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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굴곡 형상의 흡수제품

요약

생리대와 같은 흡수 제품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생리대는 신체에 잘맞는 굴곡 형상을 갖는다.  생리대는 그의 단부가 위로 뒤집혀 있는 굴곡된 
종방향 프로파일을 갖는다. 생리대는 또한 그의 신체 대향면상에 모세관로 섬유의 터프트에 의해 형성된 
험프(hump)를 갖고 있다. 또한, 생리대는 굴곡된 횡방향 프로파일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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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굴곡 형상의 흡수제품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흡수제품, 특히 생리대와 같은 월경제품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제품은 특히 착용자에게 꼭맞
으면서도 안락감을 제공하는 반면, 다양한 체액, 특히 월경액을 흡수하도록 되어 있다.

[발명의 배경]

체액을 수용하는 1회용 흡수제품에 대한 각종 구조물은 본 기술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시판되고 있는 흡
수제품으로는 기저귀, 성인 실금자용 제품 및 생리대와 붕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1회용 제품은 
체액을 수용하여 흡수하고 보유하기 위한 몇개의 기능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흡수제
품은 주로 섬유상 셀룰로즈를 포함한 흡수 재료의 코어를 함유한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제품은 유체 투
과성 상면시이트, 흡수코어 및 유체 불투과성 배면시이트를 포함한다.

생리대의 경우에 있어서, 여성들은 몸에 꼭맞는 안락한 착용감, 체액의 보유성 및 최소의 오염과 같은 관
점에서 볼 때 높은 성능 수준을 갖는 흡수제품을 요망하게 되었다.  특히, 생리대에서부터 언더가멘트
(undergarment)쪽으로 체액을 새는 것은 전체적으로 허용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있다.

생리대의 재료와 구조 측면에서 볼때 많은 개선을 이루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성능을 개선시
키고자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꼭맞는 안락한 착용감의 희생없이 누수를 없애
는 것, 특히 생리대의 내부를 따라서 일어나는 누수를 없애는 것은 소비자의 요망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
다.

생리대로부터의 누수는 일반적으로 월경액이 신체로부터 방출되어 그 즉시로 생리대의 표면과 접촉하는 
지점에서 체액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러한 접촉지점에서 생리대의 흡수물
질은 신속하게 과포화된다.  혈액은 이러한 지점에서 쉽게 이동하여 착용자의 다리의 가장 가까운 측면으
로부터 새게 된다.  이로인해 종종 신체상의 혈액이 번지게 되어 언더가멘트를 오염시킨다.  이러한 누수
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로는 유체를 저지하게 위해 집된 가장자리를 갖는 구조물[1989년 4월 11일자 체
퍼스(Chapas) 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820,295호]; 흡수제품을 에워싼 차단 시이트[1987년 5월
19일자 윌리암스(Williams) 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666,439 호]; 및 팬티 주위를 감싸고 생리
대에 탄성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를 제공하는 "날개 달린" 측면 가장자리를 들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날개부가 제공되어 있는 생리대(그러나, 이것은 모두 착용자의 팬티 주위를 감싸고 있지 
않거나, 또는 측면 누수를 억제하지 못함)들은 일본국 특허 공보 제 40-36391 호, 제 46-12554 호 및 제 
50-100399 호; 및 1981년 8월 25일자 맥네어(McNair)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285,343 호, 1986년 
5월 20일자 밴 틸버그(Van Tilburg)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589,876 호, 1986년 8월 26일자 매팅
글리(Mattingly)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608,047 호 및 1987년 8월 18일자 밴 틸버그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687,478 호에 기재되어 있다.

각종 유형의 탄성물체가 제공된 생리대들은 1983년 10월 12일자 공고된 유럽 특허출원 공보 제 0 091 412 
A2 호, 1986년 6월 18일자 공개된 더 프록터 앤드 갬블 캄파니의 영국 특허출원 제 2 168 253 A 호(이 출
원은 탄성물체라기 보다는 상향 절첩 형상으로 되어 있는 측면 플랩(flap)을 속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도 
기재하고 있음); 및 1987년 10월 20일자 엘리스(Ellis) 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701,177 호, 
1988년 7월 19일자 파파존(Papajohn)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758,241 호, 1988년 9월 13일자 엘
리스 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770,657 호, 1990년 7월 31일자 모크리(Mokry)에게 허여된 미합
중국 특허 제 4,944,735 호 및 1991년 7월 16일자 모크리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5,032,121 호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들 문헌의 내용은 모두 본문에 참고로 인용되어 있다.

불행히도, 생리대의 과 집 부분은 사용중에 안락감을 떨어뜨린다.  몇몇 사용자들은 "날개달린" 제품에 
흥미가 없으며, 다른 사용자들에게는 차단 제품이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또한, 상기 누수를 방지할 목적으로 탄성 물체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탄성 물체의 부가는 
생리대의 제조비용을 증가시킨다.  생리대의 제작도중에 이동웹에 탄성스트랜드를 부착시키는 것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다.  또한, 탄성 물체의 사용은 생리대의 상부를 따라서 주
름을 발생시킨다.  또다른 문제점은 생리대의 굴곡 형상을 제공할 목적으로 탄성물체를 사용하면 이에 따
라서 생리대의 두께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탄성 물체의 사용에 의해 비교적 두꺼운 흡수 부재를 갖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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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대에서는 그의 곡선을 이루기가 더욱 곤란하다.  두꺼운 제품에 탄성 물체를 사용하면 생리대에 곡선을 
부여하기 위해 저항하는 응력을 탄성 물체에 발생시킨다.  또한, 이러한 응력은 탄성물체의 탄성 모듈러
스를 손실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도, 탄성물체의 사용은 제품의 종방향 측면 차단체에 상당한 두께
를 부가하며, 이로인해 종종 착용자가 다소 불편한 감을 느끼는 생리대가 제조된다.

그러므로, 생리대의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로부터의 누수를 감소시키는 개선된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
으로 수행되고 있다.

더우기, 사용 후에도 대부분의 흡수제품의 많은 부분이 건조하게 남아 있고 이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과
포화를 방지하고 누수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오염물의 침적 지점에서부터 완전히 이용되지 않은 제품의 
영역쪽으로 유체를 유도하기 위한 개선된 방식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언더가멘트의 오염 이외에도, 현재 생리대 등의 사용자는 이러한 제품의 표면이 보편적인 의류 또는 부직
포가 이제까지 제공되어 왔던 것보다 더욱 깨끗하고 더욱 위생적이며 더욱 건조한 양상을 제공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생리대, 기저귀 및 실금자용 수단에는 전형적으로 상면시이트를 통해 
저장용 하부 흡수코어내로 유체를 신속히 이동시키도록 설계된 상면 시이트가 제공된다.  상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이동이 빠르면 빠를 수록 제품의 표면은 그만큼 건조하게 되고 더욱 깨끗해진다.

관로(channel) 또는 홈이 속에 들어 있는 특유한 단면을 갖는 섬유의 용도를 기술하고 있는 몇몇 문헌들
은 1990년 10월 10일자 필립스(Phillips) 등의 EPO 특허출원 제 391,814 호, 1988년 2월 9일자 파니악크
(Pieniak)의 미합중국 특허 제 4,723,954 호, 1989년 1월 17일자 메이어(Mdyer)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 
4,798,603 호, 1990년 11월 27일자 쉐로드(Sherrod)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 4,973,325 호, 1990년 8월 5
일자  라티머(Latimer)  등의  EPO  특허출원  제  397,110  호,  1950년  1월  16일자  폴  쉐벌리에(Paul 
Chevalier)의  프랑스공화국  특허  제  955,625  호,  1964년  2월  11일자  샤우(Shaw)의  미합중국  특허  제 
3,121,040 호, 1977년 10월 18일자 벨릿신(Belitsin)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 4,054,709 호, 또한, 벨릿신
의 미합중국 특허 제 4,179,259 호(이 문헌은 일부 커얼링(curling)기술을 기재하고 있음), 1983년 4월 
26일자 마쓰다(Masuda)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 4,381,325 호, 1989년 2월 1일자 윌키스(Wilkes) 등의 유
럽 특허출원 제 88306987.4 호 (공개번호 제 0,301,874 호), 1981년 8월 25일자 베거(berger)의 미합중국 
특허 제 4,286,005  호,  1986년 11월 18일자 드로비시(Drobish)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 4,623,329  호, 
1979년  11월  29일자  테이진  케이케이(Teijin  KK)의  일본국  특허출원  제  79-151617  호, 바그로디아
(Bagrodia)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 4,842,792 호(1989년 6월 27일)와 제 4,954,398 호(1990년 9월 4일), 
및 1989년 9월 19일자 모드락(Modrak)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 4,868,031 호들이다.

본 발명은 상기 주지한 체액의 목적하는 방향 이동성(이로인해 흡수제품의 전체 흡수용량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측면이 새는 것을 줄일 수 있다)을 신체에 잘 맞는 굴곡된 생리대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체액을 
상면시이트를 통해 빨아내어 사용중에 목적하는 건조한 위생 잇점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이다.

더우기, 본 발명의 기술을 이용한 제품은 체액이동성을 성취하기 위해 고 집 흡수코어 영역에 의존하는 
제품보다 더욱 안락하고 더욱 잘 맞도록 한 것이다.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본문의 기술은 부드럽
고 유연한 저 도의 안락한 패드에 있는 집되어 있지만 불편한 코어에서 나타나는 체액 방향성 및 처리 
특성을 성취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개선된 체액 흡수 및 보유성을 갖는 1회용 흡수제품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추가의 목적은 신체로부터 멀리 체액을 이동시키는 이러한 개선된 흡수제품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이에 한정되어 있지 않지만 개선된 연질성과 유연성, 개선된 꼭맞는 착용성 및 
개선된 오염물 보유성을 포함하는 생리대 및 팬티라이너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장점들은 다음의 설명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같이 본 발명에 의해 얻어진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생리대와 같은 흡수제품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생리대는 신체에 잘 맞는 굴곡 형상을 갖고 
있다.

바람직한 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의 생리대는 액체 투과성 상면시이트, 액체 불투과성 배면시이트 및 흡
수코어를 포함한다.  흡수코어는 상면시이트와 배면시이트 사이에 위치된다.  상면시이트 및 배면시이트
는 생리대의 둘레 주위에서 함께 결합된다.  또한, 생리대는 그것을 착용자 팬티의 가랑이 영역에 부착시
키기 위한 접착 고정 수단을 포함한다.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 있어서, 흡수코어는 변성된 가교결합 셀룰로즈 섬유의 2개의 층 또는 웹 사이에 위
치된 초강력 흡수물질의 적층체를 포함한다.  또한, 생리대는 일반적으로 흡수코어의 상부에 위치된 모세
관로 섬유(capillary channel fiber)의 터프트된 다발(tufted bundle)(또는 "다발")을 갖는다.  터프트의 
기부에는 모세관로 섬유는 슬릿(slit)을 통해 흡수코어의 층 사이로 슬리핑된다.  흡수코어의 층들은 바
느질이나 스티칭 등에 의해 함께 일체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리대의 그의 단부가 위로 뒤집혀있는 굴곡된 종방향 프로파일을 갖는다.  또한,  생리대는 그의 신체 
대향면상에 모세관로 섬유의 터프트에 의해 형성된 헴프(hump)를 갖는다.  또한, 생리대는 곡선 모양의 
횡방향 프로파일을 갖는다.  스티칭은 꼭맞는 착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리대에서 절첩선 또는 휠선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리대는 그것을 몇가지 다른 방식으로 형성시킴으로서 굴곡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하나의 바람직한 
양태에 있어서, 생리대의 구성요소들은 굴곡 형상으로 미리 처리되며, 생리대는 그것을 상기 형상으로 보
유하는 고정 메카니즘(또는 "고정수단")을 갖는다.  그러므로, 생리대는 개별적인 탄성 스트랜드를 사용
하지 않고도 굴곡된다(그러나, 생리대에 선택적인 탄성 스트랜드를 제공할 수도 있다). 생리대는 종방향 
중심선 및 횡방향 중심선을 갖는다.  고정 메카니즘은 중심선중의 하나의 한 측면상에 위치된 제 1 부분 
및 동일한 중심선의 다른 측면상에 위치된 제 2 부분을 갖는다.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 있어서, 고정 메카니즘은 생리대의 종방향 측면 여백에 위치된다.  또한, 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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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여백은 생리대의 신체 표면상에서 그의 종방향 중심선을 향해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다른 바람직한 양태에 있어서, 흡수제품은 제 2 구성요소에 결합된 탄성적으로 신장가능한 제 1 구성요
소를 포함한다.  제 1 구성요소는 제 1 부분 및 제 2부분을 포함한다.  제 1 부분은 제 2 부분보다 크게 
탄성적으로 수축된다.  제 1 구성요소는 이것이 제 2 구성요소를 굴곡형상으로 휘게하는 힘을 제 2 구성
요소에 가하도록 탄성적으로 수축된 상태에서 제 2 구성요소에 결합된다.

제 1 구성요소는 바람직하게 흡수제품의 폭의 약 1/2배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 약 1/4배 이상 연장되어 
있다(즉, 제 1 구성요소는 통상적인 측면 탄성체보다 폭이 넓다).  제 1 구성요소는 흡수제품에 단순히 
수축만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능(예를들면, 투과성 신체 표면을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상면시
이트와 같은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제 1 구성요소의 위치는 흡수 제품의 종방향 측면 여백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제 1 구성요소는 통상적인 탄성 스트랜드와는 다르다.

또다른 양태에 있어서, 흡수제품은 신장가능한 제 1 구성요소 및 제 2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제 1 구성
요소는 제 2 구성요소가 굴곡형상으로 휘어지도록 연장되어 있으며, 2개의 구성요소는 굴곡형상에 직접적
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도면의 설명]

본 명세서가 본 발명을 형성하는 주 사항들을 특정적으로 지적하여 명확히 청구한 특허청구범위로 종결되
지만,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하여 기술된 하기 설명으로부터 보다 우수하게 이해할 것이라고 믿는
다.  도면에 있어서, 동일한 기호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요소를 나타낸다.

제 1 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생리대의 사시도이다.

제 2 도는 제 1 도에 나타낸 생리대의 종측면도(플랩(flap)이 없이 나타나 있음)이다.

제 3 도는 3-3선을 따라서 취한 제 1 도의 생리대의 단면도(이것도 플랩이 없이 나타나 있음)이다.

제 4 도는 및 제 5 도는 생리대에 대한 측방향 압축력의 효과를 나타내는 제 3 도와 유사한 단면도이다.

제 6 도는 사용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형상을 나타내는 본 발명의 생리대의 사시도이다.

제 7 도는 제 1 도에 나타낸 생리대의 한 부분의 조립체를 나타내는 확대사시도이다.

제 7a 도는 섬유중의 다수의 터프트를 포함한 모세관로 섬유다발의 양태를 나타내기 위해 상면시이트 및 
제 2 상면시이트를 제거한 제 2 도와 유사한 측면도이다.

제 8 도는 평면 기초부(4), 벽 사이의 폭(5) 및 벽의 깊이(6)를 갖는 대칭 "H" 형상의 모세관로 섬유의 
단면도이다.

제 9 도는 "다수의 H" 형상을 갖는 모세관로 섬유의 단면도이다.

제 10 도는 "다수의 U" 형상의 모세관로 섬유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제 11a 도는 변형된 "C" 형상의 모세관로 섬유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제 11b 도는 부분적으로 붕괴된 상태의 H-형상의 모세관로 섬유를 나타내는 단면도(이것은 최적하지는 않
지만,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섬유도 사용할 수 있다)이다.

제 11c 도는 팽창된 모세관로 섬유의 단면도이다.

제 11d 도는 전체적으로 붕괴된 모세관로 섬유의 단면도(이러한 섬유는 본 발명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다.

제 12 도는 형성된 필름 상면시이트와 모세관로 섬유의 하층간의 접한 접촉 및 상면시이트의 기공내로 
모세관로 섬유의 돌출을 나타내는 생리대의 일부의 현미경 단면이다.

제 13 도는 모세관로 섬유층에 상면시이트를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아교 접착선의 하나의 바람직한 
다수-나선형 패턴 및 상면시이트의 하면을 나타낸다.

제 14 도는 생리대의 구성요소를 손으로 조립할 수 있는 형태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제 15 도는 생래대의 구성요소를 손으로 봉시킬 수 있는 형태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제 16 도는 본 발명의 생리대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의 사시도이다.

제 17 도 및 제 18 도는 제 16 도에 나타난 장치상에서 봉된 생리대의 클로즈업 도면이다.

제 19 도는 생리대에 곡선을 제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상면시이트를 미소하게 신장시킨 것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1. 흡수제품의 일반적인 특성

본 발명의 일체식 1회용 흡수제품의 바람직한 양태는 제 1 도에 나타난 월경 패드인 생리대(20)이다.

본문에서 "흡수제품"이란 인체 배설물을 흡수하여 수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더욱 구체적으로는 인체로부
터 방출된 각종 배설물을 흡수하여 수용하기 위해 인체에 위치되거나, 또는 인체에 인접하여 위치되는 제
품을 말한다.  본문에서, "1회용"이란 흡수제품을 세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보관하거나 또는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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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1번 사용한 후에 폐기하도록 만든 것이다(즉, 흡수제품을 한번 사용한 후에 폐기
하도록 한 것, 바람직하게는 재순환시키거나 다른 물질과 혼합시키도록 만든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흡수제품을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일체식" 흡수제품이란, 본체를 형성하기 
위해 개개의 요소들이 함께 한 단위로 구성된 흡수제품을 말한다.

본문에서, "생리대"란 일반적으로 비뇨기 부위의 외부에 있는 외음부위에 인접하여 여성에게 착용되며 월
경액 및 착용자의 신체로부터 나온 기타 질 분비물(예를들면, 혈액, 멘스 및 뇨 등)을 흡수하여 수용하도
록 되어 있는 흡수제품을 말한다.  착용자의 음부 사이에 부분적으로 위치되거나, 또는 그 외부에 부분적
으로 위치되는 음순 수단도 본 발명의 범위안에 있다.  본문에서 "외음부"란 외부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여성의 생식기를 말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또한 팬티라이너와 같은 다른 여성 위생 패드 또는 월경패
드, 또는 실금자용 패드와 같은 기타 흡수제품 등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생리대(20)는 2개의 표면인, 신체 접촉 표면 또는 "신체표면"(20A) 및 가멘트 표면(20B)를 갖는다.  생리
대(20)는 그의 신체 표면(20A)으로부터 본 바와 같이 제 1 도에 나타나 있다.  신체표면(20A)는 착용자의 
신체에 인접하여 착용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가멘트 표면(20B)은 신체표면의 대향면상에 있고 생리대
(20)의 착용시 착용자의 언더가멘트에 인접하여 위치하도록 되어 있다.

생리대(20)는 2개의 중심선인 종방향 중심선(L)과 횡방향 중심선(T)을 갖는다.  본문에서, "종방향"이란 
생리대(20)의 착용시 서있는 착용자를 좌측 신체와 우측 신체 반으로 2등분한 수직 평면과 일반적으로 일
직선상(예를들면,  거의  평행하게)에  놓여  있는  생리대(20)  평면의  선,  축  또는  방향을  말한다.   
본문에서, "횡방향" 또는 "측방향"이란 서로 교환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종방향에 수직인 생리대(20)의 평
면에 놓인 선, 축 또는 방향을 말한다.

제  1  도는  또한  생리대(20)가  종방향  가장자리(또는  "측면  가장자리")(22),  말단  가장자리(또는 "단
부")(24) 및 생리대의 코너(27)를 갖는, 생리대(20)의 외부 가장자리에 의해 한정된 둘레(26)를 갖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생리대(20)는 제 1 말단영역(28)과 제 2 말단영역(30)으로 이루어진 2개의 말단영역을 갖는다.  중심영역
(32)은 말단영역(28 및 30) 사이에 배치된다.  말단영역(28 및 30)은 생리대 길이의 약 1/8배 내지 약 
1/3배로 중심영역(32)의 가장자리에서부터 바깥쪽을 향해 연장되어 있다.  중심영역(32) 및 2개의 말단영
역(28  및 30)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1987년 9월 1일자 히긴스(Higgins)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690,680호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생리대는 종방향 중심선(L)의 최소한 일부를 따라서 배치된 종방향 중심영역(34) 및 그의 측면 외
부에 있는 종방향 측면영역(36)을 갖는다.  생리대의 개개의 구성요소(하기 기재됨)는 본 단락 및 전술한 
단락에 기재된 영역과 일치하는 부분을 가질 수 있다.

제 7 도는 제 1 도 내지 제 3 도에 나타난 생리대(20) 하나의 바람직한 부분의 조립체를 나타내는 확대사
시도이다.  제 7 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리대(20)는 액체투과성 상면시이트(38), 상면시이트(38)에 결
합된 액체 불투과성 배면시이트(40) 및 상면시이트(38)와 배면시이트(40) 사이에 위치된 흡수코어(42)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생리대(20)는 임의의 선택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것들로는 흡수코어
(42)의 상부에 일반적으로 위치되는 모세관로 섬유의 선택적인 터프트된 다발(또는 "다발")(44)을 들 수 
있다.  생리대(20)에는 또한 하나 이상의 부가적인 층 또는 구성요소가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는 모세관로 섬유의 다발(44)과  흡수코어(42)  사이에  일반적으로 위치된 포획층(또는  "제  2 상면시이
트")(46)를 들 수 있다.  생리대(20)는 또한 흡수코어(42)와 배면시이트(40) 사이에 위치된 부직층(48)을 
포함한다.  부직층(48)은 생리대중의 층들이 스티칭되고 코어가 가교결합 셀룰로즈 섬유로 구성될 때 코
어(42) 물질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또한, 생리대(20)는 팬티 고정 접착제 스트립(50)과 같은 하나 이상의 팬티 고정 접착수단을 포함한다.  
선택적인 이형페이퍼(52)를 사용하여 접착제 스트립(50)을 덮을 수도 있다.  이로인해, 생리대(20)를 사
용하기도 전에 접착제 스트립(50)이 언더가멘트의 가랑이 부분 이외의 표면에 붙는 것이 방지된다.

또한, 생리대(20)는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 랩(wrap)(54)을 형성하는 상면시이트(38)의 연장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  제 7 도에 나타낸 양태는 이러한 특성면에서 볼 때 제 1 도에 나타낸 양태와 다른다.  제 1 
도는 선택적인 측면 플랩 또는 "날개부"(56)를 포함한 생리대(20)를 나타낸다.  측면 플랩 또는 "날개
부"(56)는 착용자의 팬티의 가랑이 부분 주위에 절첩될 수 있다.  하기 상세히 기술되는 바와 같이 측면 
플랩(56)은 착용자의 팬티의 오염을 방지하고 생리대를 착용자의 팬티에 단단하게 부착시키는 것을 비롯
하여 수많은 목적을 위해 작용하지만, 이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 
랩(54)은 생리대 더욱 안락한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2)를 제공하기 위해 생리대(20)의 기타 다른 구성요
소 주위에 랩핑되어 있다.

생리대(20)의 구성요소들은 임의 적합한 방식으로 함께 유지될 수 있다.  제 7 도에 나타난 양태에 있어
서, 생리대(20)의 구성요소들은 주변 봉부(64), 상면시이트 접착제(66)와 같은 상면시이트 부착 수단, 
및 배면시이트 결합 접착제(68)와 같은 배면시이트 부착수단에 의해 함께 유지될 수 있다.  이외에도, 이
러한 바람직한 양태에 있어서, 모세관로 섬유의 다발(44), 제 2 상면시이트(46), 흡수코어(42) 및 부직층
(48)의 조립체는 스티칭선(70)에 의해 함께 유지되어 코어/부직시이트 샌드위치를 형성한다.  스티칭 선
(70)은 생리대(20)를 착용할 때 생리대의 일부가 휘어지도록 휨축(80 및 82)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모든 구성요소들 및 특징은 하기에 더욱 상세히 기재될 것이다.

2.  생리대의 모양 및 착용도중의 생리대의 형상

A.  생리대의 모양

제 1 도 내지 제 3 도는 생리대(20)가 신체에 잘 맞는 3차원 굴곡 모양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 2 도는 생리대(20)가 그의 단부(24)를 위로 뒤집어 종방향 굴곡 프로파일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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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20)는 그의 신체표면(20A)상에서 모세관로 섬유의 터프트에 의해 형성된 험프(72)를 갖는다.  또
한, 생리대(20)는 횡방향 굴곡 프로파일을 갖는다.

흡수제품(또한,  이  제품을  굴곡형상으로  유지시키는  고정수단  및  흡수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형태등)의 모양과 관련하여 본 명세서에 사용된 바와 같은 "굴곡된"이란 용어는 그것이 직선 또는 평면이 
아닌 포괄적인 모양을 갖는 제품을 포함한다는데 있어서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다.  흡수제품은 하
나 이상의 곡선 또는 표면, 사각선 또는 표면, 또는 곡선과 사각선 또는 표면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포
괄적인 굴곡 모양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굴곡된"이란 용어는 전체가 곡선 세그먼트(들)로 형성된 
흡수제품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생리대는 그의 중심이 다른 곳보다 두껍고 가장자리(22 및 24)쪽으로 점점 얇아지게 테이핑되도록 
프로파일되어 있다.  생리대는 임의의 적합한 방식으로 프로파일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생리대는 종방
향 및 횡방향 중심선의 교차지점에서의 생리대의 두께 대 생리대의 단부에서 흡수물질을 통해 측정된 바
와 같은 생리대의 두께의 비율이 약 1.4 : 1(예를들면, 중심의 두께가 7㎜, 단부의 두께가 5㎜) 내지 약 
10 : 1(예를들면, 중심의 두께가 20㎜, 단부의 두께가 2㎜)의 범위에 있도록 프로파일 된다.

생리대(20)는 비교적 작은 길이와 폭을 갖는 층들의 상부에 보다 큰 길이와 폭의 크기를 갖는 층들을 적
층시키거나(또는 이와 반대로 적층시키거나), 프로파일된 주형내에서 생리대의 구성요소들을 성형하거나, 
또는 생리대의 구성요소들을 압연 성형시키는 것과 같은 본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진 방법에 의해 프로파
일 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본 발명의 생리대(20)는 임의의 목적하는 방식에 의해 굴곡으로 될 수 있다.  바람직한 곡선 정도는 제 2 
도 및 제 3 도와 관련하여 기술된다.

제 2 도는 생리대(20)의 중심영역(32)을 편평한 표면상에서 가멘트 표면(20B)에 위치시킬 때, 생리대(2
0)의 단부(24)가 편평한 표면의 평면위에서 D1 의 거리로 이격되도록 굴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리대

(20)의 곡선은 바람직하게 편평한 표면의 평면위로 약 0.5in(약 1.3㎝) 또는 약 1in(약 2.5㎝) 내지 약 1 
3/4in(약 4.5㎝) 이격되도록 한다.

제 3 도는 생리대의 측면(또는 "교차-기계방향 또는 "교차방향") 곡선을 나타낸다.  바람직하게, 생리대
(20)의 교차방향 곡선은 생리대를 편평한 표면상에 위치시킬 때, 단부(22)가 편평한 표면의 평면위에서 
약 5㎜ 내지 약 17㎜ 사이의 거리(D1 A)로 이격되도록 한다.

그러나, 생리대(20)는 이러한 목적으로 탄성 물질을 사용하여 곡선 정도를 갖는 어떠한 생리대라도 좋다.  
이러한 탄성화된 생리대는 본문의 "발명의 배경"란에 참고로 인용되어 있는 특허 문헌에 기술되어 있다.

기타 또다른 양태에 있어서, 생리대(20)는 다른 굴곡형상으로 될 수 이다.  예를들면, 도면에 나타난 것
과 반대방식으로 굴곡시킬 수 있다.  이러한 양태에 있어서, 생리대의 중심은 위로 뒤집혀 있으며, 생리
대의 가멘트 표면(20B)을 편평한 표면상에서 아래로 위치시킬 때, 그 단부는 아래로 뒤집혀 있다.  이러
한 양태는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덜 바람직하다.

B.  사용도중의 생리대의 형상

생리대(20)는 착용도중에 연속해서 역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로 인해, 생리대(2
0)에는 착용자의 신체에 가급적 가깝게 딱맞는 착용성이 제공될 수 있다.

생리대에 이러한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생리대(20)는 많은 특성을 갖는다.

모세관로 섬유의 터프트(44)는 착용자의 음순 사이의 이격공간에 딱맞는 험프(72)를 형성하고 있다.  험
프(72)의 기부가 착용자에 대해 안락할 수 있게끔 다가옴에 따라 상승하는 험프의 측면 및 단부가 점진적
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테이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험프(72)는 착용자의 신체에 있을 때 생리대(20)로 
하여금 체액을 쉽게 가로챌 수 있게끔 되어 있다. 

험프(72)는 다음과 같은 크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길이(또는 x-방향 크기) 약 4 내지 10㎝,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2 내지 3in(약 5 내지 7.5㎝)(또한 험프의 길이는 흡수코어의 길이의 약 1/2배 이하가 
바람직하다); 가장 넓은 지점에서의 폭(또는 y-방향크기) 약 5㎝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5in(약 
3.8㎝) 이하; 및 두께(또는 z-방향크기) 약 5 내지 10㎜.  최대로 올라간 지점에서의 험프의 두께는 바람
직하게 생리대 주위의 종방향 가장자리 영역 및 말단 영역의 두께의 약 1.5배 이상이다.  험프(72)는 그
의 최대 두께 지점이 험프(72)의 폭의 약 3/4배 이하로 연장되도록 테이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험프(72)는 모세관로 섬유의 다발(44)을 착용자의 신체에 가깝게 인접하여 위치시키는데 유용하다.  이러
한 것은 다발(44)의 상부에 위치된 모세관로 섬유에 대해 특히 좋다.  하기에 더욱 상세히 기술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섬유들은 z 방향으로 배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 인해, 모세관로 섬유들은 액체를 착
용자의 신체로부터 흡수코어 밑으로 멀리 흡입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험프(72)를 포함하는 모세관로 
섬유들은 액체를 펌핑시켜 생리대(20)의 곡선으로 인해 상승되는 코어(42) 일부분으로 액체를 이동시키는
데 특히 유용하다.

험프(72)를 모세관로 섬유와 같은 탄성 물질로부터 형성시키면, 착용자의 음순 사이의 이격공간에 딱맞는 
착용성이 향상된다.  바람직하게, 험프(72)를 형성하는 물질들은 습윤 및 건조시에도 탄성이 있다.  탄성
력으로 인해, 착용자가 이리저리 이동할 시 험프(72)는 착용자의 음순 사이의 이격공간에 더욱 용이하게 
착된다.

제 4 도 및 제 5 도는 생리대(20)가 착용도중에 가해진 측면 안쪽 방향의 압축력에 반응하여 바람직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 4 도는 생리대(20)에 가해진 측면 안쪽 방향의 압축력(F)하에 생리대(20)가 취할 수 있는 형상을 나타
낸다.  이러한 압축력은 생리대(20)의 착용자의 넙적다리의 상부 안쪽에 의해 일어난다.  압축력(F)은 생
리대(20)의 휨축(80) 주위가 휘어져서(이러한 휨은 하기에 더욱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다발(44)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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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을 유발한다.  이로 인해, 착용자의 신체와 다발(44)과의 개선된 접촉이 일어난다.

제 5 도는 측면 안쪽방향의 압축력을 제거할 때 생리대(20)가 취할 수 있는 형상을 나타낸다.  생리대의 
중심영역에서 모세관로 섬유다발(44)의 탄성력 및 흡수코어의 억제된 휨은 측면 압축력의 제거시 생리대
(20)를 원래의 형상으로 되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힘에 대한 생리대의 반응에 의해, 사용중에 생리대의 바람직하지 않은 변형성(로핑과 같은)을 피
할 수 있다. 이것은 생리대를 착용자의 신체 및 착용자의 팬티의 목적하는 적용범위와 접촉시키면서 유지
시킬 수 있다.

또한, 제 6 도는 험프(72)를 함유한 생리대(20)의 중심영역(32)에, 착용자의 팬티 또는 생리대의 기타 구
성요소로부터 분리하는 능력이 바람직하게 제공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로 인해, 착용자의 팬티가 착용
도중에 음순 부위로부터 먼 방향으로 이동할 때 착용자의 음순 부위와 착 접촉하여 이동하는 능력이 험
프(72)에 제공된다.

제 6 도에 나타난 양태에 있어서, 이것은 특정 팬티 고정수단 형상을 생리대(20)에 제공함으로써 성취된
다.  생리대(20)의 말단영역(28 및 30)에 팬티 고정수단 형상이 제공된다.  그러나, 생리대(20)의 중심영
역(32)에는 팬티 고정수단이 제공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고정수단으로 인해, 험프(72)를 함유한 중심영
역(32)이 착용자의 팬티로부터 분리될 수 있거나, 또는 착용자의 음순 부위로 이동될 수 있다.

다른 양태에 있어서, 생리대(20)는 기타 다른 유형의 분리수단을 가질 수 있다.  예를들면, 생리대는 착
용자의 팬티로부터 분리하는 배면시이트(40)를 갖는 대신에 생리대내에서 약간의 이동에 의해 분리하는 
요소를  갖는다.   착용자의  팬티로부터  배면시이트(40)를  분리하는  접착패턴  대신에  또는  접착패턴 
외에도, 다른 분리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흡수 제품의 요소를 분리하는 특정 형태는 토마스 더블류, 오스본 등의 1991년 4월 16일자 미합중국 특허 
제 5,007,906 호; 1992년 5월 14일자 비스쳐(Visscher) 등의 명의로 공개된, "사용중에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갖는 생리대"란 발명의 명칭의 EPO 특허출원 공보 제 WO 92/07535 호; 및 1992년 4월 28일자 
오스본 명의로 출원된, "강화된 중심을 갖는 얇고 유연한 생리대"란 발명의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 
07/874,872 호에 기재되어 있다.  상기 유럽 특허출원서에는 다른 것들 중에서도, 생리대의 흡수코어로부
터 분리할 수 있는 이격 공간구조를 갖는 생리대가 기술되어 있다.  계류중인 미합중국 특허출원서에는 
다른 것들중에서도 생리대의 흡수코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중심 흡수코어를 갖는 생리대가 기술되어 있
다.

휨축(80 및 82)은 생리대(20)에, 착용자의 신체에 대해 딱맞는 착용성을 제공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또다
른 특성이 있다.  휨축(80 및 82)은 착용시 생리대(20)를 특정 형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  제 1 도 및 
제 7 도에 나타난 양태의 휨축(80 및 82)는 스티칭 선(70) 및/또는 바람직하게 스티칭선(70)과 위치가 동
일한 집되거나 양각된 부분(84)에 의해 형성된다.  제 1 도 및 제 7 도에 나타난 양태에 휨축(80 및 
82)은 2개의 일반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제 1 형태의 휨축은 일반적으로 생리대(20) 중심영역(32)에 최소한 위치되어 있는 한쌍의 휨축(80)을 포
함한다.  제 1 형태(또는 한쌍)의 휨축(80)은 안쪽을 향해 볼록한 종방향 굴곡의 축 한쌍을 포함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제 1 쌍의 휨축(80)은 생리대(20)의 종방향 측면영역(36)에 위치된다.  종방향 측면영역
(36)은 일반적으로 험프(72)를 함유한 중심영역(32)의 부분보다 더욱 얇고 유연하다.  제 1 쌍의 휨축
(80)은 험프(72)의 기초부(74)와 흡수코어(42)의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42C) 사이에 위치된다.

제 1 쌍의 휨축(80)은 생리대(20)가 착용자의 넙적다리의 상부에 의해 생리대(20)상에 가해진 힘과 같은 
측면  안쪽방향의  압축력을  받을  때,  생리대(20)를  험프(72)의  기초부(74)  주위에서  휘게하는  작용을 
한다.  제 1 쌍의 휨축(80)의 형상은 착용자의 넙적다리의 상부 내면에 맞도록 한 것이 바람직하다.

제 2 형태(또는 한세트)의 휨축(82)은 주로 생리대(20)의 말단영역(28 및 30)에 위치된다.  제 2 세트의 
휨축(82)은 안쪽으로 향해 볼록한 4개의 곡선 모양의 휨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개의 축(82)은 
이들이 험프(72)의 기초부(74)로부터 각각 시작하여 종방향 및 횡방향 중심선의 교차점(C)에서부터 생리
대(20)의 코너(27)중의 한방향으로 이동하도록 배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2 세트의 휨축(82)의 전체 형상은 일반적으로 팬티 고정수단의 형상(이러한 형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과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착용중에 이들 축 주위에 최대 일치성을 제공한다.  그
러나, 개개의 휨축은 팬티 고정수단과 같이 생리대(20) 코너(27)쪽으로 멀리 연장될 수도 있지만, 멀리 
연장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이유는 하기에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제 2 세트의 
휨축(82)이 또한 액체 이동기능을 지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기 기재된 제 1 및 제 2 세트의 휨축(80 및 82)은 하나의 바람직한 형상으로 되어 있다.  또다른 양태
에 있어서, 생리대(20)에는 많은 다른 형상의 휨축이 제공될 수 있다.

예를들면, 생리대에는 제 6 도에 나타난 제 3 휨축(86)이 제공될 수도 있다.  제 3 휨축(86)은 생리대
(20)의 종방향 중심선(L)의 최소한 일부를 따라서 놓여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휨축과 같이 제 3 
휨축(86)은 생리대를 절첩시키는 것과 같은 임의의 적합한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제 3 휨축(86)은 착용자 신체에 인접하여 생리대의 말단영역(28 및 30)의 목적하는 딱맞는 착용성을 제공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제 3 휨축(86)은 중심영역(32)이 위로 휘어져 미리 배치되도록 생리대
(20)의 중심영역(32)에 사용할 수도 있다.  생리대(20)의 여러부분에 대한 두께 및 유연성은 또한 생리대
에 착용자의 신체에 대한 착력을 제공한다.  생리대(20)의 말단영역(28 및 30)은 중심영역(32)의 부분
이 험프(72)를 갖도록 더 얇고 보다 유연한 것이 바람직하다.  말단영역(28 및 30)(및 상기 언급한 종방
향 측면영역(36)이 상기 언급한 계류중의 미합중국 특허원 제 07/874,872 호와 각기 1990년 8월 21일자와 
1991년 4월 23일자로 오스본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950,264 호 및 제 5,009,653 호에 기술되어 
있는 생리대에 대해 기재된 범위내에서 두께 및 내굴곡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른 실예에 있어서, 
말단영역(28 및 30)의 두께 및 유연성은 상기 범위보다 다소 높거나 낮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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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영역(28 및 30)의 보다 높은 유연성은 몇가지 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  그것은 상기 영역들의 감소된 
두께에 기인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실예에 있어서, 말단영역(28) 및 (30)의 유연성은 말단영역(28) 
및 (30)에 대해 링 로울링(ring rolling)과 같은 기계적 조작을 가함으로써 증가시킬 수 있다.

용어 "링 로울링"(또는 "예비-파형형성")은 맞물리는 파형로울 사이에 재료를 통과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기계적 조작을 말한다.  말단영역을 링 로울링 하면 말단영역에 오목한 부분이 형성되어 보다 유연하도록 
휨 축을 다수 제공한다.  오목한 부분은 또한 생리대(20)의 착용시 펼쳐질 수 있다.

링 로울링 또는 예비-파형 형성의 적합한 방법은 1978년 8월 15일자로 시슨(sisson)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107,364 호, 1989년 5월 30일자로 사베(Sabee)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834,741 호 및 
공동양도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는 미합중국 특허원 제 07/662,536 호(제랄드 엠. 웨버등에 의해 1991년 2
월  26일  출원됨),  제  07/662,537  호(켄네스  비.  부엘  등에  의해  1991년  2월  28일자  출원)  및  제 
07/662,543 호(제랄드 엠.웨버등에 의해 1991년 2월 28일자 출원됨)[이들은 총칭하여 "링 로울링" 특허원
이라 함]에 기술되어 있다.

말단영역(28) 및 (30)을 링 로울링하여 그안에 형성된 파형내의 오목한 부분의 선이 일반적으로 종방향으
로 놓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실예로, 오목한 부분의 선이 횡방향, 양방향 및/또는 다른 방
향으로 놓여질 수 있다. 유연성이 증가된 생리대의 말단영역(28) 및 (30)과 제 2 세트의 휨축(82)을 제공
하는 잇점( 및 상술한 다른 특징)에 대해 제 6 도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생리대(20)는 착용시 착용자의 신체와 접촉되는 착용자 신체의 기본적인 3 영역에 잘 맞을 수 있다.

착용자의 신체는 종축을 따라 관찰할때 자동적으로 형태가 구분되는 3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착용
자 신체의 정면에서 후면에 이르기까지, 3 영역중 첫 번째는 언덕 영역이다.  이 언덕영역은 위로 블록하
게 곡선을 이루는 형상을 갖는다.  제 2 영역은 질구를 함유하는 영역이다.  제 2 영역은 대음순으로 경
계가 지어지며 W-형 윤곽과 유사한다.  제 3 영역은 둔부 간극구(또는 "둔조구")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첨단형으로서, 2 개가 위로 볼록하게 바깥쪽으로 분기되는 선으로 경계를 이룬다[신체의 상기 부분에 대
한 특징은 1990년 12월 19일자로 오스본(Osborn)의 명의로 출원된 "Sanitary Napkin Having Transversely 
Segmented Core"란 발명의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원 제 07/630,451 호에 더욱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생리대(20)는 착용자의 신체에 대한 상기 뚜렷한 형상 3 가지에 하기 방식대로 잘 들어맞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생리대(20)의 제 1 말단영역(또는 "전방말단영역")(28)의 높은 유연성으로 생리대의 해당부분이 언덕 영
역의 위로 볼록한 형상 주변을 따라 곡선을 이루도록 한다.  제 1 말단영역(28)에 위치한 제 2 세트의 휨
축(82)에 있는 휨축의 쌍은 제 1 말단영역(28)을 언덕영역 주위에서 휘게한다.

생리대(20)의 중심영역(32)은 작용자의 대음순 형상에 잘 맞을 수 있다.  이는 중심영역(32)이 말단영역
(28) 및 (30)보다 덜 유연할지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험프(72)가 대음순간에 공간내에 안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1 쌍의 오목한 부분 축(80)부근에서 위로 올라온 종방향 측영역(36)의 굴곡은 
중심영역(32)이 착용자 신체에 제 2 영역에 잘 들어맞게 W-형 윤곽을 나타내도록 한다.

생리대(20)의 제 2 말단영역(또는 "후방말단영역")(30)도 또한 유연성이 있다.  이러한 유연성과 제 2 말
단영역(30)에 위치한 제 2 세트의 휨축(82)에 있는 휨축 쌍이 제 2 말단영역(30)을 위쪽으로 첨단형으로 
휘게 하여 착용자의 둔조구에 잘 접촉되도록한다.

상기 지적한 바와같이, 생리대(20)의 각 영역에는 또한 집선(84)과 같은 집지역이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집지역(84)은  생리대의  각종  요소를  함께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스티칭선(70)으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생리대(20)를 엠보싱하여 집지역을 제공할 수 있다.

생리대(20)의 선택지역을 집화함으로써 여러 목적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집지역은 상술한 바와같이, 휨축을 형성하여 생리대가 사용시 형상에 
따라 특히 잘 맞도록 한다.  집지역은 또한 생리대(20)의 선택부에서 z-방향으로 액체를 수송하기 위한 
고도의 모세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상기 집 지역은 x-y 평면에서 액체를 생리대의 선택부까
지 이동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낼수 있다.

상기 집지역(84)은 생리대에서 오염패턴 제어에도 유용한다.  일부 여성들은 생리 불순물이 생리대의 
특정 부분에 한정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여성은 월경액의 유동을 생리대내에서 조절
하는 모양을 볼수 있는 제품을 더욱 믿는다.  따라서, 상기 집지역은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제 1 도에 도시된 실예에서 집지역(84)은 스티칭선(70)과 같은 패턴을 갖는다.  그러나, 집지역(84)
은 어떠한 적합한 패턴으로라도 제공될 수 있다.  그러한 패턴은 스티칭 라인등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예를들면, 집선(84)은 험프(72)의 기저부주변에 타원형 또는 육각형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생리대의 개별 요소들은 이하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로한다.

3. 생리대의 개별구성요소

A. 상면시이트

상면시이트(38)는 착용자의 피부를 자극하지 않으며 감촉이 부드럽고 착용감이 좋아야 한다.  또한, 상면
시이트(38)는 액체 투과성으로, 액체(예, 생리액 및 또는 뇨)가 전두께에 걸쳐 쉽게 통과하도록 한다.  
상면시이트(38)는 신체대향면(38A)과 가멘트 대향면 또는 코어 대향면(38B)을 포함하는 2 개의 면(또는 
대향면 또는 표면)을 갖고 있다.  상면시이트(38)의 대향면(38A)는 일반적으로 생리대(20)의 신체 접촉표
면("신체표면")(20A)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한다.  상면시이트(38)는 2 개의 종방향 가장자리(38C)와 2 개
의 말단가장자리(38D)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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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의 다른 구성요소에 대해서 유사하게 번호를 매긴다.  즉, 착용자 신체에 접하는 구성요소측은 그
이 번호에 "A"자를 붙여 표시한다.  착용자의 가멘트에 접하는 구성요소측은 그의 번호에 "B"자를 붙여 
표시한다.  측면 및 말단 가장자리는 구성요소의 번호에 "C"와 "D"를 각각 붙여 나타낸다).

적합한 상면시이트(24)는 직조 및 부직포; 기공형성 열가소성 필름, 기공형성 플라스틱 필름 및 유압성형 
열가소성 필름과 같은 중합성 재료; 다공성 발포체; 망상발포체; 망상 열가소성 필름; 및 열가소성 스크
림과 같은 광범한 재료로부터 제조할 수 있다.  적절한 직조 및 부직포에는 천연섬유(예, 목면섬유), 합
성섬유(예,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에틸렌 섬유와 같은 중합체 섬유)또는 천연섬유와 합성섬
유의 혼방섬유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바람직한 상면시이트에는 기공형성 필름이 포함된다.  상면시이트로서 기공형성 필름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기공형성필름이 체내 배설물 투과성이나 비흡착성이며, 액체가 다시 역으로 통과하여 착용자의 피
부를 적시지 않도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체와 접촉되어 있는 필름의 표면은 건조한 상태로 있게되
어, 신체가 더러워지는 것이 줄고 착용감이 더욱 편해진다.

적합한 형성필름은 1975년  12월  30일자로  톰슨(Tompson)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3,929,135  호; 
1982년 4월 13일자로 뮬란등(Mullane et al.)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324,246 호; 1982년 8월 3
일자로 레이델등(Rradel et al..)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342,314 호; 1984년 7월 31일자로 아르
등(Ahr et al.)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463,045 호; 1986년 12월 16일자로 큐로등(Curro et a
l.)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제 4,629,643 호; 및 1991년 4월 9일자로 베어드(Baird)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5,006,394 호에 기술되어 있다.  본 발명에 바람직한 상면시이트는 상기 언급된 특허들 중 하나
이상의 특허에 기술되어 있으며 더 프록터 앤드 갬블 캄파니에서 "드라이 위브(DRI-WEAVE)"로서 시판되고 
있는 형성필름이다.

바람직한 실예로서, 상면시이트(38)는 친수성이어서, 만약 상면시이트가 친수성이 아닌 경우보다 액체가 
상면시이트(38)를 더욱 빨리 통과하게 된다.  이로인해, 체내 배설물이 흡수코어에 의해 흡수되기보다 상
면시이트에서 흘러나갈 가능성이 줄어든다.  (성유상 상면시이트 뿐만아니라) 상기 상면시이트는 계면활
성제로 처리하여 친수성이 되도록할 수 있다.  계면활성제로 처리하는 적절한 방법은 오스본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950,254 호 및 제 5,009,653 호와 아지즈(Aziz)등이 1991년 11월 19일자로 출원한 미
합중국 특허원 제 07/794,745 호(P＆G CASE 4528)에 기술되어 있다.

상면시이트(38)는 신장시켜 또다른 구성요소에 고정하고 이완시켜 굴곡(이는 이하에서 상세히 기술하기로 
한다)이 있는 생리대(20)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에서 형성된 필름이 상면시이트로서 사용될 경
우 필름에 존재하는 기공의 형태 또는 패턴은 상면시이트에 다소 탄성을 부여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  
길이 방향 및 교차방향 굴곡도 또한 상면시이트의 탄성 및 기타 물리적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곡성
모양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신장할 수 있는 생리대의 다른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및 블렌드와 같은 재료로 부터 제조된 섬유상 부직 상면시이트는 시판되고 있
고 생리대 및 팬티라이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그러한 상면시이트는 또한 본 발명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탄성을 갖는 부직포를 상면시이트(38)가 신장되어 곡선모양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품
에서 상면시이트로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섬유상 상면시이트 재료로는 예를들면 액상유체가 통과할 수 있는 다수
의 구멍이나 통로에 의해 액상유체 투과성인, 각종 비흡착성 섬유상 또는 필라멘트상 망상시이트가 포함
된다.  그러한 시이트재는 매드슨등(Madsen et al.)에게 1987년 1월 13일자로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636,419 호 및 스네이드 등(Sneyd et al.)이 1986년 9월 6일자로 출원한 유럽특허원 제 0215417 호에 
기술되어 있다.

B. 흡수코어

(1) 일반원리

흡수코어(42)는 월경액(예, 멘스) 및 다른 특정 체내 배설물과 같은 액체를 흡수 또는 보유할 수 있는 흡
수수단이다.  흡수코어(42)는 제 7 도에 잘 나타나 있다.  흡수코어(42)는 신체표면, 가멘트표면, 측면가
장자리 및 말단 가장자리를 갖는다.

흡수코어(42)는 에어펠트로서 일반적으로 칭해지는 분쇄 목재 펄프와 같이 생리대 및 다른 흡수제품에서 
통상 사용되는 다양한 액체 흡수재료로부터 광범위한 크기 및 형태(예, 장방형, 타원형, 모래시계형, 아
령형, 비대칭형등)로 제조할 수 있다.

다른 적합한 흡수재료의 예로는 크레이프가공 셀룰로즈 솜뭉치; 코펌(coform)을 비롯한 용융 인플레이션 
중합체; 화학적 경화, 개질 또는 가교결합 셀롤로즈 섬유; 모세관로 섬유; 크림프가공 폴리에스테르 섬유
와 같은 합성섬유; 피-트 모스(peat moss); 적층 티슈 및 티슈 랩을 비롯한 티슈; 흡수 발포체; 흡수 스
폰지; 초강력 흡수 중합체; 흡수 겔화재; 또는 다른 동등한 재료 또는 이들의 조합이 포함된다.

흡수코어(42)의 형태 및 구조는 또한 다양할 수 있다.  예를들면 흡수코어는 다양한 두께의 지역(예, 중
앙을 더 두껍게 하기 위한 형상), 친수성 구배, 초강력 흡수구배, 또는 저 도 및 저평균 기본 중량 보유
지역을 가질 수 있거나 하나이상의 층 또는 구조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흡수코어(42)의 총 흡수용
량은 생리대(20)의 예정처리량 및 의도된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흡수코어(42)의 크기 및 흡수용
량은 실금자용 패드, 팬티라이너, 표준사이즈에 생리대 또는 취침용 생리대와 같은 다른 용도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본 발명의 흡수코어로서 사용하기 위한 흡수구조물의 실예는 각각 1990년 8월 21일과 1991년 4월 23일자
로 오스본에게 허여된 "얇은 유연성 생리대"란  발명의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 제  4,950,264  호  및  제 
5,009,653 호; 1986년 9월 9일자로 와이즈만등(Weisman et al .)에게 허여된 "고 도 흡수 구조물"이란 
발명의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 제 4,610,678 호; 1989년 5월 30일자로 에일매니등(Alemany et al .)에게 
허여된 "저 도 및 저기본 중량 보유지역을 갖는 고 도 흡수부재"란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 제 4,83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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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및 1986년 10월 22일자로 공개된 듀엔크등(Duenk et al .)의 유럽특허원 제 0 198 683 호에 기술되어 
있다.

(2) 가교결합된 셀룰로즈 섬유 적층코어

흡수코어의 바람직한 실예는 제 7 도에 도시된 적층 구조물을 포함한다. 이 적층물은 초강력 흡수성 중합
체 물질(또는 흡수겔화재)한층과 가교결합된 셀룰로즈 섬유의 시이트 또는 웹 하나이상으로 이루어진다.

흡수코어에 적합한 가교결합된 셀룰로즈 섬유는 1989년 12월 19일자로 쿡 등(Cook, et al.)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888,093 호; 1989년 4월 18일자로 딘 등(Dean et al.)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822,543 호; 1989년 12월 26일자로 쇼겐 등(Schoggen et al.)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히 제 4,889,595 
호; 1990년 2월 6일자로 무어 등(Moore et al.)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898,642 호; 1970년 6월 
19일자로 래쉬 등(Lash et al.)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935,022 호; 1991년 5월 15일자로 공고된 
헤론 등(Herron et al.)의 EPO 특허 공개 제 0 427 316 A2 및 0 427 317 A2 호; 및 1991년 5월 29일자로 
공고된 헤론등의 EPO 특허 공개 제 0 429 112 A2 호에 기술되어 있다.

제 7 도에 도시된 실예의 가교결합된 셀룰로즈 섬유는 흡수 겔화재의 입자층(41)을 감싸고 있는 단일 시
이트를 포함한다.  이 시이트를 단부에서 봤을 때 "e" 형태(또는 "e"와 반대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보이
도록 덮는다.  덮여진 시이트는 상층(43)과 하층(45)를 형성한다.  다른 실예에 있어서, 적층물은 흡수코
어 적층물의 다른층에 단일시이트보다는 가교결합된 셀룰로즈 재(또는 다른 흡수재)의 별도의 웹을 제공
하거나, 그 웹을 또다른층과 함께 제공하는 것과 같은 여러 다른 방법에 의해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코어에 있어서, 커얼형의 연사된, 바람직하게는 회학적으로 경화 및 가교결합된 셀룰로즈 
섬유를 정련하여 흡수코어로서 시이트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섬유를 제공한다.  적합한 커얼형의 화학적
으로 경화된 셀룰로즈 섬유로부터 본 발명의 실시에 사용된 정련된 커얼형의 화학적으로 경화된 셀룰로즈 
섬유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은  미합중국  특허  제  4,888,903;  4,822,543;  4,889,595;  4,889,596;  및 
4,898,642 호에 기술되어 있다.

흡수 겔화재와 결합된 상기 섬유의 용도 및 그러한 결합재의 제조수단은 미합중국 특허 제 4,935,022 호
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한 제조방법에는 바람직하게 글루타르 알데히드와 같은 알데히드가 가교결합제로
서 사용되는 것이 수반된다.  또한, 폴리카복실산도 가교결합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가교결합된 
섬유 유형은 미합중국 특허 제 4,898,642 호 및 PCT US 89 01581 호를 참고할 수 있다.  일단 수동으로, 
커얼형의 셀룰로즈 섬유를 정련하여 본 발명의 실시에 사용된 바람직한 흡수코어 제조에 사용되는 섬유를 
제공할 수 있다.

전형적인 정련.공정으로,  커얼형 셀룰로즈 섬유 약  3  중량%  및  물  97  중량%  를  포함하는 수성원액은 
17804-A  형의  결절  제거  디스크를  사용한  스프라우트-월드론(Sprout-Waldron;  현재는 스프라우-바우어
(Bauer)로서 시판됨) 단일 디스크 정련기(Koppers Company, Inc. 로부터 모델명 105A-LAB 으로 구입)에 
통과시킨다.  정련공정의 목적은 연사섬유를 거의 탈피브릴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절단하는 것이다.

3% 수성원액을 0.5% 점조도가 되도록 희석한다.  그 용액을 약 5  내지 약 30 의 갭 셋팅을 사용한 
스프라우트-월드론 정련기에 통과시킨다.  갭 셋팅은 약 2.5 이 바람직하다.  스프라우트-월드론 정련
기는 갭 셋팅이 섬유당 원액의 흐름 전반에 걸쳐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균형 스프링을 제거함으로써 변경
시킨다.  정련기를 통과하는 전형적인 유속 9-10갤런/분이다.  정련 암페어수는 25 마력의 전동기상에서 
약 45이다(암페어수 용어는 정련중에 섬유의 부가되는 기계적 에너지의 척도이다).  섬유를 상기 갭에 1 
회 통과시킨다.

다른 양태로, 커얼형 셀룰로즈 섬유를 크릴과 병용할 수 있다.  크릴 약 50 내지 약 100㎖(TAPPI 표준)의 
캐나다 표준 여수도(Canadian Standard Freeness)를 갖는 정련된 남부 연목 크라프트 섬유이다.  전형적
으로, 크릴은 커얼형 셀룰로즈 섬유를 약 5 내지 10 중량%이하 포함한다.  크릴의 첨가로 최종시이트에 
바람직한 강화 특성이 부여될 수 있고, 또한 크릴은 경제상의 이유로, 시이트에서 희석제로도 작용할 수 
있다.

정련에 이어, 정련된 연사섬유의 0.5% 수성슬러리를 시이트 형성에 사용하기 위해 약 0.1% 내지 0.2% 슬
러리 중량이 되도록 더 희석한다.

상기 정제 및 커얼링된 섬유를 포함한 흡수 구조물의 사용중의 일체성은 특히 정제된 섬유와 혼합된 열가
소성 섬유[예 : 코델 410(KODEL 410) 폴리에스테르] 10 내지 15 중량%와 함께 결합하여 초음파 처리 또는 
열결합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추가로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러나, 또다른 방법으로서, 배면시이트를 코어
부분, 특히 팬티-고정용 접착제가 적용되는 부분상에 부착시키기 위해 각종 스포트-결합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다.

C. 배면 시이트

배면 시이트(40)는 흡수 코어(42)에 흡수되어 수용된 체액이 팬츠, 파자마 및 언더가멘트와 같은 생리대
(20)와 접촉하는 제품들을 젖시는 것을 방지한다.  배면 시이트(40)는 액체(예 : 월경액 및/또는 뇨)에 
대해 불투과성이다.  또한, 다른 유연성 액체 불투과성 물질들도 사용할 수 있지만, 배면 시이트(40)는 
바람직하게 얇은 플라스틱 필름으로 제조한다.  본 명세서에서, "유연성"이란 다루기 쉽고, 일반적인 형
상 및 체형과 같은 모양으로 쉽게 되는 물질을 뜻한다.

배면 시이트(40)는 직포 또는 부직포, 또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의 열가소성 필름과 같은 중합
성 필름, 또는 필름으로 피복된 부직포와 같은 복합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배면 시이트
(40)는 약 0.012㎜(0.5mil) 내지 약 0.051㎜(2.0mil)의 두께를 갖는 폴리에틸렌 필름이다.  폴리에틸렌 
필름의 실례는 오하이오 신시네티에 소재하는 클로페이 코포레이션(Clopay Corporation)에서 제조된 상표
명 P18-0401 및 인디아나 테레 하우트에 소재하는 트레드가 필름 프로턱츠(Tredegar Film Products)에서 
제조된 상표명 XP-39385 제조하고 있다.

배면 시이트(40)는 양각처리되고/되거나 직물같은 외관을 제공하기 위해 매트(mat) 표면 처리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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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  더우기 배면 시이트(40)는 체액이 배면 시이트(40)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면서 흡수 코어
(42)로부터 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다(즉, 배면 시이트(40)는 통기성이다).  또한, 수세성 또는 생
분해성 배면 시이트들을 본 명세서의 팬티라이너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D. 모세관로 섬유 다발

바람직하게, 생리대(20)는 일반적으로 흡수 코어(42)의 상부에 위치한 모세관로 섬유(90)의 터프트된 다
발(또는 "다발")(44)을 갖는다.

즉, 섬유 다발의 터프트된 부분은 전형적으로 코어(42)의 상부에 위치한다.  또한, 섬유 다발의 하부가 
코어(42)의 상부에 위치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섬유 다발의 하부는 코어(42)사이에 삽입
되거나 또는 흡수 코어(42)의 하부에 위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터프트는 섬유 다발의 상부에서 섬유를 루프로 형성시킴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이어서, 상기 섬유들은 
몇몇 적합한 메카니즘에 의해 루프 형상으로 유지된다. 또한, 섬유의 루프는 목적하는 특성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다.  예를들면, 사용중에 더욱 탄성이 있고 덜 붕괴되는 구조를 제공하
기 위해 루프를 변화시키거나 트위스팅(예를들면, 루프를 반회전시켜 적용하는 방법)시킬 수 있다.  (전
형적으로, 트위스팅 X-Y 평판 회전력을 루프상에 가함을 뜻한다.)

또다른 태양(제 7a 도 참조)에 있어서, 모세관로 섬유층의 중심 부분은 모세관로 섬유가 함께 모아져 다
수의 작은 "루프" 또는 "터프트"를 형성할 수 있다.  상기 루프 또는 터프트는 상면 시이트에 단단히 접
촉시키기 위해 모세관로 섬유층으로부터 위쪽으로 연장되어 있다.  더우기, 루프 또는 터프트는 체액을 
모세관 섬유층의 나머지 부분으로 신속히 포획 및 이동시켜 체액을 흡수 제품의 저장층에서 수용할 수 있
도록 전체 흡수제품의 중심에서 위치된다.

유리하게, 이러한 "루프" 또는 "터프트"는 체액이 흡수제품에 충돌하는 지점에서 모세관로 섬유를 집시
킬 뿐만 아니라, 루프 또는 터프트를 포함한 모세관로 섬유를 실질적으로 Z 방향의 상향으로 배향시키므
로 흡수 제품의 Z 방향의 하향으로 체액의 이동을 향상시킨다.

모세관로  섬유들은  섬유내에  형성된  관로,  바람직하게는  그의  외부표면상에  형성된  관로를  갖는 
섬유이다.  제 8 도 내지 제 11c 도는 몇몇 유형의 모세관로 섬유(90)의 실례를 나타낸다.

적합한 모세관로 섬유들은 하기 및 1991년 7월 23일자로 출원한 하기 특허 출원 문헌에 기재되어 있다 : 
톰프슨(Thompson)등의 명의로 출원된 미합중국 특허원 제 07/734,404 호, 톰프슨등의 명의로 출원된 미합
중국 특허원 제 07/734,392 호, 톰프슨등의 명의로 출원된 미합중국 특허원 제 07/734,405 호.  상기 특
허출원 문헌은 모두 "모세관로 섬유" 특허 출원에 관한 것이다.  또한, 적합한 모세관로 섬유들은 1990년 
10월 10일자로 공개된 EPO 특허출원 제 0 391 814 호에 기재되어 있다.

각종 모세관로 섬유들을 본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설명은 본 발명의 흡수 제품에 배합된 
모세관로 섬유(90)의 바람직한 몇몇 특성을 기재하고 있다.

(1) 섬유 형태학

상기 지적한 바와같이, 모세관로 섬유(90)는 그의 외부표면에 모세관로(92)를 갖고 있다.  또한, 모세관
로 섬유들은 추가의 모세관 특성을 제공하는 중공중심 코어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중공 코어 섬유는 사
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모세관로 섬유에 중공 중심 코어를 제공하면, 중심 코어가 압력하에 붕괴되지 않도록 목적하
는 것보다 다소 단단한 섬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심 코어가 모세관로 섬유와 통해 있으면 액
체를 신속히 흡수하여 이동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중심 코어내로 흐르기 전에 섬유
의 단부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 액체를 이동시키려면 모세관로 섬유의 단부가 항상 흡수 코어 물질과 
직접 접촉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관로 섬유(90)는 바람직하게 굽어져 있거나 또는 더욱 바람직하게 커얼링된 형상이다(즉, 이들은 비
선형이다).  가장 바람직하게, 모세관로 섬유(90)는 "상당히 커얼링"되어 있다(또는 그렇지 않으면 주름
잡혀 있다).  이는 주어진 여러 섬유에 대해 모세관로 섬유에 높은 로프트(loft) 및 증가된 회복력을 제
공한다.  그러나 바람직하게 모세관로 섬유(90)에는 "꼬임"이 있어서는 안된다.  모세관로 섬유의 꼬임으
로 각 꼬임 부위에서 모세관로의 수축이 야기될 수 있다.  이것은 모세관을 따라서 일어나는 체액 유동 
역학을 방해할 것이다.

이외에도, 비선형 모세관로 섬유를 사용하면 또다른 상당한 잇점이 있다.  제 12 도는 실제적으로 모세관
로 섬유(90)의 소부분 또는 "터프트"가 최소한 본 제품내 상면 시이트(38)의 오리피스(29)에 최소한 일부
분이라도 돌출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돌출부로 인해, 높은 로프트성 모세
관로 패드를 커얼링된 모세관로 섬유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이 더욱 쉽게 수행된다.  모세관로 섬유내의 
많은 단부 및/또는 커얼이 상면시이트 물질의 오리피스로 이동할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선형인 모세관로 
섬유를 사용한 경우보다 더욱 높다.

모세관로 섬유(90)는 이에 국한되어 있지 않지만, (1) 섬유들이 이들의 성형 다이로부터 나옴에 따라 이
들을 선택적으로 열냉각시키거나; (2)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합성중합체들로부터 제조된 섬유들을 신장시
킨 다음 이완시키거나, 또는 예리한 가장자리 주위에 인장력을 걸어 섬유를 통과시킨 다음 이완시킴으로
써 커얼링시킬 수 있거나; 또는 (3) 메탄올 중에 침지시키는 방법을 비롯하여 여러 방법으로 커얼링시킬 
수 있다.  바람직한 방식에 있어서, 섬유들은 실질적으로 나선형이다.  모세관로 섬유들을 권축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름잡는데 어떠한 수단들을 사용하건간에 관계없이, 이들은 필요에 따라서 카딩되어 섬유 
조립체를 형성할 수 있다.

커얼의 바람직한 나비는 약 0.1㎜ 내지 약 3㎜ 의 범위이고, 전형적으로 커얼의 주기는 섬유 1㎝ 당 약 
0.5 내지 약 5 이다.  약 3㎜의 나비 및 섬유 1㎝ 당 약 0.5 의 주기를 갖는 섬유들은 큰 모세관로를 가
진 높은 데니어 범위의 섬유들에서도 양호한 연질성을 나타낸다.  달리 표현하면, 약 2㎝ 의 직선 길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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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평균 모세관로 섬유를 커얼링하거나 주름을 잡아 약 0.5㎝ 내지 약 1.5㎝ 길이를 갖는 최적 섬유들
을 제공한다.

모세관로 섬유(90)는 흡수 제품의 "Z" 방향으로의 액체통과를 촉진시킨다.  제 7 도에 장축(또는 "X")이 
흡수제품을 제조하는 동안 이 흡수 제품이 상기 축방향으로 기계를 통과하기 때문에 "기계 방향"을 뜻한
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단축(또는 "Y")은 제품의 나비 방향이기 때문에 "횡 방향" 이라 지칭한다.  "
Z"방향은 상면 시이트를 통해 아래로 진행하고 모세관로 섬유층내로 진행한 다음 체액 저장 코어내로 진
행하는 방향이다.

액체를 "Z" 방향으로 흡수하고 흡수 제품 표면으로부터 멀리 최종 저장층으로 보내도록 본원 흡수 제품의 
상면 시이트(38)와 하부층(들)사이의 모세관 흡입 구배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실험에 의해, 
모세관 흡입은 접착 인장력에 비례하고 개구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즉, 전형적인 경우에 있어서, 상면 시
이트내의 개구는 섬유간 모세관로보다 크고, 다시 이것은 섬유상 저장층내의 섬유간 모세관로보다 클 것
이다. 또한 각 층의 구성요소들의 표면 친수성은 이론적으로 모세관 흡입구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터프트(44)의 최소한 상부(47)에서 모세관로 섬유(90)는 바람직하게는 일반적으로 Z-방향으로 배향된다. 
터프트내에서 루프로된 모세관로 섬유들의 단부는 개구-말단 모세관로 섬유의 보플-형, z-방향 다발을 제
공하기 위해 전달시킬 수 있다.

더우기, 기계 방향에 거의 평행한 하부 모세관로 섬유를 제공함으로써, 기계 방향으로의 체액 흐름을 촉
진시켜 흡수제품의 총흡수량을 향상시킨다.  더우기, 터프트(44)의 하부(49)의 모세관로 섬유를 기계 방
향으로 배향시킴으로써, 횡방향의 체액흐름을 억제하고 이로인해 제품의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2)로부터 
체액이 새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전적으로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섬유간 모세관 공극들을 포함하는 섬유상 배트(batt)를 이용하며, x, y 및 z 방향의 목표가 불분
명한 방식으로 액체를 이동시키는 선행 기술의 흡수제품과는 달리, 본 모세관로 섬유(90)의 섬유간 모세
관로(92)는 목적하는 체액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섬유층중의 모세관
은 섬유간 이적 공간이 아닌 섬유(90) 자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섬유-섬유 이격 공간을 바꾸어도 모세관 
특성이 손실되지 않는다.

또한, 본 발명의 모세관로 섬유 다발(44)는 섬유간 모세관 작용을 하는 치 하고 도가 높고 비교적 강
직성인 배트물질과는 대조적으로 다발(44)이 착용자에게 부드럽고 푹신하고 안락할 때도 액체 흡수성 및 
방향성을 제공한다.

체액 전달에 대한 물리적 특성을 익히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상기 기재된 흡수제품들이 z-방향으로 체액 
흡수를 위한 압력 구배를 이루기 위해 상면시이트, 모세관로 섬유와 코어사이의 이격 공간에서의 압력 차
이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이러한 z-방향 체액-흐름 구배를 이룰 수 있
다.  예를들어, 상면시이트내 홀 또는 이격 공간이 모세관 섬유의 나비보다 작고, 90μ 의 섬유간 관로폭
이 월경액과 같은 비교적 농후한 체액을 전달시키는데 유용할 수 있다면, 예를들어 모세관 섬유보다 소수
성인 상면시이트를 선택함으로써 목적하는 구배를 이룰 수 있다.

(2) 모세관로 섬유 구조물 및 표면 특성

모세관로 섬유(90)는 습윤시 팽윤되지 않는 임의의 편리한 중합체로 부터 제조할 수 있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바람직함)등과 같은 중합체들은 방적성이 있어 외부 모세관로를 형성할 수 
있는 한 본 발명에서 유용하다.  편리하게, 중합체들은 용융-압출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본원의 모세
관로 섬유들은 약 0.6 내지 약 0.9 의 고유 점도("IV")를 갖는 합성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합체 
용융물로부터  제조될  것이다(여기서,  IV는  본  기술분야의  용어이며  널리-공지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예를들어 미합중국 특허 제 4,829,761 호의 컬럼 8 을 참조하시오).

바람직하게, 모세관로 섬유(90)는 약 10(약 0.9 의 IV 에서)내지 22(약 0.7 의 IV 에서)의 데니어(필라멘
트당 데니어 "dpf")를 갖는다.  그러나, 사용한 섬유들의 데니어는 배합기의 재량이며 데니어는 25 범위
일 수 있다.

본원의 모세관로의 깊이 대 나비의 비는 바람직하게 약 2.0 이지만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가공 제한 때
문에, 전형적으로 깊이대 나비의 비가 약 1.3 인 것을 사용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사용하기에 매우 만
족스러운 전형적이면서도 쉽게 생산 가능한 모세관로 섬유들은 약 48μ 인 벽의 깊이 및 약 37μ 의 벽사
이의 나비를 갖는다.  벽 자체들은 전형적으로 약 3 내지 15μ 두께이다.  상기 크기가 다소 변화할 수 
있지만, 폴리에스테르로 제조되는, 이러한 특성들을 갖는 모세관로 섬유들은 본 발명의 목적에 매우 효과
적이다.

이러한 섬유들은 통상적인 조작 장치를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위생 수단, 특히 생리대 및 팬티라이
너에 부닥치는 압력을 모세관로 기능을 손상시키는 정도로 모세관 벽의 붕괴 또는 퍼짐이 없이 쉽게 견뎌
낼 수 있다.

모세관로(92)는  다양한 형상일 수  있다.   특정 형상은 특정 제품 용도에서 특정한 잇점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들면, "U-형", "H-형" 및 "V-형" 모세관로 섬유(90)를 사용할 수 있다.  "H-형" 섬유가 바람
직하다.  더우기, 기본 형태를 반복시키거나(도면 참조) 또는 분지시켜 다수의 관을 함유한 섬유를 생산
할 수 있다.  제 10 도의 다수 "U" 섬유들을 면 대 면 접촉으로 인한 추가의 모세관 현상을 갖고 쉽게 커
얼링되는 추가의 잇점들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한 유형의 모세관로 섬유의 제조방법은 EPO 출원 제 391,814 호 (상기 인용됨)와 동시 
계류중인 이스트만 케미칼 캄파니의 존스 필립스등에 의해 1991년 7월 23일자로 출원한 "FIBERS CAPABLE 
OF SPONTANEOUSLY TRANSPORTING FLUIDS"란 명칭의 일부 계속 출원 미합중국 특허 제 07/736,261 호 및 동
시  계류중인  톰프슨  및  크라우터에  의해  1990년  2월  20일  자로  출원한  "OPEN  CAPILLARY  CHANNEL 
STRUCTURES,  IMPROVED  PROCESS  FOR  MAKING  CAPILLARY  CHANNEL  STRUCTURE,  AND  EXTRUSION  DIE  FOR  USE 
THEREIN"란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 07/482,446 호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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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모세관로 섬유 제조에 사용한 중합체들 자체에는 수-흡수성이 없지만(뇨 또는 월경액과 같은 
혈액-함유체액에 대한 흡수성도 없다) 섬유 자체들은 가장 바람직하게는 친수성이다.  대부분의 합성 중
합체들은 소수성이기 때문에 본 발명에 사용한 모세관로 섬유들에 친수성을 부여하기 위해 
표면-처리한다.

중합성 섬유들의 표면처리는 광범위한 섬유 문헌에 널리 공지된 방법들을 수반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들은 "친수성화제" 특히 계면활성제로 섬유의 표면을 처리함을 수반한다.  바람직하게 친수성화제들
을 그의 최종 사이즈에 따라 모세관로 섬유의 흡수성을 위해 중합체에 가한다.  이러한 방법에 유용한 전
형적인 계면활성제들은 세탁 문헌에 공지된 일반적인 유형의 각종 비이온성 및 음이온성 세제 계면활성제
를 포함한다.

친수성화제들은 폴리에틸렌 글리콜 모노라우레이트(예 : 페고스퍼스 200 엠엘(PEGOSPERSE 200ML), USA PA 
윌리암 스포트에 소재하는 론자 인코포레이티드에서 시판하고 있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200 모노라우레이
트) 및 에톡실화 올레일 알콜(예 볼포-3(VOLPO-3), USA 뉴욕에 소재하는 크로다 인코포레이티드에서 시판
하고 있다)과 같은 습윤제를 포함한다.

또한, 심지 성능을 증가, 오염 방출 특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섬유 및 텍스타일 분야에 숙련된 자들에게 
널리 공지된 것들을 비롯하여 기타 유형의 친수성화제 및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다.

(3) 섬유상 배트내 모세관로 섬유의 배열

일반적으로 모세관로 섬유(90)를 흡수제품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섬유 다발내에 놓는다.  바람직한 태양에
서, 모세관로 섬유 다발(44)를 배트내에 놓고 터프트로 주름잡아 험프(hump)(72)를 형성시킨다.

이러한 배트는 생리대용으로는 전형적으로 약 0.1in(0.25㎝)  내지 약 0.7in(1.78㎝),  바람직하게는 약 
0.1in(0.25㎝)  내지  약  0.4in(1㎝),  팬티라이너용으로는  바람직하게  약  0.05in(0.13㎝)  내지  약 
0.15in(0.4㎝) 및 유아용 기저귀 또는 성인 실금용 가멘트용으로는 바람직하게 약 0.1in(0.25㎝)내지 약 
0.5in(1.3㎝) 범위의 두께를 가질 것이다.

일회용 흡수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이러한 배트는 전형적으로 1㎠ 표면적당 역 0.003ｇ 내지 약 0.016ｇ
의 섬유를 가지며, 1㎤ 부피(비압축 상태에서 측정)당 약 0.003ｇ 내지 약 0.03ｇ의 모세관로 섬유를 가
질 것이다.  팬티라이너, 기저귀 및 성인 실금용 가멘트의 경우 단위 면적 및 단위 부피당 섬유의 양은 
전술한 두께의 차이를 기초로하여 측정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모세관로 섬유의 데니어 및 강도는 섬유의 배트가 약 80%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90% 
이상인 습윤시와 건조시 두께의 비를 갖도록 선택될 것이다.  이는 배트가 사용시 부드럽고 형태-고정 특
성을 보유함을 확실케 해준다(본 명세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든 백분율, 비율 및 비는 중량에 
의한다).

별도의 언급없이, 전형적인 생리대의 경우, 커얼링된 모세관로 섬유 약 1.5ｇ은 약 160㎠ 의 표면적은 갖
는 직사각형 배트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배트는상기 개시된 유형의 초기 체액-포획 상면시이트를 하
부로 하는, "제 2 상면시이트"라 불리우는 층으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할 수 있다.

(4) 흡수 제품에서 모세관로 섬유 배트의 용도

모세관로 섬유 배트는 생리혈과 같은 체액에 대한 보유 용량의 일부량을 함유한 것이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모세관로 섬유 배트는 예를들면 팬티라이너의 전체 흡수 코어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용도의 경우, 모세관로 섬유 배트는 흡수 코어와 함께 사용되며 코어는 모세관로 섬유 패
드에서 코어로 이동하는 체액 저장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코어는, 하기 설명한 목적을 위해, 셀룰
로즈 섬유 또는 셀룰로즈 섬유와 흡수성 겔화물질의 혼합물의 공기-첨가 펠트를 포함한다.

이러한 흡수 코어에서, 셀룰로즈 섬유의 미세 구조로 인해, 코어는 모세관로 섬유에서 멀리로 체액을 흡
수하여  최종  저장용  코어로  보내는  높은  흡입력을  나타낸다.   엄 하게  이는  목적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생리대의 경우, 약 1ｇ 내지 약  5ｇ의 다수 셀룰로즈 섬유 및 선택적으로 약 0.5ｇ 내지 약 1.5
ｇ의 흡수성 겔화 물질을 포함하는 전형적인 코어를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한 모세관로 섬유 배트에 
중첩시킨다.  체액이 제품내로 진행됨에 따라, 체액은 모세관로 섬유 망과 접촉하여 체액을 분포시킨 후 
체액을  하부  흡수  코어를  보냄으로써  다음  체액의  주입에  대한  모세관로  섬유를  최소한  부분적으로 
"재생"시킨다.

바람직한 한 방식에서, 모세관로 섬유 배트는 다공성(바람직하게는 형성된-필림) 상면 시이트 하부의 "제 
2" 상면시이트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모세관로 섬유는 상면시이트를 통해 체액을 흡수하여 상면시
이트를 새롭고, 건조된 상태로 만든 후 체액을 하부 흡수 코어로 보내어 코어가 포화될 때까지 방법을 계
속 진행시킬 수 있다.

이러한 흡수 제품들의 구성요소의 액체 처리 특성을 에이치.에이. 톰프슨등에 의해 본 출원과 동일한 날
짜에 출원한 "Absorbent  Articles,  Esperially  Catamenials,  Having  Improved  Fluid  Directionality"란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원 제 07/915,286 호에 기재되어 있다.

(5) 상면시이트와 모세관로섬유의 접촉

모세관로 섬유의 배트(44)는 바람직하게 하부 상면시이트(38)와 착되어 유지된다.  이는 다수의 적합한 
기작에 의해 수행 될 수 있다.  이에 국한되지어 있지는 않지만 접착제, 초음파법등에 의해 또는 인장력
에 의해 배트(44)는 상면시이트(38)에 결합됨을 포함한다.  상면시이트(38)와 모세관로섬유의 접촉은 모
세관로 섬유(90)의 터프트 일부가 상면시이트의 오리피스내오 연장될 만큼 충분히 근접할 수 있다.

따라서, 매우 바람직한 방식에서는, 상면시이트, 이로부터 모세관로 섬유 패드, 이로부터 하부 흡수 코어
사이의 상호 연결망이 있어, 이로 인해 체액은 효과적으로 상면시이트(38)를 통해, 모세관로섬유 다발
(44)를 따라 흡수 코어(42)로 흡수된다.  상기 상호 연결은 바람직하게 수분, 기계적 전단 및 착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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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움직임에 의한 압축-이완과 같은 사용시의 문제점에 관계없이 유지된다.

접착제에 의해 부착시키는 경우에는 몇몇 인자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용한 접착제의 양 및 제조 방식
은 사용자의 인체에 흡수제품의 고정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접착제는 피부에 대해 비자극성이며 허용가
능한 독성을 가져야 한다.  접착제는 수분이 없을 때, 즉 제품제조시 결합 특성을 유지해야 하며 가장 바
람직하게는 수분이 존재할 때 즉, 사용시에도 결합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접착제는 체액에 불
용성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접착제는 상면시이트 제조에 사용하는 물질 및 모세관로 섬유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해 모두 결
합해야 한다.  상면 시이트 또는 섬유들이 표면-처리, 예를 들면 친수성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표면 처리의 특성을 접착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한다.

본 발명에 유용한 전형적인 접착제들은 라텍스 접착제 및 고온 용융 접착제로부터 선택된 물질을 포함한
다.  적합한 접착제들은 고온 용융 접착제 4031 및 라텍스 8085 로서 핀들리 어드히시브즈 인코포레이티
드(Findley Adhesives, Inc.)에서 시판하고 있다.  접착제 유형은 모세관로 섬유상에 존재하는 친수성 가
공제 유형에 따라 다소 변할 수 있다.

적합한 표면처리제는 이스트만사의 LK 5483, LK 5563 및 가장 바람직하게는 이스트만사의  LK 5570 뿐만 
아니라 세제 기술 분야에서 섬유-피복용 오염 방출 중합체로서 널리 공지된(예를 들어 미합중국 특허 제 
4,132,680 호 참조) 리스 티(MILEASE T)로서 ICI 아메리카에서 시판하고 있는 중합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접착제는 임의의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제 13 도에 설명된 바와 같은 나선형, 또는 다중 
나선형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착제의 선은 0.2㎜ 노즐을 이용하는 나선형 방식으로 적용
되지만 0.6㎜ 이상의 노즐을 이용하는 적용방법도 만족스럽다.  사용한 접착제량은 다양하지만 고온 용융
접착제의 경우, 전형적으로는 2in x 5in 나선형 방식의 경우의 약 0.05g 내지 2in x 7in 나선형 방식의 
경우의 약 0.07g 의 범위이다.  라텍스 접착제의 경우, 2in x 5in 방식에서는 약 0.1g 내지 약 0.15g 이 
만족스럽다.

미합중국 특허 제 4,573,986 호(1986년 3월 4일자로 미네톨라(Minetola)등에게 허여됨)에 개시된 바와 같
이 접착제들은 접착제의 필라멘트의 개구 방식망으로 적용할 수 있다.  나선형방식으로 소용돌이된 접착
제 필라멘트의 몇몇 선들을 포함하는 필라멘트의 개구 방식망을 이용하는 몇몇 적합한 부착 수단들은 스
프라그 주니어(Sprague,  Jr)에게 1975년 10월 7일자로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3,911,173  호; 지에케
(Zieker)등에게 1978년 11월 22일자로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785,996 호; 및 워레닉(Wernicz)에게 
1989년 6월 27일자로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842,666 호에 개시된 장치 및 방법에 의해 설명되고 있
다.

상면 시이트와 모세관로 섬유의 하부층사이의 착은 접착제와의 우수한 접촉성을 제공하는 개별 섬유 돌
출을 제공하기 위해 고착 과정중 압력을 가하고/하거나 층에서 최상의 모세관로 섬유를 "소모(combing)"
함으로써 추가로 개선시킬 수 있다.

(6) 모세관로 섬유와 흡수 코어의 접촉

또한 효율적으로 액체를 흡수 코어(42)로 이동시키기 위해 모세관로 섬유(90)와 흡수 코어(42)사이의 
착이 바람직할 수 있다.

상기 착은 또한 여러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들은 이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접착제사용, 초
음파에 의한 결합, 인장력, 흡수 코어의 거칠은 표면 제공, 바늘-펀칭 또는 그렇지 않으며 모서관로 섬유
를 흡수 코어에 삽입시킴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제 7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세관로 섬유의 터프트(44)의 기초부를 코어/부직포 시이트 샌
드위치의 상부의 슬릿(slit)내에 끼운다.

모세관로 섬유의 터프트(44)에는 2 개의 말단 연장부(94)가 있다.  말단연장부(94)는 반대방향의 터프트
(44) 기초부에서 외부로 연장시킨다.  바람직하게는, 말단연장부(94)는 종방향 중심선(L)을 따라 연장시
킨다.  말단연장부는 모세관로 섬유의 터프트(44) 상부와 접촉하는 체액(즉 액체)을 전달시킨다.  또한 
말단연장부(94)는 흡수 코어 라미네이트와 접촉하는 체액을 전달시킨다.

모세관로 섬유의 터프트화된 다발(44)은 생리대(20)에 액체 전달 구성요소 및 바람직하게는 액체 포획/분
산 능력을 제공한다.  전형적으로 모세관로 섬유는 전술한 모세관현상 구배로 인해 다발(44)상에 위치한 
체액을 흡수하는 것보다는 주로 전달시키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모세관로 섬유의 다발(44)은 "전달 구
성요소", "액체 포획/분산 구성요소" 또는 그의 기능을 설명하는 기타 적합한 용어에 의해 지칭될 수도 
있다.  상기 액체 포획/분산 구성요소(44)는 몇가지 중요한 특성을 갖는다.

상기 액체 포획/분산 구성요소(44)는 생리대의 주요 흡수 구성요소, 흡수 코어(42) 이상으로 연장시킨 상
부(47)를 포함한다.  포획/분산 구성요소(44)의 상부(47)는 착용자의 신체에 가까이 접촉하게 위치시킬 
수 있다.  더더욱 유리하게, 상기 액체 포획/분산 구성요소(44)의 상부(47)는 착용자의 음순 사이 공간이
내에 최소한 부분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사이즈 및 형상일 수 있다.  이는 착용자의 신체로부터 배설되
는 분비물을 더욱 십게 차단시키도록 한다.

다발(44)의 말단연장부(94)는 액체를 직접 흡수 코어(42)에 전달시키기 위한 관을 액체 포획/분산 구성요
소에 제공한다.  더더욱 바람직하게, 연장 단부(94)는 액체를 흡수 코어(42)의 내부로 전달할 수 있다.  
이는 생리대에 또다른 장점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흡수 코어(42)와 같은 흡수 구성요소의 상부에 단순히 분비물이 위치하는 경우, 이들은 흡수 
구성요소의 상부 표면을 따라 쉽게 흡수될 수 있다.  그러나, 액체가 남아있는 먼저 코어의 상부를 채운
다.  이로 인해 분비물을 코어의 하부 영역으로의 전달이 차단된다.  말단연장부(94)는 발생되는 상기 문
제점에 대한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말단연장부(94)는 이용 가능한 흡수 성능이 존재하는 장소를 주기 위
해 흡수 저장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통해 액체를 이동시킬 필요성을 없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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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재된 생리대(20)의 구조는 포획/분산 구성요소의 유일하고 가능한 배열이다.  많은 기타 적합한 
구성요소들의 배열은 상기 기재된 이론에 따르는 것이라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말단연장부(94)(또는 
모세관로 섬유 다발의 다른 부분)은 여러 다른 방법으로 흡수 코어(42)와 접촉하여 위치할 수 있다.

다음은 말단연장부(94)와 흡수 코어(42)사이의 가능한 제한이 없는 모든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
으로 이들은 더욱 바람직한 것에서부터 덜 바람직한 것까지 나타낸 것이다.  연장 단부는 (1) 상기 기재
된 주름진 코어 태양에서와 같이 흡수성코어(높은 모세관성을 갖는)의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둘러싸여 있
고; (2) 다른 구성요소들로 혼합되거나 또는 집중되고 있고; (3) 바로 위에 기재된 다른 구성요소들의 하
나 이상의 층사이에 놓이고; (4) 하나 이상의 다른 층아래에 놓이거나 또는 (5) 다른 구성요소의 상부에 
놓을 수 있다.

생리대(20)은 상면시이트와 흡수 코어 사이에 위차한 포획/분산 구성요소 또는 층(들)의 여러 종류를 가
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 제 7 도에 나타낸 태양은 상면 시이트(38)와 흡수 코어(42)사이에 위치한 추가
의 포획층(또는 "제 2 상부시이트")(46)을 갖는다. 이러한 추가의 포획층은 모세관로 섬유 다발(44)의 종
방향 또는 측방향 외부에 있는 인체 분비물을 흡수 코어(42)로 분산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다른 유형의 포획/분산 구성요소, 흡수 제품에서 상기 부분을 단단히 고정하는 방법 및 상기 부분에 
의한 기능을 오스본(Osborn)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950,264  호 및 제 5,009,653  호 및 크리
(Cree)등에 의해 1991년 12월 17일자로 출원한 "Absorbent Article Having Fused Layers"란 명칭의 미합
중국 특허 제 07/810,774 호에 기재되어 있다.

포획/분산 구성요소 또는 구성요소들은 다른 종류의 물질(모세관로 섬유 대신)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을 비롯한 합성섬유, 면 또는 셀룰로
즈를 비롯한 천연섬유, 이러한 섬유의 블렌드, 또는 임의의 등가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의 부직포 또는 
직물 웹을 포함한다.

E.  생리대의 구성요소의 조립

제 1 도에 나타낸 바람직한 생리대 태양은 몇몇 여러 가지 종류의 부착 수단으로 조립된 구성요소를 갖는
다.  상기 부착 수단(또는 부착수단)은 제 7 도를 참고로 하여 논의될 것이다.  생리대의 내부 설명에서 
외부 설명으로 논의될 것이다.

생리대 논의를 위해, 흡수 코어(42)는 상기 기재된 가교-결합된 세룰로즈 라미네이트를 포함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같이, 흡수 코어(42)는 바람직하게 부직포 제 2 상면시이트(44)와 부직포 층(48) 사이에 샌드
위치되어 "코어/부직포 시이트 샌드위치"(51)를 형성한다.  코어/부직포 시이트 샌드위치(51)의 구성요소
들은 임의의 적합한 방식으로 모두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다.  제 7 도에 나타낸 태양에서의 구성요소
들은 스티칭(70)에 의해 단단히 고정시킨다.

상기 구성요소들의 스티칭에 의해 몇가지 목적을 수행한다.  하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포함한
다.  스티칭으로 인해 코어/부직포 샌드위치(51) 구성요소와 결합된다.  스티칭은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함께  결합시키는  매우  영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상기  구성요소들과  결합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기작이다.  또한 스티칭 액체 존재하에도 잘 지지해준다.

또한 스티칭 코어/부직포 샌드위치 층 사이의 액체 전달을 향상시킨다.  구성요소들을 서로 가까이 접촉
시켜 유지시킬 때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코어/부직포 샌드위치의 구성요소들을 스티칭으로 단단하게 고정
시킨다.  상기 언급한 바와같이, 상기 접촉 관계는 액체를 하부 구성요소들로 전달하는데 필요한 특성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스티칭은 코어/부직포 샌드위치에 국한되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상면시이트(38)와 배면시이트
(40) 사이에 위치하는(및 포함하는) 임의의 생리대 구성요소들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스티칭 할 수 
있다.

상면시이트(38)은 상면시이트 결합용 접착제(66)에 의해 모세관로 섬유의 터프트에 결합될 수 있다.  상
면시이트를 결합시키는, 바람직한 방법은 상기 D(5) 부분과 하기 실시예에 더욱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배면시이트(40)은 코어/부직포 시이트 라미네이트(51)의 가멘트 측면에 결합된다.  제 7 도에 나타낸 태
양에서, 이는 2개의 스트립 구조의 접착제(68)에 의해 수행된다.

이어서 상면시이트(38)  및  배면시이트(40)를  함께 단단히 고정시킨다.   상면시이트(38)  및 배면시이트
(40)는 흡수 코어(42)의 길이 및 나비보다 더 큰 길이 및 나비 크기를 갖는다.  따라서 상면시이트(38) 
및 배면시이트(40)는 흡수 코어(42)의 가장자리 아래로 연장시켜 최소한 생리대의 외면(26)을 형성한다.

상면시이트(38) 및 배면시이트(40)는 외주가열 봉에 의해 생리대(20)의 최소한 외면(26) 주위를 서로에 
고정시킨다.  상기 외주 가열 봉(71)의 형성은 본 발명의 생리대(20)을 제조하는 방법을 기재한 하기 4 
부분에 더욱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상면시이트, 배면시이트, 흡수 코어 및 임의의 기타 부분들은 널리 공지된 각종 형태(소위 "관" 제품 또
는 측면 플랩(flap) 제품을 비롯하여)로 조립할 수 있다.  몇가지 다른 적합한 생리대 형태들은 일반적으
로 전술한 오스본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950,264  호 및 제 5,009,653  호,  데스마라이스(Des 
Marais)에게  1984년  1월  10일자로  허여된"Compound  Sanitary  Napkin"란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  제 
4,425,130호, 아르(Ahr)에게 1982년 3월 30일자로 허여된 "Bordered  Disposable  Absor-bent  Article"란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 제 4,321,924 호, 반틸버그(Van Tilburg)에게 1987년 8월 18일자로 허여된 "Shaped 
Sanitary Napkin With Flaps"란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 제 4,589,876 호에 기재되어 있다.

생리대(20)의 각종 구성요소들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수단의 설명은 생리대를 구성하는 단 하나의 바람직
한 방법이다.  생리대(20)의 임의의 구성요소들은 접착제, 바느질, 가열 및/또는 압축 결합, 역학 기계적 
결합, 초음파에 의한 결합, 또다른 구성요소 상의 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섬유를 용융취입에 의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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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생리대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섬유 또는 기타 구조물 부재의 혼합 또는 인탱글, 또는 본 기술 
분야에 공지된 임의의 기타 방법들에 의해 함께 고정시킬 수 있다.

F. 착용자의 팬티에 생리대를 부착시키기 위한 접착 고정수단

사용시, 생리대(20)는 적합한 수단에 의해 착용자의 언더가먼트에 유지시킬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생리
대(20)는 착용자의 팬티에 놓고 접착 고정수단, 예를들면 배면시이트(40)의 가멘트 표면(40B)상에 위치한 
접착제에 의해 팬티에 부착시킨다.  접착제는 팬티의 가랑이 부분에 생리대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한 수단
을 제공한다.

제 7 도는 특히 바람직한 접착방식 또는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접착제는 일반적으로 4 개의 접착성 직
사각형 스트립 또는 패치(patch) 형태로 배열한다.  총괄 접착 방식은 문자 "X"에서 중앙이 없는 "X" 와 
유사하고 각각의 패치는 종방향과 횡중앙선, C 의 교차점에서 생리대의 코너(27)들 중 하나로 향하는 직
선으로 패치를 배열한다.

제 7 도에 나타낸 접착 방식은 험프(72)를 갖는 태양이 특히 바람직하다.  중앙의 접착제의 부재로 인해 
험프(72)가 있는 생리대 부분이 착용자의 언더가먼트로부터 분리된다.  생리대(20)를 착용시, 착용자의 
인체와 험프(72)의 더욱 지속적인 접촉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 접착성 패치(patch)의 단부는 생리대(20)의 횡말단 가장자리(24)에 가능한한 가까이 위치한
다.  접착제 형태의 상기 이론은 파파(papa)등에 의해 1992년 3월 19일자로 공개된 "Shape and Adhesive 
Fastening Means for an Absorbent Article"란 명칭의 PCT 국제 특허 출원 공개공보 제 WO 92/04000 호에 
기재되어 있다.  다른 양태(중심 영역(32)에 접착제가 없다)는 본 발명의 생리대의 형태에 맞는 원리에 
따라 조작한다.

또한 기타 적합한 접착제 형태도 가능하다.  예를들어, 접착제는 생리대의 각말단 영역(28 및 30)에서 역 
V-형 또는 갈매기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본 기술 분야에서 사용한 임의의 접착제 또는 풀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압력- 민감성 
접착제가 바람직하다.  적합한 접착제는 센트리 어드히시브즈 코포레이션(Century Adhesives 
Corporation)에서  제조  시판하고  있는  센트리  에이-305-IV(Century  A-305-IV),  내쇼날  스타치 캄파니
(National Starch company)에서 제조 시판하고 있는 인스탄트 록 34-2823(Instant Lock 34-2823) 및 3 시
그마에서 제조 시판하고 있는 3  시그마 3135  이다.   또한 적합한 접착 고정수단도 미합중국 특허 제 
4,917,697 호에 기재되어 있다.

생리대(20)을 사용하기 전에 접착제가 팬티의 가랑이 부분 이외의 표면에 대한 점착성을 유지하도록 제거 
가능한 커버 스트립 또는 이형 라이너(52)로 감압성 접착제를 전형적으로 덮어둔다. 또한 적합한 이형 라
이너들도 상기 참고한 미합중국 특허 제 4,917,697 호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한 임의의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이형 라이너들을 본 발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적합한 이형 라이
너의 실례는 아크로실 코포레이션(Akrosil Corporation)에서 제조 시판하고 있는 비엘-30 엠지-에이 실록
스 이1/0(BL 30 MG-A Silox E1/0) 및 비엘-30 엠지-에이 실록스 4피/0 이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의 생리대(20)는 이형 라이너(52)를 제거한 후 접착제(50)가 팬티에 접촉되도록 팬티에 생리대를 
위치시킴으로써 사용한다.  접착제는 사용도중 생리대를 팬티내 제위치에 유지시켜 준다.

다른 태양에서는 다른 유형의 고정수단을 접착제 대신 또는 접착제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또는 유형의 고정수단을 전술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배열한다.

이러한 고정수단들은 통상적인 벨크로(VELCORO) 후크물질(예를들면 배트럴(Battrell)에게 1990년 8월 7일
자로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946,527 호, 토마스(Thoma)등에게 1991년 10월 22일자 및 1992년 5월 26
일자로 각각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5,058,247 호 및 제 5,116,563 호, 및 1990년 8월 8일자로 공개된 
EPO 특허출원 공개공보 제 0 381 087 호에 기재되어 있다), 또는 높은 마찰 계수의 포움 및 높은 마찰 계
수물질(예를들면, 코르프만(Korpman)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제 4,166,464 호, 링커, III(Linker, III)등에
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834,739 호 및 고센즈(Gossens)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5,011,480 
호에 기재되어 있다)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G.  임의의 특성

또한 생리대(20)에는 각각 흡수성 코어의 측면 가장자리에 인접하여 있고 측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2 개
의 플랩(56)이 제공된다.  플랩(56)은 착용자의 팬티와 허벅다리 사이에 위치하도록 가랑이 영역의 착용
자 팬티 가장자리에 주름을 잡는다.

플랩(56)은 2 가지 이상의 목적을 수행한다.  첫째, 플랩(56)은 바람직하게 팬티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중 
차단벽을 형성함으로서 생리혈에 의해 착용자의 인체 및 팬티에 얼룩이 묻는 것을 방지시켜 준다.  둘째, 
플랩(56)은 바람직하게 팬티의 뒷변으로 접혀져 팬티의 측면에 접해있는 가멘트에 고착시킬 수 있도록 가
멘트 표면상에 부착 수단을 제공한다.  상기 방식으로, 플랩(56)은 팬티에 적당히 위치된 생리대를 유지
시켜 준다.

플랩(56)은 상면시이트, 배면시이트, 티슈 또는 상기 물질의 혼합물과 유사한 물질들을 비롯하여 각종 물
질들로 제조할 수 있다.  추가로, 플랩(56)은 생리대의 본체 부분(21)에 고착된 단독 부재일 수 있거나 
또는 상면시이트(38) 및 배면시이트(40)의 연장 부분(즉, 단일의)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생리대에 사용하기에 적합하거나 또는 적용할 수 있는 플랩을 갖는 다수의 생리대들은 반 틸버
그에게  1987년  8월  18일에  허여된  "Shaped  Sanitary  Napkin  With  Flaps"란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  제 
4,687,478 호, 반 틸버그에게 1986년 5월 20일에 허여된 "Sanitary Napkin"란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 제 
4,589,876 호, 마틴글(Mattingly)에게 1986년 8월 26일자로 허여된 "Sanitary Napkin Attachment Means"
란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 제 4,608,047 호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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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제 1 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플랩은 선행 참고 문헌에 기재된 몇몇 플랩만큼 크지않을 수 있다.  
이러한 플랩들은 탄성중합체성 접착제와 적층된 물질에 접해있는 비결합성 부직포를 포함할 수 있다.  탄
성 중합체성 접착제는 바람직하게 액체 불투과성이다.  최소한 적층체는 바람직하게 낮은 탄성 모듈러스
를 나타내어 신장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는다.

신장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적층 부분은 패드를 착용자의 팬티에 놓고 팬티를 입을 때 쉽게 변형되는 
잇점을 제공한다.  상기 태양은 착용자가 플랩으로 다리 고무줄을 포함하는 팬티 부분을 감싸는 것을 돕
는다.

예를들면, 신장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적층 부분을 부직포 물질만으로 이루어진 플랩의 단부 상에 있는 
대역을 포함한다.  플랩으로 다리 고무줄을 함유한 팬티 부분을 감쌀 때, 상기 대역은 영구적으로 변형되
는 경향이 있다.  상기 대역에서 물질의 영구적 변형은 팬티 고무줄을 감싼 플랩을 지지해 줄 것이다.

또한 생리대는 하기에 기재된 바와같이 특정한 종류의 곡선을 제공하기 위해 차등하게 한 구성요소(즉 중
간 부분만)를 신장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1) 코어 또는 다른 구성요소들을 상면시이트로 부분적 랩
핑, 2) 코어 또는 다른 구성요소들을 배면시이트로 부분적 랩핑(특성 (1) 및 (2)는 샌드위치-형 구조를 
갖는 제품을 형성하기 위해 모두 적층된 것과는 달리 다른 구성요소들을 최소한 부분적으로 랩핑한 구성
요소를 갖는 소위 "관" 제품을 포함할 수 있다), 3) 가장자리를 동그랗게 하고 (예를들어, 생리대의 가장
자리는 커얼링하거나 또는 안락함을 추가한 곡선형 구조로 만들 수 있다), 4) 연성 물질(기능성 및/또는 
심미성)로 피복시킨 패드의 가장자리(예를들면, 제 7 도의 상면시이트(연장 부분(54)을 형성하기 위해 외
부로 연장한 물질은 바람직하게 다른 구성요소의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를 감싸고 배면시이트(40)에 단단
히 고정시킨다), 및 5) 비교용 특정 강직성을 갖는 생리대의 가장자리를 비롯한 각종 특성을 갖는 생리대
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본원에 기재된 생리대는 커얼링된 모세관로 섬유 및 제품에 연장성을 제공해 주는 기타 연장성 구
성요소들과 함께 슬릿된 또는 부분적으로 슬릿된 흡수 코어를 사용할 수 있다.  연장성은 사용시 우수한 
접합성 및 안락성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한 또다른 태양에서, 생리대(20)은 생리대를 착용했을 
때 특히 종방향으로 연장될 수 있는(바람직하게는 신장될 수 있는) 구성요소들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한 태양에서, 상면시이트(38)은 미합중국 특허 제 4,463,045 호에 따라 제조하며, 루
프는 둥글게하여 종방향 연장서을 제공한다.  상면시이트(38)를 둥글게 한 루프의 주름에서 접혀진 선은 
횡방향으로 향해 있어 상면시이트(38)는 종방향으로 연장될 수있다.

흡수 코어(42)는 상기 기재된 바와같이 종방향 연장성을 위해 슬릿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슬릿된 적층체
이다.   흡수  코어(42)는  말단  영역(28  및  30)에  슬릿시킬  수  있지만,  중심  영역(32)은  슬릿시키지 
않는다.  기타 유형의 슬릿 흡수성 물질들은 라이온 코포레이션(Lion Corporation)에 의해 1991년 7월 24
일자로 공개된 유럽특허 출원 공개공보 제 0 293 208 B1 호에 기재되어 있다.

특히 바람직한 연장가능한 배면시이트(40)은 윈스코신 와우와토사에 소재하는 핀들레이 어드히시브즈 캄
파니에 의해 제조 시판되고 있는 포뮬라 198-388(Formula 198-388)로서 공지된 연장된 접착성 필름이다.  
부직포 층(46 및 48)을 크레이프시켜 연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생리대(20)은 바람직하게 연장시킬 때 
생리대로부터 액체 또는 액체-함유 초흡수성 물질의 심지 및 배제를 막기위해 봉한다.

패스너는 연장가능한, 연장될 수 없는 접착성 패치와 같은 접착 고정수단을 포함할 수 있거나 또는 상기 
고정 수단의 일부분은 연장되고, 일부분은 연장될 수 없다.  접착 고정 수단은 개별 포장된 생리대와 사
용후 생리대를 버릴 용기를 제공하는 포장지로 보호되며 이는 스완슨(Swanson)등에게 1985년 12월 3일자
로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556,146 호에 기재되어 있다.

적합한 연장 가능한 흡수제품들은 오스본등에 의해 "Stretchable Absorbent Articles"란 명칭으로 동시 
출원한 미합중국 특허 출원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모세관로 섬유들은 편리하게 각종 결합 방법에 의해 흡수 제품으로 쉽게 제조하기 위해 안정한 시이
트를 제조할 수도 있다.  예를들면, 폴리에스테르 열가소성 섬유(예 : 코델 410(KODEL 410)) 약 20 내지 
30 중량% 를 모세관로 섬유와 혼합시켜 수득한 섬유상 시이트를 직접 열을 가하거나 또는 통과-공기를 가
열시킨다.

정제 및 커얼링된 셀룰로즈 섬유는 편리하게 각종 결합방법에 의해 흡수 제품으로 쉽게 제조하기 위해 안
정한 시이트를 제조할 수 있다.  예를들면, 약 7 내지 15 중량% 의 폴리에스테르 열 가소성 섬유(예 : 코
델 410)를 정제된 커얼링된 셀룰로즈 섬유와 혼합시켜 수득한 섬유상 시이트를 통과-공기를 가열하거나 
또는 초음파에 의해 결합시킨다.

열가소성 섬유를 모세관로 섬유층 또는 흡수성 코어층, 또는 둘다에 혼입시켜 상기 지적한 시이트 안정성 
이외의 잇점들을 제공한다.  특히, 코어 또는 모세관로 섬유층, 또는 둘다에 존재하는 열가소성 섬유를 
함유하기 때문에 제조업자들은 예를들면 생리대 또는 팬티라이너의 외면(최소한 가랑이부분)에 봉을 제
공하며 상기 봉은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가장자리 주위 과다유량의 체액을 방해하거나 전체를 중
지시킨다.

다른 방법에서, 열가소성 상면시이트, 열가소성 섬유를 함유한 코어 및 배면시이트 모두 함께 초음파 결
합에 의해 외면에서 또는 인접하게 결합시킬 수 있다.  다른 방법에서, 혼합된 열가소성 섬유를 함유한 
모세관로 섬유 층은 코어에 결합될 수 있다(또한, 필요에 따라 상면시이트에도 결합될 수 있다).  또다른 
방법에서, 코어 및/또는 모세관로 섬유층에서의 열가소성 섬유의 존재로 인해 제품을 가로지르는 여러 지
점에서 스포트 결합를 고려함으로써 제품에 습윤시, 추가의 일체성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각종 특성들은 본 출원과 동일한 날짜로 출원한 하기 계류중인 미합중국 특허(번호는 아직 양
도되지 않음)에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되어 있다 : 토마스 더블유. 오스본 등에 의해 "Absorbent Article 
Having Resilient Center"란 명칭으로 출원한 미합중국 특허원 제 07/915,202 호, 로브 이. 올센(Robb E. 
Olsen)등에  의해  "Absorbent  Article  Fastener  Pattern"란  명칭으로  출원한  미합중국  특허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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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15,201 호 및 레타 엠. 힌즈(Letha M. Hines)등에 의해 "Method of Making Curved, Shaped Absorbent 
Article"란 명칭으로 출원한 미합중국 특허원 제 07/915,134 호.

다른 태양에서, 추가로 생리대의 구성요소 또는 영역은 접힘, 굽힘, 주름, 적층 및 서로에 대해 층을 고
정시킴으로써 구조적으로 개질시킬 수 있다.  부엘(Buell)에 의해 1989년 10월 4일자로 공개된 유럽특허 
출원 공개공보 제 0 335 252 호 및 제 0 335 253 호, 비스쳐(Visscher)등에 의해 공개된 PCT 국제 특허출
원 공개공보 제 WO 92/07535 호, 1992년 4월 28일자로 오스본에 의해 "Generally Thin, Flexibl Sanitary 
Napkin Having Stiffened Center"란 명칭으로 출원한 미합중국 특허원 제 07/874,872 호에 기재된 하나 
이상의 구조를 포함함으로써 개질시킬 수 있다.

몇몇 바람직한 생리대의 태양이 기술되었으며, 다수의 다른 생리대의 태양들이 문헌에 개시되었다.  이들
에는 본 발명에 따른 신장성들이 제공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생리대의 몇몇은 비셔 등의 이름으로 1990년 
10월 29일 출원된 미합중국 특허원 제 07/605,583 호, 1991년 4월 23일 및 1990년 8월 21일자로 각각 오
스본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5,009,653  호  및  제  4,950,264  호,  1990년  7월  10일자로 살러노
(Salerno)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940,462 호, 1990년 4월 17일자로 오스본 III 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917,697 호, 1990년 3월 27일자로 마빈쿠브(Mavinkurve)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911,701 호, 1990년 2월 13일 맥코이(McCoy)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900,320 호, 1987년 8
월 18일 반 틸버그(Van Tilburg)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687,478 호, 1986년 8월 26일 마틴글리
(Mattingly)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608,047 호, 1986년 5월 20일 반 틸버그(Van Tilburg)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589,876 호, 1981년 8월 25일 맥 나이어(McNair)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285,343 호, 1968년 8월 20일 리차드(Richard)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3,397,697 호, 1957년 
4월 2일 클라크(Clark)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2,787,241 호에 기술되었다.

"팬티 라이너" 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생리기간 중에 착용하는 생리대보다 부피가 작은 흡수 
제품을 의미한다.  팬티라이너 형태의 적합한 흡수 제품은 1988년 4월 19일자로 오스본에게 허여된 "팬티
라이너" 라는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원 제 4,738,676 호에 개시되었다.

"실금자용 제품" 이라는 용어는 성인 또는 기타 실금자들의 착용 여부에 관계없이 패드, 속옷(벨트 등과 
같이, 동일한 유형의 서스펜션 시스템에 의해서 적절하게 위치내에 유지되는 패드), 흡수 제품의 삽입물, 
흡수제품의 용량 확대기(booster), 브리이프(brief), 침대 패드 등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본원에 기술
된 연장성 구성요소들이 제공될 수 있는 적합한 실금자용 제품들은 1981년  3월  3일자로 스트릭클란드
(Strickland)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253,461  호;  뷰엘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597,760 호 및 제 4,597,761 호; 상기 언급된 미합중국 특허 제 4,704, 115호; 아르(Ahr) 등에게 허여
된 미합중국 특허 제 4,909,802 호; 1990년 10월 23일자로 깁슨(Gibbson) 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964,860 호; 및 1991년 1월 3일자로 노엘(Noel)등 및 페이스트(Feist) 등에 의해서 각각 출원된 미
합중국 특허원 제 07/637,090 호 및 제 07/637,571 호에 개시되었다.

본 발명의 핵심은 착용자의 내의의 가랑이 영역에 착용되는 흡수제품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특징은 기
저귀에 같은 흡수제품에도 또한 사용될 수도 있다.  기저귀는 유아 및 실금자들이 착용하고 그 착용자의 
허리 부분에 고착되는 흡수제품이다.

본원에 기술된 연장성 형상들이 제공될 수 있는 적합한 기저귀들은 1975년 1월 14일 뷰엘에게 허여된 미
합중국  특허  제  3,860,003  호  및  1991년  6월  13일  뷰엘등의  이름으로  출원된  미합중국  특허원  제 
07/715,152 호에 개시되었다.

4.  흡수제품의 제조방법

A.  일반적

생리대(20)의 3-차원 형상은 생리대의 종방향 및 횡방향 곡선을 제공함을 포함한다.

생리대(20)와 같은 제품에 곡선을 제공함은 가장 넓은 의미로는 제품의 한면의 크기를 다른 면의 크기보
다 크게 제조함을 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한 면의 길이가 다른 면의 길이보다 길면, 제품은 
제품의 짧은 면을 따라 내부로 굽어질 것이다.

생리대(20)의 상기 형상은 세가지 이상의 기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

생리대(20)를 성형하는 첫번째 방법은 두가지 이상의 구성요소들 모두를 단단히 고정시킴을 포함한다. 전
형적으로 상기 구성요소들은 다른 크기를 갖는다(즉, 하나는 하나 이상의 크기로 다른 하나보다 크다).  
바람직하게, 구성요소들을 단단히 고정시킬 때, 그의 단부를 동일한 지점에서 한정하는 방법으로 구성요
소들을 함께 단단히 고정시킨다.  일반적으로, 생리대를 성형하는 첫번째 방법은 곡선 표면, 예를들면 곡
선 형태로 배치할때 구성요소들을 단단히 고정시킴을 포함한다.

생리대(20)를 성형하는 기본적인 두번째 방법은 생리대의 구성요소중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단축하고 
이를 다른 구성요소 중 하나에 단단히 고정시킴을 포함한다.  두번째 방법에서는 구성요소들중 하나 이상
(예를들면 제 1 구성요소)을 연장시키고 수축시킬 수 있어야 한다.  생리대를 성형하는 두번째 방법에서 
제 1 구성요소는 신장시키고, 제 2 구성요소에 단단히 고정시켜 수축시킨다.  일반적으로 상기 방법으로 
형성된 생리대(20)는 제 1 구성요소에 가장 인접한 면을 따라 내부로 굽는다.

생리대(20)를 굽히는 세번째 방법은 생리대(20)의 면들 중 하나를 늘리는 몇몇 적합한 방법에 의한다.  
예를들어, 이는 생리대(20)의 배면시이트(40)를 신장시키거나 또는 가열하고 신장시킴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이로인해 상면시이트(38)를 따라 내부로 굽어진 생리대를 수득하게 된다.

B.  곡선 표면상에 배치시 구성요소들을 고정시킴을 포함하는 방법

상기 지적한 바와같이, 곡선 형태의 생리대를 제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일반적으로 구유형과 같은 곡선 
형태로 생리대용 구성요소들을 배치하고 목적하는 형상으로 구성요소들을 함께 고정시킴을 포함한다.  이
는 수동을 또는 기계에 의해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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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동에 의한 생리대의 제조방법

제 14 도 및 제 15 도는 생리대(20)를 제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바람직한 곡선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제 14 도의 곡선 형태를 생리대(20)의 구성요소들을 조립하는데 사용한다.  제 14 도의 형태는 약 7¾in
(약 20㎝)의 길이(D2)를 갖는다.  상기 형태를 편평한 표면상에 배치하면, 편평한 표면의 평면 상부의 높

이(D3)가 약 3in(약 7.5㎝)이다.  상기 형태에거 곡선 내부 표면을 따라 측정한 아크 길이(D4)는 약 10¼

(약 26㎝)이다.

제 15 도의 곡선 형태는 조립된 생리대 구성요소들의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5)를 봉하는데 사용한다. 
제 15 도의 형태에는 길이(D2)가 약 6in(약 15㎝)이다.  상기 형태를 평면에 배치하면, 평면의 상부 높이

(D3)는 약 3¼in(약 8㎝)이다.  상기 형태에서 곡선 내부 표면을 따라 측정한 아크 길이(D4)는 약 9in(약 

23㎝)이다.  상기 아크를 따라 봉한 부분의 길이(D5)는 약 3in(약 7.5㎝)이다.

생리대(20)은 하기 방법으로 수동에 의해 조립된다.  가능한 한 방법에 관하여 간단하게 조립 방법을 기
재하고 있다.  하기에 기재된 단계들은 많은 다른 순서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생리대를 조립하는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다.  이러한 모든 다른 방법들은 본 발명의 범위내에 있다.

흡수 코어(42)에 대한 구성요소들을 수득한다.  사용한 흡수 코어(42)는 두 개의 층 사이에 흡수성 겔화 
물질 입자(41)를 갖는 두 개의 층의 가교결합된 셀룰로즈 섬유(43 및 45)의 상기 기재된 바람직한 라미네
이트이다.

흡수성  겔화  물질  입자(41)는  가교  결합된  셀룰로즈  섬유의  기부  층(45)을  형성하는  웹(또는  웹의 
일부분)의 상부에 배치한다.

모세관로 섬유(90)를 수득한다.  바람직하게 모세관로 섬유(90)를 상당히 커얼링시킨다.  적합한 모세관
로 섬유는 이스트만 케미칼 캄파니에서 제조 시판하고 있는 에스 더블유 173(SW 173)이다.  에스더블유 
173 섬유는 1in 당 7.8 권축으로 스터퍼 박스 권축된 카드화 스테이플 슬라이버를 포함하며, 관나비가 38
μ 이고 관 깊이가 19μ 인 H 형 단면을 갖는다.  모세관로 섬유는 바람직하게 6in 의 길이이고, 0.75g 
의 섬유를 사용한다.

모세관로 섬유(90)는 상기 기재된 크기를 갖는 타원형 터프트를 형성하기 위해 그 중앙에 주름을 잡은 층
의 형태로 제공된다.  모세관로 섬유 층의 종방향 단부는 말단 영역(94)로 형성된다.

모세관로 섬유 다발(44)을 흡수성 겔화 물질(41)의 상부에 배치한다.  다발의 기초부(74)로 부터의 연장
단부(94)가 완전히 조립된 생리대의 종방향 중심선(L)을 따라 연장되도록 다발(44)을 배향한다.

코어(42)의 상부층(43)을 형성하는 가교-결합된 셀룰로즈 섬유의 웹(또는 그의 일부분)에 종방향 슬릿이 
제공된다.  완전히 조립된 생리대의 중심 영역(32)에 있는 상부층(43)의 부분에서 슬릿이 제공된다.  슬
릿된 웹은 그의 터프트된 형상으로 터프트된 섬유 다발을 유지시켜 준다.  다른 태양에서, 다른 적합한 
메카니즘은 섬유 다발을 그의 터프트된 형상으로 유지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코어(42)의 상부층(43)을 모세관로 섬유 다발(44)의 상부 및 흡수성 겔화 물질의 입자층에 배치한다.  모
세관로 섬유 다발(44)의 상부(47)는 슬릿을 통해 뽑아내어 터프트를 형성시킨다.  이는 노출된 다발(44)
의 상부(47)를 그대로 둔다. 말단 연장부(94)는 흡수성 겔화 물질층의 상부에 흡수코어 적층제내의 위치
에 남는다.  이는 흡수 코어 예비-조립체를 형성시킨다.

제 2 상면시이트(46) 물질이 제공된다.  또한 제 2 상면시이트(46)를 포함하는 물질층에 종방향 슬릿이 
제공된다.  제 2 상면시이트(46)는 흡수 코어 예비-조립체의 인체-접촉 측면상에 배치된다.  모세관로 섬
유의 터프트(44)의 상부(47)는 제 2 상면시이트(46)의 슬릿을 통해 당긴다.  부직포 층(48)은 코어 예비-
조립체의 가멘트-접촉 측면 상에 위치한다.  이는 흡수 코어/부직포 시이트 라미네이트(51)을 형성한다.

흡수 코어/부직포 시이트 라미네이트(51)의 구성요소는 제 7 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스티칭선(70)을 따라 
함께 바느질한다.

이어서, 흡수 코어/부직포 시이트 적층체(51) 및 생리대의 기타 구성요소들을 제 14 도에 나타낸 곡선 형
태로 조립한다.  배면시이트(40) 물질은 먼저 곡선 형태로 배치한다.  두 개 스트립의 접착제(68)는 배면
시이트 물질의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 가까이 배면시이트(40) 상에 배치한다.  흡수성 코어 부직포 시이트 
적층체(51)는 배면시이트(40) 물질 상에 위치한 접착제(68) 상부에 배치한다.

상면시이트(38)는 그의 가멘트-접촉 측면(38B)상에 상면시이트 결합용 접착제(66)로 분무시킨다.  바람직
하게, 접착제(66)는 제 13 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나선형 방식으로 적용한다.  상면시이트(38)은 그의 최
종 절단 형태로 제 13 도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상면시이트(38)는 종종 상면시이트(38)의 외면을 과량의 물질을 다듬질 하지 않거나 또는 부분
적으로 다듬지 않은 형상일 수 있다.  상기 과량의 물질은 전형적으로,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5)를 형성
하는 생리대의 구성요소 일부분을 봉한 후 제거된다.)

이어서 상면시이트(38)는 흡수 코어/부직포 시이트 적층체(51)(코어/부직포 시이트 적층체(51)로 부터 돌
출된 터프트(44)가 있는)의 상부에 배치한다.  이는 예비-조립된 생리대를 형성한다.  예비 조립된 생리
대를 곡선 형상으로 봉할 준비를 한다.

예비-조립된 생리대는 제 14 도에 나타낸 곡선 형태 중에서 취한다.  예비-조립된 생리대의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5)는 하기와 같이 봉한다.

생리대 구성요소들은 몇몇 적합한 방법에 의해 곡선형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바람직하게, 구성요소들
은 제 15 도에 나타낸 곡선 형태를 이용함으로써 곡선 형상으로 유지시킨다. 제 15 도의 곡선 형태는 바
람직하게 그의 측면 가장자리(98)로 돌린다. 예비-조립된 생리대는 곡선 형태의 외부 표면상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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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립된 생리대는 봉할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5)를 제 15 도에서와 같이 곡선 형태의 측면 가장자
리(98)상에 위치되도록 배치한다.

제 15 도의 곡선 형태의 측면 가장자리는 바람직하게 상기 형태의 내부 표면에 대략 수직이 되게 배향한
다.

예비조립된 생리대의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5)는 곡선 표면상에 봉시 생리대의 인체 접촉 표면(20A)을 
형성하는 예비-조립된 생리대의 표면을 향해 상면시이트(38)의 인접부분의 평면에서 벗어나게 굽어질 때 
이를 봉시킨다.  특히,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5)는 상면시이트의 평면에서 상면시이트(38)를 향해 약 
90。 각도로 굽어져 있다.

봉하기 전에 상면시이트(38)의 평면에서 떨어져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5)의 곡선은 종방향 측면 가장
자리(25)의 원심 가장자리(25B)를 단축시킴으로써 전술한 겹침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생리대에 
횡 방향 굴곡을 제공하며,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5)를 지속시켜 준다.

그러나,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5)는 90。 각도로 내부로 굽어서는 안된다.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5)는 
적합한  임의의  각도록  굽힐  수  있으며  본  명세서에  있는  몇가지  잇점들을  제공해  준다.   또다른 
태양에서,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5)는 전혀 굽혀지지 않을 수 있다.

이어서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5)를 봉한다.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바람직한 방법에서, 생리대(20)의 종
방향 측면 가장자리(25)는 가열된 부재에 의해 봉한다.  가열된 부재는 실질적으로 측면 가장자리(25)
의 원심 가장자리(25B)가 단축된 상태(바람직하게는 곡선)인 형상으로 "철"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를 사용
한다.

가열 부재는 임의의 적합한 유형의 가열 장치, 예를 들면 가열 판, 바 봉기, 스파튤라(Spatula)형 봉
기 등일 수 있다.

상기 방법의 다른 실시태양에서,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5)는 또다른 방법에 의해 곡선 형상으로 봉할 
수 있다.  단축 상태에서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5)의 원심 가장자리(25B)와 함께 임의의 형상의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5)를 유지시키는 임의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이에 국한되지는 않지
만,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5)를 권축시키는 방법뿐만아니라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5)용 테이프로 고정
시키는 방법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5)를 봉한 효과는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5)를 봉하기 전에 
다수의 극소수 부분 또는 생리대의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5)를 따른 일부분이 겹쳐지는 것이다(즉, 거의 
볼 수 없는 많은 소형-주름 겹단을 만든다).  이는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5)(및 생리대(20))에 곡선을 
제공한다.

또한, 예비-조립된 생리대의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5)를 표면 또는 일부 다른 표면에 배치시킬 때 봉
시키는 것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생리대는 단일 형태로 조립하여 봉할 수 있다.

생리대를 조립하는 후속 단계, 예를 들면 생리대의 주변(또는 구성요소들의 기타 일부분) 잔여부분을 
봉하는 단계 및 주변시일의 과량 물질을 절단하는 단계는 임의의 적합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리대가 곡선 형상일 때, 생리대의 주변 잔여 부분을 봉할 수 있다.  달리, 예비-조립된 
생리대가 덜 굴곡된 형상 또는 편평한 형상일 때 주변 잔여부분을 봉하여 점차적으로 더욱 굴곡된 제품 
및/또는 특이한 곡선을 갖는 제품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말단 영역(28 및 30)은 중심영역
(32)보다 덜 굴곡된 말단 영역을 제공하기 위해 편평하게 하고 봉할 수 있다.

(2) 기계에 의한 생리대의 제조

제 16 도는 본 발명의 생리대를 제조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장치(100)를 나타낸 것이다.

장치(100)는 하기 기본적인 부품들을 포함한다 : 프레임(102), 프레임(102)에 이동가능하게 장착된 곡선 
형태의 슈우(104) 및 한쌍의 플런저(106 및 108).  장치(100)의 부품들은 하기에 더욱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생리대를 상기 장치(100)에서 제조할 때, 곡선 형태 슈우(104)가 곡선 형태로 만들어 준다.  곡선 형태 
슈우(104)는 바람직하게 오목한 중심 부분(110), 다수의 진공 홀(112) 및 각 측면에 한쌍의 실리콘 고무 
삽입물(114)을 제공한다.  통상적인 진공원(나타나 있지 않음)은 곡선 형태 슈우(104)상의 진공홀(112)과 
연결되어 있다.

생리대(20)의 다듬지 않은 구성요소들은 곡선 형태 슈우(104)(오목한 중심 부분(110)에서 험프(72)를 형
성하는 부품들의 일부분이 있다)상에 뒤집어 배치한다.  생리대가 본 발명의 방법을 전부 마치면, 오목한 
중심부분(110)은 공간에 맞는 모세관로 섬유 다발을 갖춘 생리대 중심부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진공 홀(112)은 진공으로 만들 때 공기를 통과시키는 통로이다.  진공원은 진공 홀(112)을 이용해 진공을 
뽑아낸다.  다듬지 않은 생리대를 곡선 형태 슈우(104)에 놓고 진공을 적용한다.  봉 조작중에, 장치내
의 다듬지 않은 생리대를 진공으로 유지시킨다.

곡선 형태 슈우(104)를 그 위의 다듬지 않은 생리대와 함께 화살표 방향으로 플런저(106)과 (108) 사이로 
이동시킨다.

바람직하게 플런저(106 및 108)는 압축 공기 실린더(116 및 118), 가열 봉 부재(120), 스트립 가열기
(122) 및 절연 부재 장착 블록(124)을 포함한다.  가열 봉 부재(120)는 바람직하게 생리대와 접촉될 플
라즈마 피복된 면을 갖는다.

곡선 형태 슈우(104)가 플런저(106)과 (108) 사이에 오면, 프런저들은 곡선 형태 슈우(104)를 향해 내부
로(기계 횡방향으로)움직이도록 작동시킨다. 가열 봉 부재(120)는 생리대의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5)
를 플런저(106 및 108)에 의해 나타난 힘을 모두에 대하여 적용시켜 주는 실리콘 고무 삽입물(11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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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한다.

생리대를 조립하는 후속 단계들, 예를 들면 생리대의 주변 잔여부분을 봉하는 단계 및 주변 봉의 과
량 물질을 절단하는 단계를 임의의 적합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C. 하나 이상의 생리대 구성요소들을 단축하는 또다른 방법

생리대에 곡선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두번째 방법은 하나 이상의 생리대 구성요소들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본 방법은 여러 방법에 의해 수행할 수 있다.  본 방법의 바람직한 태양은 생리대 평면을 제조함을 포함
한다.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들(예 : 상면시이트(38))은 신장시켜 하부 구성요소 또는 구성요소들(예 : 
배면시이트(40))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신장된 구성요소를 수축시킨다. 이는 신장된 구성요소를 단축시
키고일반적으로 생리대는 단축된 구성요소에 가장 인접한생리대의 표면을 따라 내부로 굴곡된다.

(그러나, 다른 태양에서는 생리대가 단축된 구성요소로 부터 먼 표면을 따라 내부로 굽어질 수 있다.  생
리대의 곡선 방향은 생리대의 다른 구성요소들의 특성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부드럽고, 두꺼운 유연성 
물질이 단축된 구성요소의 외부 표면상에 배치되면, 생리대를 단축된 구성요소로 부터 먼 표면을 따라 내
부로 굽어지게 할 수 있다.)

본 방법의 하기 설명은 상면시이트(38)가 신장되어 생리대의 다른 구성요소에 부착된 구성요소를 포함하
는 방법의 바람직한 한 태양에 관하여 간단하게 기재한 것이다.

본 방법에서 사용한 상면시이트 물질은 약간의 탄성이 있어야 한다(즉, 상면시이트 물질은 신장 및 수축
이 가능해야 한다).  상면시이트 물질은 상기에 기재된 많은 물질들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
면시이트는 상기 기재된 바람직한 형태의 필름들 중 하나를 포함한다.

생리대의 영구적인 곡선 및 형상은 배면시이트(40)보다 작은 상면시이트 물질(정사각형 면적)로하는 방법
으로 상면시이트(38)에 적용함으로써 유지된다.  패드는 상면시이트 인장력을 경감시키기 위해 상부로 굽
어진다.  신장된 상면시이트(38)을 다른 구성요소에 부착한 것은 사수가 활에 시위를 메운 것과 다수 유
사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면시이트(38)물질은 비교적 소량의 신장 및 회복성을 갖는다.  바람직하게 상면시이트(3
8)물질은 생리대 착용에 관계된 힘에 의해 다소 신장되어서는 안된다.  곡선은 사용중에 영구적이다.  그
렇지 않으면, (상면시이트(38)가 착용중에 다소 신장가능하다면),  상면시이트(38)의 신장으로 생리대(2
0)가 편평해지고 곡선형이 없어진다.

말단영역(28 및 30)을 착용중에 하부로 어 생리대가 편평하게 되기 전에 말단영역에서 힘을 제거하면 
말단영역이 원래의 제 위치로 올라오도록 상면시이트(38)는 충분한 탄성 회복특성을 가져야 한다.  제품
이 사용중에 그의 형상으로 회복될때, 패드가 인체에 접촉하도록 해준다.  또한, 상면시이트 물질은 사용
중에도 하부 구성요소들과 친 히 접촉되도록 부드럽고 드레이프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상면시이트(38)물질은 그의 길이에 따라 균일하게 신장될 수 있다.  즉, 상면시이트
(38)의 모든 구성요소들은 동일한 양으로 신장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하게, 상면시이트 물질은 차등적으로 신장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한 바와같이 "차등적
으로 신장된"이란 용어는 구성요소들의 몇몇 일부분(예; 상면시이트)이 구성요소의 다른 일부분보다 많이 
신장되는 방법을 지칭한다.

제 19 도는 생리대(20)를 제조하는 바람직한 방법에서, 상면시이트(38)가 완전히 조립된 생리대(20)의 중
심영역(32)과 종방향 측면영역(36)에 있는 구성요소에서 종방향으로 더욱 신장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상면시이트(38)를 배면시이트(40)에 완전히 결합시키기전에 수행한다.  상면시이트의 중심영역 및 
종방향 측면영역의 차등의 신장은 먼저 상면시이트(38) 전체를 신장시킴으로써 수행된다.  이어서 상면시
이트(38)를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25)를 따라 배면시이트(40)에 고정시키지만 다른 곳은 고정시키지 않는
다.  상면시이트(38) 및 배면시이트(40)의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를 고정시킨 후, 상면시이트를 이완시켜 
상면시이트(38)의 잔여부분으로부터 인장을 제거한다.  이어서 상면시이트를 생리대의 주변의 잔여부분 
주위의 배면시이트(40)에 결합시킨다.

상면시이트(38)의 선택적 인장 부분요소의 잇점은 바람직한 유형으로 굽힐 수있다는 것이다.  생리대의 
중심영역(32) 및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36)에서 상면시이트(38)의 신장부분은 상기 영역에서 더 크게 굽
혀질 것이다.  이는 제품의 말단영역이 말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제품 적
합성을 위해 인체 형상으로 생리대를 성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상면시이트(38)는 생리대(20)에 곡선형 주기 위해 비신장된 길이의 비교적 소량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비신장 길이의 1 또는 2% 내지 약 13% 또는 바람직하게, 5 내지 10%).  다른 태양에서는, 다
소 신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모든 각종 방법들의 많은 또다른 변형들이 있다.  이들은 이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다음 방법들
을 포함한다.  모든 이러한 변형들은 본 발명의 범위내에 있다.

생리대는 생리대(20)의 다른 구성요소들을 신장시킴으로써 곡선형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신장될 수 있
는 다른 구성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지만 제 2 상면시이트 및 사실상 생리대의 임의의 구성요소에 국한되
지는 않는다.

상기 다른 구성요소 또는 구성요소들은 신장성 및 수축성이 제공된다.  따라서, 전형적으로 생리대에 곡
선형을 제공하기 위해 모세관로 섬유다발(44)은 신장시킬 수 없다.

목적하는 방향의 곡선형을 제공하기 위해, 신장된 구성요소 Z-방향위치 뿐만 아니라 인접 구성요소의 유
연성과 같은 특성은 신장시킬 구성요소의 선택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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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의 신장된 구성요소(들)은 상기 기재된 바와같이 이들의 주변에서 배면시이트(40)에 결합될 수 있
다.  또다른 태양에서, 신장된 구성요소(들)은 배면시이트(40)이외의 몇몇 구성요소 또는 구성요소들에 
결합시킬 수 있다.  이러한 다른 구성요소(들)에 대한 유일한 필요조건은 신장된 구성요소 이하로 신장시
키는 것이다.

추가로, 구성요소들은 그 주변이외의 위치에서 함께 결합될 수 있어 생리대(20)에 곡선형이 제공될 수 있
다.  생리대에 곡선형을 제공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구성요소들은 2 개 이상의 위치에서 결합되어야 할 것
이다.  상기 두 위치는 종방향과 횡방향 중심선의 교차점 이외의 위치에 위치하도록 선택해야 한다.

또다른 태양에서, 신장된 생리대의 구성요소는 생리대의 전체 크기로 생리대의 전체 크기를 연장시키는 
층(또는 층의 일부분)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예를들면, 신장된 구성요소는 신장되고 고정된 스트립 물질
만을 포함하여 생리대에 곡선형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 통상적인 탄성 스트랜드들은 상기 논의된 이유
를 위해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상기 기재된 방법은 생리대에 측면 곡선형을 제공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상기 기재된 방법에 의해 제공
된 종방향 곡선 대신 또는 종방향 곡선에 추가하여 상기 측면 곡선이 될 수 있다.

다른 태양에서, 바이드(Baird)등에 의해 1986년 6월 16일자로 공개된 P＆G U.K. 특허 출원 제 2 168 253A 
호 및 테일러(Taylor)등에 의해 1992년 5월 14일자로 출원한 U.S. 특허원 제 07/882,738 호에 기재된 몇
몇 기술들을 생리대 제조에 이용할 수 있다.

탄성 부재들(3-D 형상을 제공하기 위해 몇몇 생리대에 사용된다)은 안락하지 못하거나 또는 소비자들이 
안락하다고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리대와 착용자 인체사이가 벌어져 생리혈이 셀 가능성이 있다.  
개별 탄성 부재에 대한 소비자의 단점이외에, 상기 물질은 상기 유형의 패드를 제조하는데 고비용 및 복
잡성이 따른다.

본 제품의 구성용소들 중 하나의 탄성 중합체성을 이용함으로써, 최근 제조되는 임의의 흡수제품 대부분
의 상기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상기 기술로 편평한 흡수제품 또는 곡선형을 주기위해 탄성부
재에 의존한 흡수제품보다 착용자의 인체에 더욱 접하고 안락하게 이상적으로 맞는 유연한 곡선형의 흡
수제품을 수득하게 된다.  착용자의 인체에 접하게 안락하게 맞는 흡수제품은 오염으로부터 더 잘 보호
된다.

그러나, 다른 태양에서는, 필요한 경우, 생리대에 주름을 잡기 위해 신장시킬 수 있다.  곡선형 대신 또
는 곡선형에 추가하여 상기 주름을 잡을 수 있다.

또한, 다른 태양에서(또는 본원에 기재된 모든 방법들에서)는, 생리대(20)에 선택적인 탄성을 제공할 수
도 있다.  상기 탄성은 본 기술분야에 공지된 임의의 방식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

D. 생리대의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늘리는 또다른 방법

상기 지적된 생리대(20)를 곡선형으로 하는 세 번째 방법은 생리대(20)의 면들 중 하나를 늘리는 몇몇 적
합한 방법에 의한 것이다.

예를들어, 생리대(20)의 배면시이트(40)을 신장시키거나 배면시이트(40)을 가열 및 신장시킴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이외의 위치에서 결합된 편평한 예비-조립된 생리대 상에서 신장시
킬 수 있다.  예비-조립된 생리대를 곡선 형태로 또는 곡선 형태에 반대로 위치 시킬 수 있다.  이어서 
예비-조립된 생리대가 곡선 형상이면 예비-조립된 생리대의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또는 몇몇 기타 적합한 
부분)을 봉한다.  상면시이트(38)를 따라 내부로 굽은 생리대를 수득하게 된다.

또다른 태양에서, 배면시이트이외의(또는 배면시이트(40)에 추가로)일부 구성요소 또는 구성요소들을 연
장시킬 수 있다.

또한 곡선형을 주기위해 생리대의 구성요소들은 단축시킴과 같은 상기 방법들의 또다른 변형 방법(예 : 
횡방향 곡선형을 주는 기술을 이용)에 관한 상기 논의된 일반적인 원리는 곡선형을 주기 위해 구성요소들
을 늘리는 또다른 방법들에도 적용할 수 있다.

모든 특허, 특허출원(임의의 특허 뿐만 아니라 임의의 상응하는 공개된 외국 특허출원) 및 본 특허출원에 
걸쳐 언급한 공개공보의 개시내용은 본원에서 참고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원에서 참고로 인용한 
문헌들중 어느 것도 본 발명을 교지하거나 또는 개시함을 특히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본원에 개시된 상
업적으로 이용가능한 물질 또는 제품들중 어느것도 본 발명을 교지하거나 또는 개시함을 명백히 인정받지 
못했다.

본 발명의 특정 태양들이 예시되고 기재되어 있지만, 본 기술분야에 숙련된 자들에게는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에 벗어남없이 각종 다른 변화 및 개선 시킬 수 있음이 명백해질 것이다.  따라서, 첨부된 특허청
구범위에서는 본 발명의 범위내에서 수행왼 모든 이러한 변화 및 개선을 포함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종방향 중심선, 횡방향 중심선, 2 개의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 2 개의 횡방향 말단 가장자리, 상기 2개의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를 따라 존재하는 2개의 종방향 측면 여백, 신체 표면 및 가멘트 표면을 가지며; 굴
곡된 액체 투과성 상면시이트, 고정 수단에 의해 상기 상면시이트에 결합된 굴곡된 액체 불투과성 배면시
이트, 및 상기 상면시이트와 상기 배면 시이트 사이에 위치된 흡수코어를 포함하고; 상기 종방향 측면 여
백에 탄성 스트랜드가 없으며; 상기 고정 수단이 최소한 상기 중심선들중의 하나의 한 측면상에 위치된 
제 1 부분 및 상기 중심선들중의 다른 측면상에 위치된 제 2 부분을 포함하고, 상기 상면시이트와 배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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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를 굴곡형상으로 유지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굴곡된 흡수제품.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가멘트 표면이 평면상에 위치되고, 횡방향 말단 가장자리가 상기 평면위로 이격되어 
있는 굴곡된 흡수제품.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가 상기 평면위로 또한 이격되어 있는 굴곡된 흡수제품.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가멘트 표면이 평면상에 위치되고, 고정 수단의 제 1 부분 및 제 2 부분이 상기 평면
위로 이격되어 있는 굴곡된 흡수제품.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고정 수단이 굴곡된 형상을 갖는 굴곡된 흡수제품.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고정 수단이 제 1 부분에서 부터 제 2 부분까지 연속되어 있는 굴곡된 흡수제품.

청구항 7 

제 1 항 또는 제 6 항에 있어서, 고정 수단이 종방향 측면 여백내에 위치된 굴곡된 흡수제품.

청구항 8 

2 개의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 2 개의 횡방향 말단 가장자리, 상기 2 개의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를 따라 
존재하며 각각 안쪽 가장자리와 바깥쪽 가장자리를 갖는 2 개의 종방향 측면 여백, 신체 표면 및 가멘트 
표면을 가지며; 액체 투과성 상면시이트, 종방향 측면 여백의 봉에 의해 최소한 상기 종방향 측면 여백
을 따라 상기 상면시이트에 결합된 액체 불투과성 배면시이트, 및 상기 상면시이트와 상기 배면시이트 사
이에 위치된 흡수코어를 포함하고; 상기 종방향 측면 여백에 탄성 스트랜드가 없으며; 상기 종방향 측면 
여백이 그 바깥쪽 가장자리가 단축되도록 봉되어 흡수제품을 굴곡형상으로 유지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굴곡된 흡수제품.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종방향 측면 여백이 흡수제품의 종방향 중심선을 향해 휘어져 있는 굴곡된 흡수제품.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가멘트 표면이 평면상에 위치되고, 횡방향 말단 가장자리가 상기 평면위로 이격되어 
있는 굴곡된 흡수제품.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가 상기 평면위로 또한 이격되어 있는 굴곡된 흡수제품.

청구항 12 

종방향 중심선, 횡방향 중심선, 길이, 폭, 2 개의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 2 개의 횡방향 말단 가장자리, 
액체 투과성 신체 표면 및 액체 불투과성 가멘트 표면을 가지며; 탄성 스트랜드가 없는 종방향 측면 여백
을 포함하고; 제 1 부분과 제 2 부분을 포함하고, 흡수제품의 폭이 약 ½ 이상 신장되는 탄성적으로 신장
가능한 제 1 구성요소, 및 상기 제 1 구성요소보다 덜 신장가능한 제 2 구성요소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구성요소에 제 1 부분이 탄성적으로 수축된 상태로 되어 제 1 구성요소가 제 2 구성요소에 힘을 가할 수 
있도록 제 1 구성요소가 상기 제 2 구성요소에 결합되어, 제 2 구성요소를 굴곡형상으로 휘게할 수 있으
며; 상기 제 1 부분이 제 2 부분보다 더욱 탄성적으로 수축됨을 특징으로 하는, 굴곡된 흡수제품.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제 1 구성요소가 액체 투과성 상면시이트를 포함하는 굴곡된 흡수제품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제 2 구성요소가 액체 불투과성 배면시이트를 포함하는 굴곡된 흡수제품.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상면시이트와 상기 배면시이트 사이에 흡수 코어가 위치된 굴곡된 흡수제품.

청구항 16 

제 12 항에 있어서, 제 1 구성요소가 2 개의 말단 영역 사이에 위치된 중심 영역 및 한쌍의 종방향 측면 
여백을 가지며, 제 1 부분이 제 1 구성요소의 상기 중심 영역의 최소한 일부 및 상기 종방향 측면 여백의 
최소한 일부를 포함하는 굴곡된 흡수제품.

청구항 17 

종방향 중심선, 횡방향 중심선, 길이, 폭, 2 개의 종방향 측면 가장자리, 2 개의 횡방향 말단 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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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투과성 신체표면 및 액체 불투과성 가멘트 표면을 가지며; 탄성 스트랜드가 없는 종방향 측면 여백
을 포함하고; 신장가능한 제 1 구성요소, 및 상기 제 1 구성요소에 결합된 제 2 구성요소를 포함하며; 상
기 제 1 구성요소가 신장되어 제 2 구성요소를 굴곡형상으로 휘게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굴곡된 흡
수제품.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제 1 구성요소가 액체 투과성 상면시이트를 포함하는 굴곡된 흡수제품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제 2 구성요소가 액체 불투과성 배면시이트를 포함하는 굴곡된 흡수제품.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상면시이트와 상기 배면시이트 사이에 흡수 코어가 위치된 굴곡된 흡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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