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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초박층 흡수제품 및 이의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양태를 도시한 투시도이다.

제2도는 제1도의 2-2선을 따라서 절단한 확  단면도이다.

제3도는 압착한 후에 제1도의 2-2선을 따라서 절단한 확  단면도이다  

제3도는 본 발명의 제 2의 실시양태를 도시한 투시도이다.

제4도는 본 발명의 제3의 실시양태를 도시한 투시도이다.

제5도는 제4도의 5-5선을 따라서 절단한 확  단면도이다.

제6도는 본 발명의 실시양태인 탐폰용 제1의 블랭르의 투시도이다.

제7도는 제6도에 도시한 블랭크로 제조한 탐폰의 투시도이다.

제8도는 본 발명의 실시양태인 탐폰용 제2의 블랭크의 투시도이다

제9도는 제8도의 블랭크로 제조한 탐폰의 단면도이다.

제10도는 본 발명의 제2의 실시양태를 도시한 와이프의 투시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새롭게  개량된  흡수제품,  특히  초강력  흡수재가  흡입되어  있으며  새롭게  개량된  박층 흡
수 복합제물에 관한 것이다.

본원은 1982년 11월 8일자로 출원되어 계류중인 미합중국 특허원 제439,963호의 연속 출원이다.

일회용  기저귀,  생리 ,  상처용  드레싱(dressing),  붕퍼,  실금증  환자용  패드  등의  제품을  포함하는 
일회용  흡수제품이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  이와같은  제품들은  신체의  분비물을  흡수,  유지하는 흡
수배트(batt)를  흡입한  것이다.  처음에는  특히  기저귀와  생리  등의  많은  제품중에서,  흡수배트 웨
딩(wadding)"이라는  것  또는  티슈  층으로  이루어졌다.  불투과성  후면과  투과성  전면  사이에  혼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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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과  티슈층은  제품안에  액체를  흡수,  유지하는데  바람직하게  사용되었다.  이와같은  흡수배트를 
사용하는 기저귀가 미합중국 재발급 특허 제26,151호에 기재되어 있다.

웨딩형  배트는  "푹신푹신한  목재  펄프  섬유"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개량된  흡수배트로  부분 
체되었다.  이  흡수배트는  상당한  두께를  가진  층인  개개의  목재  펄프  섬유층으로  이루어진다. 푹

신푹신한  목재펄프  흡수배트를  혼입한  기저귀는  미합중국  특허  제2,78H,003호에  기재되어  있다.  이 
기저귀는  웨딩층을  사용하는  기저귀보다  흡수력과  유지력을  증진한  것이다.  또한  푹신푹신한  목재 
펄프층은  꽤  부드럽고,  유연하며  적합하므로  흡수층으로  웨딩을  사용하는  귀저귀보다  우수하게 개량
된 기저귀를 제조할 수 있다.

푹신푹신한  목재펄프  흡수배트의  흡수력이  증진되었을지라도,  기저귀나  생리 에  사용하는  데에는 
효율성에  있어서  빈약하다.  이  이유는  흡수된  액체가  흡수배트내의  한정된  부분에  가라앉고 배트면
을  따라  액체가  움직이는  유동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액체는  저항이  거의  없는  통로를  따라  흘러서 
더 이상 액체를 유지할 수 없는 배트의 최단까지 가득차서 새게 된다.

미합중국  특허  제3,017,304초에  조밀하고  종이와  같은  층을  제품속에  삽입한  흡수제품을  기재하고 
있다.  이  종이와  같은  층은  심지(芯地)처럼  작용하는데,  즉  층위에  고이는  액체는  층의  표면을  따라 
재빨리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푹신푹신한  목재펄프  섬유와  섞어서  혼입하여  만든  제품은 푹신푹
신한  목재펄프  섬유의  흡수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푹신푹신한  목재  펄프를  섞은  종이  같은 
층을  혼입한  기저귀가  미합중국  특허  제3,612,055호  및  제3,938,522호에  기재되어  있다.  푹신푹신한 
목재  펄프  섬유를  심지나  모세관  스킨(skin)  또는  층과  혼합한다는  이  개념은  일회용  기저귀나 생리

를  포함한  여러  흡수  제품에서  널리  인정되었다.  이와같은  제품은  배트의  흡수력을  더욱  유용하게 
할지라도  아직까지  이와  같은  제품들은  액체를  완전히  유지하지는  못한다.  이와  같은  점은  아마도 
배트의  흡수력이  완전히  발휘되기  전에  이러한  제품에서  액체가  새어나오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
면,  아기가  이미  젖은  기저귀를  깔고  않은  경우처럼  젖은  상태인  배트에  압력이  가해지면  배트에서 
액체가 새어나오는 것은 자명하다.

최근에는  다리를  넣는  부분에  탄성체가  부착된  기저귀나  스트렛치(stretch)  기저귀가  시장에서 선보
이고있다.  이러한  기저귀는  선행  기술의  기저귀나  플래트(flat)  기즉귀보다  흡수력이  좋지  않은 배
트로 제조되지만 액체의 유지력은 증진되었음을 나타낸다. 이거한 기저귀는 미합중국 특허 제
3,860,003호,  제4,050,462호  및  제4,324,245호에  기재되어  있다.  액체  유지  상태가  상기에  기술한 
제품  보다  양호하지만  탄성을  띤  제품은  너무  꼭  죄이므로  공기가  통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피부에 
염증이  자주  생기게  되었는데  기저귀가  몸에  꼭  맞을수록  염증은  더욱  생겨난다.  이러한  염증 발생
은  제품중에서  착용자의  몸과  첩촉하는  부분인  탄성체로  이루어진  다리넣는  부분에  인접한  부위에서 
심하다

수년전에 "초강력 흡수재(Superabsorbent material", 즉 액체를 여러번 흡수하는 재료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제품이  개발된  이래로  해당업자들든  기저귀나  생리  등의  제품들의  홉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런  제품속에  초강력  흡수재를  혼입하려고  애써왔다.  이론적으로는  제품속에 최소
량의  초강력  흡수재를  혼입한  제품이  상기에  기술한  제품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게  된다. 기
저귀에  초강력  흡수재와  같은  것을  최초로  혼입한  제품중의  하나가  미합중국  특허  제3,670,731호에 
기재되어  있다.  이  특허는  투과성  전면  쉬이트와  불투과성  후면  쉬이트  사이에  흡수층을  끼운  흡수 
드레싱에  관한  것이다.  흡수층은  초강력  흡수재로서  수불용성이고  가교  결합된  수화  콜로이드 고분
자를 함유한다.

초강력  흡수재가  오래전부터  통용되었지만,  일회용  기저귀나  생리  등의  흡수제품으로서  널리 인정
받지는  못하였다.  초강력  흡수재가  인정되지  못한  그  첫째  이유는  초강력  흡수재의  흡수력을  한층 
증가시켜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지  않은  점이다.  경제적으로  초강력  흡수재를 이
용하기  위해서는  흡수된  액체는  초강력  흡수재로  이동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초강력  흡수재를 
액체와  접하는  곳에  두어야  한다.  게다가  초강력  흡수재가  액체를  흡수하면  초강력  흡수재는  팽윤되   
는  것을  방지하면  액체의  흡수가  중단된다.  그러므로  만약  기저귀와  생리 에서  액체를  흡수하는 작
용을  하는  초강력  흡수재를  조그맣고  빈  부분에  놓을  경우,  초강력  흡수재를  포함하고  있는 흡수층
의  구조는  중요  해진다.  수년에  걸쳐서  초강력  흡수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물을  만들려는 시
도로서 수많은 기술들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미합중국 특허 제4,103,062호, 제4, 
102,340호  및  제4,235,237호에  기재  되어  있다.  게다가,  흡수  제품속에  놓쳐질  수  있는  적당한 층이
나  배치물  속에  초강력  흡수재를  혼입하는  방법이  미합중국  특허  제4,186,165호,  제4,340,057호  및 
제4,364,991호에  기재되어  있다.  오늘날  이와같은  제품들중에서  어느  하나도  실질적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것은 없다.

본  발명은  초강력  흡수재의  실질적인  흡수력을  이용한,  새롭고  개선된  흡수  복합제품을  제조하는 방
법에  관한  것이다  신규한  복합제품은  흡수된  액체가  복합제품의  국한된  부분에  고이더라도  흡수력을 
이용한  제품이다.  게다가,  뜻밖에도  기저귀에  흡수력을  사용할때  신규의  복합제품은  제품에  탄성 레
그부재(elastic  leg  member)를  사용하지  않고도  복합제품의  흡수된  액체를  유지한다.  놀랍게도 신규
한  복합제품은  사용하는  동안  제품에  압력이  가해질  경우,  흡수된  액체를  새게하지  않은채로 유지한
다.

본  발명은  흡수층(absorbing  layer)과  통과 (transition  zone),  심지층(wicking  layer)으로 이루어
져  압착된  일뵉총  홉수  복합제품을  제공한다.  홉수층은  로프트(loft)가  높은  섬유상  웹인데,  웹에 
가해진  건조  압착이  완화되면  원래의  두께로  되돌아간다.  흡수층에는  초강력  흡수재가  미립자나 알
갱이,  필름조각,  과립,  분말  또는  기타  등등의  모양으로  층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  초강력  흡수재의 
크기는  미립자  정도이며,  초강력  흡수재가  액체와  접촉할때  초강력  흡수재의  팽윤으로  인한  입자 상
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립자  정도의  크기로  바람직하게  분포되어  있다.  심지층은  섬유소 
섬유,  레이욘 섬유 또는 기타 등등의 친수성 섬유나 피트 모스(peat  moss)  또는  밀접하게 이격된 상
태에서  층의  면을  따라서  액체의  유동을  촉진  하는  또다른  물질들로  이루어진다.  퉁과 는  심지층과 
흡수층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흡수층과  심지층을  압착하였으므로  서로  밀착되어  있으며  한층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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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른 층이 얹혀진다. 실제로 심지충의 일부분은 초강력 흡수재의 일부와 서로 접하여 있다.

본  발명은  제1의  섬유상  층과  제2의  섬유상  층으로  이루어져  압착된  흡수  복합제품을  제공하는데, 
제1층은  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정의  두께가  있고  이  안에  초강력  흡수재가  들어  있으며 제1층
의  섬유와  협력하여  소정의  두께보다  얇은  상태로  압착된  모양으로  제1층을  유지하며,  제2층은 분리
되어  있으나  상기의  제1층과  일체로  되어  있고  이안에는  초강력  흡수재가  없으며  제1층  안에  초강력 
흡수재를  혼입하기  전의  제1층보다  조밀하여  초강력  흡수재를  혼입하기  전의  제2충  안에  액체를 흡
수하는  바람직한  심지를  제공하므로써  소정의  부분에  복합제품을  젖게하는  제2층을  통과하여  상기의 
소정의  부분에서  빠져나가  소정의  부분에서  떨어져  있는  제1층  부분으로  퍼지며,  상기의  초강력 흡
수재는  팽윤되어  제1섬유상의  층이  압착  형태로부터  확장되어  팽윤되어  초강력  흡수재에  액체를 흡
수하게 하므로써 제1층 내에서 액체의 유지력을 증가시킨다.

본  발명의  흡수  시스템은  박층  흡수구조를  형성하는  적어도  두층으로  이루어진다.  한층은  액체  통과 
매개체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심지층이다.  다른  층은  흡수  저장소로서  신체의  분비물을 유지하
는  역할을  한다.  이  층은  흡수층이라고  부른다.  흡수층은  건조  벌크  회복성이  적어도  30%,  초기 건
조  벌크  회복성이  적어도  20cc/gm,  무게가  약2OZ/yd²보다  적은  웹에서  생긴,  랜덤하게  배치되고 교
락된  섬유로  이루어진  저밀도의  탄성을  가진  섬유상  웹인  것이  바람직하다.  흡수층을  만드는  섬유상 
웹은  특별히  초강력  흡수재를  분배하는데  사용되어  수성  분비물에  젖어도  인접한  초강력  흡수재에서 
간섭이  최소한도인  상태로  팽윤이  발생한다.  통과  또는  심지층은  섬유소  섬유,  피트  모스,  레이욘 
섬유  또는  이들의  혼한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바람직하게  선택된  입자로  만들어진  밀도가  높은 구
조물이다.  한층을  다른  층위에  진공  또는  진공이  아닌  상태로  공기집적(air  laying),  워터 캐스팅
(water  casting),  간단한  배치  등의  방법으로  겹쳐놓는다.  구조물  전체를  납작하게  하기에  적당한 
압력으로 두층을 압착하여 심지층과 흡수층간의 밀접한 접촉을 촉진한다.

실제로  심치층  일부분은  뻗어나가  흡수층과  일체가  되어  통과 를  제공하는데,  여기서  입자의 일부
분이  흡수층에  넣은  초강력  흡수재의  일부분과  접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압착은  적어도  약 10중량
%의  수분을  함유한  상태에서  행해져서  초강력  흡수재의  일부분은  부드럽고  끈적끈적  하며  압착시 흡
수층을  압착상태로  유지한다.  사용하였을때  압착된  복합  제품은  소변,  월경분비물  또는  그밖의 분비
물과  같은  인체  분비물을  포함한  분비물에  젖게  된다.  일반적으로  압착된  복합제품의  한면에서 국한
된  부분에  분비물은  침전된다.  심지층은  층이  진  구조물의  X,Y면에서  초과된  분비물을  소정의 부분
에서  다른  부분으로  즉시  통과시킨다.  분비물이  구조물의  젖지  않은  부분과  접하므로,  심지층과 밀
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초강력  흡수재는  겔  상태로  되어  부드러워진다.  유연하게  되면  흡수층은 점차
로  압착된  상태에서  벗어나며  섬유상  웹의  탄성으로  인하여  밀도가  낮은  원래의  상태로  실질적으로 
회복된다.  밀도가  낮은  섬유상  웹은  액체의  저장소를  제공하며,  초강력  흡수재는  인접한  초강력 흡
수재에서  간섭을  최소한도로  하면서  계속  팽윤된다.  액체가  X,Y면을  따라  앞으로  움직이면  탄성 구
조물의 연속적인 이완을 야기하여 Z방향, 즉 제품의 두께 방향으로 분비물은 이동하게 된다

도면에  하여  언급하면,  제1도는  본  발명의  흡수제품의  투시도이다.  흡수제품(10)에는 흡수층(12)
등의  섬유상  웹이  있다.  흡수층에  혼입되어  고정된  것은  초강력  흡수재(16)이다.  흡수층과  인접한 
것은  심지층(14)이다  심지층(14)의  일부분은  뻗어나가  홉수층(12)과  일체로  되어  통과 (18)를 형성
한다.  "일체(integral  with)"란  밀접하게  접촉하지만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접착을  요하지  않음을 
뜻한다.  제1도에  도시한  구조물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압착되지  않은  상태의  구조물이다. 압착함
으로써  심지층(14)내의  일부분은  뻗어나가  흡수층의  섬유와  일체가  된다.  결과적으로  심지층  부분 
또는  초강력  흡수재와  접촉하게  될  것이다.  구조물을  조밀하게  하기에  충분한  압력으로  구조물이 압
착되었을  때  적어도  10%의  수분이  존재하므로  초강력  흡수재의  표면이  부드러워져서  필요한 접착력
을  흡수총의  섬유에  제공하며,  이로써  구조물이  건조하게  되더라도  조밀한  상태로  복합제품이 유지
된다.

제2도는  흡수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총들간의  관계를  자세하게  도시한  제1도의  2-2선을  따라서  자른 
절단면도이다.  홉수층(22)은  탄성이  있는  섬유로  제조된다.  초강력  흡수재(24)는  탄성섬유(23) 사이
에  혼입되어  바람직하게  고착된다.  심지층(28)은  흡수층쪽으로  뻗어나가  흡수층과  일체가  되는 부분
(26)으로  이루어  진다.  통과 (25)는  초강력  흡수재  입자(24)의  일부분과  밀접하게  접촉하기  위해 
흡수층(22)과  이의  섬유(23)의  일부분과  접하는  심지층  부분(26)을  포함한다.  제2A도는  압착된 상태
의  제2도  구조를  도시한  것인데,  흡수층(22A)은  두께가  얇아지고  심지층(28A)  또한  두께는 얇아졌으
나  홉수층으로  뻗어나가  홉수층과  상당히  일체가  되어  통과 (25A)를  형성한다.  초강력 흡수입자
(24A)가  서로  가까워지더라도  입자들  사이로  액체가  통과할  수  있으며  입자들이  부드럽기  때문에 흡
수층의 탄성섬유는 원래의 밀도가 낮은 상태로 층이 되돌아가도록 이완된다.

제3도에  하여  언급하면,  제3도에서(30)은  기저귀를  나타낸다.  부직포(31)  등의,  수분이  통과할  수 
있는  전층(前層)이  기저귀의  표면으로  사용된다.  폴리에틸렌가  같이  수분을  통과시키지  않는  물질은 
기저귀의  방수  후층(後層)을  형성한다.  이러한  특수  기저귀  구조물(30)은  완전히  압착된 복합층(3
3)과  두층(34),  (35)을  포함하는데,  층들은  테이프  텝(tape  tab)(39)의  반 편  끝에서  기저귀의 전
면  부분에  위치하게  되며,  각층은  제1도에  도시한  흡수구조물로서  압착상태이다.  기저귀의 가장자리
를  통하기  위해서  밀착선(38)이  제공된다.  착용자의  허리부분에  기저귀를  고착시키기  의해  테이프 
텝이  제공된다.  기저귀  제품(30)은  흡수한  액체를  흡수  구조물(33),  (34)  및  (35)의  모든  부분으로 
재빨리  통과시키는  예외적으로  얇은  기저귀이다.  제3도와  일치하는  기저귀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한
층  또는  더  많은  층의  흡수  구조물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심지층은  표면층에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된다.  그러나,  다수의  복합제품이  사용될때,  나머진  복합제품은  포면층이나  후면층들중의 한곳
에  심지층과  함께  배치된다.  본  발명의  기저귀는  세겹의  흡수  구조물  층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사용
되는 통상적인 푹신푹신한 펄프 기저귀보다 얇다.  

제4도에  하여  언급하면,  덮개천(42)이  있는  생리 (40)가  제공된다.  제5도는  제4도에  도시한 생리
에서  층의  구조를  도시한  제4도의  5-5선을  따라서  자른  절단면도이다.  구조물(50)에는  수분이 투

과할  수있는  부직포(52)가  있다.  구조물의  옆  부분과  바닥부분을  둘러싼  것은  수분이  투과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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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피(54)이다  액체를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외피(52)와  인접하여  관련된  것은  외피와  밑접하게 접
촉하고  있는  심지층(56)의  흡수  구조물(55)이다.  그러므로,  액체가  외피(52)를  거쳐서  흡수 구조물
(55)로  들어가면  즉시  심지층(56)으로  운반된다.  액체는  흡수층(57)을  거쳐  이동되어  흉수 구조물
(53)의 인접한 홉수층(59)로 운반된다. 구조물(50) 전체에 걸쳐 액체가 이와같이 계속 
진행되므로서,  흡수  구조물(53)의  심지층(51)로  액체는  흡수되어  수분이  투과할  수  없는  외피(54)를 
따라서  X,Y면으로  운반된다.  압착된  두  복합제품  구조물(53)과  (55)로  인하여  생기 의  두께는 종래
의 섬유상 배트 생리 의 두께의 1/2미만이다.

제6도는  제1도에  도시한  단일  흡수  구조물로  이루어진  탐폰  제조용  블랭크(blank)(60)를  나타낸 것
인데,  블랭크는  압착된  상태이다.  표면(64)은  흡수층의  표면이며.  초강력  흡수재  속에  혼입한 젖은-
탄성  섬유의  부직포  웹이다.  표면(62)은  흡수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목재  펄프  섬유층이다. 두층
은  압착된  상태이며,  두층과  접촉하는  점에서  통과 를  제공한다.  블랭크(60)는  말려있으며  제7도에 
도시한  탐폰(7)을  형성하기  위해  성형되어  있다.  도면에서  절단부분은  흡수층(74)과  심지층(72)를 
나타낸 것이다. 통과 는 두층과 접하는 지점에 위치한다.

제5도에  도시한  별도의  탐폰  구조물에서,  블랭크(80)는  심지층(81),  흡수층(83)과  흡수층의 반 면
의  또다른  심지층(82)으로  이루어진다.  이와같은  구조물은  압착하에  두  통과 (85)와  (86)를 제공한
다.  초강력  흡수재(84)는  흡수층(83)에  혼입되어  고착된다.  탐폰  블랭크(80)는  겹쳐져서  제9도의 탐
폰(90)으로  제조된다.  제9도는  두  심지층(91)과  (92)  사이에  흡수층(93)이  끼워져  있음을  도시한 절
단면도이다.  홉수층은  초강력  흡수재(94)를  함유한다.  통과 (95)와  (96)은  초강격  흡수재가 들어있
는 홉수층과 심지층이 충분히 접할 수 있게 한다.

제10도는  와이프(wipe)(100)를  도시한  것인데,  폴리프로필렌  부직포(102)가  기질을  형성한다.  기질 
(102)에  부착된  것은  기질(102)에  혼입된  흡수층과  반 면을  형성하는  심지층으로  이루어져  압착된 
복합제품(104)이다.

이러한  제품이나  생리 ,  붕  등의  제품은  제1도에  도시한  흡수  구조들로  제조할  수  있으나  압착된 
상태 이다.

홉수층은  실질적으로  로프트가  높은  섬유상  웹인데,  건조  압착된  상태에서  완화되면  원래의  두께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들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이성분 섬유
(bicomponent  fiber)등과  같은  합성  스테이플  섬유로  형성된  섬유상  웹은  특히  바람직하다.  게다가, 
레이욘과  같은  섬유소  섬유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섬유를  공기집적으로  웹을  형성하는데, 
이때  필요하다면  섬유는  안정화된다.  가열(heat-throu호)접착,  접착제  접착,  가열  또는  접착제를 이
용하는 점  엠보싱 등으로 안정화 할  수  있다.  안정화 공정은 사용되는 섬유와 웹을 형성하는데 사용
되는  공정에  따라서  선택된다.  웹을  형성하기에  적합한  공정으로  소면,  습윤  집적(wet  laying), 공
기집적(air  laying),  이들을  조합한  방법등이  있으며,  이밖에  공지된  적합한  기술들이  있다.  건조 
벌크  회복성이  적어도  30%이고,  초기건조  벌크는  적어도  약  20cc/gm,  무게는  약  20Z/yd²보다  적은 
섬유상 웹이 바람직하다.

한  실시양태에  있어서,  웹을  형성하기  위해  가용성  섬유의  일부를  스테이플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
합한것을  공기집적한다.  가용성  섬유로  이루어진  섬유에  뜨거운  공기를  통과시키므로써  웹은  살짝 
접착되어  끈적끈적해  지는데  이는  스테이플  섬유와  각각의  가용성  섬유를  서로  접착시키기  위함이며 
이로서 웹 구조들에 소정의 일체성을 제공한다.

간헐적으로  흡수층에  분산된  초강력  흡수재는  일반적으로  수  불용성이지만  양에  있어서  건조한 상태
에서의  무게보다  적어도  10배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수  괭윤성  폴리머  물질이다.  초강력  흡수재는 
섬유상,  구상,  필름조각,  알갱이  등의  형태를  갖는  입자상이며,  실질적으로는  중합된  액산  모노머 
용액의  형래로도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합된  모노머  용액으로  구상  입자와  필름  등의 입자
를 제조한다.

초강력 흡수재의 한  형태에 있어서,  입자나 섬유는 친수성 그룹이 있는 천연 또는 합성 폴리머 또는 
균질혼합물이나  주쇄에  화학적으로  결합된  친수성  그룹을  함유하는  천연  또는  합성  폴리머  주쇄를 
갖는  것으로서  화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물질을  함유하는  것은,  예를들면, 셀
룰로오스,  전분 및  재생 셀룰로오스를 포함하는 다당류 등의 천연 개질 고분자 및  재생 개질 고분자
인데,  카복시알킬화,  포스포노알킬화,  설포알킬화  또는  포스포릴화로  개질하여  이들  고분자에  높을 
친수성을 부여한다. 또한 이와 같은 개질 폴리머는 수 불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교결합을 
이룬다.

예를들어  이와  동일한  다당류는  그라프트  공중합  기술로  결합될  수  있는  다른  폴리머의  잔기에  한 
주쇄로  제공될  수  있다.  그라프트  공중합된  다당류와  이의  제조방법은  채테르지(chatterjee)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4,105,033호에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  일반식의  친수성  쇄에  그라프트  공중합된 다
당류쇄로서 기재되어 있다.

상기  일반식에서,  A와  B는  -OR³,  -0(알카리금속),  -OHNH₃,  -NH₃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고,R
₁,R₂  및  R₃는  수소와  1  내지  4  또는  그  이상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
되며, r은 0  내지 약 5000  또는 그 이상의 값을 갖는 정수, s는 0  내지 약 5000  또는 그 이상의 값
을 갖는 정수, r과 s의 합은 작어도 500.  p는 0  또는 1의 값을 갖는 정수, q는 1  내지 4의 값을 갖
는  정수이다.  바람직한  친수성  쇄는  가수분해된  폴리아크릴로니트릴쇄  및  폴리아크릴아미드와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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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아크릴레이트와의 코폴리머이다.

개질된  천연  폴리머와  재생  폴리머에  부가하여,  수화  콜로이드  임자  성분은  합성  친수성  입자를 모
두  포함한다.  이  분야의  기술에서  현재  공지된  예는  폴리아크릴로니트릴  섬유인데,  이는 폴리비닐알
코올쇄,  폴리비닐알코을  그  자체,  친수성  폴리우레탄,  폴리(알킬  포스포네이트),  부분적으로 가수분
해된  폴리아크릴아미드[예를들면,  폴리(N-N-디메틸  아크릴아미드)],  설폰화된  폴리스티렌  또는  폴리 
(알킬렌  옥사이드)류와같은  잔기를  그라프트  공중합시켜  개질할  수  있다.  이와같은  친수성 합성고분
자는  가교결합이나  가수분해와  같은  화학적인  처리고  개질뵉  수  있다.  이  분야의  기술에서  더욱 공
지된  예는  폴리옥시에틸렌,  폴리옥시프로필렌과  화학적  또는  방사선  조사(irradiation)로  적합하게 
가교결합된  이들의  혼합물과  같은  비이온성의  친수성  폴리머이다  최신형의  것은  이소부틸렌-말레산 
무수물 코폴리머의 유도체이다.

나트륨,  칼륨,  암모늄(또는  양이온의  결합체),  아크릴레이트와  같은  수용성  아크릴레이트 모노머로
부터  형성된  친수성  폴리머를  분무하거나  중합과  예를들면  방사선  조사와  같은  가교결합으로 흡수충
에 용액을 가할 수 있다.

게다가,껌과 같은 천연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예로서 구아껌(guar gum)이 적합하다.

초강력  흡수재는  팽윤으로  인한  흡수재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면서  섬유상  웹에  초강력 홉
수재를  적합하게  분배하는  방법에  의해  섬유상의  웹과  결합된다  초강력  흡수재가  분말이라면  웹이 
젖은  상태이든  건조한  상태이든  그위에  뿌릴  수  있다.  초강력  흡수재가  과립상이라면  웹과  초강력 
흡수재가  접촉하기전에  초강력  흡수재에  물기를  살짝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강력  흡수재는 과
립상으로  직경이  약  0.005mm인  입자를  포함하는데,  과립상  흡수재는  몇인치  정도의  길이로  섬유를 
따라 연속되어 있다.

웹에  흡수재를  넣는  또다른  방법은  웹에  모노머  용액을  뿌리거나  중합한  모노머  용액으로  웹을 적시
는  방법이다.  모노머를  중합하는  하나의  전형적인  방법은  방사선  조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초강력 
흡수재를  섬유상  웹에  골고루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초강력  흡수재가  분말상과  층상인 
경우, 이미 공지된 제품의 층보다 더 우수한 역할을 한다.

량의 액체를 흡수하는 초강력 흡수재는 본 발명의 흡수층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지층은 레이욘 섬유,  섬유소 섬유와 같은 친수성 섬유나 피트 모스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
진다.  섬유소  섬유는  목재  펄프섬유,  면  린터(cotton  linter)등이다.  목재펄프  섬유는  일회용 기저
귀나  생리  등의  종래의  흡수제품에서  플러프(fluff)나  섬유상의  배트층을  형성하는데  사용된 것들
이다.  또다른 섬유소 섬유로 사용되는 것은 레이욘 섬유,  아마,  마,  황마,  저마,  면  등이다. 섬유
나  피트  모스  또는  이들의  혼합물은  입자들이  심지층의  면에서  액체를  빨아들이는  것을  촉진하기 위
해 서로 가까이 있는 층을 형성하는 방법으르 배치된다.

심지층은  압착되기  전에  흡수층의  그  다음에  배치되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심지층의  입자는 압
착되기 전에 흡수층으로 공기집적 또는 습윤집적될 수 있다.

통관 는  흡수층과  심지층의  접합부분에  형성된  부분이다.  예를들면,  섬유와  같은  심지층의  몇몇 입
자들은  뻗어나가  홉수층과  일체가  된다.  뻗어나간  입자의  부분이  있는  부분은  통과 로  간주한다. 
통과 에서는  흡수층의  섬유와  초강력  흡수재  및  심지층  입자가  뒤섞인다.  흡수층으로  벋어나간 심
지층  입자는  흡수층의  초강력  흡수재의  일부분과  접한다.  이로  인해  액체가  Z방향으로  이동을 시작
하여  초강력  흡수재에  닿는다.  액체가  Z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가면  초강력  홉수재는  부드러워지며, 
흡수층이  실질적으로  압착되지않은  상태의  두께로  되돌아가도록  흡수층  섬유를  완화시킨다. 흡수층
이 압착되지 않은 상태의 두께로 돌아가면,  크게 빈  부분이 액체의 저장소로 되며 빈  부분에 잔류된 
액체를  흡수할때  초강력  흡수재의  팽윤이  증가된다.  흡수층은  압착되지  않은  상태의  두께로  되돌아 
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섬유의 탄성과 초강력 흡수재의 팽윤에 기인하는 것일 것이다.

흡수층의  섬유상  웹을  흡수하는  액체에  하여  필요로  하는  매개체로  제공하기  위하여,  건조  벌크 
회복성이  적어도  30%(바람직하게는  60%),  초기  건조  벌크는  적어도  약  20cc/gm,  무게는  약  2OZ/yd² 
보다  적은  섬유상  웹이  바람직하다.  초기  건초  벌크는  입방  센티미터로  계산하여  평방인치당  0.01 
파운드의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 면적 곱하기 층의 두께이다.  이  값을 그람 당  입방 센티미터로 측정
하기  위해  그람  무게로  나눈다.  건조  벌크  회복성은  5분간  1.75psi의  하중을  웹에  걸고,  하중을 제
거한  다음,  1분  동안  웹을  하중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두고,  다시  1분  동안  0.01psi의  하중을  웹에 
걸어서  0.01psi의  하중이  길린  동안  최종  건조벌크를  측정하여  구한다.  건조벌크  회복성은  퍼센트로 
표시된  초기  벌크로  나눈  최종  벌크이다.  섬유상  웹에  건조  벌크  회복성,  초기  건조  벌크,  무게를 
부여한다면  건조  벌크  회복성은  적어도  30%,  초기  건조  벌크는  적어도  20cc/gm,  무게는  약 2OZ/yd²
보다  적은  것이  바람직하다.  섬유상  웹이  이  세가지  요구조건에  부합된다면,  초강력  흡수재는 적어
도 웹의 건조 기준 무게의 1500% 이하를 유지할 수 있다. 웹의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건조기준,  초강력  흡수재  200중량%  내지  1,500중량%를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약  400 내
지 1,200%의 범위가 가장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흡수제품을  제조하는  방법의  실시예는  다음과  같다.  이  실시  예들은  본  발명의  목적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주내에서 개량과 확 는 실시예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실시예 1]

흡수층은  웹을  형성하기  위해  건조집적,  즉  공기집적이나  소면된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형성된다. 특
히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섬유인  상태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연화된  가용성의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소량  함유한다.  10초  동안  웹에  350℉의  온도에서  공기를  통과시켜  웹을  가열,  접착한다.  이  결과로 
형성된  웹의  기준무게는  25g/㎡이다.  특별하게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  필름은  이  .아이 .듀퐁사
(E.1.Dupont)에서  제조,  판매  하는  99형  홀로필(Hollofil)  섬유와  동일하다  섬유상  웹을  젖은 상태
이고  화학적으로  리그닌이  제거된  목재  펄프섬유의  쉬이트의  맨  위에  두는데,  이  섬유는  기준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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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0g/㎡인  아이티티  레이오네어(ITTRayonair)사제  레이  플록  JLD(Ray  Floc  JLD)와  동일하다. 분말
상  초강력  흡수재  고분자를  200g/㎡의  농도로  부직포인  폴리에스테르에  골고루  뿌린다.  특수하게 사
용되는  초강력  흡수재는  고분자를  스타치  앤드  케미칼  코오포레이션(National  Starch  and  Chemical 
Corporation)  사제  퍼마소브  10(Permasorb  10)과  동일하다.  구조물을  폴리에스테르에  물안개처럼 뿌
린후 30초  동안 640psi의  입력을 가한다.  압력이 완화된 후  구조물은 압착된 상태로 유지되며 본 발
명에 기술한 흡수제품으로서의 역할에 유용하다.

[실시예 2]

실시예  1에서  형성된  동일한  섬유상  폴리에스테르  웹을  사용하여,  욉을  나트륨  아크릴레이트 용액으
로  포화시켜  피복하고,  과량의  액을  제거한  다음,  웹을  방사선  조사하여  모노머를  중합시키고, 가교
결합을  형성  하여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폴리나트륨  아크릴레이트(PSA)를  형성한다.  기질에 200g/㎡
의  PSA가  존재한다.  이것은  800%의  건조  함침량(dry-add--on)과  동일하다.  피복된  기질을  햄머 밀
(hammer  mill)  바로아래로  통과시켜  화학적으로  처리된  목재  펄프  섬유를  폴리에스테르  웹위에 침착
시킨다.  펄프섬유의  일부분이  폴리에스테르  웹속으로  부분적으로  이동하여  폴리에스테르  웹과 일체
가 되도록 폴리에스테르 웹을 진공 상태로 둔다.  목재 펄프 섬유의 부분은 표면에 남아 층은 목재
펄프  섬유  50g/㎡를  함유한다.  펄프층의  표면에  물을  분무하여  펄프의  총  함수율은  10중량%이다.  이 
구조물을  30초  동안  640psi  정도로  압착한다.  압력이  완화된  후  펄프는  액체를  빨아들이기에  적합한 
모세관  크기의  밀도가  른  층을  형성하며,  탄성이  있는  섬유는  압착된  상태로  유지된다.  이와같은 구
조물을  사용함으로써  다량의  액체가  표면과  접하고  액체가  제품속으로  흡수되면  초강력  흡수재는 부
드러워지고  탄성이  있는  섬유를  완화하여  흡수구조물의  두께가  현저하게  증가된가.  이로  인하여 모
세관의 크기가 큰 액체 저장소가 생긴다.

[실시예 3]

폴리에스테르  섬유  웹에서  빼낸  목재  펄프섬유-물의  슬러리로  동일한  폴리에스테르  웹을 처리하므로
써  50g/㎡의  펄프  침전물이  폴리에스테르  웹의  한쪽에  형성된다.  두개의  층을  형성한  쉬이트를 건조
시킨다.  쉬이트의  한면인  졸리에스테르  웹에  실시예  2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모노머  용액을 분무
시적  모노머  용액이  목재펄프  섬유층과  실제적으로  접하지  않게  한다.  전과  동일하게  샘플을 피복하
고,  세번  처리하여  800%의  건조  함침량  PSA을  제공한다.  함수율이  약  50%인  생성구조물을  30초  동알 
640psi  정도로  압착시킨다.  압력이  완화된  후  구조물은  압착된  상태로  유지되며  본  발명에서  이전에 
기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압착하기  전의  두층의  함수율의  정도는  초강력  흡수재의  외부  표면이  충분히  끈적끈적하여 압착하므
로써  젖은  상태의  탄성이  있는  섬유와  일시적으로  접착케  한다.  그러므로  초강력  흡수재가  팽윤하기 
시작하고,이로인해  탄성섬유와  형성하고  있는  결합을  완화하는  동안  충분히  액체와  압착된 복합제품
이 접촉할 때까지 복합제품은 압착된 상태를 유지한다.

흡수층에 가해지는 초강력 흡수재의 양은 압착된 상태의 체적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은  적어도  50%  정도로  구조물의  두께가  충분히  감소되도록  압착되며,  가해지는 압
력은  압력이  완화된  후  복합제품이  조밀한  상태를  유지하기에  충분하다.  흡수층에  있는  섬유가 권축
되거나 주름이 질 정도로 지나치게 압착되어서는 아니된다.

본 발명의 흡수제품을 제조하는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상기한 본 발명의 신규개념의 취지와 범주내에서 변형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층과  제2층  및  이  두층이  밀접하게  일체로  연결되면서  접착부분이  광범위한  통과 로  이루어지며 
실제로  이들  본래의  두께가  줄어들도록  압착된  일회용  흡수  복합제품에  있어서,  건조  벌크  회복성이 
적어도 약30%,  초기 건조 벌크가 적어도 약 20cc/gm,  무게가 약 [그림]  보다 적은 섬유상 웹과 건조 
함침량  기준이  적이도  약  200%이면서  간헐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입상  또는  과립상  초강력  홉수재로 
이루어진  제1층과:  섬유소  섬유,  피트  모스,  레이욘  섬유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고  서로가  아주  인접하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층의  면을  따라서  액체의  유동을  빠르게 
촉진하는  친수성  입자가  균일하게  혼입,  배치되어  있는  제2층:  및  혼입된  입자가  뻗어나가  제1층과 
일체가  되는  부분과  초강력  흡수재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진  통과 를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압착된 일회용 흡수복합제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제1층이 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부직포인 압착된 일회용 흡수 복합제품.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부직포가 폴리에스테르 섬유인 압착된 일회용 흡수 복합제품.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복합제품의  두께가  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두께의  1/2  미만인  압착된  일회용 흡
수 복합제품 .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제2층이  화학적으로  리그닌이  제거된  목재  펄프  섬유인  압착된  일회용 홉수복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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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청구항 6 

6. 제1항에 있어서, 제2층이 피트 모스인 압착된 일회용 흡수 복합제품.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섬유상  웹의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건조중량  약  200%  내지  약  1500%의  양으로 
초강력 흡수재가 함유되어 있는 압착된 일회용 흡수 복합제품.

청구항 8 

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정의  두께를  가지며  제1층에  혼입되어  있는  초강력  흡수재와  섬유가 소정
의  두께보다  적은  제1층의  두께를  압착된  상태에서  유지하는  제1의  섬유상  층  :  및  제1층과  일체로 
되어있으나  분리되어  있고,  제1의  섬유상  층과  같이  액체를  흡수하여  압착된  상태에서  팽창시키고 
제1층내에  액체  유지력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초강력  흡수재는  없으나  제1층에  초강력  흡수재를 혼입
하기  전의  제1층보다  조밀하여  액체를  바람직하게  흡수하므로써  복합제품의  소정의  부분을  적신 액
체가  소정의  부분에서  떨어져  있는  제1층  부분으로  퍼지도록  하는  제2층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압착된 일회용 흡수 복합제품.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제1의 섬유상 층이 섬유상 부진포 웹인 압착된 일회용 흡수 복합제품.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섬유상 부직포 웹이 폴리에스테르 섬유인 압착된 일회용 흡수 복합제품.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제1의  섬유상  층의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초강력  흡수재가  건조중량  약  200%  내지 
약 1,500%의 양으로 함유되어 있는 압착된 일회용 흡수 복합제품.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제2층이  화학적으로  리그닌이  제거된  목재  펄프  섬유인  압착된  일회용  흡수 복합제
품.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제2층이 피트 모스인 압착된 일회용 흡수 복합제품.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제2충이 레이욘 섬유인 압착된 일회용 흡수 복합제품.

청구항 15 

건조 벌크 회복성이 적어도 약 30%,  초기 건조 벌크가 적어도 약 20cc/gm,  무게가 약 2OZ/yd²  보다 
적은  섬유상  웹으로  이루어지며  압착된  상태에서  섬유상  웹의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건조중량  약 
200%내지  1,500%의  양으로  초강력  흡수재가  혼입되어  있는  흡수층  ;  섬유소  섬유,  피트  모스, 레이
욘  섬유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고  흡수충으로  뻗어나가  흡수층과  일체가 되
어  통과 를  형성하는  입자로  이루어진  심지층  ;  및  통과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압착된 일회
용 흡수 복합제품.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섬유상 웹이 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부직포인 압착된 일회용 흡수 복합제품.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부직포가 폴리에스테르 섬유인 압착된 일회용 흡수 복합제품.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심지층이  화학적으로  리그닌이  제거된  목재  펄프  섬유인  압착된  일회용  흡수  복합 
제품.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심지층이 피트 모스인 압착된 일치용 흡수 복합제품.

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섬유상  웹의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건조중량  약  400%  내지  약  1200%의  양으로 
초강력 흡수재가 함유되어 있는 압착된 일회용 흡수 복합제품.

청구항 21 

흡수패드를  함유하는  일회용  기저귀에  있어서,  건조  벌크  회복성이  적어도  약  30%,  초기  건조 벌크
가  적어도  약  20cc/gm,  무게가  약2OZ/yd²  보다  적은  섬유상  웹으로  이루어지며  섬유상  웹의 건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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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기준으로 건조중량 약  200%  내지  1,500%의  양으로 초강력 흡수재가 혼입되어 있는 홉수층 ; 섬
유소  섬유,  피트  모스,  레이욘  섬유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고  흡수충으로 뻗
어나가  흡수층과  일체가  되어  통과 를  형성하는  친수성  입자로  이루어진  심지층  ;  및  통과 로 이
루어지며,  압착된  상태에서의  두께가  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두께의  1/2  미만인  압착된  흡수 복
합제품의 흡수패드를 함유함을 특정으로 하는 일회용 기저귀.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흡수패드가  둘  또는  그  이상의  압착된  흡수  복합제품으로  이루어지는  일회용 기저
귀.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압착된  복합제품의  홉수층이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웹으로  이루어지며,  심지충은 
화학적으로 리그닌이 제거된 목재 펄프 섬유로 이루어지는 일회용 기저귀.

청구항 24 

레21항에  있어서,  압착된  복합제품이  두개의  심지층  사이에  끼워진  홉수층으로  이루어지는  일회용 
기저귀.

청구항 25 

흡수괘드를  함유하는  일회용  기저귀에  있어서,  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정의  두께를  가지며 제1층
에  혼입되어  있는  초력  흡수재와  섬유가  소정의  두께보다  적은  제1층의  두께를  압착된  상태에서 유
지하는 제1의 섬유상 층 ;  제1층과 일체로 되어 있으나 분리되어 있고 제1의 섬유상 층과 같이 액체
를  흡수하여  압착된  상태에서  팽창시키고  제1층내위  액체  유지력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초강력 흡수
재는  없으나  제1층에  초강력  흡수재를  혼입하기  전의  제1층보다  조밀하여  액체를  바람직하게 흡수하
므로써  복합제품의  소정의  부분을  적신  액체가  소정의  부분에서  떨어져  있는  제1층  부분으로 퍼지도
록  하는  제2층으로  이루어진  흡착된  흡수  복합제품의  흡수패드를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일회용 기
저귀.

청구항 26 

건조  벌크  회복성이  적어도  약  30%,  초기  건조  벌크가  적어도  약  20cc/gm,  무게가  약 2OZ/yd
2
보다 

적은  섬유상  웹과  제1층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입상  또는  과립상  초강력  흡수재로  이루어진  제1층; 
섬유소  섬유,  피트  모스,  레이욘  섬유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고  서로가  아주 
인접하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층의  면을  따라서  액체의  유동을  빠르게  촉진하는  친수성 입자
가  균일하게  혼입,  배치되어  있는  제2층;  및  혼입된  입자가  제1층으로  뻗어나가  제1층과  일체가 되
는  부분과  초강력  흡수재와  접하게  되는  부분으로  이루어진  통과 로  이루어지며  입착된  상태에서의 
두께가  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두께의  1/2  미만인  압착된  일회용  흡수  복합제중의  혼수  구조물이 
수분을  통과시킬  수  있는  외피와  함께  액체  장애물에  의해  부분적으로  눌러싸임을  특징으로  하는 생
리 .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흡수  구조물이  압착된  두개의  복합제품  사이에  흡수층을  끼워서  이루어지는 생리
.

청구항 28 

흉수  구조물을  함유하는  생리 에  있어서,  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정의  두께를  가지며  제1층에 
혼입되어  있는  초강력  흡수재와  섬유가  소정의  두께보다  적은  제1층의  두께를  압착된  상태에서 유지
하는 제1의 섬유상 층;  및 제1층과 일체로 되어 있으나 분리되어 있고 젝1의 섬유상 층과 같이 액체
를  흡수  하여  압착된  상태에서  팽창시키고  제1층  내에  액체  유지력을  증가시키도륵  하는  초강력 흡
수재는  없으나  제1층에  초강력  흡수재를  혼입하기전의  제1층보다  조밀하여  액체를  바람직하게 흡수
하am로써  복합제품의  소정의  부분을  적신  액체가  소정의  부분에서  떨어져  있는  제1층  부분으로 퍼기
도록  하는  제2층으초  이루어진  압착된  흡수  복합제품의  흡수  구조물을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생리
.

청구항 29 

제1층과  제2층  및  이  두층이  밀접하게  연결하면서  접착부분이  광범위한  통과 로  이루어  지며 압착
된  상태에서  두께가  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두께의  1/2  미만으로  압착된  일회용  흡수  복합제품을 
흡수  부분으로  갖는  탐폰에  있어서,  건조  벌크  회복성이  적어도  약  30%.  초기  건조  벌크가  적어도 
약  2Occ/gm,  무게가  약  2OZ/yd²  보다  적은  섬유상  웹과  소정의  크기로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인접한  입자의  액체  흡수를  방해하지  않고  제1층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입상  또는 과립상
의  초강력  흡수재로  이루어진  제1층;  섬유소  섬유,  피트  모스,  레이욘  섬유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
루어진  그릅에서  선택되며  균일하게  혼입,  배치된친수성  입자로  이루어진  제2층;  및  혼입된  입자가 
뻗어나가  제2층과  일체가  되는  부분과  초강력  흡수재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진 통과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탐폰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압착된 복합제품이 흡수층의 양면에 두 개의 심지층이 부착되어 이루어지는 탐폰.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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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정의  두께를  가지며  제1층에  혼입되어  있는  초강력  흡수재와  섬유가 소정
의  두께보다  적은  제1층의  두께를  압착된  상태에서  유지하는  제1의  섬유상  층;  및  제1층과  일체로 
되어있으나  분리되어  있고  제1의  섬유상  층과  같은  액체를  흡수하여  압착된  상태에서  팽창시키고 제
1층내에  액체  유지력을  증가시키도록하는  초강력  흡수재는  없으나  제1층에  초강력  흡수재를 혼입하
기  전의  제1층  보다  조밀하여  액체를  바람직하게  흡수하므로써  복합제품의  소정의  부분을  적신 액체
가  소정의  부분에서  떨어져  있는  제1층  부분으로  퍼지도록하는  제2층으로  이루어진  압착된  흡수 복
합제품의 흡수 구조물을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탐폰.

청구항 32 

제1층과  제2층  및  이  두층이  밀접하게  연결하면서  접착부분이  광범위한  통과 로  이루어지며  압착된 
상태에서의  두께가  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두께의  1/2  미만으로  압착된  일회용  흡수  복합제품에 
부착된  기질로서  부직포로  이루어진  와이프(wipe)에  있어서,  건조  벌크  회복성이  적어도  약  30%, 초
기  건조  벌크가  직어도  약  20cc/gm,  무게가  약  2OZ/yd²  보다  적은  섬유상  웹과  제1층  전체에 분포
되어  있는  입상  또는  과립상의  초강력  흡수재로  이루어진  제1의  섬유상  층;  섬유소  섬유,  피트 
모스,  레이욘  섬유6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고  서로가  아주  인접하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층의  면을  따라서  액체의  유동을  빠르게  촉진하는  친수성  입자가  균일하고 랜덤
하게  혼입,  배치되어  있는  제2층;  및  흡입된  입자가  뻗어나가  제1층과  접하게  되는  부분과  초강력 
흡수재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진 통과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프.

청구항 33 

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정의  두께를  가지며  제1층에  혼입되어  있는  초강력  홉수재와  섬유가 소정
의  두께보다  적은  제1층의  두께를  압착된  상태에서  유지하는  제1의  섬유상  층;  및  제1층과  일체로 
되어있으나  분리되어  있고  제1의  섬유상  층과  같이  액체를  흡수하여  압착된  상태에서  팽창시키고 제
1층내에  액체  유지력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초강력  흡수재는  없으나  제1층에  초강력  흡수재를 혼입하
기  전의  제1층  보다  조밀하여  액체를  바람직하게  흡수하므로써  복합제품의  소정의  부분을  적신 액체
가  소정의  부분에서  떨어져  있는  제1층  부분으로  퍼지도록  하는  제2층으로  이루어진  압착된  흡수 복
합제품에 부직포를 부착함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프.

청구항 34 

건조 벌크 회복성이 적어도 약 30%,  초기 건조 벌크가 전에도 약 20cc/gm  및 무게가 약 2OZ/yd² 보
다  적은  섬유상  웹을  형성하고,  홉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섬유상  웹의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건
조중량약  200%  내지  약  1,500%의  양으로  초강력  흡수재를  혼입하며,  흡수층의  한쪽면에  섬유소 
섬유.  피트  모스,  레이욘  섬유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인진  그릅에서  선택된  친수성  입자로 이루어
진  심지층을  접촉시키고,  상기의  층  들이  적어도  50%의  두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압축시키는 공정
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압착된 일회용 흡수 복합제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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