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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개선된 건조/습윤 일체성을 갖는 흡수제품

명세서

발명의 분야<1>

본 발명은 강도가 개선된 흡수 코어를 갖는 흡수 제품, 예를 들면 기저귀, 뇨실금 가먼트, 여성 <2>
위생용 제품등에 관한 것이다. 더욱 특히 본 발명은 흡수 코어 및 제품에 건조 및 특히 습윤 일체성을 제
공하기 위해 열가소성 물질 스트랜드의 연속 메쉬를 포함하는 제 1 코어 통합 층을 갖는 흡수 제품에 관
한  것이다.  본  발명은  흡수  코어가  포착/분배  층  및  저장  층을  포함하는  얇은  흡수  제품에  특히 
유용하다.

발명의 배경<3>

비교적 얇은 흡수 코어를 사용하여 비교적 얇은 제품인 기저귀와 같은 흡수 제품이 여러가지 이<4>
유로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기저귀가 얇을수록 착용자에게 부피감이 덜하고 의복 밑에서 더 잘 맞는다. 
이들은 또한 더욱 촘촘하게 포장할 수 있어서 소비자가 운반 및 저장하기가 더욱 용이하다. 치밀한 포장
에 의해 또한 제조 및 유통업자의 유통 비용이 감소되었다.

흡수 코어에 흡수성 겔화 물질(이후에서는 "AGM" 또는 복수는 "AGMs"으로 부름)을 혼입하여 제공<5>
된 흡수성의 개선에 의해 비교적 얇은 흡수 제품이 실현되었다. 예를 들면, 미립자 형태의 AGMs를 섬유성 
웹에 혼입하는 흡수 구조가 1986년 9월 9일 허여된 와이즈만(Weisman)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 4,610,678 
호; 1988년 8월 23일 앙스타드(Angstandt)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1,765,780호 및 1987년 6월 16일 
허여된 와이즈만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 4.673,402호에 개시되어 있다.

더욱 최근에, 흡수 코어에 개선된 유체 포착 및 분배를 제공하는 흡수 구조물이 제안되었다. 예<6>
를 들면, 1990년 6월 19일 래쉬(Lash)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935,022  호; 1993년 6월 8일 영
(Young)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5,217,445 호 및 1991년 8월 8일 공개된 국제 특허 출원 공개 번
호 제 WO/91/11163 호는 각각 강화되고, 비틀리고, 컬이 형성된 셀룰로즈 섬유의 상부 층 및 하부 저장 
층을 포함하는 충상 흡수 코어를 갖는 일회용 흡수 제품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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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구조는 흡수 제품에 혼입될때 개선된 흡수성을 제공하지만 상기 코어가 가공, 저장 및 또는 <7>
사용시 처지거나, 균열(즉, 파단) 및/또는 꼬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흡수 코어의 
흡수 특징은 코어가 혼입된 제품에서 누출이 일어날 정도로 감소한다. 이러한 처짐, 균열 및/또는 꼬임 
현상은 흡수 코어의 두께가 더욱 얇아질때, 예를 들면 AGM 및/또는 강화되고, 비틀리고, 컬 형성된 셀룰
로즈 섬유가 혼입된 상기 구조물에서 더욱 나타나기 쉽다. 얇은 구조는 특히 파단 및 처지기 쉬운데 이는 
강화되고, 비틀리고, 컬 형성된 셀룰로즈 섬유의 존재 비교적 높은 AGM 농도 및 또는 흡수 제품의 포장시 
전형적으로 사용된 힘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흡수 제품의 포장을 위해 전형적으로 제공된 접힘 선(예를 
들면, 가랑이 영역)을 따라 파단이 일어나기 쉽다. 이러한 파단이 일어날때, 흡수 코어를 통한 유체의 이
동이 방해받는다. 예를 들면 가랑이 접힘 선을 따라 상당한 파단이 일어나는 경우, 흡수 제품의 후방 부
위는 유체 흡수를 위해 거의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제품의 전방 부위가 그의 흡수 용량까지 포
화될때, 누출이 일어날 수 있다.

처짐, 균열 및/또는 꼬임 현상은 상기 특허에 개시된 바와 같은 강화되고, 비틀리고, 컬 형성된 <8>
셀룰로즈 섬유를 포함하는 포착/분배 성분이 혼입된 흡수 코어에서 특히 커진다. 한편으로는, 상기 성분
들의 비교적 저 밀도에 의해 상기 성분은 일체성을 잃기 쉽다. 또한, 상기 성분이 습윤될때, 섬유는 흩어
진다(갈라진다). 더우기, 포착/분배 성분이 흡수 코어의 다른 층(예를 들면, 저장 층)과 분리 및/또는 미
끄러지는 경향이 있어서, 포착/분배 층으로부터 상기 기타 층으로의 유체 전달이 방해받는다.

흡수 코어 일체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흡수 제품에 접착제(glue)를 사용하는 것이 공지되어 있다. <9>
예를 들면, 1986년 3월 4일 미네톨라(Minetola)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573,986 호는 개방된 
접착제 패턴에 의해 액체 투과성 박층과 흡수 코어가 함께 정면으로 결합되어 있는 가먼트를 개시하고 있
다. 미네톨라는 특정 박층이 특정 패턴, 양 및 유형의 접착제와 함께 접착제에 의해 고정되어 가먼트의 
유연성 또는 전체 흡수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않고 더 빠른 흡수성, 흡수 코어의 보다 덜한 처짐, 
균열 및 꼬임을 얻을 수 있다고 개시하고 있다.

당 분야에서는 적층된 흡수 제품의 흡수 코어 일체성과 관련된 문제점의 일부를 해결했지만, 특<10>
히 비교적 고 AGM 농도를 갖는 얇은 기저귀 형태의 일체성과 관련하여, 더욱 특히 전술한 화학적으로 강
화되고, 비틀리고 컬 형성된 셀룰로즈 섬유가 혼입된 것과 같은 포착/분배 층이 혼입된 상기 얇은 기저귀
의 일체성과 관련하여 본 발명의 방식만큼 상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흡수 코어를 몸체성분(즉, 상면시이트 또는 배면시이트)에 결합시키는데 사용된 접착제는 흡수 <11>
제품이 착용자의 동적 움직임을 받을 때 흡수 코어에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셀룰로즈 섬유에 부적절하게 
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상기 접착제는 상기가 혼입된 흡수 제품을 사용할때 흡수 코어의 일체성
을 유지하기가 불충분한 경향이 있다. 한편, 흡수 코어는 흡수 제품에서 물리적으로 예를 들면 종방향 및
/또는  측방향으로  안정하지  못하다.  특히  제품이  습윤될때  접착성  및  일체성의  손실이  커진다.  예를 
들면, 흡수 코어 성분에 전형적으로 혼입된 AGM 및 셀룰로즈 섬유는 습윤될때 팽창하여, 팽창 AGM 및 셀
룰로즈 섬유에 의해 발휘된 힘은 AGM, 섬유 및 접착제간의 접착성 손실을 야기하기 쉽다.

또한, 흡수 코어/몸체점착제가 분무 적용에 의해 적용되어 박층의 결합을 위해 비드 및/또는 나<12>
선형을 형성할때, 결합은 비교적 국소화된다. 따라서, 점착제의 양이 비교적 커지므로 이러한 적용 방법
은 흡수 코어 표면의 많은 부분을 비접착상태로 놓아 움직임이 자유로와진다.

이렇게 부적절한 접착성 및/또는 국소화된 결합비 결과로, 흡수 코어는 처짐, 균열 및/또는 꼬이<13>
기 쉬워져 흡수 제품에 의한 흡수성이 감소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건조 및 습윤 일체성을 갖는 흡수 구조물, 특히 얇은 흡수 구조물을 제공하는 <14>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건조 또는 습윤되는 동안 감소된 파단, 처짐 및/또는 꼬임 현상을 갖는 
흡수 구조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흡수 코어 및/또는 그의 층이 열가소성 물질 
스트랜드의 연속적인 메쉬로 감싸인 흡수 제품, 특히 얇은 흡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목적은 흡수 코어가 방출 영역에서 유체를 신속하게 포착하여 흡수 코어 저장 영역의 비교적 큰 
부위에서 유체를 이동시킬 수 있고, 추가로 방출된 체액이 제 2 또는 다른 연속적인 공간으로 효과적으로 
포착 및 분배될 수 있는 흡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개요<15>

본 발명은 액체 투과성 상면시이트, 상기 상면시이트에 결합된 액체 불투과성 배면시이트, 그사<16>
이에 위치한 흡수 코어 및 특히 습윤될때 개선된 흡수 코어 일체성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흡수 코어와 몸
체 성분사이에 위치하거나 또는 다층 흡수 코어 층간에 위치한 열가소성 물질 스트랜드의 연속적 매쉬로 
형성된 제 1 코어 통합 층을 갖는 흡수 제품에 관한 것이다. 상기 제 1 코어 통합 층은 흡수 제품의 유연
성, 가요성 또는 흡수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않고 다량의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흡수 코어에 
구조적 일체성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태양으로, 상기 제 1 코어 통합 층은 몸체성분 및 제 1 코어 통합 층 사이에<17>
서 흡수 코어 또는 그의 층의 적어도 하나의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분, 바람직하게는 측면 가장자리 각
각의 적어도 일부분을 감싼다. 이러한 태양에서 제 1 코어 통합 층은 몸체성분에 직접 결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본 발명의 특히 바람직한 태양으로, 상기 흡수 코어는 다층 흡수 층(즉, 다층 흡수 코어)을 포함<18>
하며, 제 1 코어 통합 층은 전술한 바와 같이 흡수 코어로 감싸이며, 적어도 하나의 추가 코어 통합 층
(제 2 코어 통합 층)은 흡수 코어의 2개의 흡수 층 사이에 위치한다. 바람직한 형태로 다층 흡수 코어는 
상부 포착/분배 층, 하부 저장 층 및 상기 포착/분배 층과 저장층 사이에 위치한 티슈 층, 상기 저장 층
과 배면시이트사이에 위치하고 상면시이트에 직접 결합한 제 1 코어 통합 층 및 포착/분배 층 과 티슈 층
사이에 위치한 제 2 코어 통합 층을 포함한다.

제 1 코어 통합 층(및 임의의 선택적인 제 2 코어 통합 층)은 열가소성 물질, 바람직하게는 고온 <19>
용융 접착제로 제조하여 흡수 제품의 제작시 라인상에서 쉽게 제조할 수 있다. 또다른 태양으로, 열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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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물질은 엘라스토머성, 감압성 및/또는 고 습윤 강도의 고온 용융 접착제일 수 있다. 엘라스토머성 접
착제는 가요성이 있어서 제품에서 결합제로 작용하는 결합의 접착성 및/또는 응집성 파단 경향이 감소되
었다(비 엘라스토머성 접착제에 비해). 그 결과, 흡수 코어는 적소에 남아있고/있거나 그의 일체성을 보
유하는 경향을 크게 갖는다. 감압성 접착제는 더욱더 제 1 또는 제 2 코어 통합 층에 인접한 흡수 코어 
성분이 다른 흡수 제품 성분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향을 감소시키며, 특히 저장 층으로부터 포착/분배 층의 
미끄러짐/분리를 감소시키는데 특히 효과적이다. 주어진 스트랜드 데니어의 경우, 고온 습윤 강도 접착제
는 기타 비-고온 습윤 강도의 접착제보다 습윤된 셀룰로즈 섬유에 더 크게 접착하여 증대된 습윤 강도를 
제공하기 쉽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하부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 절단한 부위를 갖는 본 발명의 일회용 기저귀 태양의 평면<20>
도이다(기저귀의 외표면이 착용자를 향하고 있다).

제 2 도는 본 발명에 따른 다층 흡수 코어를 함유하고 추가의 하부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 절단한 <21>
부위를 함유하는 제 1 도의 기저귀의 단순한 도이다(기저귀의 내표면이 착용자를 향하고 있다).

제 3 도는 제 2 도의 라인 3-3을 따라 취한 횡단면도이다.<22>

바람직한 구체예에 대한 설명<23>

1. 서언<24>

본 발명은 흡수 코어 및 상기 흡수 코어 및 흡수 제품에 개선된 건조 및 습윤 일체성을 제공하는 <25>
제 1 코어 통합 층을 갖는, 기저귀, 트레이닝 팬츠, 생리대, 성인 뇨실금 장치 등과 같은 일회용 제품에 
관한 것이다.

"흡수 제품"이란 용어는 체 분비물을 흡수 및 함유하는 장치, 더욱 구체적으로는 착용자의 신체<26>
로부터 방출된 다양한 분비물을 흡수 및 함유하도록 착용자의 신체에 대해 또는 이에 근접하게 놓인 장치
를 말한다. 하기에 기저귀에 관해 기술했지만, 본 발명은 또한 뇨실금 브리프, 뇨실금 속옷, 트레이닝 팬
츠, 기저귀 홀더 및 라이너, 여성 위생 가먼트 여성 위생 제품(예를 들면, 생리대 및 팬티라이너)등과 같
은 다른 흡수 제품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본원에서 사용한 바와 같은, "기저귀"란 용어는 착용자의 하체 주위에 착용되며, 유아 및 실금자<27>
에 의해 일반적으로 착용된 흡수 제품을 말한다.

제 1 도는 편평하고, 비수축된 상태(즉, 탄성에 의해 유도된 수축은 뺌)의 본 발명의 기저귀(2<28>
0)의 평면도로서, 구조의 일부를 지저귀(20)의 구조를 더욱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절단하며, 착용자를 향
하고 있는 기지귀(20)의 부위 즉 외표면은 착용자를 향해 배향하고 있다. 제 1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
저귀(20)는 액체 투과성 상면시이트(24); 상기 상면시이트(24)에 결합된 액체 불투과성 배면시이트(26); 
상기 상면시이트(24)와 배면시이트(26)사이에 위치하고, 가먼트 대향 표면(100),  신체 대향 표면(101), 
측면 가장자리(82), 허리 가장자리(83) 및 귀모양 부위(102)를  갖는 흡수 코어(28)를 포함한다. 기저귀
(20)는 더욱더 탄성화된 측면 패널(30), 탄성화된 다리 커프스(32), 탄성 허리 특징부(34) 및 (36)으로 
일반적으로 여러개 나타낸 고정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1 도에서는 기저귀(20)에 외표면(52), 상기 외표면(52)에 대향된 내표면(54), 제 1 허리 영역 <29>
(56), 제 2 허리영역 (58), 제 1 허리 영역(56)과 제 2 허리 영역(58) 사이에 위치한 가랑이 영역(57) 및 
기저귀(20)의 외부 가장자리에 의해 한정된 주변부(60)(여기서, 종방향 가장자리는 (62)로 표시하고 말단 
가장자리는 (64)로 표시한다)이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있다. 기저귀(20)의 내표면(54)은 사용시 착용자의 
신체에 인접 위치하는 기저귀(20)의 부위를 포함한다(즉, 내표면(54)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일부의 상면시
이트(24) 및 상기 상면시이트(24)에 결합될 수 있는 다른 성분에 의해 형성된다). 외표면(52)은 착용자의 
몸 밖에 위치한 기저귀(20)의 부위를 포함한다(즉, 외표면(52)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일부의 배면시이트
(26)와  상기  배면시이트(26)에  결합될  수  있는  기타  성분에  의해  형성된다).  (본원에서  사용한  바와 
같은, 착용자를 향하고있는 기저귀(20) 또는 그의 성분의 일부를 또한 신체 대향 표면으로 부른다. 이와 
유사하게, 착용자로부터 바깥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부위를 또한 본원에서는 가먼트 대향 표면으로 부른
다). 제 1 허리영역(56) 및 제 2 허리 영역(58)은 모두 허리 영역의 외측 부위를 전형적으로 포함하는 중
앙 영역(68) 및 한쌍의 측면 패널을 포함한다. 제 1 허리영역(56)에 위치한 측면 패널을 (70)으로 표시하
는 한편, 제 2 허리영역(58)의 측면 패널을 (72)로 표시한다.

제 1 도는 상면시이트(24) 및 배면시이트(26)가 흡수 코어(28)보다 일반적으로 더 큰 길이 및 너<30>
비 치수를 갖는 기저귀(20)의 바람직한 태양을 도시한다. 탄성화된 다리 커프스(32) 및 배면시이트(26)은 
흡수  코어(28)의  가장자리를  지나  연장되어  이로써  기저귀(20)의  주변부(60)를  형성한다. 상면시이트
(24), 배면시이트(26) 및 흡수 코어(28)를 잘 알려진 다양한 형태로 조립할 수 있지만, 바람직한 기지귀 
형태는 1975년 1월 14일 부엘(Buell)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3,860,003 호, 및 1992년 9월 29일 및 
1993년 6월 22일 각각 부엘 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5,151,092 호 및 제 5,221,274 호에 일반적
으로 개시되어 있다. 이들 각각은 본원에 참고로 인용한다. 본원의 일회용 기저귀에 바람직한 다른 형태
는 또한 1989년 2월 28일 아지즈(Aziz)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808,178 호, 1987년 9월 22일 
로슨(Lawson)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695,278호, 1989년 1월 3일 드라구(Dragoo)에게 허여된 미
합중국 특허 제 4,795,454 호, 1989년 3월 28일 포먼(Forman)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816,025 호 
및 1991년 6월 25일 로버트슨(Robertson)에게 허여된 미합중구 특허 제 5,026,364 호에 개시되어 있다. 
이들 특허를 본원에 참고로 인용한다.

제 2 도는 대향하고 있는 신체 대향 측면으로부터 관측시 기저귀(20)의 단순화된 도이다. 제 2 <31>
도에서, 탄성화된 측면 패널(30), 탄성화된 다리 커프스(32), 탄성 허리 특징부(34) 및 고정 시스템(36)
은 단순화시키기 위해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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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저귀(20)은 상면 시이트(24) 및 배면시이트(26)사이에 위치한, <32>
저장 층(190), 티슈 층(170) 및 포착/분배층(150)을 포함하는 바람직한 흡수 코어(28)을 포함한다. 제 2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흡수 코어(28)는 제 1 허리 영역(56a),  제 2 허리 영역(58a)  및 가랑이 영역 
(57a)을 갖는다. 제 1 허리 영역(56a)은 기저귀를 사용할때 착용자의 전방을 감싸도록 기저귀(20)의 말단
에 위치하는 것이 전형적이다(제2 허리 영역(58a)은 사용자의 후방에 위치할 것이다).

제 2 도를 언급하면, 저장 층(190)은 증대된 맞춤성을 제공하고 사용시 누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33>
변형된 모래 시계형태를 갖는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저장 층(190)은 제 1 허리 영역(56a)에 귀모양 부위
(102)을 가지며 가랑이 영역(57a) 및 제 1 허리 영역(58a)에서 실질적으로 직사각형태를 갖는다. 포착/분
배 층(150)은 불규칙한 형태의 실질적으로 직사각형이나, 말단(154)에서 보다는 흡수 코어의 가랑이 영역
(57)에서 더 큰 너비를 갖는다.

제 2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포착/분배 층(150)은 측면 가장자리(152) 및 말단 가장자리(154)를 <34>
가지며, 티슈 층(170)은 측면 가장자리(172) 및 말단 가장자리(174)를 가지며 또한 저장 층(190)은 측면 
가장자리(192) 및 말단 가장자리(194)를 갖고, 전술한 측면 가장자리 및 말단 가장자리는 각각의 층의 주
변부를 형성한다. 흡수 코어 가랑이 영역(57a)에서 포착/분배 층(150))의 너비(측면 가장자리(152)사이의 
측방향  거리)는  말단  가장자리(154)의  너비보다  약간  더  크다(포착/분배  층(150)은  직사각형일  수 
있으나, 허리 영역은 가랑이 영역 만큼의 흡수 특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허리 영역에 재료를 덜 사용
하므로써 비용 절감을 이룩할 수 있다). 귀모양 부위(102) 영역의 측면 가장자리(192)간의 측방향 거리는 
저장 층(190)의 측면 가장자리(192)의 남은 부위간의 측방향 거리보다 더 크다. 이러한 형태는 제 1 허리 
영역(58)에서 보다 넓은 탄성화된 측면 패널(30)(제 2 도에는 도시하지 않음)을 허용한다.

제 2 도에서, 포착/분배 층(150)의 측면 가장자리(152)는 저장층(190)의 측면 가장자리(192) 내<35>
부에 있고, 측면 가장자리(192)는 티슈층(170)의 측면 가장자리(172) 내부에 있다. 도시한 바와 같이, 포
착/분배 층(150)은 저장 층(190) 보다 더 작은 표면적을 가지며, 차례로 티슈층(170)보다 더 작은 표면적
을 갖는다. 바람직하게는, 포착/분배 층의 측면 가장자리(152)로부터 사용시 유체가 방출되는 곳에 근접
한 영역에서 적어도 약 0.5 cm 떨어진 저장층의 측면 가장자리(192)까지 여백이 있다. 기저귀에서, 이것
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제 2 도의 흡수 코어 가랑이 영역(57a), 특히 흡수 코어 가랑이 영역(57a)의 저
장 층(190)의 가장 좁은 부위에 상응할 것이다. 추가로, 흡수 제품을 남성이 착용할 경우 상기 여백을 착
용자 전방의 착용 부위, 전형적으로 흡수 코어 제 1 허리 영역(56a)에 유지시킨다.

제 2 도는 또한 배면시이트(26) 및 저장 층(190)사이에 위치한 제 1 코어 통합 층(120) 및 포착/<36>
분배 층(150)과 티슈 층(170)사이에 위치한 제 2 코어 통합 층(140)을 도시한다.

제 2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 1 코어 통합 층(120)은 직사각형이며, 제 1 코어 통합 층(120)<37>
의 주변을 형성하는 측면 가장자리(122) 및 말단 가장자리(124)를 갖는다. 제 2 코어 통합 층(140)은 직
사각형이며, 제 2 코어 통합 층을 형성하는 측면 가장자리(142) 및 말단 가장자리(144)를 갖는다.

제 2 도에서, 제 2 코어 통합 층(14()), 포착/분배 층(150), 티슈 층(170) 및 저장 층(190)은 <38>
(종방향) 길이가 동일하며 이들 층의 길이는 상면시이트(24), 배면시이트(26) 및 제 1 코어 통합 층(12
0)의 길이보다 적으며, 상면시이트(24), 배면시이트(26) 및 제 1 코어 통합 층(120)은 길이가 동일하다. 
제 2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 1 코어 통합 층(120)은 포착 분배 층의 측면 가장자리(152), 티슈 층의 
측면 가장자리(172) 및 저장 층의 측면 가장자리(192)의 종방향 부위를 적어도 감싼다. 제 2 코어 통합 
층(140)의  측면  가장자리(142)는  포착/분배  층(150)의  측면  가장자리(152)  내부에  위치하고  티슈 층
(170))의 측면 가장자리(172) 내부에 위치한다.

제 3 도는 제 2 도의 라인 3-3을 따라 취한 기저귀(20)의 횡단면도이다. 제 2 도의 코어 통합 층<39>
(120) 및 (140) 및 흡수 코어 층(150), (170)및 (190)을 도시하는 것 이외에도, 제 3 도는 구조 접착층
(90), (92), (94) 및 (96)을 도시한다.

제 3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 2 코어 통합 층(140)은 구조 접착 층(92)에 의해 티슈 층(170)<40>
에 결합되어 있다. 제 2 코어 통합 층(140)은 포착/분배 층(150)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또다른 구체예로
서, 제 2 코어 통합 층(140)은 적합한 제 2 코어 통합 층(140) 물질의 고온 용융 또는 감압성에 의해 티
슈 층(170)에 결합될 수 있다.

제 3 도에 주가로 도시한 바와 같이, 티슈 층(170)은 구조 접착 층(94)에 의해 저장 층(190)에 <41>
결합된다. 제 1 코어 통합 층(120)은 저장 층(190)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더욱더 제 3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포착/분배 층(150)은 구조 접착 층(90)에 의해 상면시이트(24)에 결합된다.  제 1  코어 통합 층
(120)은 구조 접착 층(96)에 의해 배면시이트(26)에 결합되고, 적합한 제 1 코어 통합 층(120) 물질의 고
온 용융 또는 감압성에 의해 및/또는 구조 접착제(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상면시이트(24)에 결합된다. 또
다른 태양으로, 제 1 코어 통합 층(120)은 적당한 제 1 코어 통합 층(120) 물질의 고온 용융 또는 감압성
에 의해 배면시이트(26)에 결합될 수 있다.

제 3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조 접착층(90)은 포착/분배 층(150)의 측면 가장자리(152) 외측<42>
에 및 티슈 층(170)의 측면 가장자리(172)의 내측에 연장되어있다. 구조 접착 층(90)은 티슈 층(170)보다 
더 넓어서 상면시이트(24)에 제 1 코어 통합 층(120)의 결합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
나, 경제적인 이유로, 구조 접착제의 별도 적용이 보통 상기 결합부를 이룩할 것이다. 구조 접착층(92)은 
구조 접착층(90)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제 3 도에 도시되어있다. 구조 접착층(94)은 저장 
층(190)의 측면 가장 자리(192) 내측에 연장되어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흡수 코어 가랑이 영역(57a)에
서 저장 층(190)의 가장 좁은 너비주위에까지 최대 측 방향으로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3 도에 도
시한 바와 같이, 구조 접착 층(96)은 제 1 코어 통합 층(120)의 측면 가장자리(122)의 내측에 연장되어 
있다. 구조 접착 층(96)은 상면시이트(24)에 대한 배면시이트(26)의 결합을 야기시키거나 증대시키기 위
해 제 1 코어 통한 층(120)의 측면 가장자리(122) 외측으로 연장될 수 있다. 바람직한 태양으로. 구조 접
착층(90), (92), (94) 및 (96)을 포착/분배 층(150), 티슈 층(170), 저장 층(190), 배면시이트(26), 또는 
상면시이트(24)의 적어도 하나의 전체 길이(도시하지 않음)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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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수 제품의 개별 성분<43>

A. 배면시이트<44>

제 2 및 3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배면시이트(26)는 제 1 코어 통합 층(120)의 가먼트 대향 표<45>
면에 인접하게 위치한다 (제 1 코어 통합 층이 본원에 개시한 바와 같은 흡수 제품에 달리 위치하는 다른 
태양에서 배면시이트는 흡수 코어(28)의 가먼트 대향 표면에 인접하게 위치한다). 배면시이트는 흡수 코
어/몸체결합 분야에 잘 알려 진 것과 같은 부착 수단에 의해 제 1 코어 통합 층(또는 적용하는 경우 흡수 
코어) 및 상면시이트에 결합될 수 있다 (본원에서 사용한 바와 같은, "결합된"이란 용어는 부재가 다른 
부재에 직접 부착되므로써 한 부재가 다른 부재에 직접 고정되는 형태(직접 결합) 및 부재가 중간 부재
(들)에 부착되고 차례로 중간 부재가 다른 부재에 부착되므로써 부재가 다른 부재에 간접적으로 고정되는 
형태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배면시이트(26)는 구조 접착제의 균일한 연속 층 구조 접착제의 패턴화된 
층, 또는 구조 접착제의 별도의 라인, 나선형, 또는 점의 배열에 의해 제 1 코어 통합 층(120) 또는 흡수 
코어(28)에 고정될 수 있다. 만족스러운 것으로 밝혀진 구조 접착제는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에 소재한 에
이치. 비 풀러 캄파니(H. B. Fuller Company)에서 제조하고 HL-1258로 표시한 것 또는 위스콘신주 와우와
토사(Wauwatosa)에  소재한  핀들리  어드히시브즈,  인코포레이티드(Findley  Adhesives,  Inc.)에서 

제조하고, H4003 및 H2120으로 표시한 것이 있다. 부착 수단은 1986년 3월 4일 미네톨라등에게 허여된 미
합중국 특허 제 4,573,986 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구조 접착제 필라멘트의 개방형 망상구조를 조합할 수 
있거나 또는 1975년 10월 7일 스프라그, 쥬니어(Sprague, Jr.)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3,911,173 
호; 1978년 11월 22일 지엑커(Ziecker) 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785,996 호 및 1989년 6월 27
일 웨레니즈(Wereniez)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842,666 호에 도시된 장치 및 방법에 의해 예시된 
바와 같은 나선형으로 만든 구조 접착제 필라멘트의 여러 라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특허 각각을 본원
에 참고로 인용한다. 구조 접착제는 제 1 코어 통합 층을 제조하기 위해 본원에 개시한 바와 같은 공정을 
포함하는, 용융취입 또는 분무 공정에 의해 적용할 수 있다. 또다른 태양으로, 배면시이트(26)는 적합한 
제 1 코어 통합 층 물질의 감압성 및/또는 고온 용융 접착성에 의해 제 1 코어 통합 층 및/또는 상면시이
트에 결합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부착 수단은 열 결합, 압력 결합, 초음파 결합, 동적 기계적 결합 
또는 당 분야에 공지된 바와 같은 임의의 기타 적합한 부착 수단 또는 이들 부착 수단의 결합을 포함할 
수 있다.

배면시이트(26)은 액체(예를 들면, 소변)에 불투과성이며 가요성 액체 불투과성 물질로부터 제조<46>
한다. 본원에서 사용한 바와 같은, "가요성"이란 용어는 인체에 순응하며 인체의 일반적인 형태 및 윤곽
선에 쉽게 맞는 물질을 말한다. 배면시이트(26)은 흡수 코어(28)에 흡수 및 보유된 분비물이 시트 및 속
옷과 같은 기저귀(2())가 접촉하는 제품을 적시지 않도록 한다. 배면시이트(26)는 분비물이 여전히 배면
시이트(26)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증기는 흡수 고어(28)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즉, 숨을 쉴수 있다).

배면시이트(26)는 직조 또는 부직 물질,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의 열가소성 필름과 같은 <47>
중합성 필름 또는 필름이 코팅된 부직 물질과 같은 복합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배면시이
트는 얇은 플라스틱 필름이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두께가 약 0.012 mm(0.5 mil) 내지 약 0.051 mm(2.0 
mil)인 열가소성 필름이다. 예시적인 배면시이트 물질로는 인디아나주 테레 하우트(Terre Haute)에 소재
한 트레데가 인더스트리즈, 인코포레이티드(Tredegar Industries, Inc.)에서 제조한 바와 같은 RR8220 취
입 필름 및 RR5475 주조 필름을 포함한다. 배면시이트(26)은 보다 직물같은 외관을 제공하기 위해 엠보싱 
및/또는 매트 가공할 수 있다.

B. 상면시이트<48>

제 2 내지 3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면시이트(24)는 흡수 코어(28)의 신체 대향 표면에 인접<49>
하게 위치한다. (제 1 코어 통합 층이 흡수 코어(28)의 신체 대향 측면에 인접하게 위치하는 다른 구체예
에서, 상면시이트는 제 1 코어 통합 층에 인접하게 위치할 수 있다.) 상면시이트(24)는 당 분야에 잘 알
려진 것과 같은 부착 수단에 의해 흡수 코어(28)(달리는 제 1 코어 통합 층) 및 배면시이트(26l에 결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합한 부착 수단은 배면시이트(26)를 제 1 코어 통합 층(120)에 결합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기술되어있다.

상면시이트(24)는 착용자의 피부에 순응하며 유연한 느낌과 자극성이 없다. 더욱더, 상면시이트<50>
(24)는 액체 투과성이어서, 액체(예를 들면, 소변)가 그의 두께를 통해 용이하게 투과할 수 있다. 적합한 
상면시이트는 다양한 물질, 예를 들면 다공성 발포체, 망상형 발로체, 천공된 플라스틱 필름 또는 천연 
섬유(예를 들면 목재 또는 면 섬유), 합성 섬유(예를 들면, 폴리에스테르 또는 폴리프로필렌 섬유) 또는 
천염 및 합성 섬유의 혼방의 직조 또는 부직웹으로부터 제조할 수 있다. 상면시이트(24)는 흡수 코어(2
8)에 함유된 액체가 착용자의 피부가 단리되도록 소수성 물질로 제조할 수 있다. 상면시이트는 하나 이상
의 물질 층, 예를 들면 전술한 물질의 하나 이상의 층으로부터 제조할 수 있다. 상면시이트(24)를 제조하
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수의 제조 기법이 있다. 예를 들면, 상면시이트(24)는 스펀본드, 카드, 습식 레이
드, 용융취입, 하이드로엥텡글드, 이들의 조합에 의해 가공된 섬유의 부직 웹일 수 있다. 바람직한 상면
시이트는 직물 분야에 숙련된 자에게 잘 알려진 수단에 의해 카드 및 열 결합된 것이다. 바람직한 상면시
이트는 매사츄세츠주 왈풀(Walpole)에 소재한 베라텍크, 인코포레이티드의 디비젼 오브 인터내셔날 페이
퍼 캄파니(Veratec, Inc. a Division of International Paper Company)에서 P-8로 제조한 바와 같은 스테
이플 길이의 폴리프로필렌 섬유의 웹을 포함한다.

C. 흡수 코어<51>

흡수 코어(28)는 일반적으로 압축가능하고, 착용자의 피부에 대해 순응할 수 있으며 자극이 없으<52>
며, 소변 및 다른 특정 신체 분비물과 같은 액체를 흡수 및 보유할 수 있는 임의의 흡수 수단일 수 있다. 
흡수 코어(28)는 다양한 크기 및 형태(예를 들면, 직사각형, 모래시계형, "T" 형, 비대칭형등)로 제조할 
수 있으며, 에어펠트로 일반적으로 언급한 분쇄된 목재 펄프와 같이 일회용 기저귀 및 기하 흡수 제품에 
통상적으로 사용된 다양힌 액체 흡수 물질로부터 제조할 수 있다. 기타 적합한 흡수 물질은 예를 들면 크
레이프된 셀룰로즈 와딩, 코포름(coform)을 포함하는 용융취입된 중합체, 화학적으로 강화되고, 변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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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교결합된 셀룰로즈 섬유, 티슈 랩 및 티슈 적층체를 포함하는 티슈, 흡수 발표체, 흡수 스폰지, 수
퍼흡수성 중합체, 흡수성 겔화 물질 또는 임의의 이와 동등한 물질 또는 물질의 조합을 포함한다. 흡수 
코어의 형태 및 구조는 또한 변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흡수 코어는 다양한 두께 대역, 친수성 구배, 
흡수성 겔화 물질 구배, 또는 더 낮은 평균 밀도 및 더 낮은 평균 기본 중량의 포착 대역을 가질 수 있거
나, 또는 하나 이상의 층들 또는 구조, 즉 시이트 또는 웹을 포함하는 부재를 포함할 수 있다. 추가로, 
각각의 부재는 단일의 일체형 물질 조각으로 제조될 필요가 없으며, 서로 유체 연통한다면, 길이씩 또는 
너비씩 함께 결합된 다수의 보다 적은 스트립 또는 성분으로 제조할 수 있다.) 흡수 코어(28)의 전체 흡
수 용량은 그러나 기저귀(20)의 디자인 하중 및 의도된 온도와 양립해야야 한다. 또한, 흡수 코어(28)의 
크기 및 흡수 용량은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착용자에 맞추기 위해 변화시킬 수 있다.

흡수 코어(28)에 사용하기 위한 예시적인 흡수 구조물은 1986년 9월 9일 와이즈만등에게 허여된 <53>
미합중국 특허 제 4,610,678 호, 1987년 6월 16일 와이즈만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673,402 
호, 1988년 8월 23일 앙스타트(Angstadt)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765,780 호, 1989년 12월 19일 
앙스타트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888,231 호 및 1989년 5월 30일 알레마니(Alemany)등에게 허여
된 미합중국 특히 제 5,834,735 호에 개시되어 있다. 이들 특허 각각의 개시내용을 본원에 참고로 인용한
다. 바람직한 실시태양에서, 흡수 코어는 예를 들면, 상기에서 참고한 미합중국 특허 제 4,888,231 호 및 
제 4,765,780 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분진 층을 포함한다.

흡수 코어는 엥탱글드된 친수성 섬유의 매쓰를 포함하고, 또한 AGM 입자를 포함할 수 있는 적어<54>
도 하나의 섬유성 웹 또는 배트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흡수 부재를 포함한다.

통상의 흡수 제품에 사용하기 적합한 임의의 친수성 섬유 물질 유형이 흡수 부재에 사용하기 적<55>
합하다. 상기 친수성 섬유 물질의 구체예로는 셀룰로즈 섬유, 개질된 셀룰로즈 섬유, 레이온,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DACRON),  친수성 나일론(HYDROFIL)등과 같은 폴리에스테르 섬유가 있다. 적합한 친수성 
섬유 물질의 기타 예로는 친수화된 소수성 섬유,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폴리아크릴, 
폴리아미드, 폴리스티렌 폴리우레탄등과 같은 폴리올레핀으로부터 유도된, 계면활성제 처리 또는 실리카 
처리된 열가소성 섬유가 있다. 유용성 및 비용에 의해, 셀룰로즈 섬유, 특히 에어펠트가 흡수 코어, 특히 
본원에 개시한 저장 층에 사용하기 바람직하다.

적합한 셀룰로즈 섬유 물질은 가교결합제로 내부적으로 가교 결합시킨 셀룰로즈 섬유에 의해 생<56>
성될 수 있는, 강화되고, 비틀리고, 컬 형성된 셀룰로즈 섬유를 포함한다. 일반적인 유형의 섬유가 본원
에 개시된 포착/분배 층에 특히 유용하며 예를 들면, 1965년 12월 21일 허여된 베르나르딘(Bernardin)의 
미합중국  특허  제  3,224,926  호,  1996년  3월  22일  허여된  스테이거(Steiger)의  미합중국  특허  제 
3,241,553 호, 1969년 4월 22일 허여된 청(Chung)의 미합중국 특허 제 3,440,135 호, 1972년 4월 26일 허
여된 스테이거의 미합중국 특허 제 3,658,613 호, 1976년 1월 13일 채터르제(Chatterjee)에게 허여된 미
합중국 특허 제 3,932,209 호 및 1977년 7월 12알 허여된 상게니스(Sangenis)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
허 제 4,035,147호에 개시되어 있다. 상기 특허 각각의 개시내용을 본원에 참고로 인용한다. 강화되고, 
비틀리고. 컬형성된 셀룰로즈 섬유의 구체적인 유형은 예를 들면 C2-C8 디알데하이드 또는 C2-C9 폴리카복

실산 가교결합제로 내부직으로 가교결합된 셀룰로즈 섬유를 포함하지만, 한편 상기 섬유는 비교적 탈수된 
상태에 있다. 상기 섬유는 이들의 건조 섬유 및 습윤 섬유 비틀림 계수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상기 유
형의 섬유 및 이의 제조 방법이 1988년 1월 7일 공개된 유럽 특허 공개 공보 제 251,676 호 및 1988년 1
월 13일 공개된 유럽 특허 공개 공보 제 252,650 호(이들 모두 더 프록터 앤드 갬블 캄파니에서 출원함); 
1989년 4월 8일 딘(Dean)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822,453 호, 1989년 12월 19일 딘등에게 허여
된  미합중국  특허  제  4,888,093  호,  1990년  2월  6일  무어(Moore)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898,642 호 및 1992년 8월 11일 헤론(Herron)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5,137,537 호에 보다 상
세히 개시되어 있다. 이들 공보 및 특허 각각의 개시내용은 본원에 참고로 인용한다.

흡수 부재, 특히 본원에 개시한 포착/분배 층에 동일한 용량의 소수성 섬유 물질을 포함시키는것<57>
이 일부 용도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상기 소수성 섬유 물질로는 예를 들면 레이온, 폴리에틸렌, 폴리프
로필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또는 이들의 블렌드로 구성된 합성 섬유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소
수성 섬유 물질 뿐 아니라 친수성 및 친수화된 소수성 섬유 물질(합성 또는 천염)의 사용이 1993년 6월 8
일 영(Young)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5,217,445 호, 1990년 12월 17일 쿡(Cook)등의 명의로 출원
된  미합중국  특허원  제  07/625,776  호  및  1991년   8월  8일  공개된  국제  특허  출원  공개  번호  제 
WO/91/11163 호, 1990년 12월 17일 래쉬(Lash) 명의로 출원된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 07/625,774 호 및 
1991년 8월 8일 공개된 국제 특허 출원 공개 번호 제 WO/91/11162 호에 보다 상세히 개시되어 있으며, 각
각을 참고로 본원에 인용한다.

흡수 코어에 혼입시키기에 적합할 수 있는 기타 섬유성 물질은 이스트만 코닥 캄파니의 명의로 <58>
출원되어 1990년 10월 10일 공개된 유럽 특허 공보 제 391,814 호에 보다 상세히 개시된 것과 같은 모세
관 섬유를 포함하며 이 공보를 본원에 참고로 인용한다.

친수성 섬유 물질이외에도, 흡수 부재는 또한 AGM의 불연속 입자를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9>
AGM은 물 및 체액과 같은 액체와 접촉시 상기 액체를 흡수 및 보유하므로써 하이드로겔을 형성하는 물질
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흡수 코어에 방출된 액체는 입자들에 의해 포착 및 보유되어서 증대된 흡수 용량 
및/또는 개선된 액체 보유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AGM의 입자들은 임의의 원하는 형태, 예를 들면 나선형 또는 반나선형, 입방체, 막대유사 형태 <60>
다각형, 구형등일 수 있다. 본원에서는 또한 침상형, 박편형 및 섬유와 같은 큰 최장 치수/최소 치수 비
를 갖는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 입자들은 또한 개별 입자의 응집물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사용하기 바
람직한 AGM은 "비섬유성" 입자이어서, 미립 물질의 길이 대 직경 비는 약 10 이하, 전형적으로는 약 1 이
하이다.

AGM은 가교 결합된 중합제와 같은 유기 화합물 또는 실리카겔과 같은 무기 물질일 수 있다. 그러<61>
나, AGM은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수불용성, 약간 가교결합된 부분적으로 중화된 하이드로겔 형성 중합체 
물질을 포함할 것이다. 적합한 AGM은 본원에 참고로 인용한, 1983년 4월 19일 브랜트등에게 허여된 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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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 재허여 제 32,649 호에 개시된 것을 포함한다.

흡수 코어 및 특히 기저귀, 성인 뇨실금 제품 또는 트레이닝 팬츠에 사용될 흡수 코어는 AGM 그<62>
람당 합성 뇨 일반적으로 적어도 약 10 g,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약 15 g, 더욱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약 
20 g의 흡수 용량을 갖는 AGM을 사용할 것이다. 흡수 코어 또는 이들의 층에 사용하기 위한 특정 AGM을 
선택하므로써 흡수 코어의 흡수 특성을 맞출 수 있다. 예를 들면, 저장 코어에서는 비교적 높은 흡수 용
량 및 포착/분배 층에서는 보다 낮은 흡수 용량을 갖는 AGM의 사용이 본원에 참고로 인용한, 1993년 4월 
5일 페인(Payne)등이 출원한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 08/042,950 호에 개시되어 있다. 흡수 용량 및 이의 
측정 방법이 1993년 6월 8일 영(Young)등에게 허여된 상기에서 참조한 미합중국 특허 제 5,217,445 호[발
명의 명칭 "Superabsorbent Material Absorbent Capacity Test Method"]에 상세히 개시되어 있다.

AGM 입자는 광범위한 범위로 변화하는 입자 크기를 가질수 있지만, 이들은 전형적으로 약 50μ <63>
내지 약 1000μ의 평균 입자 크기를 가질 것이다. 비교적 큰 입자 크기 및 기타 입자 크기 특성을 갖는 
AGM을 혼입하므로써 흡수 코어내에서 개선된 흡수 용량, 포착, 및 분배성이 실현될 수 있기때문에 때때로 
상기 입자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미립 AGM의 사용은 상기에서 참조한 미합
중국 특허 출원 제 08/042.950 호(Payne et al)에 상세히 개시되어 있다. 비교적 큰 입자 크기 범위를 갖
는 AGM 입자들은 본원에 참고로 인용한 라흐만(Lahrman)등에게 1992년 9월 22일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3,149,334 호에 개시된 것과 같은 입자간 가교결합된 응집체를 포함한다. 비교적 큰 입자 크기의 AGM은 
또한 보다 작은 입자를 응집시켜 보다 큰 응집체를 제조하므로써 제조할 수 있다. 응집 기법은 당 분야에 
잘 알려져 있으며 보다 작은 AGM 입자에 결합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유형의 응집 매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에 더하여 수분을 사용함을 포함할 수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AGM  입자는  섬유  형태일  수  있다.  섬유성  AGM은  프로노이(Pronoy  K. <64>
Chatterjee)가 편집한 문헌[textile Science and Technology, Volume 7,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 
V. (The Netherlands), 1985, in Chapters VII and VIII(pages 217-280)]; 자린(A. II. Zahran)등의 문헌
["Radiation  Grafting  of  Acrylic  and  Methacrylic  Acid  to  Cellulose  Fibers  to  Impact  High  Water 
Sorbency",  J.  of  App.  Polymer  Science,  Vol.  25,  535-542(1980)];  1974년  9월  24일 호프티저
(Hoftiezer) 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3,833,077 호,  1977년 7월 19일 윌리암스(Williams)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036,588 호 및 1991년 1월 22일 맥키(Mackey)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986,882호에 개시된 섬유성 AGM과 같이 당 분야에 이미 개시되었다. 상기 참고문헌 각각을 본원에 참고
로 인용한다.

흡수 부재에 사용된 친수성 섬유 물질 및 AGM 입자들의 상대적인 양은 광범위하게 변화할 수 있<65>
다. 흡수 제품의 두께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흡수 부재, 특히 본원에 개시된 저장 층과 같이 유체 저
장을 위해 사용될 흡수 부재에서 AGM의 농도를 최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흡수 부재
는 흡수 부재의 약 2 중량% 내지 약 90 중량%, 전형적으로는 약 30 중량% 내지 약 85 중량%, 더욱 전형적
으로는 약 30 중량% 내지 약 70 중량%, 가장 전형적으로는 약 40 중량% 내지 약 70 중량%로 AGM을 함유할 
수 있다. 이들 상대적인 중량%를 또한 섬유:AGM의 중량비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약 2 내지 약 90
의 AGM 중량%는 약 98:2 내지 약 10:90의 섬유:AGM 중량비에 상응한다. 더우기, AGM 입자들은 흡수 부재
의 상이한 영역 및 두께를 통해 여러 중량비로 분산될 수 있다.

섬유성 운반 수단 및 미립 AGM을 포함하는 흡수 부재 구체예는 당 분야에 공지된 바와 같은 <66>
방법, 예를 들면 섬유 및 AGM 입자들의 실질적으로 건조한 혼합물을 공기 적층시키고, 원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생성된  웹을  1986년  9월  9일  와이즈만  등에게  허여된  상기  참조한  미합중국  특허  제 
4,610,678 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조밀화하고 본원에 참고로 인용한, 1986년 3월 25일 크라머(Kramer) 등
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578,068 호에 예시된 바와 같이 섬유 물질의 2개 이상의 웹사이에 AGM을 
적층시키므로써 제조할 수 있다.

AGM이 섬유 형태인 경우, 섬유성 AGM을 통상의 공기 적층 또는 습윤적층식 웹 형성 공정에 따라 <67>
기타 섬유성 운반 수단에 결합시킬 수 있거나, 또는 운반 수단을 실질적으로 0% 갖거나, 또는 운반 수단
을 포함할 수 있는 섬유성 AGM으로 본질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부직시이트로 제조할 수 있다. 비-아크릴
레이트 AGM 마이크로섬유와 같은 섬유성 AGM으로부터 제조한 부직 시이트는 아크로 케미칼 캄파니(Arco 
Chemical Co.)(Newtown Square, PA, USA)에서 등록상표 FIBERSORB™으로 입수가능하고 제팬 엑슬란 캄파
니,  리미티드(Japan  Exlan  Co.,  Ltd.)(Osaks,  Japan)에서  등록상표 LANSEAL™(폴리아크릴산/폴리암모늄 
아크릴레이트 스킨과 폴리아크릴로니트릴 코어를 포함하는 AGM 섬유)으로 입수가능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구체예로, 흡수 부재는 흡수성 발포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유용한 흡수성 <68>
발포체는 데스마레이스(DesMarais)등의 명의로 1991년 8월 12일 출원되어 국제 특허 출원 공개 번호 제 
93/04092 호로 공개된, 미합중국 특허원 제 07/743,839 호에 개시된 친수성 개방형 발포체, 다이어(Dye
r)등의 명의로 1992년 12월 11일 출원된 미합중국 특허원 제 08/989,270 호 및 판(Phan)등의 명의로 1993
년 3월 26일 출원된 미합중국 특허원 제 08/038,580 호 및 제 08/037,803 호에 개시된 수퍼흡수성 발포체
를 포함한다. 상기 특허 출원 및 국제 공보 각각은 본원에 참고로 인용하였다.

본 발명의 또다른 구체예로, 흡수 부재는 AGM으로 구성된 시이트 물질을 포함한다. 적합한 시이<69>
트 물질은 다공성이며 각각 1992년 1월 7일 및 1992년 6월 23일 로이(Roe)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5,102,597 호 및 제 5,124,188 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입자간 가교결합된 응집체를 포함하는 흡수성 
중합성 거대구조를 포함한다(이들 각각은 본원에 참고로 인용하였다). 입자간 가교결합된 응집체를 포함
하는 기타 적합한 시이트 물질은 콜로데쉬(Kolodesh)등의 명의로 1991년 4월 12일 출원된 미합중국 특허
원  제  07/684,712  호  및  레자이(Rezai)등의  명의로  1992년  10월  10일  출원된  미합중국  특허원  제 
07/955,635 호에 개시되어 있으며, 각각은 본원에 참고로 인용되었다.

C.(1) 포착/분배 층 및 유체 저장 층을 포함하는 바람직한 흡수 코어<70>

제 2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흡수 코어(28)는 유체 포착/분배 층 및 유체 <71>
저장 층(이하에서는 달리 각각, 포착/분배 층 및 저장 층으로 부른다)을 갖는다. 제 2 및 제 3 도에 도시
한 바와 같이 포착/분배 층은 전형적으로 흡수 코어가 상부 포착/분배 층 및 하부 저장 층을 포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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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층에 대해 위치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상부"란 용어는 흡수 제품의 상면시
이트에 가장 가깝게 이를 향하고있는 흡수 코어 층을 말하며, 반대로, "하부"란 용어는 흡수 제품의 배면
시이트에 가장 가깝게 이를 향하고 있는 흡수 코어 층을 말한다(이와 유사하게, "상부 표면" 및 "하부 표
면"은  각각,  흡수  제품의  상면시이트  및  배면시이트에  가장  가깝게  이를  향하고  있는  층의  표면을 
말한다). 제 2 및 제 3 도에 상부 유체 포착/분배 층(150) 및 하부 유체 저장층(190)이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상부 포착/분배 층 및 하부 저장 층은 단순히 흡수 코어의 상부 및 하부 대역을 
말하며 물질의 단일 층 또는 시이트에 반드시 한정되지는 않는다. 본원에 사용한 바와 같이, "층"이란 용
어는 "층들" 및 "층상"이란 용어를 포함한다. 따라서, 유체 포착/분배 층 및 유체 저장 층은 모두 실제로 
후술한 바와 같은 필수적인 물질 유형의 물질로 된 여러 시이트 또는 웹의 적층체 또는 조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본원에 사용하기 적합한 상부 포착/분배 층 및 하부 저장 층을 포함하는 흡수 코어는 상기에서 <72>
참조하고 인용한 미합중국 특허 제 4,673,402 호(Weisman et al) 및 제 5,217,445 호(Youmg et al.); 국
제 특허 출원 공개 번호 제 WO/91/11162 호(Lash) 및 제 WO/91/11163 호(Cook et al.); 및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 08/042,950 호(Payne et al.)에 개시되어 있다.

유체 포착/분배 층은 방출된 체액을 급속히 수거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작용을 한다. 방출된 <73>
유체의 일부는 착용자의 위치에 따라 포착/분배 층을 투과하여 방출과 근접한 영역에서 저장 층에 의해 
흡수될 수 있다. 그러나, 유체가 전형적으로 대량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상기 영역에서 저장 층은 방출되
는 만큼 급속히 유체를 흡수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포착/분배 층은 또한 초기 유체 접촉 지점
으로부터 포착/분배 층의 다른 부분으로 유체의 이동을 촉진한다.

포착/분배 층은 본원에 개시된 바와 같은 친수성 섬유 물질을 포함하며 전술한 바와 같은 화학적<74>
으로 강화된 셀룰로즈 섬유를 포함하는 웹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포착/분배 층은 상기 섬유 약 50% 내
지 100% 및 결합 수단 0% 내지 약 50%를 포함한다. 화학적으로 강화된 셀룰로즈 섬유를 포함하는 웹을 예
를 들면 상기에서 참조하고 인용한 국제 특허 출원 공개 번호 제 WO/91/11162 호 및 제 WO/91/11163 호 
및 미합중국 특허 제 5,217,445 호 및 제 5,137,537 호에 상세히 개시되어 있다. 강화된 셀룰로즈 섬유는 
공기적층 및 습윤적층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법에 의해 웹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유체 포착/분배 층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측정했을때, 약 0.30 g/㎤ 미만의 평균 건조 밀<75>
도 및 합성 소변(1.0% NaCl 수용액, 증류수로 제조)으로 습윤시 건조 중량 기준으로 약 0.20 g/㎤ 미만, 
바람직하게는 약 0.15 g/㎤ 미만의 평균 밀도를 가질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평균 건조 밀도 및 포화될때
까지 습윤될때의 밀도는 약 0.02 g/㎤ 내지 0.20 g/㎤,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0.02 g/㎤ 내지 약 0.15 g/
㎤이다. 포착/분배 층의 평균 건조 기본 중량은 전형적으로 약 0.001 내지 약 0.01 g/㎠, 바람직하게는 
약 0.01 내지 약 0.08 g/㎠,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0.015 내지 약 0.04 g/㎠의 범위일 것이다. 밀도 및 
기본 중량은 거의 균일할 수 있지만, 비균일한 밀도 및/또는 기본 중량 및 밀도 및/또는 기본 중량 구배
도 본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포착/분배 층은 비교적 더 높거나 또는 비교적 더 낮은 밀도 및 기본 중량
의 영역 바람직하게는 상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영역을 함유할 수 있다. 밀도 및 기본 중량은 
상기에서 참조한 국제 공보 제 WO/91/11163 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측정할 수 있다. 밀도 및 기본 중량치
는 존재할 수 있는 임의의 AGM의 중량을 포함한다.

저장 층의 용량을 보다 완전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착/분배층의 유체 분배 기능이 특히 중요하<76>
다. 유체와 접촉시 팽윤하는 포착/분배 층내에 상당량의 AGM 존재는 포착/분배 층의 상기 기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유체 포착/분배 층은 AGM 약 60% 이하를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포착/분배 층을 AGM이 거의 없을 것이다, 즉 약 2.0% 미만, 바람직하게는 약 
1.0%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0 또는 거의 0%의 AGM을 함유할 것이다. 본원에서 사용한 바와 같은, "본
질적으로 0"%의 AGM이란 포착/분배 층과 AGM 함유 저장 층의 접촉 또는 이에 근접하여 부수적으로 포착 
분배 층에 소량(약 0.5% 미만)의 AGM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흡수 코어의 유체 저장 층은 친수성 섬유 및 AGM, 예를 들면 전술한 바와 같은 섬유 및 <77>
AGM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체 저장 층의 주요 기능은 방출된 체액을 포착/분배 층으로부터 흡수
하여 상기 유체를 착용자의 움직임의 결과로 부딪히는 압력하에서 보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장 층은 
전형적으로 포착/분배 층과 인접하여 이와 유체 연통한다(즉, 더 낮은 저장층이다). 이상적으로 유체 저
장 층은 포착/분배 층에서 그의 포착한 유체 하중의 많은 부분을 배수할 것이다. 포착/분배 층으로 방출
되어 저장 층으로 이동되는 체액과 같은 유체는 AGM에 의해 포착 및 보유되어 증대된 흡수 용량 및/또는 
개선된 유체 체류 성능을 갖는 본원의 제품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저장 층에서 AGM은 전형적으로 운반 수단으로 섬유 물질이 웹내에 분배된 불연속 입자 <78>
형태일 것이다. 적합힌 미립 및 섬유는 전술한 것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섬유성 운반 수단은 흡수 코어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플러프(fluff)(에어펠트) 형태의 셀룰로즈 섬유이다.

AGM 및 섬유성 운반 수단의 상대적인 양은 흡수 부재에 사용하기 위한 친수성 섬유 물질 및 AGM <79>
입자의 상대적인 양을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을 수 있다.

AGM은 저장 층에 균일하게 분배될 수 있다. 다르게는, 층의 다른 영역 또는 대역보다 높은 농도<80>
의 AGM을 갖는(즉, 구배) 저장 층의 영역 또는 대역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비교적 높은 유체 취급 
조건을 갖는 영역(예를 들면 유체 방출 영역에 인접한 영역)에서는 보다 많은 양의 AGM이 존재할 수 있고 
이보다 더 낮은 유체 수요 영역에서는 보다 적은 양의 AGM이 존재할 수 있다.

친수성 섬유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유체 저장 층이 평균 건조 밀도는 일반적으로 약 0.06 내지 <81>
약 0.5 g/㎤, 바람직하게는 약 0.10 내지 약 0.4 g/㎤,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0.15 내지 약 0.3 g/㎤, 가
장 바람직하게는 약 0.15 내지 약 0.25 g/㎤의 범위내에 있을 것이다. 전형적으로 유체 저장 층의 기본 
중량은 약 0.02 내지 0.12 g/㎠, 바람직하게는 약 0.04 내지 약 0.08 g/㎠,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0.05 
내지 0.07 g/㎠의 범위일 수 있다. 포착/분배 층에서와 같이, 저장층에서 밀도 및 기본 중량이 균일할 필
요는 없다. 저장 층은 비교적 더 높고 비교적 더 낮은 밀도 및 기본 중량의 영역을 함유할 수 있다.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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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및 밀도 값은 포착/분배 층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한다.

섬유성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저장 층 구체예는 당 분야에 공지된 바와 같은 방법, 예를 들면 <82>
AGM 섬유의 혼합물을 공기 적층시키고, 임의로 상기에서 참조한 미합중국 특허 제 4,610,678 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생성된 웹을 조밀화하고 상기에서 참조한 미합중국 특허 제 4,578,068 호에 예시된 바와 같이, 
섬유성 물질의 2개 이상의 웹 사이에 AGM을 적층시키므로써 형성할 수 있다.

저장 층은 흡수 부재에 대해 일반적으로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은 섬유 형태의 AGM을 선택적으로 <83>
또는 부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다르게는, 저장 층은 본질적으로 100%의 AGM의 단일 시이트, 예를 들면 상기에서 참조하고 인용<84>
한 미합중국 특허 제 5,102,597 호 및 제 5,124,188 호 및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 07/684,712 호 및 제 
07/955,635 호에 개시된 입자간 가교 결합된 응집체를 포함하는 중합체성 거대구조물을 포함할 수 있다. 
저장 층은 또한 상기에서 참조하고 인용한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 07/743,839 호, 제 08/989,270 호, 제 
08/038,580 호 및 제 08/037,803 호에 개시된 것과 같은 흡수성 발포체의 단일 시이트를 포함할 수 있다.

흡수 코어의 저장 층 및 포착/분배 층은 예를 들면 원형, 직사각형, 사다리꼴, 타원형, 모래시계<85>
형 개뼈모양, 반-개뼈모양, 계란형 또는 불규칙한 형태를 비롯하여 본원에서 논의한 편안한 맞춤성 및/또
는 크기 제한과 일치하는 접히지 않는 형태의 임의의 원하는 형태일 수 있다. 포착 분배 층은 저장 층과 
유사한 형태 또는 이와 상이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코어의 포착/분배 층 및 저장 층은 가늘고 긴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들은 접히지 않은 편평한 형태에서 동일하지 않은 길이 및 너비를 갖는다. 저장 층은 
포착/분배 층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될 필요가 없으며, 강화된 셀룰로즈 섬유 물질의 연속적인 웹에서 
AGM 농도의 대역이 간단히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바람직하게는 흡수 코어의 저장 층은 제 2 및 
제 3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포착/분배 층 밑에 높은 삽입물로 사용될 수 있는 별도의 웹을 포함할 것이
다.

흡수 코어의 포착/분배 층은 저장 층의 표면적보다 적거나, 이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보다 큰 표<86>
면적(접히지 않은 형태에서)을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에서, 포착/분배 층은 저장 층의 표면적보다 작은 
표면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실상 유체 저장 층의 표면적보다 실질적으로 작은 표면적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포착/분배층의 표면적은 저장 층의 표면적의 약 25% 내지 약 100%, 바람직하게는 약 
30% 내지 약 95%,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90% 미만,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85% 미만의 범위일 것이다. 더
우기, 포착/분배 층은 임의의 외부 경계에서 저장 층의 가장자리를 지나서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 흡수 코어의 포착/분배 층은 흡수 제품의 상면시이트 및 저장 층과 관련하여 특<87>
정 위치 관계로 위치해야 한다. 더욱 특히 흡수 코어의 포착/분배층은 방출된 체액을 효과적으로 포착하
도록 소재하여 상기 유체를 흡수 코어의 다른 영역으로 이동시키도록 위치해야한다. 따라서, 포착/분배층
은 체액의 방출 지점 부근을 감싼다. 이들 면적은 가랑이 면적을 포함할 것이며, 바람직하게는 남성의 경
우, 또한 착용자의 전방에서 소변 방출이 일어나는 영역을 포함할 것이다. 기저귀의 경우, 본원의 흡수 
제품의 전방은 착용자의 전방에 놓일 흡수 제품의 부위를 의미한다. 추가로, 남성의 경우, 포착/분배 층
은 남성 착용자의 전방에서 일어나는 비교적 높은 유체 하중을 효율적으로 포착하고, 방출의 지향성 변화
를 보상하기 위해 착용자의 전방 허리 영역 근처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응하는 흡수 제품 영역
들은 흡수 제품의 디자인 및 맞춤성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제 2 도는 포착/분배 층(150)이 남성 및 여성 
모두에서 대변 및 소변 방출을 모두 수용하도록 적절히 위치하는 하나의 구체예를 예시한다.

일회용 어린히 기저귀 제작의 경우 흡수 코어의 포착/분배 층은 신장된 상면시이트 및 또는 저장 <88>
층에 대해 위치하여 포착/분배 층이 저장 층의 길이의 적어도 약 50%, 바람직하게는 75%에 상응하는 영역
으로 충분히 신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착/분배 층은 저장 층위에 유체가 직접 방출되지 않고 체액의 
분출을 획득하기에 충분한 너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기저귀의 경우, 제 2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너비는 적어도 약 5 cm,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약 6 cm일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흡수 제품의 구획들은 흡수 제품의 길이를 한정하는 라인상의 주어진 지<89>
점 전방(예를 들면, 종방향 중심섬(67)을 따라)에서 발견된 접히지않은 흡수 제품의 상부 표면적을 참조
하여 정의될 수 있다.

상기 포착/분배 층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흡수 제품의 길이를 신장된 제품의 배면시이트의 공<90>
정 최장 종방향 치수로 취할 것이다. 신장된 배면시이트의 공칭 최장 치수는 착용자에게 적용되는 제품과 
관련하여 정의될 수 있다. 착용시, 배면시이트의 대향 말단들은 함께 고정되어 이들 결합된 말단들이 착
용자의 허리 주위를 감싸는 원을 형성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배면시이트의 공칭 길이는 가랑이를 통
해 착용자의 후방 허리 중간에서 배면시이트의 가장자리상의 지점 (a) 으로부터 착용자의 전방 허리 중간
에서 배면시이트의 반대 가장자리의 지점(b)까지 배면시이트를 통해 연장되는 라인의 길이 일 것이다. 상
면시이트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배면시이트의 길이에 실질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흡수 코어의 저장 층이 일반적으로 흡수 제품의 형태를 한정하는 통상의 실례에서, 신장된 제품 <91>
상면시이트의 공칭 길이는 코어의 저장층의 최장 종방향 치수에 근접할 것이다. 그러나, 부피 감소 또는 
최소 비용이 중요한 일부의 용도(예를 들면, 성인 뇨실금 제품)에서, 저장 층은 일반적으로 기저귀 또는 
뇨실금 구조물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저장 층은 착용자의 생식기 영역 및 생식기 영역에 
근접한 적당한 영역만을 덮도록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상기 실례에서 유체 포착/분배 층 및 저
장 층은 모두 상면시이트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은 제품의 전방을 향해 위치하여 포착/분배 및 저장 층들
은 제품의 전방 2/3 영역에서 전형적으로 찾을 것이다.

또다른 구체예에서, 유체 투과성 시이트(예를 들면, 종이 티슈시이트)는 포착/분배 층 및 저장 <92>
층 사이에 위치하여 가공 및/또는 사용시 포착/분배 층의 일체성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유체 투과성 시이
트는 제 2 및 제 3 도에서 티슈 층(170)으로 도시되어 있다. 상기 유체 투과성 시이트는 포착/분배 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쌀 수 있거나(예를 들면 제 2 도 및 제 3 에 도시된 바와 같음)또는 간단히, 임의의 
포착/분배 층의 가장자리를 반드시 감쌀 필요없이 전술한 바와 같이 위치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또는 추
가로, 저장 층은 유체 투과성 시이트를 감싸 저장 층에 존재할 수 있는 유리된 AGM에 대한 사용자의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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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거할 수 있다.

D. 제 1 코어 통합 층<93>

기저귀(20)는 하나 이상의 흡수 코어 통합 층, 즉 제 1 코어 통합 층(부가적이고 임의적인 흡수 <94>
코어 통합 층을 본 원에서는 제 2 코어 통합 층(들)이라고 일컫는다)을 포함한다. 제 1 코어 통합 층은 
흡수 코어의 신체 대향 표면 또는 가먼트 대향 표면에 인접하여, 즉 몸체 성분(즉, 상면시이트 또는 배면
시이트)가 흡수 코어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 제 1 코어 통합 층은 다르게는 흡수 코어 내에 위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 1 코어 통합 층은 단층 흡수 코어 내에, 또는 다층 흡수 코어의 층 내에 또는 층들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 제 2 도 및 제 3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코어 통합 층(120)은 흡수 코어
(28)의 가먼트 대향 표면에 인접하여, 즉 배면시이트(26)와 흡수 코어(28) 사이에 위치한다.

제 1 코어 통합 층은 치수가 흡수 코어 또는 코어 층들의 일체성을 개선시키기에 충분하다면 임<95>
의의 목적하는 크기 및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이 층은 단일 구조일 수 있거나 또는 본 원에 기재된 적합
한 물질의 팻치 또는 스트립 다수개를 포함할 수 있다. 제 1 코어 통합 층의 신체 대향 표면 및 가먼트 
대향 표면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표면적을 갖는다. 이 표면적은 흡수 코어 또는 그의 하나 이상의 층들의 
표면적과 같거나, 더 크거나 또는 더 작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제 1 코어 통합 층의 가장자리중 하나 
이상이 흡수 코어의 하나 이상의 층들의 하나 이상의 가장자리와 일치하거나, 그 내부에 위치하거나 또는 
그를 넘어 연장될 수 있다. 제 2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코어 통합 층의 말단 가장자리 및 측면 가
장자리는 이들 층의 말단 가장자리 및 이들 층의 측면 가장자리의 적어도 실질적인 종방향 부위를 넘어 
연장된다(즉, 외부에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한가지 실시태양에서, 제 1 코어 통합 층의 표면적 치수는 흡수 코어, 또는 <96>
다층 흡수 코어의 경우 그의 하나 이상의 층의 표면적 치수보다 작다. 따라서, 흡수 코어 또는 그의 층
(들)의 하나 이상의 가장자리는 제 1 코어 통합 층의 둘레를 넘어 연장될 수 있다. 이 실시태양은 특정 
용도를 위해 충분한 흡수 코어 일체성이 실현된다면 공업 위생 및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바람직할 수 있
다. 흡수 코어가 포착/분배 층 및 저장 층을 포함하는 바람직한 실시태양에서는 본 발명의 이러한 특징에 
따른 제 1 코어 통합 층이 포착/분배 층과 저장 층 사이에 위치하며, 포착/분배 층 및 저장 층의 측면 가
장자리가 제 1 코어 통합 층의 측면 가장자리를 넘어 연장된다. 티슈 층은 제 1 코어 통합 층과 저장 층 
사이에 위치하여 티슈 층의 측면 가장자리로 제 1 코어 통합 층의 가장자리를 넘어 연장되도록 한다. 이
들 실시태양에서 제 1 코어 통합 층의 말단 가장자리는 다르게는 포착/분배 층, 저상 층 및/또는 임의적
인 티슈 층의 말단 가장자리와 일치하거나, 그 내부에 위치하거나 또는 그 외부로 연장될 수 있다. 바람
직하게는, 제 1 코어 통합 층의 말단 가장자리는 이들 흡수 층의 말단 가장자리와 일치하거나 또는 그 내
부에 위치한다.

향상된 흡수 코어 일체성 및 흡수 코어 흡수 성능으로 인해 제 1 코어 통합 층이, 흡수 코어 또<97>
는 다층 흡수 코어의 경우 그의 층 하나 이상 바람직하게는 층 각각의 하나 이상의 가장자리(측면 또는 
말단)의 적어도 일부를 넘어 연장하도록 하는 표면적 치수를 갖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따라서, 
제 1 코어 통합 층은 제 1 코어 통합 층과 몸체 성분 또는 다른 흡수 코어 층 사이에서 흡수 코어 또는 
그의 하나 이상의 층의 하나 이상의 가장자리(측면 또는 말단)의 적어도 일부를 감싼다. 제 1 코어 통합 
층은 바람직하게는 제 1 코어 통합 층이 몸체 성분에 직접 결합될 수 있도록 흡수 코어 또는 그의 층
(들)의 하나 이상의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를 넘어 연장된다. 특정 이론에 결부됨 없이, 이러한 방식의 
직접 결합은 흡수 코어 일체성을 향상시키는 비교적 점착성의 결합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층 코
어의 경우, 종종 흡수 코어의 층 각각의 하나 이상의 가장자리를 이러한 방식으로 감싸는 것이 흡수 성능 
면에서 바람직히기도 하다. 그러나, 제 1 코어 통합 층이 흡수 코어(28)의 흡수 층중 하나 또는 일부의 
가장자리를 감싸는 형태를 이용함으로써 주어진 용도에서 흡수 코어 일체성을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제 2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코어 통합 층(120)은 측면 가장자리(152, 172 및 192)의 적어<98>
도 일부를 감싸 제 1 코어 통합 층, 상면시이트 및 배면시이트를 직접 결합시킬 수 있다. 제 1 코어 통합 
층은 흡수 코어 가랑이 영역(57a)에 위치하는 측면 가장자리(152, 172 및 192)의 적어도 일부를 감싼다. 
제 2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코어 통합 층(120)은 측면 가장자리(152 및 172), 흡수 코어 귀모양 
부위(102)에 위치하는 측면 가장자리부(192a)를 제외한 측면 가장자리(192)를 감싼다.

제 1 코어 통합 층은 흡수 코어에 대한 구조적 지지를 제공한다(당해 분야의 숙련자는 알 수 있<99>
을 것임, 본 논의 및 이하의 논의는 흡수 코어의 개별적인 층에도 적용됨). 특정 이론에 결부됨 없이, 흡
수 코어의 섬유상 물질의 탄성 및/또는 가요성에 비해 더 높은 제 1 코어 통합 층의 이들 성질로 인해 흡
수 코어가 흡수제품의 제조 및 사용시 직면하는 다양한 힘(예컨대, 굴곡력 및 비틀림)을 견딜 수 있게 되
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흡수 코어는 예컨대 사용하는 동안 또는 전형적으로는 일회용 흡수 제품을 
포장하는데 이용되는 힘이 가해진 후 파단되는 경향이 감소된다. 따라서, 흡수 코어에 의한 흡수는 흡수 
코어에 달리 발생될 수 있는 파단 간격에 의해 제한받지 않아 흡수 코어 전체가 유체 흡수에 이용가능해
지도록 한다.

예컨대, 제 1 코어 통합 층이 코어의 가장자리를 감싸고 몸체 성분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흡수 <100>
코어가 제 1 코어 통합 층에 의해 물리적으로 구속되기 때문에 제 1 코어 통합 층은 흡수 코어를 비교적 
안정한 위치로 유지하는 부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사하게, 제 1 코어 통합 층은 흡수제품의 흡수 
코어와 몸체 성분을 전형적으로 연결하는 결합, 예컨대 흡수 코어의 셀룰로즈 섬유를 합성 중합체 몸체에 
전형적으로 결합하는 구조 접착 결합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정 이론에 결부됨 없이, 제 1 코어 통합 층을 형성하는 열가소성 물질은(그 자체의 접착성에 <101>
의해서 또는 구조적인 접착에 의해서 몸체 성분에 직접 연결되는지에 관계없이) 합성 중합체 몸체 성분에 
결합되는(셀룰로즈 섬유와 몸체 성분, 즉 상면시이트 또는 배면시이트 사이의 접착 결합보다 더 큰 강도
를 갖는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제 1 코어 통합 층과 몸체사이의 결합이 셀룰로즈 섬유와 몸체사이
의 결합에 비해 비교적 점착성이기 때문이다. 연결되는 물질의 화학적 특성이 더욱 유사할수록 결합강도
가 더 커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흡수 코어의 셀룰로즈 섬유와 몸체 성분을 연결하는 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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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단되는 경우, 이들 비교적 점착성인 결합이 흡수 코어를 비교적 안정한 위치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흡수 코어가 몸체 성분으로부터 분리되려는 경향이 감소된다. 접착력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효
과는, 흡수 코어에 전형적으로 포함되는 셀룰로즈 섬유와 AGM이 습윤시 팽창되고 팽창에 의해 발휘되는 
힘이 섬유, AGM 및 몸체사이의 접착력을 손실시키게 되므로, 흡수제품이 습윤될 때 특히 중요해진다.

흡수 코어를 효과적으로 한정함으로써, 제 1 코어 통합 층은 또한 흡수 코어 층들이 서로 미끌어<102>
지고/지거나 분리되려는 경향 또한 감소시킨다. 이러한 미끄러짐 및/또는 분리 경향은 제 1 코어 통합 층
이 점착성의 감압성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더 감소된다.

특정 이론에 제한됨 없이, 또한 제 1 코어 통합 층의 열가소성 물질이 흡수 코어의 섬유 층 내로 <103>
더 많이 침투할수록 섬유와 제 1 코어 통합 층 사이의 기계적 접착력이 커져서 흡수 코어 일체성이 향상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효과는 본 원에 기재된 코어 통합 층에 인접한 포착/분배 층의 일체성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특히 중요해진다. 본 원의 교지내용에 비추어 숙련자들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침투
가 증가하여 그 결과 일체성이 향상되도록 열가소성 물질 및/또는 가공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고 습윤강도 접착제 및/또는 용융 취입 또는 분무 공정을 이용하면 이렇게 침투가 증가되어 그 결과 
흡수 코어 일체성이 개선된다.

제 1 코어 통합 층의 전술한 특징으로 인해 흡수 코어 또는 그의 성분들이 처지고 파단되고/되거<104>
나 꼬이는 경향이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흡수 코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되어 흡수
제품이 개선된 흡수 특성 및 감소된 누출성을 갖도록 한다.

제 1 코어 통합 층은 흡수 코어 내로의 또한 흡수 코어를 통한 유체 이동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105>
지 않으면서, 또는 흡수 코어의 유연성 또는 가요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또한 다량의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상기와 같은 개선을 제공한다.

제 1 코어 통합 층은 열가소성 물질의 스트랜드의 연속적인 액체 투과성 메쉬를 포함한다.<106>

"메쉬"란 스트랜드가 중첩되어 구멍을 형성함을 의미한다. "연속적인" 메쉬란 거의 모든 스트랜<107>
드가 중첩 지점에서 하나 이상의 다른 스트랜드에 연결됨을 의미한다. 전형적으로는, 스트랜드는 개별적
인 스트랜드가 중첩되는 각 지점에서 연결된다(일반적으로 점착적으로 연결된다). (당해 분야에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점착력" 등은 단일 물질의 인접한 분자를 서로 유지시키는 힘을 일컫는다. 본 원에 사
용된 "비교적 점착성" 결합은 둘 이상의 유사한 물질, 예컨대 둘 이상의 합성 중합체 물질 사이의 인력으
로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액체 투과성 메쉬"란 메쉬를 통한 유체 이동이 비교적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에 충분한 단위면적<108>
당 크기의 구멍을 충분히 갖는 메쉬를 의미한다. 따라서, 메쉬는 전형적으로 본 원에 기술한 바와 같은 
스트랜드 데니어 및 기본 중량을 갖는다.

"스트랜드"는 섬유, 실, 필라멘트, 및 횡단면 치수에 비해 비교적 큰 종방향 치수를 갖는 기타 <109>
형태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본 원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제조된 제 1 코어 통합 층의 스트랜드는 편평하고 접히지 않은 형태<110>
로 흡수제품에 위치하는 비교적 평면 구조를 형성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나, 당해 분야의 숙련자는 제 
1 코어 통합 층의 제조시 열가소성 물질이 흡수제품의 층, 특히 섬유를 함유하는 흡수 코어 층 내로 침투
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당해 분야에 공지된 것과 같은 다양한 열가소성 물질을 제 1 코어 통합 층의 제조에 사용할 수 <111>
있다. 적합한 열가소성 물질은 엘라스토머성, 감압성, 및/또는 고습윤강도의 고온-용융 접착제를 비롯한 
고온 용융 접착제를 포함한다. 당해 분야의 숙련자가 사용하고 이해하는 용어로서 "열가소성" 물질이란 
임의의 천연 또는 합성 열가소성 중합체 또는 중합체 조성물을 포함한다. 열가소성 물질은 고온으로 가열
할 때 용융 또는 액화되는, 시용온도(전형적으로는 상온 즉 약 20℃ 내지 약 25℃)에서 통상 고체 또는 
반고체 물질이다. 냉각시, 이 물질은 고화되거나 또는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로 환원된다. 본 기재내용에
서 사용된 용어 "고온 용융 접착제"는 당해 분야에 널리 공지되어 있는 용어이며, 이 물질은 가열시 액화
되고 냉각시 고체, 반고체 또는 점착 상태로 응고되는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 고온-용융 점착제는 전형적
으로는 용융 또는 액화되어 유동한 다음 적절한 압력하에 접착물질(즉, 기재)과 접촉한 후 냉각되면 응고
된다.

제 1 코어 통합 층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열가소성 물질은 흡수제품의 다른 성분 예컨대 배면시<112>
이트 또는 상면시이트에 이미 사용된 과량의 물질을 재순환시킴으로써 유리하게 수득할 수 있다.

열가소성 물질의 예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염화 폴리비닐, 폴리비닐 아세테이<113>
트,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폴리에틸 아크릴레이트, 폴리아크릴로니트릴 등과 같은 에틸렌계 불포화 
단량체의 중합체, 에틸렌과 프로필렌, 스티렌 또는 폴리비닐 아세테이트의 공중합체와 같은 에틸렌계 불
포화 단량체의 공중합체, 스티렌 및 말레산 무수물,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에틸 아크릴레이트 또는 아크
릴로니트릴,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및 에틸아크릴레이트 등; 폴리부타디엔, 폴리이소프렌, 
폴리클로로프렌,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에틸렌-프로필렌-디엔 고무,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 부타디엔 고
무 등과 같은 공액 디엔의 중합체 및 공중합체, 알키드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를 포함하는 포화 및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및 기타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아미드 및 폴리우레탄, 염소화 폴리에테르; 에폭
시 중합체; 및 셀룰로즈 아세테이트 부틸이트 등과 같은 셀룰로즈 에스테르를 포함한다. 비록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 혼합물 및 공중합체를 포함하여, 열가소성 물질의 블렌드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적합한 열가소성 물질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및 이들의 블
렌드를 포함한다.

고온 용융 접착제는 전형적으로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은 하나 이상의 열가소성 물질 형태를 기본<114>
으로 한다. 따라서, 본원에서 사용된 고온 용융 접착제는 열가소성 물질, 또는 바람직하게는 열가소성 물
질을 포함하는 조성물일 수 있다. 당분야에 공지된 다양한 고온 용융 접착제는 본원에서 사용하기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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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엘라스토머", "탄성체"란 용어는 원래 길이의 2배 이상 신장될 수 있으며, 이완시킬 경우 대략 <115>
원래의 길이로 수축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예시적인 엘라스토머성 고온 용융 접착제는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폴리우레탄 경질 성분(일반적으로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과 같은 결정성 폴리올레핀) 
및 연질 성분(에틸렌 -프로필렌 고무)의 폴리올레핀 블렌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코-에틸렌 아젤
레이트)와 같은 코폴리에스태르; 및 열가소성 말단 블록 및 고무성 중앙 블록을 갖는 열가소성 엘라스토
머성 블록 공중합체(A-B-A 블록 공중합체);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스티렌과 A-B-A-블록 공중합체의 혼합물
과 같은 구조적으로 상이한 단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의 혼합물; 및 스티렌 이소프렌 스티렌 블록 공중합
체와 폴리스티렌의 혼합물과 같은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와 저분자량 수지 개질제의 혼합물, 및 본원에 기
재된 엘라스토머성 고온 용융 감압성 접착체와 같은 열가소성 엘라스토머를 포함한다. 이들 형태의 엘라
스토머성  고온  용융  접착제는  1988년  3월  15일자로  코프만(Korpman)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731,066 호에 보다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본원에서 참고로 인용한다.

당분야의 숙련자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고온 용융 감압성 접착제는 사용 온도에서 어느 정도의 <116>
표면 점착성을 갖는다. 이들 점착성 물질은 전형적으로 실온(약 20℃ 내지 약 25℃)에서 우수한 표면 접

착을 허용하기에 충분히 낮지만, 응력하에 높은 내분리성을 갖는 점도, 전형적으로는 10
4
 내지 10

6
 점도를 

갖는다. 이들의 표면 점착성으로 인해, 본원에서 사용된 감압성 접착제는 감압성 접착제, 예를들면 흡수 
코어 층에 인접할 수 있는 흡수 제품 성분 사이의 마찰 계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갖는다. 또한, 감압성 
접착제는 다른 흡수 제품 성분에 제 1 코어 통합층의 결합이 접착제의 감압 특성을 통해 발생되어, 접착
제가 고형화된 후 발생되기 때문에 제조 가요성을 제공한다. 다양한 고온-용융 감압성 접착제는 당분야에 
공지되어 있고, 본원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엘라스토머성인 고온 용융 감압성 접착제는 상기 참고인용된 미합중국 특허 제 4,731,066 <117>
호에 기재되어 있으며, 열가소성 블록 공중합체, 폴리아크릴레이트 및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를 기본으
로 하는 물질을 포함한다. 적합한 엘라스토머성 고온 용융 감압성 접착제는 A-B-A-블록 공중합체 기본의 
접착제를 포함하며, 구체적으로 미국 위스콘신주 와우와토사시의 핀들레이 어드헤시브즈, 인코포레이티드
(Findley Adhesives, Inc.)사의 H-2085 및 H-2031이다.

고 습윤 강도의 고온 용융 접착제는 비교적 느린 결정화 속도를 갖고 있어 적용 후 비교적 오랫<118>
동안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나 또는 흡수 코어 성분, 전형적으로 셀룰로즈 섬유와 같은 섬유를 포함
하는 흡수 코어 층의 성분내로 및 성분 주위에 물리적으로 침투시키기에 충분히 찬 흐름성을 나타내는 접
착제를 포함한다. 비교적 느린 결정화 속도를 갖는 접착제는 실온 (약 21℃)에서 연장된 기간동안 유동하
거나 또는 퍼지려는 경향을 갖는다. 예를들면, 초기 길이 2", 너비 0.5" 및 높이 0.5"의 상기와 같은 접
착제 비드는 70℉에서 적어도 약 24시간동안 유동하여 길이 약 2.75", 너비 1.5" 및 높이 0.12"의 비드를 
형성한다. 대조적으로, 비교적 빠른 결정화 속도를 갖는 접착제는 초기 길이, 너비 및 높이 치수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다. 비교적 느린 결정화 속도를 갖는 접착제는 정상적인 고온 용융 접착제보다 높은 습윤 
강도를 갖고, 습윤시 용해되지 않는다.

점착제의 습윤 박리 강도 및 건조 박리 강도는 하기 박리 시험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119>
로, 적층물은 필름 및 티슈의 띠(strip)를 시험하려는 접착제에 의해 결합시키므로써 형성한다. 이어서 
적층물의 인장 박리 강도는 적층물의 건조 또는 습윤 속성 후 측정할 수 있다.

시험하려는 적층물은 하기와 같이 제조할 수 있다. 너비 0.75 인치 (1.9 cm)의 단일 나선형 접착<120>
제를 2 mg/in의 접착제 첨가량으로 1"(2.54 cm) 너비의 편평한 열가소성 폴리에틸렌 필름 배면시이트 물
질 (상기 기재)의 적합하게 긴 띠에 적용한다. 접착제의 적용시, 접착제 온도는 전형적으로 약 300℉(149
℃)이고, 공기 온도는 전형적으로 약 100℉(204℃)이다. 접착제는 임의의 적합한 장치를 사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접착제용으로 적합한 장치는 매사츄세츠주 말보로우시의 아큐메터 래보라토리즈 인코포레이티드
(Acumeter Laboratories, Inc.)사에 의해 제조된 아큐메터(Acumeter) LH-1 코팅기 또는 미네소타주 세인
트 폴시의 메이 코팅 캄파니(May Coating Company)사로부터 구입가능한 상기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포함
한다.

1 인치 (2.54 cm)너비의 봉투 규격 티슈의 적합하게 긴 띠를 접착제 층상에 올려놓아 적층물을 <121>
형성시키고, 필름 띠의 긴 가장자리 및 티슈 띠가 중첩되게 한다.

적합한 티슈는 19.4 내지 21.3 g/㎠의 기본 중량 600 내지 1.250 g/in의 기계 방향 건조 인장 강<122>
도, 250 내지 700 g/in의 횡방향 건조 인장 강도, 85 내지 175 g/in의 습윤 CD 인장 강도 및 파단시 9 내
지 16의 MD 인장 신장%를 갖는다. 인장 데이타는 4"/분의 크로스헤드(crosshead) 속도 및 4"의 게이지 길
이에서 당분야에 알려진 바와 같이 일반적인 일정 속도의 신장 인장 시험기를 사용하여 수득하거나 다음
과 같이 수득한다. 건조 인장 시험시, 티슈 롤(이로부터 티슈 샘플이 공급될 수 있다)의 너비가 7"보다 
작은 경우 2"의 게이지 길이를 사용하고, 티슈 롤의 너비가 5"보다 작은 경우, 1.5"의 게이지 길이를 사
용한다. CD 습윤 인장 시험의 경우, 상기 롤의 너비가 10"보다 작은 경우, 인장시험은 1.5" 게이지 길이
로 수행한다. 시험은 73±2℉, 50±2% 상대 습도의 방에서 수행한다.

습윤 강도 인장 컵은 당분야에 공지되어 있고, 예를들면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시의 스윙 알버<123>
트  인스트루먼트  캄파니(Thwing-Albert  Instrument  Co.)사의  핀치  왯  스트렝스  디바이스(Finch  Wet 
Strength Device)와 같은 1" 너비의 컵을 습윤 인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티슈 샘플은 컵의 수평봉 
주위에 샘플의 면으로 대칭적 고리를 만들고, 시험기에 상기 봉의 중앙 및 시험기의 상부 클램프에 올려
놓는다. 샘플의 고리 말단을 컵내의 물중 3/4" 이상의 깊이로 함침시킨다. 시험기를 상기 길이에서 함침
시키기 시작한 후 5 초동안 물리게 한다.

상기 언급한 값은 1" 너비의 티슈 띠에서 평균 4이다. 건조 시험하려는 샘플은 8" 길이의 단일 <124>
겹이고, 73±2℉, 50±2% 상대 습도에서 2시간 이상 습윤시킨다. 습윤 시험하려는 샘플은 바람직하게는 
10" 이상의 길이를 갖는 단일 겹 (습윤 인장 시험에서 고리로 만들때는 두겹이다)이고, 165±5℉에서 1시
간동안 계속한다. CD 시험시 띠를 CD중의 적합한 티슈로부터 잘라낸다. 유사하게, MD 시험시, 띠를 MD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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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잘라낸다.

폴리에틸렌 필름 - 티슈 적층물을 2개의 롤러 (하나는 강철 및 하나는 고무)사이의 2개 봉의 압<125>
착하에 물리게 한다. 플름에의 접착 시간 및 물림 사이에 0.25 초의 열림 시간을 둔다. 물리기 전에 1" 
너비 2" 길이의 페이퍼 조각을 필름 및 티슈 띠 사이에 넣어 적층물의 균일한 간격하에 2"의 접착제 길이

를 덮도록 한다. 페이퍼 조각 사이의 전체 결합 면적은 12 in
2
이다. 이어서, 적층물을 1" X 6" 결합 면적 

및 1" X 1" 비결합 면적(코팅시키지 않은 주 면적)을 갖는 샘플로 자른다.

건조 박리 강도를 측정하는 경우, 샘플을 24시간동안 주위 조건 전형적으로 70±2℉, 약 50±2%<126>
의 상대 습도하에 두었다. 이어서, 샘플을 하기 기재된 바와 같이 시험한다. 습윤 박리 강도를 측정하는 
경우 샘플을 1시간동안 70±2℉의 온도하에 수중에서 추가로 적신다. 이어서 샘플을 물러부터 제거하고, 
압지로 건조시키고, 하기 기재된 바와같이 시험하였다. 시험은 주위 조건 (70±2℉/50±2%의 상대 습도)
하에 수행한다.

이어서 샘플의 180° 인장 박리 강도를 일반적으로 일정한 속도의 신장 인장 시험기를 사용하여 <127>
하기 방식으로 측정한다. 적합한 인장 시험 장치는 인스트론 시리즈 IX 데이타 시스템즈 어댑터(Instron 
Series IX Data Systems Adapter); 인스트론 모델 1122 및 그와 유사한 장치를 포함한다. 인장 시험기의 
눈금을 조정하고, 시험의 기계적 변수를 4.55 포인트/초의 샘플 속도, 12 in/분의 일정한 크로스헤드 속
도 및 전체 하중을 5 lbs로 설정한다.

인장 시험기의 하부 집게부를 상부 집게부의 0.75" 내에 위치시키고, 변위 눈금을 0으로 설정한<128>
다. 코팅시키지 않은 주 면적을 하부 클램프중에 유리 필름 말단을 갖는 시험기의 집게부에 올려 놓고, 
유리 티슈 말단을 반대편에 놓고, 상부 클램프 및 집게부를 닫는다. 이어서, 샘플을 당기고, 샘플의 인장 
강도를 기록한다. 데이타의 처음 5% 및 마직막 5% 값은 버린다.

크로스헤어 사이의 평균 하중 및 최대 하중값을 기록한다. 크로스헤어 사이의 평균 하중 (g/in<129>
(너비))은 시험 시간동안 모아진 모든 데이타 값의 평균 값이다. 최대 하중 (g/in(너비))은 시험 시간동
안 각 지점에서 유발된 힘의 최대량이다. 총 6개 샘플 각각을 각 접착제 형태에 대해 시험한다. 최대값의 
평균 하중 (g/in(띠 너비))은 적용가능한 건조 박리 강도 또는 습윤 박리 강도이다.

시각적 관찰은 결합 파괴 형태를 측정하기 위해 각 샘플에서 수행한다. 결합 파괴는 응집 파괴 <130>
(접착제의 파괴), 접착 파괴 (기재와 접착제 사이의 결합 파괴) 또는 기재 파괴 (결합의 이층 현상이 거
의 또는 전혀 없는 기재의 파괴)로서 기록한다. 비교적 본 발명의 조성물의 각 형태의 파괴는 예를들면 
50%  응집 파괴 폴리에틸렌 필름 띠로부터의 10%  접착 파괴 및 티슈 띠의 10%  섬유 인열로 기록할 수 
있다. 티슈 파괴가 접착 파괴(기재 파괴)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 박리 강도는 최소값의 관점에서 기록된
다.

기저귀에 사용된 전형적인 구조 접착제는 약 35 g/in (13.8 g/cm) 이상의 건조 박리 강도 및 약 <131>
2.6 g/in (1 g/cm) 이상의 습윤 박리 강도를 갖는다. 본원에서 언급된 고 습윤 강도 접착제는 바람직하게
는 약 4 g/in (1.6 g/cm)이상,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6 g/in (2.4 g/cm) 이상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8 
g/in (3.1 g/cm) 이상의 습윤 박리 강도를 갖는다. 고 습윤 강도 접착제는 예를들면 약 22 g/in 이상(8.7 
g/cm 이상)의 건조 박리 강도 및 약 9 g/in (3.5 g/cm) 이상의 습윤 박리 강도를 가질 수 있다. 적합한 
고 습윤 강도 접착제는 WS, 엘룸 그로브시의 핀들레이 어드헤시브 컴파니사에 의해 제조된 핀들레이 어드
헤시브 H4071-01 및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시의 H.B. 풀러 앤드 캄파니(Fuller & Company)사에 의해 제조
된 H.B. 풀러 어드헤시브 1262를 포함한다.

제 1 코어 통합 층의 스트랜드를 중첩시켜 구멍을 형성시킨다. 제 1 코어 통합층을 제조하는데 <132>
사용된 방법에 따라서, 스트랜드는 비교적 길고, 연속적 스트랜드 또는 임의의 길이의 분리된 스트랜드일 
수 있다. 또한, 각 스트랜드는 다양한 정도로 랜덤하게 배향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트랜드는 적어
도 일부 교차 결합하여 상호 연결된 스트랜드의 웹을 형성하는 물결모양(파선)이다. 스트랜드의 형태에 
상관없이 이들은 연속적인 메쉬를 형성하며, 흡수 코어에 상당히 일체성을 제공하고, 흡수 코어에 의한 
흡수를 거의 감소시키지 않는다. 또한, 제 1 코어 통합 층은 흡수 코어의 유연성 또는 가요성을 거의 감
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 1 코어 통합 층의 특성 및 흡수 코어 및 흡수 제품의 특성은 스트랜드의 배향, 스트랜드 데니<133>
어, 제 1 코어 통합층 기본 중량 및 스트랜드를 이루는 열가소성 물질의 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스트랜드 배향은 흡수 제품의 유연성 및 가요성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유연성 및/또는 가<134>
요성은 중첩된 스트랜드의 배향이 보다 랜덤하게 이루어 질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각 스트랜드는 바람직
하게는 메쉬의 다른 스트랜드에 대해 거의 랜덤한 위치로 배향되고, 즉 각 스트랜드는 비교적 랜덤한 기
하학적 위치에 존재한다. 또한, 스트랜드는 각 스트랜드의 중첩점에 의해 형성된 각이 거의 메쉬를 통해 
거의 비균일만 스트랜드의 망상조직을 형성하도록 배향될 수 있다. 스트랜드의 랜덤한 배향은 층이 파단
되지 않고 편평하고 접히지 않은 구조로 흡수 제품중에 배열되는 경우 비교적 판상 구조의 층에 비해 여
러 방향으로 제 1 코어 통합 층의 굴곡을 가능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제 1 코어 통합 층은 
횡선을 따라 굴곡되어 상기 언급된 비교적 판상 구조에 비해 약 90° 이상의 각을 형성할 수 있다. 대조
적으로 예를들면 90° 그리드를 형성하도록 비교적 균일한 기하학적 형태로 적층된 스트랜드를 갖는 코어 
통합층은 비교적 굴곡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코어 통합층은 전형적으로 횡선을 따라 굴곡되
지 않아 파단이 발생하지 않고 약 45° 이상의 각을 형성할 수 없다.

스트랜드 데니어는 유연성 및 가요성에 영향을 준다. 임의의 접착제, 배향 및 기본 중량에 있어<135>
서, 유연성 및 가요성은 스트랜드 데니어가 감소할 수록 증가한다. 흡수 코어의 유연성, 가요성 및 일체
성의 적합한 균형은 전형적으로 약 60 마이크론 이상, 바람직하게는 약 80 내지 약 200 마이크론,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90 내지 약 200 마이크론,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100 내지 약 200 마이크론의 스트랜드 
데니어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 1 코어 통합 층의 기본 중량은 흡수 코어에 의한 흡수력에 영향을 미친다. 제 1 코어 통합 층<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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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 중량은 또한 흡수 코어의 유연성 및 가요성에 영향을 미친다. 전형적으로, 제 1 코어 통합 층의 
기본 중량이 약 2 내지 약 8 g/㎠, 바람직하게는 약 3 내지 7 g/㎡,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4 내지 약 6 
g/㎠,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5 g/㎡일때 흡수 코어 흡착성, 유연성 및 일체성의 적합한 균형이 얻어진다.

제 1 코어 통합 층의 스트랜드를 형성하는 열가소성 물질의 유형은 흡수 코어의 가요성에 영향을 <137>
미친다. 주어진 스트랜드 데니어, 스트랜드 배향, 및 제 1 코어 통합 층의 기본 중량에 대해, 엘라스토머
성 열가소성 물질이 비-엘라스토머성 물질보다 큰 가요성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엘라스토머성 
물질이 흡수 제품의 가요성을 향상시키는데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스트랜드 배향, 스트랜드 데니어 및 제 1 코어 통합 층의 기본 중량은 제 1 코어 통합 층에서 실<138>
질적으로 균일하거나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흡수 코어 및 흡수 제품의 일체성 및 흡수성에 맞도록 제 
1 코어 통합 층을 디자인하고 흡수 제품내에서 위치를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 1 코어 통합 층은 흡
수 제품의 유체 포착 영역에 위치한 비교적 미세한 데니어의 랜덤하고 불연속직인 스트랜드의 비교적 낮
은 기본 중량의 영역과 유체 포착 영역에 인접하게 위치한 비교적 큰 데니어의 연속적인 스트랜드의 비교
적 높은 기본 중량의 영역(예를 들면, 흡수 코어의 말단 및/또는 측면 가장자리에 상응하는 영역에서)을 
가질 수 있다. 상기 비교적 낮은 기본 중량의 영역은 코어에 의한 흡수를 방해할 위험성을 감소시키면서 
코어의 일체성을 개선시키는 경향이 있다. 비교적 놓은 기본 중량의 영역은 흡수 코어 및 제품의 주변 영
역에 강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용융취입된 섬유 공정 또는 분무 공정을 사용하여 제 1 코어 통합 층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 공<139>
정 및 그에 대한 장비는 당 분야에 일반적으로 공지되어 있다. 상기 공정에서, 열가소성 물질을 가공을 
허용하기에 충분한 온도, 전형적으로 적어도 물질이 액상 또는 용융 상태일때까지 (용융/액화 온도) 가열
시키고 그 온도에 유지시킨다. (일반적으로, 가공시 임의의 주어진 온도 선택은 가공할 특정 열가소성 물
질의 분해 온도에 의해 제한받는다.) 용융/액화된 물질을 오리피스를 통해 가압하에(압출 온도 및 압력하
에서) 압출시킨다. 압출시, 용융/액화된 물질을 가압하에 공기 유동시켜(공기는 적절한 공기 온도 및 공
기 압력하에 있다) 물질을 연신 및/또는 조각으로 찢어 물질을 섬유화시킨다(스트랜드가 형성된다). 스트
랜드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압출 온도 및 공기 온도를 선택한다. 스트랜드가 형성되는 동안 및/또는 그후
에, 열가소성 물질을 냉각시켜 열가소성 물질의 안정화된 스트랜드를 형성한다. 장치는 스트랜드가 원하
는 기재상에 적층되도록하는 형상화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공정 변수를 선택하여 원하는 스트랜드 배향, 데니어 및 기본 중량을 갖는 메<140>
쉬를 제공한다. 이들 변수에는 오리피스 수 및 크기, 용유/액화 온도, 압출 온도, 압출 압력, 공기 압력, 
공기 온도 및 오리피스 대 기재 간격이 있다.

오리피스의 크기는 스트랜드 데니어 및 기본 중량에 영향을 미친다. 오리피스 크기가 증가함에 <141>
따라, 데니어 및 기본 중량이 증가하기 쉽다. 기본 중량은 또한 오리피스의 수를 증가시키기 쉽다. 오리
피스(들)의 크기는 전형적으로 직경이 약 0.010"-0.040"이다. 일반적으로, 오리피스의 수는 인치 당 약 8
개 내지 30개, 전형적으로 인치당 약 10개 이다. 예를 들면, 본원에 개시된 제이 앤 엠 래보라토리즈 용
융취입된 장치는 인치당 0.020" 직경의 오리피스를 약 10개 가질 수 있다.

용융/액화 온도 및 특히 압출 온도는 스트랜드 데니어 및 배향에 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상기 <142>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공할 열가소성 물질의 점도가 감소하여 스트랜드 데니어는 감소하고 스트랜드 
배향은 더욱 랜덤해진다. 본원에 개시한 고 습윤 강도 접착제는 다른 접착제, 예를 들면 본원에 개시한 
엘라스토머성 고온 용융 접착제보다 주어진 온도에서 더 낮은 점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어
진 가공 온도 및 압력 셋트에서, 고 습윤 강도 접착제는 다른 접착제에 비해 더 미세한 데니어를 갖고 기
재상에서 더욱 랜덤하게 분포되는 스트랜드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다 높은 온도 및/또는 압
력에서 가공되는 기타 접착제에 의해 형성된 것과 유사한 형태를 갖는 고 습윤 강도 메쉬를 제공하는데 
일반적으로 더 낮은 공정 온도 및/또는 압력이 필요하다. 전형적으로, 용융/액화 온도 및 압출 온도를 비
롯한 공정 변수를 특정 접착제에 대해 정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기본 중량 및 스트랜드 데니어를 갖는 메
쉬를 제공할 수 있다.

용융/액화 온도는 전형적으로 약 121℃(250℉) 내지 약 204℃(400℉),  바람직하게는 약 149℃<143>
(300℉) 내지 약 190℃(375℉)이다. 핀들리 H4071-01 및 풀러 1262와 같은 고 습윤 강도 접착제의 경우, 
접착제는 전형적으로 약 121℃(250℉) 내지 약 190℃(375℉), 바람직하게는 약 135℃(275℉) 내지 약 163
℃(325℉),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52℃(305℉)의 온도로 유지시킨다. H-2031 및 H-2085로 표시된 접착제
는 전형적으로 약 135℃(275℉) 내지 약 204℃(400℉), 바람직하게는 약 149℃(300℉내지 약 
177℃(350℉),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65℃(330℉)의 온도로 유지시킨다.

압출 온도는 스트랜드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용융/액화 온도이거나 또는 이보다 높은 <144>
온도, 바람직하게는 상기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유지시킨다. 핀들리 H4071-01 및 풀러 1262와 같은 고 
습윤 강도 접착제의 경우, 압출 온도는 전형적으로는 약 135℃(275℉) 내지 약 190℃(375℉), 바람직하게
는  약  149℃(300℉)  내지  약  177℃(350℉),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68℃(335℉)이다.  H-2031  및 H-
2085와 같은 기타 착제의 경우, 압출 온도는 전형적으로 약 149℃(300℉) 내지 약 204℃(400℉), 바람직
하게는 약 163℃(325℉) 내지 약 190℃(375℉),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82℃(360℉)이다.

압출 압력은 압출된 열가소성 물질의 속도(오리피스로부터 기재로의 운송)에 영향을 미치고, 당 <145>
분야에 숙련된 자가 잘 이해하고 있듯이 고온 증기 압력과 합하여 스트랜드 배향의 랜덤화 및 열가소성 
물질이 기재로 침투하는데 영향을 미칠수 있다. 압출 압력은 전형적으로 약 250 psi 내지 약 850 psi, 바
람직하게는 약 500 내지 약 600 psi이다.

공기 압력은 스트랜드 배향 및 데니어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원하는 스트랜드 데니어 및 배향을 <146>
얻기 위한 공정 온도의 조정 및 주어진 접착제에 대하여 특정 공기 압력을 선택할 수 있다. 주어진 물질 
및 공정 온도의 조정(특정 압출 및 공기 온도)에 대하여 공기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스트랜드는 더욱 랜
덤한 배향 및 미세한 데니어로 형성되는 경향을 가진다. 공기 압력은 중첩되는 용융/액화된 열가소성 물
질 스트랜드를 형성하기에 충분히 높음으로써 열가소성 물질이 하기하는 바와 같이 충분히 용융/액체 상
태이면서 상호연결될 수 있다. 전형적으로 공기 압력은 약 1 내지 약 15 psi이다. 이들 접착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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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하는 바와 같이 높은 습윤 강도 접착제 및 공정 온도에 대하여 공기 압력은 약 1 내지 78 psi, 바람
직하게는 약 1 내지 약 6 psi,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1 내지 4 psi 이다. 제 1 코어 통합 층의 스트랜드
가 본 명세서에 기술된 높은 습윤 강도 접착제이외의 다른 열가소성 물질, 예컨대 비-고 습윤 강도, 엘라
스토머성 및/도는 감압성 고-용융 접착제를 포함하는 경우 공기 압력은 약 3 내지 약 15 psi, 바람직하게
는 약 3 내지 약 10 psi,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3 내지 8 psi,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3 내지 약 6 psi 이
다.

공기 온도는 메쉬 스트랜드의 상호연결 및 스트랜드 데니어에 영향을 미친다. 공기 온도가 증가<147>
함에 따라 스트랜드 데니어는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며 상호연결은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다. 공기 온도는 
일반적으로 용융/액체 상태에서 압출된 열가소성 물질을 유지하도록 선택될 것이다. 따라서 공기 온도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할지도 모를 냉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압출 온도보다 높거나 
같게 할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공기 온도는 기재상에서 열가소성 물질의 개별 스트랜드가 확실히 연결되
도록 충분히 높아야 한다(비록 압출된 물질은 최초 압출될 때와 동일한 용융/액화 상태이지는 않을 지라
도 스트랜트를 상호 연결시키기에 충분히 용융/액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된 고 습윤 강도 접착제
에 대하여 공기 온도는 전형적으로 약 177℃(350℉) 내지 약 210℃(410℉), 바람직하게는 약 188 ℃(370 
℉) 내지 약 199 ℃(390 ℉),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249 ℃(480 ℉) 이다. H-2031 및 H-2085로 표시된 접
착제와 같은 다른 열가소성 물질에 대하여 공기 온도는 전형적으로 약 204 ℃(400 ℉) 내지 약 238 ℃
(460 ℉), 바람직하게는 약 215 ℃(420 ℉) 내지 약 227 ℃(440 ℉),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221 ℃(430 
℉)이다. 열가소성 물질을 다시 고화시키기에 충분한 온도로 냉각시키면 생성된 상호연결된 스트랜드의 
메쉬는 안정화된다.

오리피스 대 기재 거리는 스트랜드 데이너 및 배향에 영향을 미친다. 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데니<148>
어는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배향은 더욱 랜덤하게 된다. 간격은 전형적으로 약 0.75 인치 내지 약 3.50 
인치이며 약 1.25 인치 내지 약 1.50 인치가 더욱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접착제 압출율을 증가시키는 요소는 생성된 메쉬의 기본 중량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149>
가진다. 압출율 및 기본 중량은 용융/액화 및 압출 온도 ,압출 압력 및 오리피스 크기의 증가에 따라 증
가한다.

제 1 코어 통합 층을 제조하는데 적합한 장치는 용융취입된 점착제 건(J & M laboratories of <150>
Dawsonville, GA)이다. 이 장치는 상대적 선형 형태로 공지 직경의 다수의 노즐(예컨대 표준 노즐 배위는 
인치당 10 개의 0.020 인치 직경 노즐이다)을 통하여 열가소성 물질을 압출한다. 제 1 코어 통합 층을 제
조하는데 적합한 다른  시스템은 "콘트롤  코트  시스템"(Control  Coat  Sysyem:  Nordson  Corporation  of 
Duluth,  GA)  이다. 이 장치는 공지 두께의 슬롯을 통하여 열가소성 물질을 압출한다. 슬롯 형태는 쉼
(shim)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생성되는 스트랜드 데니어에 영향을 미치는 쉼(shim) 두께, 슬롯 크기를 결
정한다. 상기 용융취입된 접착제 건 및 컨트롤 코트 시스템 두 장치 모두에 있어서, 압출 물질은 각각 노
즐 또는 슬롯의 어느 한 면에서 공지 두께의 2 개의 평행한 슬롯으로부터의 조정 압력에서 고온 공기에 
의하여 충돌함으로써 압출 물질을 섬유로 만든다.

제 1 코어 통합 층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특정 장치는 전형적으로 흡수 코어 또는 그의 층의 가<151>
장자리를 감싸는 것이 바람직한 지의 여부에 따라 선택한다. 예컨대 흡수 코어의 측묜 가장자리를 감싸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 흡수 코어의 측면 가장자리를 감싸기에 충분한 열가소성 물질의 메쉬 너비를 일 단계
로 제공하는 장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는 달리 흡수 코어 성분의 너비보다 작은 메쉬 너비
를 제공하는 장치를 선택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서는 제이 엔 앰 래보라토 리즈 2 모듈, AMBI-3.2로 표
시된 3.0" 너비 용융취입된 점착제 건 및 ANBI-6.0-4 로 표시된 4 모듈 6" 너비 용융취입된 점착제 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1 코어 통합 층은 바람직하게는 다룬 기저귀 성분이 제 1 코어 통합 층이 형성될때 기재로서<152>
의 역할을 하는, 흡수 제품의 제조동안에 연속 또는 불연속 공정으로 온-라인 형성된다. 온-라인 공정은 
제 1 코어 통합 층을 구성하는 열가소성 물질의 고-용융성을 통하여 기저귀 성분에 1 차 코어 완전층이 
접착되게 하는 경향을 가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 1 코어 통합 층은 흡수 제품으로 나중에 혼입시키기 
위한 중간 공정에서 예비-형성될 수 있다.

제 1 코어 통합 층은 인접 흡수 제품 성분(즉, 흡수 코어, 그의 층, 또는 1 이상의 몸체 성분)에 <153>
결합된다. 이 층은 구조 접착제에 의하여, 제 1 코어 통합 층의 열가소성 물질의 용융 또는 감압성에 의
하여 또는 결합된 이들 두 특성에 의하여 성분에 결합될 수 있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제 1 코어 통합 층은 몸체 성분에 결합, 바람직하게는 직접 결합된다. 제 1 <154>
코어 통합 층은 구조 점착제를 이용하거나 이에 의하여 몸체 성분에 바람직하게 결합된다. 구조 접착제는 
흡수 코어의 일체성이 향상되도록 제 1 코어 통합 층 물질의 용융 또는 감압성을 통하여 유일하게 형성되
는 것보다 더 높은 강도 결합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구조 접착제 물질이 제 1 
코어 통합 층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과 동일한 물질인 경우에 이 결합 강도는 더 세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 양태가 더욱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에서, 제 1 코어 통합 층 및 구조 접착제에 
대해 동일한 유형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당한 구조 접착제는 본 명세서에서 배면시이트 및 제 1 코어 통합 층(아니면 흡수 코어)를 결<155>
합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기술된 접착제 물질을 포함하여, 흡수 코어를 몸체 성분에 결합시키는 기술 분야
에 공지된 바와 같은 접착제 물질을 포함한다. 구조 접착제는 제 1 코어 통합 층을 형성하기 위한 열가소
성 물질과 관련하여 기술된 임의의 고-용융 접착제를 포함할 수 있다.

구조 접착제는 제품의 유체 처리성을 바람직하지 않게 감소시키지 않는 적당한 방법, 예컨대 배<156>
면시이트 및 제 1 코어 통합 층의 결합에 관하여 본 명세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주어진 기재
(예컨대 제 1 코어 통합 층 흡수 코어 성분 또는 몸체 성분)에 적용될 수 있다.

제 1 코어 통합 층 물질의 용융성을 통하여 제 1 코어 통합층을 결합시키는 것은 제 1 코어 통합 <157>
층이 흡수 코어 제품의 제조동안 실질적으로 동시적으로 형성되어 성분에 결합되는 온-라인 방법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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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형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 1 코어 통합 층의 열가소성 물질이 결합이 이루어지기에 충분하
게 여전히 액화/용융 상태로 존재하는 동안 제 1 코어 통합 층과 성분사이의 양호한 접촉 및 접착이 확실
하게 이루어 지도록 결합되어질 구조물에 압력을 가한다. 본 기술 분야의 숙련가에 자명한 바와 같이 공
정 온도 및 적당한 열가소성 물질은 성분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열가소성, 감압성 물
질로 이루어진 제 1 코어 통합 층의 결합은 유사한 방식으로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의 고화후 열가소
성 물질의 감압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 1 코어 통합 층을 성분에 결합시키는 데 있어, 통상 흡수 코어 완전성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158>
흡수 코어에 압력을 최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기저귀 전환선에서 압력은 예컨대 패턴화 결합 
롤을 이용함으로써, 결함 롤사이의 간격을 달리함으로써 및/또는 진공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함으로써 최
소화할 수 있다.

E. 제 2 코어 통합 층<159>

흡수 제품 전형적으로 다층 흡수 코어를 포함하는 흡수 제품을 하나 이상의 부가적인 흡수 코어 <160>
통합 층인 제 2 코어 통합 층을 함유한다. 제 2 코어 통합 층은 흡수 코어 일체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제 1 코어 통합 층 방식으로 작용한다. 제 2 코어 통합 층은 제 1 코어 통합 층에 대하여 기술한 바와 같
이 흡수 제품에 위치하거나 또는 제 1 코어 통합 층에 인접하여 위치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제 2 코어 
통합 층은 다층 흡수 코어의 인접 층사이에 위치할 것이다.

제 2 코어 통합 층은 제 1 코어 통합 층에 대하여 기술한 바와 같은 크기, 형태 및 치수를 가질 <161>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하나의 양태에서 제 2 코어 통합 층의 표면적 크기는 흡수 코어 또는 그의 
하나 이상의 층의 크기보다 작다. 예컨대 흡수 코어 또는 그의 층의 가장자리 각각은 제 2 코어 통합 층
의 주변을 넘어 연장될 수 있다. 이 양태는 산업 위생 및/또는 경제적 이유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서, 제 2 코어 통합 층은 흡수 코어 또는 다층 흡수 코어에서는, 그의 하<162>
나 이상의 층의 하나 이상의 가장자리(측면 또는 말단)의 최소한 일부를 넘어 연장될 수 있도록 표면적 
크기를 가진다. 따라서, 가장자리는 제 2 코어 통합 층과 몸체 성분 또는 다른 흡수 코어 층사이에 형성
된다. 이러한 양태에서 제 2 코어 통합 층은 흡수 코어 또는 그의 층(들)의 하나 이상의 가장자리, 더 바
람직하게는 측면 가장자리의 최소한 일부를 넘어서 연장될 수 있다. 증대된 흡수 코어 일체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양태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이와 같은 바람직한 양태에서 제 2 코어 통합 층은 몸체 성분에 
직접 결합된다.

제 2 코어 통합 층의 크기, 형태 및/또는 치수는 제 1 코어 통합 층 또는 부가적인 코어 통합 층<163>
과 같거나 다를 수 있다. 또한 제 2 코어 통합 층에 의하여 감싸지는 정도는 제 1 코어 통합 층 또는 부
가적인 코어 통합 층(들)과 같거나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제 2 코어 통합 층은 다른 코어 통합 층에 의
하여 싸여지는 부분과는 비교적 다른 흡수 층의 가장자리 부분을 감쌀수 있다.

제 2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2 코어 통합 층(140)의 표면적은 흡수 코어의 다양한 흡수 층 <164>
각각의 표면적보다 작다(좀 더 구체적으로 제 2 코어 통합 층(140)의(측방향) 너비는 포착/분재 층(150), 
티슈 층(170) 및 저장 층(190) 각각의(측방향)너비보다 작다). 따라서 제 2 코어 통합 층(140)은 포착/분
배  층(150),  티슈  층(170)  및  저장  층(190)  각각의  측면  가장자리(152),  (172)  및  (192)를  감싸지 
않는다.

제 2 코어 통합 층은 제 1 코어 통합 층에 대하여 기술한 바와 같은 공정으로 열가소성 물질로 <165>
제조할 수 있다. 제 2 코어 통합 층은 제 1 코어 통합 층과 동일한 열가소성 물질 또는 다른 열가소성 물
질로 제조할 수 있다. 공정의 용이성을 위하여 제 2 코어 통합 층은 제 1 코어 통합 층과 동일한 열가소
성 물질로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 2 코어 통합 층은 제 1 코어 통합 층을 제조하는 데 사용
된 것과 동일하거나 다른 공정 변수를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흡수 제품의 각 코어 
통합 층을 형성하는데 동일한 공정 변수를 사용한다.

제 2 코어 통합 층은 제 1 코어 통합 층에 대하여 기술된 방식으로 하나 이상의 흡수 코어 층 및<166>
/또는 물체 성분에 결합할 수 있다. 흡수 코어 일체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제 2 코어 통합 층은 몸체 
성분에 직접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산업 위생 관점에서 이와 같은 직접적인 결합은 바람직하
지 않다.

F. 흡수 제품의 다른 성분<167>

기저귀(20)는 액체 및 다른 신체 분비물의 수용을 개선시키기 위한 탄성화된 다리 커프스(32), <168>
착용성 및 수용성을 제공하는 탄성 허리부(34); 기저귀(20)의 편안함과 착용성 및 효율적인 이용성을 제
공하는 탄성화된 신장부를 제공하기 위한 탄성화된 측면 판넬부(30); 기저귀 둘레에 측방향 장력이 유지
되어 착용자에 기저귀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제 1 허리 영역(56)과 제 2 허리 영역(58)를 중첩 배위로 
유지하는 측면 밀폐부를 형성하는 고정 시스템(36)을 포함할 수 있다.

탄성화된 다리 커프스(32)는 본 명세서에 참고 문헌으로 포함되는 미합중국 특허 제 3,860,003 <169>
호 및 제 4,909,803 호(Aziz et al., 1990년 3월 20일 등록); 제 4,695,278 호(1987년 9월 22일 등록); 
제 4,795,454 호(Dragoo, 1989년 1월 3일 등록)에 기술된 배위를 포함하여 다수의 다른 배위로 제조할 수 
있다.

탄성화된 허리부는 본 명세서에 참고 문헌으로 포함되는 미합중국 특허 제 4,515,595 호(Kievit <170>
et al., 1985년 3월 7일 등록); 제 5,026,364 호(Robertson, 1991년 6월 25일 등록); 제 5,151,092 호
(Buell et al. 1992년 9월 29일 등록)에 기술된 배위를 포함하여 다수의 다른 배위로 제조할 수 있는 탄
성화된 허리밴드(35)를 포함한다.

탄성화된 측면 판넬부(30)은 다수의 배위로 제조할 수 있다. 기저귀의 귀모양 부위(귀 플랩)에 <171>
위치하는 탄성화된 측면 판넬부를 가지는 기저귀의 예로는 본 명세서에 참고 문헌으로 포함되는 미합중국 
특허 제 4,857,067 호(Wood, et, al., 1989년 8월 15일 등록); 제 4,381,781 호(Sciaraffa, et al.,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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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월 3일 등록); 제 4,938,753 호(Van Gompel, et al., 1990년 6월 3일 등록); 및 제 5,151,092 호
(Buell et al., 1992년 9월 29일 등록)에 기술되어 있다.

고정 시스템의 예로는 본  명세서에 참고 문헌으로 포함되는 미합중국 특허 제  4,846,815 호<172>
(Scripps, 1989년 6월 11일 등록); 제 4,894,060 호(Nestegard, 1990년 1월 16일 등록); 제 4,946,527 호
(Battrell, 1990년 8월 7일 등록); 제 3,848,594 호(Buell, 1974년 11월 19일 등록); 제 B1 4,662,875 호
(Hirotsu et al., 1987년 5월 5일 등록); 및 제 5,151,092 호(Buell et al., 1992년 9월 29일 등록)에 기
술되어 있다.

기저귀(20)은 기저귀의 허리 영역중의 하나, 바람직하게는 제 2 허리 영역(58)을 착용자의 등쪽<173>
아래에 위치시키고 기저귀의 나머지 부분을 착용자의 다리 사이로 당겨 나머지 허리 영역, 바람직하게는 
제 1 허리 영역(56)이 착용자의 안쪽을 가로질러 위치하게 함으로써 착용자에게 입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 고정 시스템의 테이프 탭을 이형 부분으로부터 유리시킨다. 그 다음 고정 시스템은 기저귀의 외
표면에 고정하여 측면 밀폐가 이루어 지게 한다.

3. 흡수 제품의 다른 유형<174>

제 1 코어 통합 층 및 하나 이상의 임의의 제 1 코어 통합 층은 또한 트레이닝 팬츠, 생리대, 팬<175>
티 라이너, 성인 뇨실금 장치 등과 같은 다른 유형의 흡수 제품의 건조/습윤 일체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본 명세서에 개시된 바에 따라 이들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은 "트레이닝 팬츠" 는 고정 측부 및 다리 개구부를 가지는 일회<176>
용 의류를 의미한다. 트레이닝 팬츠는 착용자의 다리를 다리 개구에 삽입하고 트레이닝 팬츠를 착용자의 
하체  주위로  미끄러지게  함으로써  착용자에  착용시킨다.  적당한  트레이닝  팬츠는  미합중국  특허  제 
5,246,433 호(Hasse, et al, 1993년 9월 21일 등록)에 개시되어 있다.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바와 같은 "생리대" 는 신체로부터 배출되는 다양한 분비물(예컨대 혈액, <177>
생리액, 뇨 등)을 흡수하고 수용하도록 여성의 외음부에 인접하여 착용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
에 기술된 제 1 코어 통합 층이 제공될 수 있는 적당한 생리대는 미합중국 특허 제 4,285,343 호(McNair, 
1981년 8월 25일 등록), 제 4,589,876 호 및 제 4,678,478 호(Van Tiburg, 각각 1986년 5월 20일 및 1987
년 8월 18일 등록); 제 4,917,697 호 및 제 5,007,906 호(Osborn, et al., 각각 1990년 4월 17일 및 1991
년 4월 16일 등록); 제 4,950,264 호 및 제 5,009,653 호(Osborn, 각각 1990년 8월 21일 및 1991년 4월 
23일 등록); PCT 국제 특허 출원 공개 제 WO92/07535 호(Visscher, et al., 1992년 5월 14일 공개); 제 
WO93/01785 호(Osborn et al., 1993년 2월 4일 공개);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 07/966,240 호(P&G 케이스 
4750 Ahr. et al., 1992년 10월 26일 출원. 다른 유형의 흡수 제품에 대하여서도 기술함)에 기술되어 있
다.

"팬티 라이너" 또는 "팬티라이너" 는 여성의 월경동안에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생리대보다 부피가 <178>
작은 흡수 제품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의 제 1 코어 통합 층이 제공될 수 있는 팬티 라이너 형태의 적당
한 흡수 제품은 미합중국 특허 제 4,738,676 호("Pantiliner", Osborn, 1988년 4월 19일 등록)에 기술되
어 있다.

"뇨실금 제품" 은 성인 또는 기타 노실금 사람이 착용하는 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패트 속옷(예컨<179>
대 벨트 등과 유사한 유형의 매달림 시스템에 의하여 위치에 고정되는 패드), 흡수 제품용 삽입물 흡수 
제품용 흡수능 보조품, 브리프, 침대 패드 등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제 1 코어 통합 층이 제공
될 수 있는 적당한 뇨실금 제품은 미합중국 특허 제 4,253,461 호(Strickland, et al., 1981년 3월 3일 
등록); 제 4,597,760 호 및 제 4,597,761 호(Buell); 제 4,704,115 호 및 제 4,900,802 호(Ahr, et al.) 
제 4,964,860 호(Gipson, et al., 1990년 10월 23일 등록);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 07/637,090 호(Noel, 
et al., 1991년 1월 3일, PCT 공개 제 WO92/11830 호, 1992년 7월 23일 공개)에 기술되어 있다.

실시예 1<180>

엘라스토머성, 감압성, 고온 용융 접착제로 제조한 제 1 코어 통합 층 및 제 2 코어 통합 층을 <181>
갖는 일체용 기저귀를 제조한다. 기저귀는 열 결합된 폴리프로필렌 상면시이트, 유체 불투과성 배면시이
트 및 상기 상면시이트와 상기 배면시이트사이에 위치한 흡수 코어를 포함한다. 흡수 코어의 측면 가장자
리는 제 1 코어 통합 층에 의해 감싸이고, 이것은 상면시이트 및 배면시이트에 직접 결합된다.

흡수 코어는 실직적으로 직사각형 포착/분배 층 밑에 위치한 변형된 모래시계형 저장 층 및 그사<182>
이에 위치한 직사각형 액체 투과성 습윤 강도 티슈 시이트를 포함한다. 제 2 코어 통합 층은 포착/분배 
층과 티슈 층사이에 위치한다.

포착/분배 층은 폴리 플러프(Floey Fluff)(미합중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소재한 벅아이 셀룰로즈 <183>
코포레이션에서 시판하는 남부 침엽수 크라프트 펄프)로부터 제조한 강화되고, 비틀리고, 컬형성된 셀룰
로즈 섬유를 미합중국 특허 제 5,137,537  호(Herron et al.: 1992. 8. 11)에 개시된 바와 같은 건조 섬
유 셀룰로즈 무수글루코즈를 기본으로 시트르산으로 약 3.8 몰%의 시트르산까지 가교결합시킨 공기 적층
된 웹이다. 섬유들을 공기 적층하여 균일한 웹을 형성하고, 이를 유압 프레스로 밀도 0.20 g/cc로 압축시
킨다.

저장 층은 1988년 4월 19일 재허여된 미합중국 재허여 제 32,619 호에 개시된 유형의 나트륨 폴<184>
리아크릴레이트 중합체성 AGM 입자와 폴리 플러프의 공기 적층된 혼합물(흡수 용량 약 28 g/g을 갖는다)
을 포함한다. 상기 저장 층은 티슈의 가먼트 대량 측면에 인접 위치하는 폴리 플러프 약 40% 및 AGM 약 
60%의 혼합물인 충진 층과 상기 충진 층에 인접한 폴리 플러프로 본질적으로 구성되는 분진 층을 갖는다. 
상기 충진 층은 저장 층의 길이를 따라 약 10.7 cm(4.2")의 너비를 갖는다. 저장 층은 폴리 플러프 약 60 
중량% 및 AGM 약 10 중량%를 포함한다.

포착/분배 층은 약 8.9 cm(3.5")(가랑이 영역에서) x 약 38.7 cm(15.25")의 치수(너비 x 길이 )<185>
를 가지며 제 2 및 제 3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장 층에 대해 위치한다. 저장 층은 최소 가랑이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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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7 cm(4.2"), 귀모양 부위 너비 약 19.1 cm(7.5") 및 후방 허리 영역 너비 약 12.2 cm(4.8")를 갖는
다. 티슈 층의 치수는 약 14.7 cm(5.8") x 약 38.7 cm(15.25")이다.

제 2 코어 통합 층은 8 psi의 공기 압력에서 AMBI-3.0-2로 표시된 제이 앤 엠 래보라토리즈 7.6 <186>
cm(3.0") 용융취입된 점착제 건을 사용하여 포착/분배 층의 가먼트 대향 측면상에 접착제 H-2085(Findley 
Adhesive, Inc.)를 직접 적용하므로써 포착/분배 층상에 형성시킨다. 본 실시예에서 용융취입된 층의 각
각을 형성할때,  용융취입된 접착제 물질을 165℃(330℉)의 온도에서 유지시키고,  건 온도는 182℃(360
℉)이고, 공기 온도는 221℃(430℉)이다. H-2085 접착제는 기본 중량 3.23 mg/in2에서 적용한다. 따라서, 
메쉬가 H-2085 접착제 스트랜드의 물결모양(파선)으로 포착/분배 층상에 형성되며, 이것은 서로얽히도록 
약간의  교차  결합과  함께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배향된다.  스트랜드는  약  100μ의  데니어를 
갖는다.

제 2 코어 통합 층을 이어서 티슈에 적용되는 나선형 HL-1258 접착제(H. B. Filler Co.) 층에 의<187>
해 티슈 층에 결합시킨다. 나선형 HL-1258 접착제를 가진 중량 3.1 mg/in2에서 20 psi의 공기 압력으로 
노드손(Nordson) 3 나선형 H200 점착제 건을 사용하여 티슈에 적용한다. 생성된 스트랜드는 약 25 μ의 
데니어를 갖는다.

이어서, 티슈 층을 티슈의 가먼트 대향 측면에 적용된 나선형 HL-1258 접착제에 의해 저장층에 <188>
결합시킨다. 나선형 HL-1258 접착제를 HL-1258 접착제 기본 중량 2.1 mg/in2에서 20 psi의 공기 압력으로 
노드손 4 나선형 점착제 건을 사용하여 티슈의 가먼트 대향 측면에 적용하고, 생성된 스트랜드는 약 25μ
의 데니어를 갖는다.

이어서, 포착/분배 층의 신체 대향 측면을 상면시이트에 적용된 접착제 HL-1258의 나선형 패턴을 <189>
사용하여 상면시이트에 결합시킨다. 6개의 나선형을 상면시이트에 적용하고, 나선형은 너비 0.8" 및 중심 

0.875"을 가져 HL-1258 접착제는 기본 중량 2.00 mg/in
2
을 갖는다.

용융취입된 H-2085 접착제의 제 1 코어 통합 층을 이어서 H-2085 접착제 기본 중량 2.42 mg/in
2

<190>
에서 공기 압력 8 psi로 제이 앤 엠 래보라토리즈 15.24 cm(6.0") 용융취입된 점착제 건을 사용하여 저장 
층위에 형성시킨다. 생성된 메쉬는 H-2085 접착제 스트랜드의 물결모양(파선)으로 포착/분배 층상에 형성
되며, 이것은 서로얽히도록 약간의 교차 결합과 함께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배향된다. 스트랜드는 
약 100μ의 데니어를 갖는다.

제 1 코어 통합 층을 HL-1258 접착제 기본 중량 1.28 mg/in
2
 에서 14개의 HL-1258 접착제 비드에 <191>

의해 및 3.85 mg/in
2
의 기본 중량에서 나선형 HL-1258 접착제에 의해 배면시이트에 결합시킨다. 나선형 

HL-1258 접착제는 공기 압력 20 psi로 노드손 점착제 건을 사용하여 적용하며(스트랜드 데니어는 약 25 
μ일 것이다); HL-1258 접착제 비드는 비드 압출기를 사용하여 적용한다.

제 1 코어 통합 층을 이어서 상면시이트에 적용된 HL-1258 접착제에 의해 상면시이트에 결합시킨<192>
다. 상면시이트 및 배면시이트를 이어서 배면시이트에 적용된 HL-1258 접착제에 의해 결합시킨다. 완성된 
기저귀는  압축력  1200  psi를  갖는  압축력  포대를  사용하여  포장한다.  최종  기저귀의  두께는  약  0.53 
cm(0.21")이다.

실시예 2<193>

충진 층이 기본 중량 구배를 가짐을 제외하고 실시예 1과 동일하게 기저귀를 제조한다. 충진 층<194>
은 AGM 입자 약 15% 및 폴리 플러프 약 80 내지 85%를 포함하며 저장층의 전방 60%가 기본 중량 약 0.10 
내지 0.15 g/㎠(바람직하게는 0.11 g/㎠) 및 밀도 약 0.13 내지 0.20 g/cc(바람직하게는 0.15 g/cc)을 저
장 층의 후방 40%가 기본 중량 약 0.03 내지 0.05 g/㎠(바람직하게는 0.04 g/㎠) 및 밀도 약 0.05 내지 
0.20 g/cc(바람직하게는 0.06 g/cc)을 갖도록 기본 중량 구배를 갖는다. 상기 저장 층은 포착/분배 층이 
없는 흡수 코어로 특히 유용하며 이경우 제 2 코어 통합 층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실시예 3<195>

저장 층이 약 28%의 AGM 입자와 약 72%의 폴리 플러프를 가짐을 제외하고 실시예 2와 동일하게 <196>
수행하여 기저귀를 제조한다. 저장 층은 실시예 2에 개시된 바와 같은 기본 중량 구배를 갖는다.

실시예 4 내지 6<197>

포대 압력이 700 psi임을 제외하고 실시예 1 내지 3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예 4 내지 6을 수행<198>
하여 기저귀를 제조한다.

실시예 7<199>

고 습윤 강도 접착제로 제조한 제 1 코어 통합 층 및 제 2 코어 통합 층을 갖는 일회용 기저귀를 <200>
제조한다. 기저귀는 실시예 1 에 개시된 바와 같이 상면시이트, 배면시이트, 및 포착/분배 층 및 저장 층
을 갖는 흡수 코어를 갖는다.

제 2 코어 통합 층은 1 내지 4 psi의 공기 압력에서 AMBI-3.0-2로 표시된 제이 앤 엠 래보라토리<201>
즈 7.6  cm(3.0")  용융취입된 점착제 건을 사용하여 포착/분배 층의 가먼트 대향 측면상에 접착제 HL-
1262(H. B. Fuller Co.)를 직접 적용하므로써 포착/분배 층상에 형성된다. (본 실시예에서 용융취입된 층
의 각각을 형성할때, 용융취입된 접착제 물질을 305℉의 온도에서 유지시키고, 건 온도는 340℉이고, 공

기온도는 380℉이다.) HL-1262 접착제는 기본 중량 3.23 mg/in
2
에서 적용한다. 따라서, 메쉬가 HL-1262 접

착제 스트랜드의 물결모쌍(파선)으로 포착/분배 층상에 형성되며. 이것은 서로 얽히도록 약간의 교차 결
합과 함께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배향된다. 스트랜드는 약 100μ의 데니어를 갖는다.

제 2 코어 통합 층을 이어서 티슈에 적용되는 나선형 HL-1258 접착제 (H. B. Fuller Co.) 층에 <202>
의해 티슈 층에 결합시킨다. HL-1258 접착제를 기본 중량 3.1 mg/in2에서 20 psi의 공기 압력으로 노드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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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son Co.) H200 점착제 건을 사용하여 티슈에 적용한다. 생성된 스트랜드는 약 25 μ의 데니어를 갖
는다.

이어서, 티슈 층을 티슈의 가먼트 대향 측면에 적용된 실질적으로 평행한 4개의 나선형 HL-1258 <203>

접착제에 의해 저장층에 결합시킨다. 나선형 HL-1258 접착제를 HL-1258 접착제 기본 중량 2.1 mg/in
2
에서 

20 psi의 공기 압력으로 H200 점착제 건을 사용하여 티슈의 가먼트 대향 측면에 적용하고 생성된 스트랜
드는 약 25μ의 데니어를 갖는다.

이어서, 포착/분배 층의 신체 대향 측면을 상면시이트에 적용된 접착제 HL-1258의 나선형 패턴을 <204>
사용하여 상면시이트에 결합시킨다. 6개의 나선형을 상면시이트에 적용하고. 나선형은 너비 0.8" 및 중심 

0.875"을 가져 HL-1258 접착제는 기본 중량 2.00 mg/in
2
을 갖는다.

용융취입된 H-1262 접착제의 제 1 코어 통합 층을 이어서 H-1262 접착제 기본 중량 2.42 mg/in
2

<205>
에서 공기 압력 1 내지 4 psi로 제이 앤 엠 래보라토리즈 15.24 cm(6.0") 용융취입된 점착제 건(AMBI-
6.0-4)을 사용하여 저장 층위에 형성시킨다. 생성된 메쉬는 물결모양(파선)의 H-1262 접착제 스트랜드이
며, 이것은 서로얽히도록 약간의 교차 결합과 함께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배향된다. 스트랜드는 약 
100μ의 데니어를 갖는다.

제 1 코어 통합 층을 HL-1262 접착제 기본 중량 1.28 mg/in
2
에서 14개의 HL-1262 접착제 비드에 <206>

의해 및 3.85 mg/in
2
의 기본 중량에서 나선형 HL-1258 접착제에 의해 배면시이트에 결합시킨다. 나선형 

HL-1258 접착제는 공기 압력 20 psi로 H200 노드손 점착제 건을 사용하여 적용하며(스트랜드 데니어는 약 
25 μ 일 것이다); HL-1262 접착제 비드는 비드 압출기를 사용하여 적용한다.

제 1 코어 통합 층을 이어서 상면시이트에 적용된 HL-1258 나선형 접착제에 의해 상면시이트에 <207>
결함시킨다. 상면시이트 및 배면시이트를 이이서 배면시이트에 적용된 HL-1258 접착제에 의해 
결합시킨다. 완성된 기저귀는 압축력 1200 psi를 갖는 압축력 포대를 사용하여 포장한다. 죄종 기저귀의 
두께는 약 0.53 cm(0.21")이다.

실시예 1 내지 7은 감소된 처짐, 감소된 꼬임 및 가랑이 영역 에서(측방향 가랑이 접힘 선 및 다<208>
른 곳에서 모두) 감소된 인열, 특히 포착/분배 층의 감소된 인열을 포함하는 개선된 흡수 코어 일체성을 
나타낼 것이다. 상기 흡수 코어 일체성의 개량에 의해 특히 접힘 영역에서 찢어진 포착/분배 층을 함유하
는 기저귀는 찢어지지 않는 기저귀보다 접힘 선을 지나 소변을 함유할 가능성이 더 적기 때문에 흡수 코
어 유용성을 증대시킨다. 단일 변수로 포대 압력이 더 적은 것을 사용한 실시예는 더 높은 포대 압력을 
가지고 제조한 실시예에 비해 더 큰 흡수 코어 일체성을 갖는 경향이 있을 것이며, 특히 기저귀의 측방향 
가랑이 접힘 선을 따라 인열이 감소될 것이다. 높은 습윤 강도 접착제로 제조한 제 1 코어 통합 층 및 제 
2  코어 통합 층을 갖는 실시예 7은 실시예 1에 비해 습윤시 개선된 흡수 코어 일체성을 갖는 경향이 
있다.

흡수 코어 일체성은 인열 등급, 꼬임 등급 및 접힘선을 지난 소변%에 의해 측정한다. 차례로 공<209>
지된 소변 하중을 갖는 소변에 의해서만 실제사용시 습윤된 기저귀와 건조한 기저귀를 비교하므로써 평가
한다.

꼬임 등급은 당 분야에 공지된 바와 같은 "광 상자"를 사용하여 흡수 코어 가랑이 영역을 눈으로 <210>
조사하므로써 측정한다. 사용된 기저귀의 흡수 코어 너비를 사용하지 않은 기저귀의 흡수 코어 너비와 비
교한다. 사용한후 너비의 마이너스 변화는 약간의 꼬임의 지표일 수 있으며, 마이너스 변화가 클수록 더 
많이 꼬였음을 나타낸다. 너비 변화는 흡수 코어의 주름으로 분명히 알수있다. 흡수 코어 물질의 포장/매
트형성의 결과로 주름져 흡수 코어의 유연성 및/또는 강성의 변화가 야기된다. 흡수 코어를 하기와 같이 
1 내지 4로 등급을 매긴다:

1. 심한 주름형성-흡수 코어는 딱딱하고 뻣뻣하다.<211>

2. 중간의 주름형성-흡수 코어는 딱딱하지만 여전히 유연하다.<212>

3. 약간의 주름형성-흡수 코어가 매트형성하기 시작한다.<213>

4. 꼬임이 없음<214>

흡수 코어 인열 등급은 전체 흡수 코어를 균열 및 인열에 대해 눈으로 조사하므로써 측정한다. <215>
인열이 클수록, 등급은 더 낮아지며, 가랑이 영역에서 모든 인열은 가랑이 영역 밖의 인열보다 더 무거운 
중량을 갖는다. 흡수 코어는 하기와 같이 1 내지 4로 등급을 매긴다.

1. 극심한 인열-인열이 측면 접힘 선을 따라 가랑이 부위를 분리시키고/시키거나 가랑이 부위밖<216>
으로 6 cm이상이다.

2. 중간 인열-인열이 측면 접힘 선을 따라 가랑이 부위를 절반 분리시키고/시키거나 가랑이 부위 <217>
밖으로 3 내지 6 cm이상이다.

3. 약간의 인열-가랑이 부위의 인열이 길이 2 cm 미만이고 가랑이 부위 밖으로 3 cm 미만이다.<218>

4. 인열이 없다.<219>

접힘선을 지난 소변 %는 측방향 가랑이 접힘선이 영역에서 흡수 코어가 파단되는 정도의 지표이<220>
다. 상기 퍼센트는 습윤된 기저귀를 접힘선을 따라 절단하므로써 측정한다. 후방 부위(착용자의 몸체의 
후방을 향해 착용된)의 중량을 측정한다. 후방 부위의 중량을 전체 습윤된 기저귀의 중량으로 나누어 100
을 곱하므로써 접힘선을 지난 소변%을 얻는다.

흡수 코어 처짐 현상은 흡수 코어(또는 그의 성분)과 몸체(및/또는 또다른 흡수 코어 성분)간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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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짐 및/또는 분리의 지표이다. 처짐 현상은 섬유성 흡수 코어 성분과 상면시이트 또는 또다른 섬유
성 흡수 코어 성분에 대한 점착제 결합된 섬유성 성분간의 접착성 손실을 나타낼 수 있다. 처짐을 "광 상
자"를 사용하므로써 시각적으로 측정한다.

본 발명의 특정 구체예를 도시하고 개시했지만, 당 분야에 숙련된 자들은 본 발명의 진의 및 범<222>
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기타 변화 및 변경을 가할 수 있다고 알것이다. 따라서, 첨부된 특허 청구 범
위에 본 발명의 범위내에 있는 모든 상기 변화 및 변경이 포함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액체 투과성 상면시이트;

b) 상기 상면시이트에 결합된 액체 불투과성 배면시이트;

c) 상기 상면시이트와 상기 배면시이트 사이에 위치하고, 친수성 섬유로 이루어진 하나 이상의 
흡수 층으로 구성된 흡수 코어(이 때, 상기 흡수 코어 및 흡수 층들은 측변 가장자리 및 말단 가장자리를 
갖는다); 및

d) 상기 상면시이트 또는 상기 배면시이트에 결합되고 상기 하나 이상의 흡수 층의 측면 가장자
리 또는 말단 가장자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넘어 연장된 표면적 치수를 가지며, 랜덤한 배향의 열가소성 
물질 스트랜드의 연속적 매쉬로 이루어진 제 1 코어 통합 층(이때, 상기 열가소성 물질은 제 1 코어 통합 
층의 형성 동안 흡수코어의 하나 이상의 흡수 층에 침투한다)으로 구성되는 흡수 제품.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흡수 코어가 (i) 상부 포착/분배 층 및 (ii) 하부 저장 층을 가지며, 상기 포착/분배 층 및 
저장 층이 측면 가장자리 및 말단 가장자리를 갖는 흡수 제품.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포착 분재 층과 상기 저장 층사이에 위치하고, 측면 가장자리 및 말단 가장자리를 가지며, 
랜덤한 배향이 열가소성 물질 스트랜드의 연소적 매쉬로 이루어진 제 2 코어 통합 층을 추가로 갖는 흡수 
제품.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코어 통합 층의 열가소성 물질이 4 g/cm 이상의 습윤 박리 강도를 갖는 고온 용융, 고 
습윤 강도 접착제인 흡수 제품.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코어 통합 층의 열가소성 물질이 고온 용융 엘라스토머성 감압성 접착제인 흡수 제품.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코어 통합 층 및 상기 제 2 코어 통합 층의 열가소성 물질이 4 g/cm 이상의 습윤 박리 
강도를 갖는 고온 용융, 고 습윤 강도 접착제인 흡수 제품.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코어 통합 층 및 상기 제 2 코어 통합 층의 열가소성 물질이 고온 용융, 엘라스토머성 
감압성 접착제인 흡수 제품.

청구항 8 

a) 액체 투과성 상면시이트;

상기 상면시이트에 결합된 액체 불투과성 배면시이트;

c) 상기 상면시이트 및 상기 배변시이트 상이에 위치하고, 측면 가장자리와 말단 가장자리를 가
지며, 상부 포착/분배 층 및 하부 저장 층을 가지며, 친수성 섬유로 이루어진 흡수 코어; 및

d) 접착성을 가지며 랜덤한 배향이 열가소성 물질 스트랜드의 연속적 매쉬로 이루어지며, 흡수코
어의 측면 가장자리 또는 말단 가장자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싸며, 접착성에 의해 상면시이트 및 배변
시이트에 결합하며, 상기 흡수코어와 배면시이트 사이에 위치하는 제 1 코어 통합 층으로 구성되는 흡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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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제 1 코어 통합 층이, 상기 저장 층과 상기 배면시이트 사이에 위치하며, 상기 저장 층의 측면 
가장자리 또는 말단 가장자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싸는 흡수 제품.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포착/분배 층과 상기 저장 층 사이에 위치한 랜덤한 배향의 열가소성 물질 스트랜드의 연속
적 매쉬로 이루어진 제 2 코어 통합 층을 추가로 갖는 흡수 제품.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코어 통합 층 및 제 2 코어 통합 층의 열가소성 물질이 4 g/cm 이상의 습윤 박리 강도
를 갖는 고온 용융, 고 습윤 강도 접착제인 흡수 제품.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코어 통합 층 및 제 2 코어 층의 열가소성 물질이 고온 용융, 엘라스토머성 감압성 감
착제인 흡수 제품.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코어 통합 층과 저장층 사이에 위치한 티슈층을 추가로 갖는 흡수 제품.

청구항 14 

a) 액체 투과성 상면시이트;

b) 상기 상면시이트에 결합된 액체 투과성 배면시이트;

c) 상기 상면시이트 및 상기 배면시이트 사이에 위치하며, 친수성 섬유로 이루어진 하나 이상의 
흡수층으로  구성된  흡수코어(이때,  상기  흡수코어  및  흡수  층은  측면  가장자리와  말단  가장자리를 
갖는다); 및

d) 접착성을 가지며 랜덤한 배향의 열가소성 물질 스트랜드의 연속적 매쉬로 이루어지며, 상기 
하나 이상의 흡수층의 측면 가장자리 또는 말단 가장자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싸며, 접착성에 의해 상
기 상면시이트에 결합하며 상기 흡수 코어 및 상기 배면시이트 사이에 위치하는 제 1 코어 통합 층(이때, 
상기 열가소성 물질은 4 g/cm 이상의 습윤 박리 강도를 갖는 고용융, 고 습윤강도 접착제이다)으로 구성
되는 흡수 제품.

청구항 15 

a) 액체 투과성 상면시이트;

b) 상기 상면시이트에 결합된 액체 불투과성 배면시이트;

c) 상기 상면시이트 및 상기 배면시이트 사이에 위치하며, 친수성 섬유로 이루어진 하나 이상의 
흡수층으로  구성된  흡수코어(이때,  상기  흡수코어  및  흡수  층은  측면  가장자리와  말단  가장자리를 
갖는다); 및

d) 접착성을 가지며 랜덤한 배향의 열가소성 물질 스트랜드의 연속적 매쉬로 이루어지며, 상기 
하나 이상의 흡수층의 측면 가장자리 또는 말단 가장자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싸며, 접착성에 의해 상
기  상면시이트에  결합하며,  상기  흡수  코어  및  상기  배면시이트  사이에  위치하는  제  1  코어  통합 
층(이때, 상기 열가소성 물질은 고온 용융, 엘라스토머성 감압성 접착제이다)으로 구성되는 흡수 제품.

요약

액체 투과성 상면시이트, 상기 상면시이트에 결합된 액체 불투과성 배면시이트 및 그사이에 위치
한 흡수 코어로서, 상면시이트 및/또는 배면시이트에 결합된, 열가소성 물질의 연속 메쉬를 포함하는 제 
1 코어 통합 층에 의해 감싸인 흡수 코어를 갖는 흡수 제품이 개시되어 있다. 제 1 코어 통합 층은 상부 
포착/분배 층과 하부 저장 층을 포함하며, 흡수 코어의 습윤 일체성을 개선시키는데 특히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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