반대로 그리

고 그의 미리 설정된 착용자-방향 및 가멘트-방향 표면의 의도된 배향과 반대로 배향된 것으로 도시된다. 이 도면에서, 후

방 패널(30)의 내측 방향, 즉 그의 내부 단부(32)로부터 그의 외부 단부(31)를 향한 방향으로의 이동은 경사 치형(287b)을

수직 치형(286)에 대해 엉키게 하여 내측으로의 이동에 대한 비교적 큰 저항을 나타낼 것으로 예견될 수 있다.

  도 56, 도 57, 도 58, 도 59, 도 60, 도 61, 도 62, 도 63, 도 64, 및 도 6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는 손가락(들) 또는 삽입 도구(270)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의도된 미리 설정된 배향으로 섀시 내로 삽입하도록

힘을 가하기 위하여 삽입될 수 있는 개방 가능한 삽입 포켓(260)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삽입력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

성요소의 외부 단부로부터 내부 단부를 향하여 화살표(320)에 의해 나타낸 방향, 예컨대 후방 패널(30)의 외부 단부(31)로

부터 내부 단부(32)를 향한 방향으로 가해진다. 예를 들면, 후방 패널(30)은 외부 단부 가장자리(265), 내부 단부(264), 및

그의 외부 단부 가장자리에 위치되고 후방 패널(30)의 외부 단부(31)를 향한 개방 가능한 단부(263)를 갖는 개방 가능한

삽입 포켓을 형성하도록 연속적인 선형 접합부에 의해 또는 일련의 점 접합부에 의해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에 의해 그

의 외부 표면에 결합된 일 부분의 시이트 재료(261)를 가질 수 있다. 접합부(262)는 초음파 접합, 열 접합, 가압 접합 또는

접착제 접합을 포함하는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수단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표면에 적어도 2개의 가장자리를 따라 결합된 시이트 재료의 임의의 부분이 개방 가능한 삽입 포켓을 형성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시이트는 다르게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섀시 내부로 의도된 미리 설정된 배향으로 삽입하도

록 개방 가능한 삽입 포켓으로서 유사하게 역할할 수 있는, 즉 삽입력을 방향(320)으로 부여하기 위하여 이러한 포켓형 공

간 내에 삽입되는 손가락 또는 삽입 도구와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사용될 수 있는 개방 가능한 포켓형 공간을 형성하

는 임의의 패턴으로, 임의의 위치, 예컨대 그의 가장자리의 내부에 접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접합부는 도 60에 도시된 간

헐적 선형 접합부(262)의 형태 또는 도 61과 도 63에 도시된 점 접합부(262)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개방 가능한

삽입 포켓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하나의 주 표면에 배치될 수 있고, 또는 도 64와 도 65에 도시된 바와 같이 2개

의 개방 가능한 삽입 포켓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대향하는 주 표면들 상에 배치될 수 있다. 개방 가능한 삽입 포

켓은 바람직하게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내부 단부 세그먼트 내에 배치된다. 일부 실시예에서, 삽입 도구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개방 가능한 삽입 포켓 내측에 미리 배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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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 가능한 삽입 포켓은 단지 손가락(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크기, 보호자의 전체 손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크기, 또는

삽입 도구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크기를 가질 수 있다. 삽입 포켓의 길이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내부 단부에 인접

한 개방 가능한 삽입 포켓의 최내측 단부로부터 개방 가능한 삽입 포켓의 최외측 단부까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종방향 중심선을 따라 측정될 수 있다. 개방 가능한 삽입 포켓의 길이는 도 5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

요소의 길이의 적어도 약 10%일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도 6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길이의

적어도 약 20%, 더욱 바람직하게는 도 6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어도 약 40%, 그리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도 5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어도 약 60%이다. 삽입 포켓 시이트 재료는 액체 불침투성일 수 있지만, 액체 침투성인 것이 바람직하다. 삽

입 포켓 시이트 재료는 보호자의 손을 수용하도록 또는 도 6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폐기를 위하여 절첩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둘레 또는 폐기를 위하여 대향하는 표면의 일부분을 덮기 위하여 절첩되지 않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단

부 둘레를 감싸도록 개방 가능한 삽입 포켓을 팽창시키기 위하여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67에 도시된 삽입 포켓 시

이트(261)는 도 6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폐기를 위하여 침투성 액체 전달 영역(246)을 덮도록 후방 패널(30)의 내부 단부

(32) 둘레로 절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삽입 포켓 시이트 재료는 탄성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삽입

포켓 시이트(261)는 삽입 포켓 시이트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일부분 위로 절첩되게 하여 폐기를 위하여 대체 가

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침투성 액체 전달 영역(246)을 덮을 수 있도록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표면으로부터 천공 또

는 해제 가능한 접착제 부착구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도 6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제 1 주 표면(251)의 일부분을 덮

는 그리고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반대편 제 2 주 표면(252)의 적어도 일부분을 덮도록 후방 패널(30)의 내부 단부

(32)와 같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가장자리 위로 감싸지는, 액체 침투성이거나 액체 불침투성일 수 있는 덮개 시

이트(249)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감싸진 덮개 시이트(249)는 도 70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방 가능한 삽입

포켓(260)을 형성하여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일 면의 삽입 포켓 시이트(261)로서 역할을 하거나, 또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양 면의 개방 가능한 삽입 포켓을 형성할 수 있다. 덮개 시이트(249)는 또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둘레를 완전하게 감쌀 수 있고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둘러싸는 튜브형 구조를 형성하도록 그의 대향하는 가장자리

여유부(margin)들이 겹쳐지는 위치에서 결합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액체 불침투성인 이러한 덮개 시이트는 외부 단

부 세그먼트의 일부분 및/또는 당김 탭의 일부분을 형성할 수 있고, 이럼으로써 흡수 층 내의 액체가 대체 가능한 코어 구

성요소의 이러한 부분의 외부 표면을 적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개방 가능한 삽입 포켓(260)은 또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내부에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부 삽입 포켓

(260)은 도 7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흡수 층(34)과 중첩된 흡수 층(36) 사이에, 또는 도 7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흡수 층(34)

과 내부 층(266) 사이에, 또는 도 73에 도시된 바와 같이 2개의 내부 층(266a, 266b) 사이에서 후방 패널(30) 내에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손가락(들)이나 또는 삽입 도구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의도된 미리 설정된 배향으로

섀시 내부로 삽입하도록 힘을 가하기 위하여 내부 삽입 포켓 내로 삽입될 수 있다. 내부 삽입 포켓을 형성하는 층은 액체

침투성일 수 있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하나의 흡수 층으로부터 내부 삽입 포켓의 반대편 면에 배치된 다른 흡수

층으로의 액체의 통과를 허용한다. 다르게는, 내부 삽입 포켓을 형성하는 하나 이상의 층은 액체 불침투성일 수 있어, 흡수

층(들)과 내부 삽입 포켓 사이의 액체 유동에 대한 차단부(barrier)로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부 층(266)은 액체

침투성 또는 액체 불침투성일 수 있다.

  내부 삽입 포켓을 갖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도 7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 삽입 포켓 내측에 배치되고 대체 가

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내부 단부 세그먼트에 인접한 내부 삽입 포켓의 내부 단부(264)로부터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의 외부 단부 세그먼트를 향해 연장하는 역전 당김 탭(268)을 포함할 수 있다. 역전 당김 탭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의 외부 단부를 향해 당겨질 때,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내부 단부를 내부 삽입 포켓

내로 이를 통해 당김으로써 역전되고, 즉 내측이 외부가 되도록 뒤집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원래의 외부 층은 내

측으로 당겨지고 내부 삽입 포켓의 원래의 내부 층은 역전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측으로 당겨지게 된다. 달리

말하면, 역전된 때,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도 7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측이 외부가 되도록 뒤집히고 원래의 내부

층(266) 내에 감싸진다. 이러한 역전 가능한 실시예에서, 내부 층은 액체 불침투성이어서 역전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

소가 폐기를 위하여 이들 액체 불침투성 층 내에 감싸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단부

세그먼트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흡수제품 내에 있을 때 섀시에 해제 가능하게 부착될 수 있어, 흡수제품으로부터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제거하는 동안, 외부 단부 세그먼트는 해제 가능한 부착 수단(305)에 의해 일시적으로 유지

되고 이럼으로써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그의 인출에 따라 역전, 즉 내측이 외부가 되도록 뒤집히게 된다. 대체 가능

한 코어 구성요소가 섀시로부터 완전하게 인출되면, 해제 가능한 부착 수단은 외부 단부 세그먼트를 해제시킬 수 있고, 그

러면 원래의 내부 층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계속 덮을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해제 가능한 부착 수단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역전된 형상으로 고정하도록 함께 패스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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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제품의 가랑이 영역으로부터 허리 영역들 중 하나로만 연장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바람직하게는 가랑이 영역으로부터 하나의 허리 영역의 허리 단부 가장자리를 지나 연장하여, 대

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단부가 노출되고 그럼으로써 흡수제품이 착용된 때 이를 볼 수 있게 된다. 본 개시 내용에

서 이를 위하여, 후방 패널(30)의 외부 단부(31)는 도 17, 도 18, 도 28, 도 41, 도 43 및 도 45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인접한

허리 단부 가장자리(16)를 지나 연장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허리 단부 가장자리를 지나 연장하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일 부분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젖은 상태에

대한 지시를 제공하도록 된 액체 존재 지시기(290)를 포함할 수 있다. 액체 존재 지시기는 도 7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킹

재료의 다중 스트립(291)을 포함할 수 있고, 이는 스트립의 길이, 스트립의 두께, 스트립의 형상과 면적, 다양한 스트립에

사용된 위킹 재료의 기공 크기, 스트립의 흡수 용량, 스트립의 친수성의 정도 등과 같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단

일 위킹 스트립(291)이 도 7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될 수도 있다. 적합한 위킹 스트립(291)은 적어도 약 10 cm의 30분

수직 위킹 높이를 가질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20 cm, 더욱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30 cm의 30분 수직 위킹 높이를

가질 수 있다. 위킹 스트립은 큰 표면적을 갖는 섬유(high surface area fiber), 모세관 채널 필라멘트, 개방 셀 중합 폼 및/

또는 치밀화된 셀룰로오스 기재와 같은 재료를 포함할 수 있다. 위킹 스트립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예컨대 후방 패

널(30) 내에 배치될 수 있어, 적어도 하나의 위킹 스트립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침투성 액체 전달 영역으로부터

외부 단부 세그먼트로 연장한다. 각각의 위킹 스트립은 바람직하게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저장/재분배 부재의 적

어도 일 부분과 모세관 액체 연통된다. 위킹 스트립의 일 부분은 또한 위킹 스트립과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흡수 층

사이에 배치된 액체 불침투성 층(293)에 의해 저장/재분배 부재로부터 격리될 수 있다. 위킹 스트립은 그의 외부 단부 상

에 또는 이에 인접하게 배치된 가시적인 액체 존재 지시 수단(292)을 가질 수 있다. 가시적인 지시 수단은 일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고온 용융 접착제의 형태로 위킹 스트립에 인가될 수 있는 pH-활성 또는 습기-활성 재료를 포함할 수 있다. 바

람직하게는, 가시적인 지시 수단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표면을 형성하는 재료를 통해 볼 수 있어, 위킹 스트

립(들)을 볼 수 있게 하도록 스트립(들)을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단부를 지나 연장시킬 필요가 없게 한다.

  일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액체 존재 지시기(290)는 도 7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장 부재 또는 저장/재분배 부재와 같

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흡수 층 상에 배치된 지시 조성물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시 조성물은 바람직하게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단부 세그먼트 내에서 흡수 층 상에 배치될 수 있다. 지시 조성물은 가시적 지시를 제공

할 수 있으며, 일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고온 용융 접착제 또는 수용성 염료의 형태로 흡수 층에 인가될 수 있는 pH-활성

또는 습기 활성 재료를 포함할 수 있다. 가시적인 액체 존재 지시 수단(292)은 바람직하게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섀시 내에서 의도된 미리 설정된 깊이로 삽입될 때 섀시의 허리 단부 가장자리 위에 배치된다.

  그러나, 일부 실시예에서, 가시적인 지시 수단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의도된 미리 설정된 깊이로 삽입된 때 제

품의 허리 영역 내에서 허리 단부 가장자리 아래에, 즉 배면시이트와 착용자 사이에 배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정 흡수

스트립(294)은 도 78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젖은 구역(296) 내에서 색상이 변경되는 리트머스 종이형 기재 또는 도 79에 도

시된 바와 같은 일련의 가시적인 액체 존재 지시 수단(292)을 포함하는데, 이들의 각각은 액체 존재에 응답하여 또는 지시

수단과 접촉하는 액체의 pH에 응답하여 가시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다른 예로서, pH-활성 또는 습기-활성 재료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표면에 스트라이프 형태(stripe)로 적용될 수 있다. "액체 수준" 지시를 제공하는 이들 접근

법들은 액체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 외에도 사용자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내에 함유된 액체의 실제 수준에 대한 평

가를 할 수 있게 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가시적인 지시 수단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의도된 미리 설정된 깊이로

삽입된 때 배면시이트를 통해 볼 수 있다.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액체 존재 지시 수단을 볼 수 있는 반투명 또는 투

명 영역을 가질 수 있고, 일부 실시예에서 가시적인 액체 존재 지시 수단을 갖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의도된 미리 설정된 깊이와 의도된 미리 설정된 위치 및 배향으로 제품 내에 삽입된 때 가시적인 지시 수

단과 정렬하는 배면시이트 내의 투명 또는 반투명 영역을 갖는 섀시에 사용될 수 있다.

  일부 예시적인 실시예는 도 8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딥스틱"(dipstick) 유형의 가시적인 액체 존재 지시기를 가질 수 있으

며, 여기서 흡수 스트립(294)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내의 완전하게 삽입된 위치와 부분적으로 삽입된 위치 사이에

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층 내의 슬릿(295)을 통해 이동될 수 있고, 이럼으로써 가시적인 액체 존재 지시 흡

수 스트립의 내부 부분을 노출시키고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젖게 되는 수준의 결정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딥스

틱" 유형의 가시적인 액체 존재 지시 흡수 스트립의 용법은 자동차 엔진 내의 유체 수준, 항공기 연료 탱크 내의 연료 수준,

또는 지상 저장 탱크 내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딥스틱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딥스틱" 유형의 가시적인 액체 존재

지시 흡수 스트립은 도 81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젖은 구역(296) 내의 색상이 변화하는 리트머스 종이형 기재를 포함할 수

있고 또는 도 82에 도시된 바와 같은 일련의 가시적인 액체 존재 지시 수단(292)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들 각각은 액체 존

재에 응답하여 또는 지시 수단과 접촉하는 액체의 pH에 응답하여 가시적 변화를 겪는다. 딥스틱 접근법은 액체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 외에도 사용자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내에 함유된 액체의 실제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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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실시예에서, 액체 존재 지시기는 그의 치수, 인장 강도, 내압축성, 내굽힘성, 또는 내좌굴성이 물에 의해 접촉된 때

변경되는 감수성 구속 요소(water-sensitive restraining element)를 포함할 수 있다. 감수성 구속 요소는 수용성 재료,

또는 셀룰로오스 재료와 같이 젖게 될 때 약화되지만 용해되지는 않는 재료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83과 도 8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액체 존재 지시기는 탄성 요소를 감수성 요소에 직접 결합시키거나 또는 감수성 요소를 탄성 요소에 부

착되는 중간 요소에 부착시킴으로써, 연신된 탄성력 발생 요소(298)에 결합된 감수성 구속 요소(297)를 포함할 수 있다.

초기 건조 상태에서, 감수성 요소는 탄성 요소를 연신된 상태로 구속한다. 제품에 신체 삼출물이 함유됨에 따라 감수성 요

소가 액체와 접촉할 때, 감수성 요소는 용해되어 탄성 요소를 해제시키고, 이럼으로써 탄성 요소가 수축에 의해 이완되게

한다. 탄성 요소의 최종 수축은 가시적인 액체 존재 지시 수단(292)을 노출시키도록 가동 지시기 스트립(299)을 후방 패널

(30)의 내부 단부(32)를 향해 이동시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내의 액체의 존재를 지시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탄성력 발생 요소는 초기에 연신되기보다는 압축될 수 있고, 해제된 때 수축보다는 팽창에 의해 이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85와 도 8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시적인 액체 존재 지시 수단(292)은 가동 지시기 스트립(299) 상

에 배치되고, 처음에는 섀시의 허리 단부 가장자리(16) 아래에 숨겨진다. 탄성 요소(298)는 감수성 구속 요소(297)에 의해

초기의 압축된 상태로 구속된다. 제품에 신체 삼출물이 함유됨에 따라 감수성 요소가 액체와 접촉하게 될 때, 감수성 요소

는 용해되어 탄성 요소를 해제시키고, 이럼으로써 탄성 요소가 팽창에 의해 이완되게 한다. 탄성 요소의 최종 팽창은 가시

적인 액체 존재 지시 수단(292)을 노출시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내의 액체의 존재를 지시하도록 가동 지시기 스트

립(299)을 섀시의 허리 단부 가장자리를 지나 연장하는 후방 패널(30)의 외부 단부(31)를 향해 이동시킨다.

  일부 실시예에서, 유사한 구조를 갖는 액체 존재 지시기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내의 액체의 존재에 대한 촉각적

지시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제된 때, 탄성 요소는 상승된 구역 또는 돌기의 촉각적 느낌이 스트립의 두께에 의해

제공되는 미리 설정된 위치로 가동 촉각 지시기 스트립을 이동시킬 수 있다. 다른 예로서, 해제된 때, 탄성 요소는 상승된

구역 또는 돌기의 촉각적 느낌이 스트립의 두께에 의해 제공되는 초기 위치로부터 멀어지게 가동 촉각 지시기 스트립을 이

동시킬 수 있고, 이럼으로써 이러한 촉각적 느낌을 제거, 즉 초기의 상승된 또는 돌출된 구역을 완만하게 또는 평평하게 느

끼게 할 수 있다.

  삽입 도구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착용되는 동안 편안해 지도록,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바람직하게는 비교적 부드럽

고, 비교적 얇으며, 비교적 가요성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가요성은 그 자체만으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삽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그의 외부 단부를 파지하여 섀시 내부로 삽입하기 위

한 시도는 그의 외부 표면과 섀시의 인접 표면 사이의 활주 저항으로 인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접히거나 휘게 할

수 있다. 유사하게,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그의 내부 단부를 파지하여 파지한 손을 섀시 내부로 삽입함으로써 삽입

하기 위한 시도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주름 형성 또는 절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파지한 손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삽입될 공간에 끼워지기에는 너무 클 수 있고, 그러므로 단지 부분적인 삽입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적합한 두께, 적합한 강성 및 적합한 내좌굴성을 갖는 삽입 도구의 사용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삽입

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흡수제품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섀시 내부로 의도된 미리 설정된

배향으로 삽입하기 위한 힘을 가하는 데에 사용되는 삽입 도구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삽입 도구의 사용은 보호자가 대

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삽입할 때 사용자의 손을 흡수제품 내로 삽입할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적합한 삽입

도구는 사람의 손보다 상당히 얇을 수 있고, 따라서 섀시 또는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의 개방 가능한 단부의 여유부가 인서

트를 수용하기 위한 그 확장성이 제한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섀시 내로 더욱 깊게 삽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삽입 도구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삽입 뒤에 인출되거나 섀시 내에 남겨질

수 있다. 또한, 삽입 도구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에 부착되지 않고서도 사용될 수 있고, 그 삽입을 위하여 대체 가능

한 코어 구성요소에 부착되고 나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며, 또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에 부착된 채로 남겨질 수도 있다.

  삽입 도구(270)는 도 87, 도 88, 도 89, 도 90, 도 91 및 도 92에 도시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와 같이 대체 가능한 코어 구

성요소의 외측에 부착된 삽입 포켓(260) 내부로 삽입되거나, 본 개시 내용의 다른 부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내부에 형성된 내부 삽입 포켓 내로 삽입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2개의 삽입 도구가 도 9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대향하는 주 표면들 상에 배치된 2개의 삽입 포켓 내로 삽입될 수 있다. 이러한 방

식으로 사용될 때, 2개의 삽입 도구는, 예컨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 내부로 삽입하는 보호자의 손에 대

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노출을 방지하는 차단부로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2개의 삽입 도구의 표면은 섀시의 인

접 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마찰 계수를 가져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삽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삽입 도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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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 포켓(260) 내부로 삽입되면, 삽입 도구(270)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섀시 내부로 삽입하기 위하여 화살표

(320)에 의해 나타낸 방향으로 삽입력을 부여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삽입 도구는 화살표(321)에 의해 나타

낸 반대 방향으로 섀시로부터 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삽입 도구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삽입 중에 그의 흡수 층(들)의 주름 형성 또는 절첩을 방지하는 것을 돕

기에 충분하게 큰 평면 표면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삽입 도구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평면 표면

적의 적어도 약 25%의 평면 표면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삽입 도구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의 평면 표면적의 적어도 약 50%, 또는 가장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약 75%의 평면 표면적을 갖는다. 삽입 도구는 또한 대

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펴서 이의 삽입 중의 주름 형성 또는 절첩을 방지하는 형상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의 내부 단부(318)에 인접한 삽입 도구의 부분은 후방 패널(30)의 흡수 층(34)의 내부 단부 세그먼트

의 테이퍼진 형상과 합치되는 크기와 형상을 갖는다.

  다르게는, 삽입 도구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섀시 내로의 효과적인 삽입에 적합한 방식으로 대체 가능한 코어 구

성요소에 해제 가능하게 부착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삽입된 후, 삽입 도구는 도 94

와 도 9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삽입 도구가 섀시로부터 인출됨에 따라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로부터 해제될 수 있다. 예

를 들면, 삽입 도구(270)는 제 1 결합 구역(316)에서 그의 내부 단부(318)에 인접하게 중간 부재(315)에 부착될 수 있고,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제 2 결합 구역(317)에서 중간 부재에 결합되어 박리식으로 해제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

에서, 중간 부재는, 중간 부재가 인장력을 받고 삽입 도구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섀시 내로 삽입하도록 화살표

(320)에 의해 나타낸 방향으로 삽입력을 가하는 데에 사용될 때 제 1 결합 구역과 제 2 결합 구역이 사실상 전단력만을 받

도록 배치될 수 있다. 이어서, 삽입 도구가 화살표(321)에 의해 나타낸 방향으로 섀시로부터 인출될 때, 제 2 결합 구역은

중간 부재가 삽입 도구에 부착된 상태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로부터 해제되어 삽입 도구와 함께 인출되도록 박리력

을 받는다.

  다른 예로서, 삽입 도구(270)는 박리식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제 1 결합 구역(316)에서 내부 단부(318)에 인접하여 중간

부재(315)에 결합될 수 있으며,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제 2 결합 구역(317)에서 중간 부재에 부착될 수 있다. 이러

한 실시예에서, 중간 부재는 유사하게 인장력을 받을 수 있고, 제 1 결합 구역과 제 2 결합 구역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

소를 섀시 내로 삽입하기 위하여 삽입 도구가 방향(320)으로 힘을 가하도록 사용될 때 사실상 전단력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어서, 삽입 도구가 화살표(321)에 의해 나타낸 방향으로 섀시로부터 인출되어 제 1 결합 구역이 박리력을 받게 될 때, 삽

입 도구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에 부착된 상태로 있는 중간 부재로부터 해제될 수 있다.

  삽입 도구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에 직접 또는 중간 부재를 통하여 결합 또는 부착되기보다는, 삽입 도구가 외부

표면을 따라 제 1 방향으로 활주될 때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표면을 형성하는 층과 결합하고 삽입 도구가 외

부 표면을 따라 반대의 제 2 방향으로 활주될 때 상기 층과 결합 해제되거나 결합하지 않는 경사 치형 또는 후크와 같은 하

나 이상의 돌기를 가질 수 있다. 다르게는, 삽입 도구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표면에서 이러한 돌기와 결합될

수 있다. 어떠한 형상에서도, 삽입 도구의 제 1 방향으로의 이동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에 삽입력을 가하는 반면, 삽

입 도구의 제 2 방향으로의 이동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로부터 삽입 도구를 결합 해제시키며, 이에 따라 대체 가능

한 코어 구성요소는 삽입된 위치로 남겨진다.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표면 층에 대한 방향성 마찰 계수를 갖는

삽입 도구의 표면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표면을 따라 삽입 방향으로 활주될 때 더 큰 저항을 제공하고 반대

방향으로 인출될 때에는 더 작은 저항은 제공함으로써 돌기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도 35, 도 36, 도 37 및 도 38에 도시된 확장 가능한 덮개 층(300)은 삽입 도구의 인출 후에 대체 가능

한 코어 구성요소에 부착된 상태로 있는 중간 부재(315)로서 역할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확장 가능한 덮개 층

(300)/중간 부재(315)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기 위하여 삽입 도구에 해제 가능하게 부착될

수 있다. 삽입 도구가 인출됨에 따라, 확장 가능한 덮개 층/중간 부재는 도 35와 도 3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삽입 도구로부

터 해제되어 섀시에 부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실시예에서, 확장 가능한 덮개 층/중간 부재는 삽입 도구의 인출에 의

해 노출되고 그 후 섀시에 부착될 수 있는 해제 가능한 부착 수단(302)에 의해 삽입 도구에 해제 가능하게 부착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해제 가능한 부착 수단(302)에 대향하는 확장 가능한 덮개 층/중간 부재의 표면에 배치된 제 2 해제 가능

한 부착 수단이 삽입 도구의 인출에 의해 노출되고 그 후 섀시에 부착될 수 있다. 유사하게, 방향성 특성을 갖는 해제 가능

한 부착 수단이 확장 가능한 덮개 층/중간 부재의 해제 가능한 부착부에 인접하게 삽입 도구에 배치될 수 있다. 이러한 방

향성 해제 가능한 부착 수단은 삽입 방향으로 이동될 때에는 섀시와 결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삽입 도구가 제거될 때 섀시

와 결합할 수 있다.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후속하여 섀시로부터 제거될 때,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은 도 36과 도 3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장되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외부 표면을 덮도록 섀시에 부착되어 있을 수 있으며, 그 후 섀시

로부터 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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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입 도구는 섀시에 대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미리 설정된 위치에 대응하는 삽입 도구의 미리 설정된 위치가 도

달된 때의 지시를 제공하기 위한 삽입 깊이 지시기를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삽입 도구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와 관련하여 설명된 삽입 깊이 지시기의 임의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8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삽입 깊이

지시기는 미리 설정된 위치에 도달된 때 섀시의 허리 단부 가장자리와 정렬되도록 삽입 도구의 외부 단부(319)에 인접하

게 위치된 선(281)과 같은 가시적인 지시기를 포함할 수 있다. 가시적인 삽입 깊이 지시기의 다른 예에 있어서, 삽입 도구

상의 도식적 객체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상의 유사한 도식적 객체가 본 발명에서 설명된 정렬 방식과 유사하게, 미

리 설정된 위치에 도달한 때 복합적인 도식적 객체를 형성하도록 섀시 상의 인접한 도식적 객체와 정렬될 수 있다.

  삽입 도구의 삽입 깊이 지시기는 일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계식 지시기를 포함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도 89, 도 90, 도 91, 및 도 9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삽입 도구의 삽입 깊이 지시기는 삽입 도구 상에 배치되

어 미리 설정된 위치에 도달한 때 섀시 상에 배치된 상보적인 부재와 결합하거나 섀시의 부직포 표면과 결합하도록 구성된

후크 또는 루프 부재와 같은 기계식 표면 패스너의 형태의 기계식 삽입 깊이 지시기(284)를 포함할 수 있다. 기계식 삽입

깊이 지시기의 다른 예에 있어서, 삽입 도구의 외부 표면은 섀시의 인접 표면의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마찰 계수를 가

질 수 있어, 미리 설정된 위치에 도달한 때 마찰 계수의 증가가 삽입 도구를 더 멀리 활주시켜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

소를 미리 설정된 위치를 지나 삽입하는 데에 요구되는 힘을 현저하게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이러한 기계식 삽입 깊이 지

시기는 삽입 도구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와 함께 섀시 내에 남게 되는 실시예에서, 삽입 깊이 지시기와 위치 안정기

의 두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일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삽입 도구의 외부 표면은 섀시의 인접 표면에 대한 방향성 마찰 계수를 가질 수 있고, 이럼으

로써 삽입 도구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의도된 단부-단부 배향으로 삽입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촉각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삽입 도구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설명된 방향성 마찰 계수를 갖는 임의의 형태

의 표면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삽입 도구의 표면을 형성하고 방향성 마찰 특성을 갖는 재료는, 삽입 도구의 내부 단

부가 먼저 삽입된 때 활주 마찰 계수가 상대적으로 작고 이에 따라 삽입 도구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섀시 내로의

삽입을 비교적 용이하게 하도록 배향될 수 있다. 한편, 역전된 삽입 도구, 즉 외부 단부가 먼저 삽입되도록 배향된 삽입 도

구의 삽입이 시도되는 경우, 방향성 재료의 상대적으로 큰 활주 마찰 계수가 큰 저항력을 제공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삽입

도구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섀시 내로의 삽입은 상대적으로 더욱 어렵게 된다. 이러한 방향성 마찰 표면 재료는

삽입 도구의 하나 이상의 주 표면에 배치되거나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가장자리 표면에 배치될 수 있다.

  일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삽입 도구의 대향하는 외부 표면들은 섀시의 인접 표면들과는 상이한 마찰 계수를 가질 수 있

어, 삽입 도구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미리 설정된 착용자-방향 및 가멘트-방향 표

면의 의도된 배향으로 삽입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촉각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삽입 도구의 가멘트-방향 표면을

형성하고 방향성 마찰 특성을 갖는 재료는, 삽입 도구가 그의 미리 설정된 착용자-방향 표면을 섀시의 착용자-방향 층을

향해 배향시킨 상태로 그리고 그의 미리 설정된 가멘트-방향 표면을 섀시의 가멘트-방향 층을 향해 배향시킨 상태로 삽입

된 때, 활주 마찰 계수가 비교적 작아서 삽입 도구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섀시 내로의 삽입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향될 수 있다. 한편, 역전된 삽입 도구, 즉 그의 착용자-방향 및 가멘트-방향 표면이 의도된 방향으로부터 역

전되도록 배향된 삽입 도구의 삽입이 시도된다면, 상대적으로 큰 활주 마찰 계수를 갖는 방향성 재료는 비교적 큰 저항력

을 제공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역전된 삽입 도구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섀시 내로의 삽입은 상대적으로 더욱 어렵

게 된다.

  삽입 도구는 도 9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평면 카드-유사 요소(271)를 포함할 수 있다. 적절히 얇고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

요소가 삽입되는 동안 주름 형성 또는 절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돕기에 충분히 큰 평면 표면적을 갖도록, 이러한 카드

-유사 요소는 평균 폭 대 평균 두께의 비교적 큰 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카드-유사 요소는 적어도 25:1의

평균 폭 대 평균 두께 비를 가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카드-유사 요소는 적어도 약 50:1 그리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적어

도 약 100:1 그리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약 300:1의 평균 폭 대 평균 두께 비를 가질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삽

입 도구는 2개의 이러한 평면 카드-유사 요소를 중첩된 형상으로 포함할 수 있고, 이는 중첩된 평면 카드-유사 요소들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의 주변부의 적어도 일부분을 따라 서로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평면 카드-유사 요소는 대체 가능한 코

어 구성요소의 섀시 내로의 삽입을 용이하게 하도록 요구되는 강성을 제공할 수 있다.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삽입

포켓을 형성하는 층 및/또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삽입되는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을 형성하는 층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와 삽입 도구가 삽입 과정 동안 완만한 평면 또는 만곡된 평면 형상으로부터 편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속력을 제공하는 실시예에서, 이러한 구속력은 삽입 도구의 요구되는 강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삽입 도구는 또한 도 96에서 개방 상태로 도시된 바와 같이 개방 가능한 삽입 도구 포켓(273)을 형성하는 백-유

사 요소(272)를 포함할 수 있다. 백-유사 요소는 도 9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평면 카드-유사 요소의 일 측면에 결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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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는 대안적으로 백-유사 요소는 도 97에 도시된 바와 같이 2개의 평면 카드-유사 요소 사이에 배치되어 이에 결합될

수 있다. 백-유사 요소는 개방을 위해 팽창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시이트 재료로 제조되거나 절첩부 또는 주름(277)을

갖는 시이트로 형성될 수 있다. 개방 가능한 삽입 도구 포켓(273)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수용하여 보유하기에 충

분한 크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개방 가능한 삽입 도구 포켓은 사용 전의 미사용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보유

하도록 또는 폐기를 위하여 사용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수용하여 보유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삽입 도구의 백형

구조는 도 9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폐쇄 탭(274)을 포함할 수 있는 타이(tie)형 폐쇄부, 졸라매는 끈

(drawstring) 형태의 폐쇄부, 기계식 패스너, 지퍼, 버튼, 스냅(snap), 접착제 폐쇄부, 또는 당업계에 공지된 다른 폐쇄 수

단과 같은 폐쇄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미사용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개방 가능한 삽입 도구 포켓 내측에 배치되는

실시예에서, 이러한 폐쇄 수단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흡수제품 내로의 삽입에 앞서 이를 포켓 내부에 고정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폐쇄 수단은 또한 사용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흡수제품으로부터의 제거 후에 이를 개방

가능한 삽입 도구 포켓 내부에 고정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카드-유사 요소(271)와 부착된 백-유사 요소(272)의 형태를 갖는 삽입 도구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

요소의 삽입 포켓 내로 삽입될 수 있고, 삽입력을 부여하도록 전술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실시예에서, 도

99와 도 10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후방 패널(30)과 같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흡수제품 내로의 삽입에 앞서 개방

가능한 삽입 도구 포켓(273) 내부에 배치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그의 개방 가능한

삽입 도구 포켓 내부에 보유하는 삽입 도구는 흡수제품 내로 삽입되고 나서 인출될 수 있어,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 내에 남겨둘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될 때, 삽입 도구의 카드-유사 요소 및/또는 백-유사 요소는 대체 가

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노출, 예컨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는 보호자의 손 또는 흡수제품 내

로의 삽입 전의 잠재적인 오염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차단부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도 35와 도 36에 도시된 확장 가능한 덮개 층(300)을 포함하는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흡수제품

내로의 삽입을 위하여 도 99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방 가능한 삽입 도구 포켓(273) 내부에 배치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

에서, 해제 가능한 부착 수단(302)은 확장 가능한 덮개 층(300)을 제 1 결합 구역(316)에서 삽입 도구에 박리식으로 해제

될 수 있게 부착하도록 역할할 수 있다. 삽입 도구가 인출됨에 따라, 이는 확장 가능한 덮개 층(300)으로부터 박리식으로

해제될 수 있고, 해제 가능한 부착 수단(302)은 도 3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노출되어 섀시에 부착될 수 있다.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그 후 섀시로부터 제거될 때, 확장 가능한 덮개 층은 도 3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장되어 대체 가능한 코

어 구성요소의 외부 표면을 덮도록 섀시에 부착되어 유지될 수 있고, 그 후 섀시로부터 해제될 수 있다.

  삽입 도구는 대체로 균일한 두께를 갖는 사실상 평면인 부분과 더 두꺼운 두께를 갖는 그 내부 단부에 인접한 부분을 가

짐으로써, 삽입 도구가 흡수제품 내로 삽입됨에 따라 섀시의 분리 가능한 층을 분리하는 "플라우"(plow)로서 역할할 수 있

다. 평면 부분 내의 대체로 균일한 두께부(275)에 비해 단부 부분 내의 삽입 도구의 더 두꺼운 두께부(276)는, 예컨대 도

101과 도 10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삽입 도구(270)의 내부 단부(318)를 그 자신 상으로 절첩시킴으로써, 예컨대 도 103과

도 10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 단부에 절곡부를 형성함으로써, 예컨대 도 105와 도 10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 단부

에 층을 부가함으로써, 또는 단순히 삽입 도구의 내부 단부를 더 두꺼운 평면 두께부로써 형성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삽

입 도구의 단부 부분 내의 더 두꺼운 두께부는 사실상 평면인 부분 내의 대체로 균일한 두께부의 적어도 약 5배일 수 있고,

대체로 균일한 두께부의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약 10배 또는 더욱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약 20배이다. 일부 실시예에서, 삽

입 도구는 상대적으로 더 두꺼운 영역을 탄성적으로 압축될 수 있게 하여, 삽입 포켓 내부에 삽입될 때 그리고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섀시 내로 삽입하도록 힘을 부여하도록 사용될 때 탄성적으로 합치되도록 함으로써 삽입 도구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역할하는 탄성 요소(278)를 포함할 수 있다.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과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디자인시 예상된 미리 설정된 배향

이 아닌 임의의 배향으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삽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서로 "키이 결합된" 실시예에서, 삽입 도

구는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과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에 상응하게 키이 결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은 형상화될 수 있고, 삽입 도구는 형상화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 내에 맞춰지도록 이에 대응하게 형상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개시 내용의 다른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된 실시예에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은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

을 적어도 2개의 연결된 브랜치로 두 갈래로 나누거나 분할하는 분리기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갈래로 나뉜 개방 가

능한 섀시 포켓을 갖는 실시예에서, 삽입 도구는 그의 내부 단부(32)가 분리기의 외부 단부(228)를 지나서, 즉 허리 단부

가장자리로부터 분리기의 외부 단부보다 더 먼 지점까지 삽입되도록 하는 상호작용 구조물을 포함할 수 있다. 삽입 도구

내의 이러한 상호작용 구조물(227)은 분리기를 수용 및/또는 우회시키기 위하여 도 10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삽입 도구 내

에 형성된 슬릿, 슬롯 또는 홈을 포함할 수 있다.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 내의 분리기는 섀시의 종방향 중심선(17)을 따라

형성될 수 있고, 삽입 도구 내의 상호작용 구조물은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의 종방향 중심선(25)과 일치하도록 형성될

수 있으며, 또는 대안적으로 분리기 또는 상호작용 구조물 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도 10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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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중심선으로부터 오프셋될 수 있다.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내의 상호작용 구조물과 관련하여 전술된 방식과 유사하

게, 이러한 오프셋 형상은 삽입 도구가 가랑이 영역 내로 내부 단부가 그리고 허리 영역 내로 외부 단부가 삽입되고 미리

설정된 측방향 위치로 삽입되는 것을 보장하여, 삽입 도구와 함께 삽입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는 그의 액체 침투성

표면 영역이 미리 설정된 종방향 및/또는 측방향 위치 등으로 삽입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역할할 수 있다.

  도 10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이 몇 개의 별도로 연결된 브랜치들 또는 상호 연결되지 않은 섹션들

로 분할되는, 즉 별도의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들로 효과적으로 분할되는 실시예에서, 삽입 도구는 대응하는 개수의 돌출

하는 손가락형 섹션(279)을 가질 수 있다. 이들 손가락형 섹션은 나란한 측방향 관계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의 브랜치들

또는 섹션 내에 위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응하게 형상화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를 삽입하거나 다수의 대체 가능

한 코어 구성요소를 각각의 브랜치 또는 섹션 내로 삽입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하나보다 많은 형상 요소를 포함하는 실시예와 분리기 외의 형상 요소를 포함하는 실시예에서, 삽입 도구는 대응하게 형

상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형상 요소는 대응하는 "키이"가 미리 설정된 배향으로만 맞춰지는 슬롯, 하나 이상의 대응하는

핀, 보스 또는 돌기가 미리 설정된 배향으로만 맞춰지는 하나 이상의 구멍 또는 함몰부, 삽입 도구가 부분적으로 삽입되고

나서 삽입을 완료하기 위하여 회전 및/또는 병진 이동될 것을 필요로 하는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 내의 격벽, 및 유사한 형

상을 포함할 수 있다.

  당업자는 제거 및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 또는 흡수 인서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흡수제품의 부가적인 예시적 실

시예들이 본 발명의 범주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더욱이, 본 발명의 범주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흡수 코어 구성요소, 흡수 코어 부재, 흡수 코어 구성요소와 부재의 배치, 및 흡수 특성의 추가적인 조합이 궁극적인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구되는 기능적 요구 조건과 함께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도시된 실시예

뿐만 아니라 개시된 요소와 형상의 구조적으로 타당한 조합이 예상된다. 또한,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제거, 삽입 및

/또는 교환되는 본 발명의 일회용 흡수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예상된다. 또한, 본 발명의 일회용 흡수제품이 이의 사용을

위한 설명과 함께 포함되는 패키지, 백, 용기, 디스플레이 팩 등과 같은 상업적인 제품도 유사하게 예상된다.

  본 발명의 특정한 예시적인 실시예가 예시되고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의 사상과 범주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다양한 다른

변경 및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당업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술한 내용은 본 발명의 범주 내에 있는 모든

이러한 변경과 수정을 첨부된 청구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신체의 하부 몸통 둘레에 착용되도록 된 일회용 흡수제품으로서,

  허리 개구와 한 쌍의 다리 개구를 형성하고,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제 1 및 제 2 허리 단부 가장자리, 각각의 허리 단부 가

장자리에 인접한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제 1 및 제 2 허리 영역, 및 허리 영역들의 종방향으로 중간의 가랑이 영역을 갖는

섀시,

  가랑이 영역 내에 배치되는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및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와 모세관 액체 연통하게 배치되고, 액체 침투성 영역과 액체 불침투성 영역을 구비한

주 표면을 갖는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가 가랑이 영역으로부터 제 1 허리 영역의 허리 단부 가장자리를 지나 연장하는 일

회용 흡수제품.

공개특허 10-2005-0085366

- 39 -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가 내부 단부를 갖고, 상기 내부 단부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향한 개방 가능한 단부를

갖는 개방 가능한 삽입 포켓을 포함하는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가, 상기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가 섀시 내로의 미리 설정된 삽입 깊

이에 도달한 때의 지시를 제공하도록 된 삽입 깊이 지시기를 포함하는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삽입 깊이 지시기가 미리 설정된 위치에 도달한 때 섀시의 표면과 결합하도록 된 기계식 패스너를 구비한 기계식 지시기

를 포함하는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섀시에 의해 형성되고 소정의 형상을 갖는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을 포함하며,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가,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의 형상에 대응하는 형상을 가져서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형상화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 내로 미리 설정된 배향으로만 삽입되게 하는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가 허리밴드 영역에서 섀시에 해제 가능하게 부착된 위치 안정기를 포함하는 일회

용 흡수제품.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제 1 대체 가능한 코어 구성요소가, 내부 단부, 외부 단부, 및 그 길이의 각각 1/4로 한정된 연속적인 제 1, 제 2, 제 3 및

제 4 세그먼트로 종방향으로 분할된 대체로 평면인 본체를 갖되,

  상기 제 1 세그먼트는 내부 단부를 포함하고 제 2, 제 3 및 제 4 세그먼트 중 어떠한 세그먼트보다도 작은 면적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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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 4 세그먼트는 외부 단부를 포함하고 제 2 세그먼트와 제 3 세그먼트 중 적어도 하나의 세그먼트보다 작은 면적을

갖는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가 흡수제품으로부터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일체형

당김 탭을 형성하도록 형상화된 외부 단부를 갖는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가 다수의 부분으로 된 흡수 구조를 포함하는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가, 제 1 허리 영역으로부터 가랑이 영역으로 연장하여 여기서 종료되는 제 1 흡수 층,

및 제 2 허리 영역으로부터 가랑이 영역으로 연장하여 여기서 종료되는 제 2 흡수 층을 포함하는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섀시가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 및 상기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와 층을 이룬 형상으로 배치된 제 2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를 포함하는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섀시가 착용자-방향 층과 가멘트-방향 층을 갖고,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가 착용자-방향 층에 부착되고, 제 2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가 가멘트-방향 층에 부착되는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와 제 2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가, 착용자-방향 층과 가멘트-방향 층에 의해 이들 사이에 형성

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 내로의 접근을 위하여 분리될 수 있는 일회용 흡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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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의 일부분이 착용자-방향 층에 부착되지 않는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섀시가, 제 1 허리 영역 내에 배치된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 및 상기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보다 가랑이 영역에

상대적으로 더 가깝게 제 1 허리 영역 내에 배치된 제 2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를 포함하는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섀시가, 제 1 허리 영역 내에 배치되고, 제 1 부분 및 상기 제 1 부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확장될 수 있고 제 1 부분보다

가랑이 영역에 상대적으로 더 가깝게 배치된 제 2 부분을 포함하는 확장 가능한 허리 밴드를 포함하는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섀시가, 제 1 허리 영역 내에 배치된 개방 가능한 단부, 상기 개방 가능한 단부에 인접하게 상면시이트에 부착된 확장 가

능한 허리밴드, 및 상기 개방 가능한 단부에 인접한 배면시이트의 확장 가능한 부분을 구비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을 형

성하는 상면시이트와 배면시이트를 포함하는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섀시가,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수용하도록 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을 형성하는 상면시이트와 배면시

이트를 포함하되, 상기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는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 내부에 제거 가능하게 배치되는 일

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20.

  제 1 항에 있어서,

  섀시가,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수용하도록 된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을 형성하는 상면시이트와 배면시

이트를 포함하되,

  상기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는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 내부에 제거 가능하게 배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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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은 가랑이 영역 내에 위치되어 상면시이트와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배면시이트

와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상면시이트와 배면시이트와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또는 상면시이트와

배면시이트의 결합 구역에 의해 형성된 내부 단부를 갖는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21.

  신체의 하부 몸통 둘레에 착용되도록 된 일회용 흡수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흡수제품이,

  허리 개구와 한 쌍의 다리 개구를 형성하고,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제 1 및 제 2 허리 단부 가장자리, 각각의 허리 단부 가

장자리에 인접한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제 1 및 제 2 허리 영역, 및 허리 영역들의 종방향으로 중간의 가랑이 영역을 갖는

섀시,

  가랑이 영역 내에 배치되는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및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와 모세관 액체 연통하게 배치되고, 액체 침투성 영역과 액체 불침투성 영역을 구비한

평면 표면을 갖는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포함하며,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으로부터 제거하는 단계,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는 단계,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의 유사 대체물을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는 단계, 또는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으로부터 제거하고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의 유사 대체물

을 흡수제품 내로 삽입함으로써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교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가 삽입 포켓을 포함하고, 상기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 내

로 삽입하도록 삽입 포켓을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3.

  신체의 하부 몸통 둘레에 착용되도록 된 일회용 흡수제품을 포함하는 제품으로서,

  상기 흡수제품이,

  허리 개구와 한 쌍의 다리 개구를 형성하고,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제 1 및 제 2 허리 단부 가장자리, 각각의 허리 단부 가

장자리에 인접한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제 1 및 제 2 허리 영역, 및 허리 영역들의 종방향으로 중간의 가랑이 영역을 갖는

섀시,

  가랑이 영역 내에 배치되는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및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와 모세관 액체 연통하게 배치되고, 액체 침투성 영역과 액체 불침투성 영역을 구비한

평면 표면을 갖는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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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으로부터 제거하거나,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거나,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의 유사 대체물을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거나, 또는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으로부터 제거하고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의 유사 대체물

을 흡수제품 내로 삽입함으로써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교환하기 위한 설명을 더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가 삽입 포켓을 포함하고,

  상기 설명이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삽입 포켓을 사용하기 위한 설명을 포함

하는 제품.

청구항 25.

  신체의 하부 몸통 둘레에 착용되도록 된 일회용 흡수제품으로서,

  허리 개구와 한 쌍의 다리 개구를 형성하고,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제 1 및 제 2 허리 단부 가장자리, 각각의 허리 단부 가

장자리에 인접한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제 1 및 제 2 허리 영역, 및 허리 영역들의 종방향으로 중간의 가랑이 영역을 갖는

섀시,

  가랑이 영역 내에 배치되는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와 모세관 액체 연통하게 배치되는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및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접촉 상태로 배치되어 사용하도록 된 삽입 도구를 포

함하는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삽입 도구가,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수용하여 보유하도록 된 개방 가능한 삽입 도구 포켓을 형성하는 일

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삽입 도구가, 카드-유사 요소 및 카드-유사 요소에 부착되어 개방 가능한 삽입 도구 포켓을 형성하는 백-유사(bag-like)

요소를 포함하는 일회용 흡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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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백-유사 요소가 카드-유사 요소의 평면 표면에 부착되는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29.

  제 27 항에 있어서,

  백-유사 요소가 2개의 카드-유사 요소들 사이에 배치되는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30.

  제 27 항에 있어서,

  백-유사 요소가 폐쇄 수단을 포함하는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31.

  제 25 항에 있어서,

  삽입 도구가, 삽입 도구가 섀시에 대한 미리 설정된 위치에 도달한 때의 지시를 제공하도록 된 삽입 깊이 지시기를 포함

하는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32.

  신체의 하부 몸통 둘레에 착용되도록 된 일회용 흡수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흡수제품이,

  허리 개구와 한 쌍의 다리 개구를 형성하고,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제 1 및 제 2 허리 단부 가장자리, 각각의 허리 단부 가

장자리에 인접한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제 1 및 제 2 허리 영역, 및 허리 영역들의 종방향으로 중간의 가랑이 영역을 갖는

섀시,

  가랑이 영역 내에 배치되는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와 모세관 액체 연통하게 배치되는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및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접촉 상태로 배치되어 사용하도록 된 삽입 도구를 포

함하며,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으로부터 제거하는 단계,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는 단계,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삽입 도구를 사용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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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의 유사 대체물을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는 단계,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의 유사 대체물을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삽입 도구를 사용하는 단계,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으로부터 제거하고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의 유사 대체물

을 흡수제품 내로 삽입함으로써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교환하는 단계, 또는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으로부터 제거하고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의 유사 대체물

을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삽입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교환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가 삽입 포켓을 포함하고, 상기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 내

로 삽입하도록 삽입 포켓을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삽입 도구를 삽입 포켓 내로 삽입하여, 이와 같이 삽입되어 있는 동안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삽입 도구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 32 항에 있어서,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삽입 도구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6.

  신체의 하부 몸통 둘레에 착용되도록 된 일회용 흡수제품을 포함하는 제품으로서,

  상기 흡수제품이,

  허리 개구와 한 쌍의 다리 개구를 형성하고,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제 1 및 제 2 허리 단부 가장자리, 각각의 허리 단부 가

장자리에 인접한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제 1 및 제 2 허리 영역, 및 허리 영역들의 종방향으로 중간의 가랑이 영역을 갖는

섀시,

  가랑이 영역 내에 배치되는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와 액체 연통하게 배치되는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 및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된 삽입 도구를 포함하며,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으로부터 제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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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거나,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삽입 도구를 사용하거나,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의 유사 대체물을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거나,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의 유사 대체물을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삽입 도구를 사용하거나,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으로부터 제거하고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의 유사 대체물

을 흡수제품 내로 삽입함으로써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교환하거나, 또는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으로부터 제거하고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의 유사 대체물

을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삽입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교환하기 위한 설명을 더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가 삽입 포켓을 포함하고, 상기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 내

로 삽입하도록 삽입 포켓을 사용하기 위한 설명을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설명이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삽입 포켓 내에서 삽입 도구를 사용하기

위한 설명을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39.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설명이 제 1 대체 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삽입 포켓을 사용하기 위한 설명을 포함

하는 제품.

청구항 40.

  신체의 하부 몸통 둘레에 착용되도록 된 일회용 흡수제품으로서,

  허리 개구와 한 쌍의 다리 개구를 형성하고,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제 1 및 제 2 허리 단부 가장자리, 각각의 허리 단부 가

장자리에 인접한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제 1 및 제 2 허리 영역, 및 허리 영역들의 종방향으로 중간의 가랑이 영역을 갖는

섀시, 및

  가랑이 영역 내에 배치되는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포함하며,

  상기 섀시가 제 1 허리 영역으로부터 가랑이 영역으로 연장하여 여기서 종료되어 흡수 인서트(insert)를 수용하도록 된

제 1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을 형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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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이 개방 가능한 단부 및 개방 가능한 단부에 인접하게 배치되는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 제 1

및 제 2 요소를 구비하여,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 제 2 요소가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 제 1 요소의 확장 없이 개방 가능

한 섀시 포켓 내로의 접근을 위하여 확장될 수 있는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 제 1 요소가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 밴드이고,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 제 2 요소가 제 1 확장 가

능한 허리밴드와 층을 이룬 형상으로 배치된 제 2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인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섀시가 착용자-방향 층과 가멘트-방향 층을 갖고,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는 착용자-방향 층에 부착되고 제 2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는 가멘트-방향 층에 부착되는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개방 가능한 포켓이 착용자-방향 층과 가멘트-방향 층에 의해 이들 사이에 형성되고,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와 제 2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가 개방 가능한 포켓 내로의 접근을 위하여 분리될 수 있는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44.

  제 43 항에 있어서,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의 일부분이 착용자-방향 층에 부착되지 않는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45.

  제 40 항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 제 1 요소가 제 1 허리 영역 내에 배치된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이고,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

한 제 2 요소가 제 1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보다 가랑이 영역에 상대적으로 더 가깝게 제 1 허리 영역 내에 배치된 제 2 확

장 가능한 허리밴드인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46.

  제 40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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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 제 1 요소가 제 1 허리 영역 내에 배치된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의 제 1 부분이고, 독립적으로 확

장 가능한 제 2 요소가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의 제 1 부분보다 가랑이 영역에 상대적으로 더 가깝게 배치된 확장 가능한 허

리밴드의 제 2 부분인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47.

  제 40 항에 있어서,

  섀시가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을 형성하는 상면시이트와 배면시이트를 포함하고,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 제 1 요소가

상면시이트에 부착된 확장 가능한 허리밴드이며,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 제 2 요소가 배면시이트의 확장 가능한 부분인

일회용 흡수제품.

청구항 48.

  신체의 하부 몸통 둘레에 착용되도록 된 일회용 흡수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흡수제품이,

  허리 개구와 한 쌍의 다리 개구를 형성하고,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제 1 및 제 2 허리 단부 가장자리, 각각의 허리 단부 가

장자리에 인접한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제 1 및 제 2 허리 영역, 및 허리 영역들의 종방향으로 중간의 가랑이 영역을 갖는

섀시, 및

  가랑이 영역 내에 배치되는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상기 섀시가 제 1 허리 영역으로부터 가랑이 영역으로 연장하여 여기서 종료되어 흡수 인서트를 수용하도록 된 제 1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을 형성하고,

  상기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이 개방 가능한 단부 및 개방 가능한 단부에 인접하게 배치되는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 제 1

및 제 2 요소를 구비하여,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 제 2 요소가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 제 1 요소의 확장 없이 개방 가능

한 섀시 포켓 내로의 접근을 위하여 확장될 수 있으며,

  흡수 인서트를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 내로 삽입하는 단계,

  흡수 인서트를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으로부터 제거하는 단계,

  흡수 인서트의 유사 대체물을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 내로 삽입하는 단계, 또는

  흡수 인서트를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으로부터 제거하고 흡수 인서트의 유사 대체물을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 내로 삽입

함으로써 흡수 인서트를 교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9.

  신체의 하부 몸통 둘레에 착용되도록 된 일회용 흡수제품을 포함하는 제품으로서,

  상기 흡수제품이,

  허리 개구와 한 쌍의 다리 개구를 형성하고,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제 1 및 제 2 허리 단부 가장자리, 각각의 허리 단부 가

장자리에 인접한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제 1 및 제 2 허리 영역, 및 허리 영역들의 종방향으로 중간의 가랑이 영역을 갖는

섀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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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랑이 영역 내에 배치되는 제거 불가능한 흡수 코어 구성요소를 포함하며,

  상기 섀시가 제 1 허리 영역으로부터 가랑이 영역으로 연장하여 여기서 종료되어 흡수 인서트를 수용하도록 된 제 1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을 형성하고,

  상기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이 개방 가능한 단부와 개방 가능한 단부에 인접하게 배치되는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 제 1

및 제 2 요소를 구비하여,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 제 2 요소가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 제 1 요소의 확장 없이 개방 가능

한 섀시 포켓 내로의 접근을 위하여 확장될 수 있으며,

  흡수 인서트를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 내로 삽입하거나,

  흡수 인서트를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으로부터 제거하거나,

  흡수 인서트의 유사 대체물을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 내로 삽입하거나, 또는

  흡수 인서트를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으로부터 제거하고 흡수 인서트의 유사 대체물을 개방 가능한 섀시 포켓 내로 삽입

함으로써 흡수 인서트를 교환하기 위한 설명을 더 포함하는 일회용 흡수제품을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50.

  신체의 하부 몸통 둘레에 착용되도록 된 일회용 흡수제품에 사용되는 일회용 흡수 인서트로서,

  소정 폭을 갖는 외부 단부, 외부 단부의 폭보다 작은 폭을 갖는 대향하는 내부 단부, 외부 단부의 폭과 사실상 동일한 폭을

갖고 외부 단부에 인접한 사실상 직사각형인 부분, 및 사실상 직사각형인 부분과 내부 단부를 연결하는 2개의 교차하지 않

는 측부를 갖는 테이퍼진 부분을 구비한 제 1 흡수 층을 포함하며,

  액체 침투성 영역과 액체 불침투성 영역을 구비한 주 표면을 갖는 일회용 흡수 인서트.

청구항 51.

  제 50 항에 있어서,

  내부 인서트 단부를 갖고, 상기 내부 인서트 단부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향한 개방 가능한 단부를 갖는 개방 가능한 삽입

포켓을 포함하는 일회용 흡수 인서트.

청구항 52.

  제 50 항에 있어서,

  일회용 흡수제품 내로의 미리 설정된 깊이에 도달한 때의 지시를 제공하도록 된 삽입 깊이 지시기를 포함하는 일회용 흡

수 인서트.

청구항 53.

  제 50 항에 있어서,

  두 갈래로 나뉜 형상을 갖는 일회용 흡수 인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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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4.

  제 50 항에 있어서,

  내부 단부, 외부 단부, 및 그 길이의 각각 1/4로 한정된 연속적인 제 1, 제 2, 제 3 및 제 4 세그먼트로 종방향으로 분할된

대체로 평면인 표면을 가지며,

  상기 제 1 세그먼트가 내부 단부를 포함하고 제 2, 제 3 및 제 4 세그먼트 중 어떠한 세그먼트보다도 작은 면적을 갖고,

  상기 제 4 세그먼트가 외부 단부를 포함하며 제 2 세그먼트와 제 3 세그먼트 중 적어도 하나의 세그먼트보다 작은 면적을

갖는 일회용 흡수 인서트.

청구항 55.

  제 50 항에 있어서,

  흡수제품으로부터 일회용 흡수 인서트를 제거하기 위한 일체형 당김 탭을 형성하도록 형상화된 외부 단부를 갖는 일회용

흡수 인서트.

청구항 56.

  제 50 항에 있어서,

  다수의 부분으로 된 흡수 구조를 포함하는 일회용 흡수 인서트.

청구항 57.

  신체의 하부 몸통 둘레에 착용되도록 된 일회용 흡수제품에 사용되는 일회용 흡수 인서트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흡수 인서트가, 소정 폭을 갖는 외부 단부, 외부 단부의 폭보다 작은 폭을 갖는 대향하는 내부 단부, 외부 단부의 폭

과 사실상 동일한 폭을 갖고 외부 단부에 인접한 사실상 직사각형인 부분, 및 사실상 직사각형인 부분과 내부 단부를 연결

하는 2개의 교차하지 않는 측부를 갖는 테이퍼진 부분을 구비한 제 1 흡수 층을 포함하며,

  상기 일회용 흡수 인서트가 액체 침투성 영역과 액체 불침투성 영역을 구비한 주 표면을 갖고,

  흡수 인서트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는 단계,

  흡수 인서트를 흡수제품으로부터 제거하는 단계, 또는

  흡수 인서트를 흡수제품으로부터 제거하고 흡수 인서트의 유사 대체물을 흡수제품 내로 삽입함으로써 흡수 인서트를 교

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8.

  제 5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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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 인서트가 삽입 포켓을 포함하고, 상기 흡수 인서트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삽입 포켓을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방법.

청구항 59.

  신체의 하부 몸통 둘레에 착용되도록 된 일회용 흡수제품에 사용되는 일회용 흡수 인서트를 포함하는 제품으로서,

  상기 흡수 인서트가, 소정 폭을 갖는 외부 단부, 외부 단부의 폭보다 작은 폭을 갖는 대향하는 내부 단부, 외부 단부의 폭

과 사실상 동일한 폭을 갖고 외부 단부에 인접한 사실상 직사각형인 부분, 및 사실상 직사각형인 부분과 내부 단부를 연결

하는 2개의 교차하지 않는 측부를 갖는 테이퍼진 부분을 구비한 제 1 흡수 층을 포함하며,

  상기 일회용 흡수 인서트가 액체 침투성 영역과 액체 불침투성 영역을 구비한 주 표면을 갖고,

  흡수 인서트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거나,

  흡수 인서트를 흡수제품으로부터 제거하거나, 또는

  흡수 인서트를 흡수제품으로부터 제거하고 흡수 인서트의 유사 대체물을 흡수제품 내로 삽입함으로써 흡수 인서트를 교

환하기 위한 설명을 더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60.

  제 59 항에 있어서,

  흡수 인서트가 삽입 포켓을 포함하고, 상기 설명이 흡수 인서트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삽입 포켓을 사용하기 위한

설명을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61.

  신체의 하부 몸통 둘레에 착용되도록 된 일회용 흡수제품에 사용되는 일회용 흡수 인서트로서,

  소정 폭을 갖는 외부 단부, 외부 단부의 폭보다 작은 폭을 갖는 대향하는 내부 단부, 외부 단부의 폭과 사실상 동일한 폭을

갖고 외부 단부에 인접한 사실상 직사각형인 부분, 및 사실상 직사각형인 부분과 내부 단부를 연결하는 2개의 교차하지 않

는 측부를 갖는 테이퍼진 부분을 구비한 제 1 흡수 층, 및

  흡수 인서트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접촉 상태로 배치되어 사용하도록 된 삽입 도구를 포함하는 일회용 흡수 인서

트.

청구항 62.

  제 61 항에 있어서,

  내부 인서트 단부를 갖고, 상기 내부 인서트 단부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향한 개방 가능한 단부를 갖는 개방 가능한 삽입

포켓을 포함하는 일회용 흡수 인서트.

청구항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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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1 항에 있어서,

  일회용 흡수제품 내로의 미리 설정된 깊이에 도달한 때의 지시를 제공하도록 된 삽입 깊이 지시기를 포함하는 일회용 흡

수 인서트.

청구항 64.

  제 61 항에 있어서,

  두 갈래로 나뉜 형상을 갖는 일회용 흡수 인서트.

청구항 65.

  제 61 항에 있어서,

  흡수제품으로부터 일회용 흡수 인서트를 제거하기 위한 일체형 당김 탭을 형성하도록 형상화된 외부 단부를 갖는 일회용

흡수 인서트.

청구항 66.

  제 61 항에 있어서,

  다수의 부분으로 된 흡수 구조를 포함하는 일회용 흡수 인서트.

청구항 67.

  제 61 항에 있어서,

  삽입 도구가 일회용 흡수 인서트를 수용하여 보유하도록 된 개방 가능한 삽입 도구 포켓을 형성하는 일회용 흡수 인서트.

청구항 68.

  제 61 항에 있어서,

  삽입 도구가, 상기 삽입 도구가 흡수제품에 대한 미리 설정된 위치에 도달한 때의 지시를 제공하도록 된 삽입 깊이 지시

기를 포함하는 일회용 흡수 인서트.

청구항 69.

  신체의 하부 몸통 둘레에 착용되도록 된 일회용 흡수제품에 사용되는 일회용 흡수 인서트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흡수 인서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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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 폭을 갖는 외부 단부, 외부 단부의 폭보다 작은 폭을 갖는 대향하는 내부 단부, 외부 단부의 폭과 사실상 동일한 폭을

갖고 외부 단부에 인접한 사실상 직사각형인 부분, 및 사실상 직사각형인 부분과 내부 단부를 연결하는 2개의 교차하지 않

는 측부를 갖는 테이퍼진 부분을 구비한 제 1 흡수 층, 및

  흡수 인서트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접촉 상태로 배치되어 사용하도록 된 삽입 도구를 포함하며,

  흡수 인서트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는 단계,

  흡수 인서트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삽입 도구를 사용하는 단계,

  흡수 인서트를 흡수제품으로부터 제거하는 단계,

  흡수 인서트를 흡수제품으로부터 제거하고 흡수 인서트의 유사 대체물을 흡수제품 내로 삽입함으로써 흡수 인서트를 교

환하는 단계, 또는

  흡수 인서트를 흡수제품으로부터 제거하고 흡수 인서트의 유사 대체물을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삽입 도구를 사용함

으로써 흡수 인서트를 교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0.

  제 69 항에 있어서,

  흡수 인서트가 삽입 포켓을 포함하고, 상기 흡수 인서트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삽입 포켓을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방법.

청구항 71.

  제 70 항에 있어서,

  상기 흡수 인서트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삽입 포켓 내에서 삽입 도구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2.

  신체의 하부 몸통 둘레에 착용되도록 된 일회용 흡수제품에 사용되는 일회용 흡수 인서트를 포함하는 제품으로서,

  상기 흡수 인서트가,

  소정 폭을 갖는 외부 단부, 외부 단부의 폭보다 작은 폭을 갖는 대향하는 내부 단부, 외부 단부의 폭과 사실상 동일한 폭을

갖고 외부 단부에 인접한 사실상 직사각형인 부분, 및 사실상 직사각형인 부분과 내부 단부를 연결하는 2개의 교차하지 않

는 측부를 갖는 테이퍼진 부분을 구비한 제 1 흡수 층, 및

  흡수 인서트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접촉 상태로 배치되어 사용하도록 된 삽입 도구를 포함하며,

  흡수 인서트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거나,

  흡수 인서트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삽입 도구를 사용하거나,

  흡수 인서트를 흡수제품으로부터 제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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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 인서트를 흡수제품으로부터 제거하고 흡수 인서트의 유사 대체물을 흡수제품 내로 삽입함으로써 흡수 인서트를 교

환하거나, 또는

  흡수 인서트를 흡수제품으로부터 제거하고 흡수 인서트의 유사 대체물을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삽입 도구를 사용함

으로써 흡수 인서트를 교환하기 위한 설명을 더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73.

  제 72 항에 있어서,

  흡수 인서트가 삽입 포켓을 포함하고, 상기 설명이 흡수 인서트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삽입 포켓을 사용하기 위한

설명을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74.

  제 73 항에 있어서,

  상기 설명이 흡수 인서트를 흡수제품 내로 삽입하도록 삽입 포켓 내에서 삽입 도구를 사용하기 위한 설명을 포함하는 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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