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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가랑이 영역의 폭을 좁게 할 수 있는 일회용 팬츠형 기저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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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팬츠형 기저귀는 팬츠형의 커버 부재(2)와 흡액성 패드 부재(3)로 이루어진다. 커버 부재(2)의 몸통둘레 영역을 감

싸는 제2 탄성 부재(12)와 패드 부재(3)의 베이스 가장자리(26)에 있어서 전후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4 탄성 부재(34)가 서

로 교차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팬츠형 기저귀의 부분 파단 사시도.

도 2는 도 1의 기저귀를 측부에서 절개하고, 앞뒤 좌우로 신장했을 때의 평면도.

도 3은 도 2의 기저귀의 분해 사시도.

도 4는 도 2의 Ⅳ- Ⅳ선 화살표에 의한 부분 단면도.

도 5는 실시예의 일예를 나타내는 도 2와 같은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기저귀

2 : 커버 부재

3 : 패드 부재

6 : 앞 몸통둘레 영역

7 : 뒤 몸통둘레 영역

8 : 가랑이 영역

11 : 제1 탄성 부재

12 : 제2 탄성 부재

13 : 몸통둘레 개구부

14 : 다리둘레 개구부

21 : 표면 시트

22 : 이면 시트

23 : 패드 본체

24 : 커프스

26 : 베이스 가장자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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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자유 가장자리부

31 : 정상부

33 : 제3 탄성 부재

34 : 제4 탄성 부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회용 팬츠형 기저귀에 관한 것이다.

일본 특허 공보 평6-93901호에 기재되어 있는 일회용 기저귀는 착용자의 다리둘레에 탄성적으로 밀착되는 개스켓 커프

스와 회음부에 탄성적으로 밀착되는 배리어 커프스를 구비하고 있다. 배리어 커프스는 기저귀의 내측으로 경사지고, 흡액

성 코어와의 사이에 샘 방지용의 포켓을 형성한다. 이 기저귀는 몸통둘레와 다리둘레를 착용자에게 밀착시키는 착용 상태

로 유지된다.

일본 특허 공개 평9-56746호에 기재되어 있는 일회용 기저귀는 팬츠형 커버 부재의 내측에, 가랑이 영역을 중심으로 앞뒤

몸통둘레 영역 방향으로 연장되는 흡액성 패드가 설치되어 있다. 패드의 양측 가장자리부에는 탄성 부재가 앞뒤 몸통둘레

영역으로 신장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다. 커버 부재의 몸통둘레 개구부 부위와 다리둘레 개구부의 정상부 부위에서는, 탄성

부재가 몸통둘레를 감싸고 있다. 커버 부재의 가랑이 영역은 앞뒤 몸통둘레 영역으로의 신축성을 가지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일본 특허 공보 평6-93901호에 기재되어 있는 주지의 기저귀에서는, 좌우측 가장자리부에 형성된 개스켓 커프스를

다리둘레에 밀착시키는 것이 불가결하기 때문에, 배설물을 보유하는 좌우의 배리어 커프스의 간격이 비교적 좁더라도 좌

우의 개스켓 커프스의 간격은 좁아지지 않는다. 또한, 이 기저귀에서는 가랑이 영역의 폭이 넓고, 헐렁헐렁한 느낌이 되어

착용감을 방해할 수 있다.

상기 일본 공개 평9-56746호에 기재되어 있는 주지의 기저귀는 다리둘레에 밀착시키기 위한 개스켓 커프스를 필요로 하

지 않기 때문에, 가랑이 영역의 폭이 넓게 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이 기저귀에서는 흡액성 패드의 측 가장자리부가 측방

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것만으로 내측으로의 포켓은 형성하지 못한다. 그 때문에 배설물의 양이 많고, 그것이 측 가장자리

부를 향하여 흘렀을 때, 배설물이 옆으로 새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 이 기저귀의 측 가장자리부에 포켓을 설치하더라도

신축성의 가랑이 영역이 가랑이부에 압접(壓接)됨으로써 이 포켓은 폐쇄되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가랑이 영역의 폭을 좁게 할 수 있고, 측방향으로의 샘 방지 기능이 우수한 일회용 기

저귀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과제 해결을 위하여, 본 발명이 전제로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성의 기저귀이다. 이 기저귀는 전후 방향이 앞 몸통

둘레 영역, 뒤 몸통둘레 영역 및 이들 양 영역 사이에 위치하는 가랑이 영역으로 구성되고, 상기 앞뒤 몸통둘레 영역의 측

가장자리부를 함께 결합시켜 몸통둘레 개구부와 좌우 한 쌍의 다리둘레 개구부를 형성하는 팬츠형의 커버 부재와, 상기 커

버 부재의 내측에 장치되어 상기 가랑이 영역을 중심으로 상기 전후 방향으로 연장되는 흡액성 패드 부재로 이루어지는 일

회용의 팬츠형 기저귀이다.

이러한 기저귀에서, 본 발명이 특징으로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상기 팬츠형 커버 부재는 상기 몸통둘레 개구부의 근방에

서 몸통둘레 방향으로 신장 상태로 연장되는 제1 탄성 부재 및 상기 다리둘레 개구부의 정상부 근방에서 몸통둘레 방향으

로 신장 상태로 연장되는 제2 탄성 부재를 갖춘다. 상기 흡액성 패드 부재는 투액성 표면 시트, 불투액성 이면 시트 및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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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시트 사이에 개재하는 흡액성 코어로 구성되어 상기 전후 방향으로 연장되는 패드 본체; 및 상기 코어의 양측 가장자리

각각에서 측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이면 시트와 일체가 되고 상기 코어의 측 가장자리를 따라서 전후 방향으로 연장되는

베이스 가장자리부와, 상기 베이스 가장자리에 평행하고, 상기 패드 본체 내측으로 기립 가능하게 쓰러져 상기 패드 본체

의 표면 시트의 일부분을 덮는 자유 가장자리부를 구비한 누설 방지 커프스를 갖춘다. 상기 패드 본체는 전후 단부 각각의

외면이, 상기 제1 탄성 부재 중에서 상기 몸통둘레 개구부 근처에 위치하는 제1 탄성 부재와, 상기 제2 탄성 부재 중에서

상기 다리둘레 개구부 근처에 위치하는 제2 탄성 부재 사이에서 상기 커버 부재의 앞뒤 몸통둘레 영역 각각의 내면에 접합

되어 있다. 상기 누설 방지 커프스는 패드 본체 내측으로 쓰러진 상태로 앞뒤 양 단부 내면이 상기 패드 본체의 표면 시트

에 접합되어 있고; 상기 자유 가장자리부의 정상부 가장자리와 상기 베이스 가장자리부의 부위에 상기 전후 방향으로 신장

상태로 연장되는 제3 탄성 부재와 제4 탄성 부재를 갖추며; 상기 베이스 가장자리 부근의 제4 탄성 부재 중 1 이상의 라인

은 상기 기저귀 앞뒤 각각에서 상기 제2 탄성 부재와 교차하고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형태에서, 상기 제1, 2 탄성 부재는 각각 상기 몸통둘레를 거의 수평으로 감싸고 있다.

또 다른 실시 형태에서, 상기 제2 탄성 부재는 상기 앞뒤 몸통 영역의 적어도 한편에, 몸통둘레 영역의 폭 방향 중앙 부분이

상기 가랑이 영역을 향하여 활 모양을 그리면서 상기 몸통둘레를 감싸고 있다.

또 다른 실시 형태에서, 상기 이면 시트는 플라스틱 필름이고, 상기 누설 방지 커프스는 부직포이다.

또 다른 실시 형태에서, 상기 누설 방지 커프스는 실질적으로 불투액성인 것이다.

또 다른 실시 형태에서, 상기 커버 부재는 통기성의 부직포로 형성되어 있다.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관한 일회용 팬츠형 기저귀를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에 부분 파단 사시도로 나타낸 기저귀(1)는 팬츠형의 커버 부재(2)와, 커버 부재(2)의 내측에 설치된 흡액성 패드 부재

(3)로 구성되어 있다.

커버 부재(2)는 서로 접합하는 내외 2장의 시트(2A, 2B)로 이루어지고, 앞 몸통둘레 영역(6), 뒤 몸통둘레 영역(7) 및 이들

영역(6, 7) 사이에 위치하는 가랑이 영역(8)을 가진다. 상기 몸통둘레 영역(6, 7)은 측 가장자리부가 서로 합장형으로 겹쳐

지고, 상하 방향으로 간헐적으로 나란히 기립하는 부위(9)로 서로 접합되며, 몸통둘레 개구부(13)와 좌우 한 쌍의 다리둘

레 개구부(14)를 형성하고 있다. 상기 몸통둘레 영역(6, 7)에서, 몸통둘레 개구부(13)의 가장자리부에서는 복수 라인의 제

1 탄성 부재(11)가 신장 상태로 몸통둘레를 실질적으로 감싸고 있다. 다리둘레 개구부(14)의 정상부 부근에서는 복수 라인

의 제2 탄성 부재(12)가 신장 상태로 몸통둘레를 실질적으로 감싸고 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감싼다고 하는 것은 상기 몸

통둘레 영역(6, 7)의 측 가장자리로, 제1 탄성 부재 서로와 제2 탄성 부재의 단부가 각각 겹치져 있거나, 또는 근접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도 2 및 도 3은, 도 1의 기저귀(1)를 접합 부위(9)에 있어서 앞뒤로 박리하고, 전후 방향과 폭 방향으로 신장했을 때의 평면

도와 분해 사시도이다. 커버 부재(2)를 구성하는 내외층 시트(2A, 2B)는 부직포 또는 플라스틱 필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

로, 이들 시트(2A, 2B)는 각각, 통기성인 경우와 비통기성인 경우 등이 있고, 또한 투액성인 경우와 투액성이 아닌 경우가

있다. 내층 시트(2A)와 외층 시트(2B)는 핫멜트 접착제 또는 열 용착에 의해서 접합되어 있다. 제1, 2 탄성 부재(11, 12)는

앞뒤 몸통둘레 영역(6, 7) 각각에서, 내외층 시트(2A, 2B) 사이에 위치하고, 이들 시트(2A, 2B)의 적어도 한편의 내면에

접합되어 있다. 가랑이 영역(8)의 양측 가장자리부는 다리둘레 개구부(14)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볼록하게 굽어져 있다.

흡액성 패드 부재(3)는 가랑이 영역(8)을 중심으로 앞뒤 몸통둘레 영역(6, 7) 사이에 연장되고, 앞뒤 양 단부(16, 17)의 외

면이 커버 부재(2)의 내면 부위(18, 19)에 핫 멜트 접착제로 접합되어 있다. 이러한 접합 부위(18, 19)는 몸통둘레 개구부

(13) 부위의 제1 탄성 부재(11) 중 최상부의 것과, 다리둘레 개구부(14)의 정상부 부위의 제2 탄성 부재 중 최하부의 것 사

이에 위치하고 있다. 흡액성 패드 부재(3)는 상면이 투액성 표면 시트(21)로 피복되고, 하면이 불투액성 이면 시트(22)로

피복된 패드 본체(23)와, 본체(23)의 양측 가장자리부를 따라서 전후 방향으로 연장되는 좌우 한쌍의 누설 방지 커프스

(24)를 가진다. 도면에서, 커프스(24)는 패드 본체(23)에 접합하는 베이스 가장자리부(26)와 베이스 가장자리부(26)에 평

행하는 자유 가장자리부(27)를 가지고, 베이스 가장자리부(26)에서 본체(23)의 내측으로 향하여 절곡된 자유 가장자리부

(27)와 그 부위가 패드 본체(23)의 표면 시트(21)의 일부분을 덮도록 쓰러져 있다. 자유 가장자리부(27)의 앞뒤 양단부

(36, 37) 각각은 표면 시트(21)에 접합되어 있다. 커프(24)는 자유 가장자리부(27)의 정상 가장자리(31)와 베이스 가장자

리부(26) 부위 각각에, 적어도 한 라인씩의 신장된 제3, 4 탄성 부재(33, 34)를 가진다. 도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제4 탄

성 부재(34)는 몸통둘레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2 탄성 부재(12)와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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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도 2의 IV－IV선 화살 표시에 의한 부분 단면도로서, 기저귀(1)의 전후 방향이 흡액성 패드 부재(3)를 내측으로 하

여 약간 만곡하고, 누설 방지 커프스(24)가 표면 시트(21)로부터 약간 기립하고 있다. 패드 본체(23)는 표면과 이면 시트

(21, 22) 및 이들 시트(21, 22) 사이에 개재하는 흡액성 코어(41)로 구성되어 있다. 코어(41)는 분쇄 펄프 또는 분쇄 펄프

와 고 흡수성 중합체 분말의 혼합물(42)을 상하의 티슈지(43)로 피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면과 이면 시트(21,

22)는 코어(41)의 주위 가장자리로부터 연장되어 서로 겹쳐서 접합되어 있다. 표면 시트(21)가 연장되는 치수는 이면 시트

(22)가 연장되는 치수와 같거나 또는 그것보다 짧도록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설 방지 커프스(24)는 실질적으로 불

투액성의 시트를 정상 가장자리(31)로 절곡하고, 내외측의 시트 부분(46, 47)을 겹치게 하여 서로 접합하는 것으로 구성되

어 있다. 내측 시트 부분(46)은 표면 시트(21)의 바깥쪽 가장자리부와, 표면 시트(21)로부터 측방향으로 연장하고 있는 이

면 시트(22)의 바깥쪽 가장자리부에 접합하고 있다. 외측 시트 부분(47)은 이면 시트(22)에 접합되어 있다. 정상 가장자리

(31)의 제3 탄성 부재(33)와 베이스 가장자리부(26) 부근의 제4 탄성 부재(34)는 내외측 시트 부분(46, 47)의 적어도 한편

의 내면에 접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흡액성 패드 부재(3)에서는 기저귀(1)의 길이 방향이 만곡하면, 제3, 4 탄성 부재(33, 34)가 수축하고 누

설 방지 커프스(24)의 자유 가장자리부(27)가 베이스 가장자리부(26)를 기점으로 하고, 적어도 가랑이 영역(8)에서, 패드

본체(23)의 상면에서 기립하고, 누설 방지 커프스(24)와 패드 본체(23)로 형성하고 있는 포켓(48)이 크게 개구한다. 제4

탄성 부재(34)를 베이스 가장자리(26)의 부근에 배치하게 되면 기저귀(1)의 앞뒤 각각에서, 제4 탄성 부재(34)가 몸통둘레

의 제2 탄성 부재(12)와 도면의 상하 방향에서 극히 근접한 상태로 서로 교차한다. 이러한 기저귀(1)에서는 제4 탄성 부재

(34)와, 제2 탄성 부재(12) 중에 제4 탄성 부재(34)와 각 몸통둘레 영역 측 가장자리부의 사이에 위치하는 부분 S1, S2(도

2 참조) 등으로, 마치 다리둘레를 감싸는 연속 탄성 부재와 같이 착용자의 다리 부위를 둘러쌀 수 있다. 또한, 상기 기저귀

(1)에서는 종래 기술과 같이 기저귀를 다리둘레에 밀착시키기 위한 개스킷 커프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리둘레의 뛰어

난 밀착성이 얻어진다. 가랑이 영역(8)은 개스킷 커프스가 없고 폭이 비교적 좁게 되어 기저귀(1)의 착용감을 방해하는 일

이 없게 된다.

도 5는 실시예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 2와 같은 도면이다. 이 기저귀(1)에서는 제2 탄성 부재(12)가 뒤 몸통둘레 영역(7)의

폭 방향 중앙부에서 가랑이 영역(8) 방향으로 향하여 볼록하게 되도록 활 모양으로 배치된다. 도시한 바와 같이 경사진 제

2 탄성 부재(12)의 부분 S2는 도 2에 비하여 착용자의 다리둘레를 그 주위 방향에서 둘러싸는 데 적합하다. 필요에 따라,

앞 몸통둘레 영역(6)에서도 제2 탄성 부재(12)를 가랑이 영역(8) 방향으로 볼록하게 되도록 활 모양으로 배치될 수도 있

다.

본 발명에서, 누설 방지 커프스(24)는 기저귀(1)로 사용하는 데 견딜 수 있는 정도로 실질적인 불투액성인 것이면 좋다. 이

러한 커프스(24)는 부직포나 플라스틱 필름, 보다 바람직하게는 불투액성과 통기성을 겸비한 부직포나 플라스틱 필름으로

제조될 수 있다. 부직포는 열가소성 합성 섬유인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에 따라, 이것을 발수 처리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커프스(24)는 패드 본체(23)의 이면 시트(22)를 측방향으로 길게 연장시켜서, 그 연장된 부분을 본체(23)의 내측으

로 되접어 꺾음으로써 만들 수도 있다. 기저귀(1)의 부재들끼리 접합하는 데에는 핫 멜트 접착제 등의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다. 부재가 열 용융성인 것인 경우에는 용착에 의해서 접합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일회용 기저귀에서는 팬츠형의 커버 부재에 다리둘레를 감싸기 위한 탄성 부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저귀의 가랑이 영역을 비교적 좁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가랑이 영역은 기저귀의 착용감을 방해하는 일이

없다. 또한, 이 기저귀에서는 커버 부재의 몸통둘레를 감싸는 탄성 부재와, 누설 방지 커프스에서 전후 방향으로 연장되는

탄성 부재가 서로 교차하도록 배치되는 것으로, 다리둘레를 감싸는 탄성 부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저귀는 다리둘레의

전체에 밀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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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의 전후 방향이 앞 몸통둘레 영역, 뒤 몸통둘레 영역 및 이들 양 영역간에 위치하는 가랑이 영역으로 구성되고, 상기

앞뒤 몸통둘레 영역의 측 가장자리부가 서로 연결되어 몸통둘레 개구부와 좌우 한 쌍의 다리둘레 개구부를 형성하는 팬츠

형의 커버 부재와, 상기 커버 부재의 내측에 장착되고, 상기 가랑이 영역을 중심으로 상기 전후 방향으로 연장되는 흡액성

패드 부재로 이루어지는 일회용 팬츠형 기저귀로서,

상기 팬츠형 커버 부재는 상기 몸통둘레 개구부의 부근에서 몸통둘레 방향으로 신장 상태로 연장되는 제1 탄성 부재 및 상

기 다리둘레 개구의 정상부 부근에서 몸통둘레 방향으로 신장 상태로 연장되는 제2 탄성 부재를 갖추고,

상기 흡액성 패드 부재가 투액성 표면 시트, 불투액성 이면 시트 및 이들 양 시트 사이에 개재하는 흡액성 코어로 구성되어

상기 전후 방향으로 연장되는 패드 본체; 및 상기 코어의 양측 가장자리 각각으로부터 측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상기 이

면 시트와 일체가 되어 상기 코어의 측 가장자리를 따라서 전후 방향으로 연장되는 베이스 가장자리부와, 상기 베이스 가

장자리부에 평행하고, 상기 패드 본체 내측으로 기립 가능하게 쓰러져서 상기 패드 본체의 표면 시트 중 일부분을 덮는 자

유 가장자리부를 구비하는 누설 방지 커프스를 갖추며,

상기 흡액성 패드 부재는, 전후 단부 각각의 외면이 상기 몸통둘레 개구부에 가깝게 위치하는 상기 제1 탄성 부재와, 상기

다리둘레 개구부에 가깝게 위치하는 상기 제2 탄성 부재 사이에서, 상기 커버 부재의 앞뒤 몸통둘레 영역 각각의 내면에

접합되고,

상기 누설 방지 커프스는 상기 패드 본체의 내측으로 쓰러진 상태로 앞뒤 양단부 내면이 상기 패드 본체의 표면 시트에 접

합되며; 상기 자유 가장자리부의 정상부 가장자리에 상기 전후 방향으로 신장 상태로 연장되는 제3 탄성 부재와 상기 베이

스 가장자리부에 상기 전후 방향으로 신장 상태로 연장되는 제4 탄성 부재를 갖추고; 상기 제4 탄성 부재 중 1 이상의 라인

이 상기 기저귀의 앞뒤 각각에서 상기 제2 탄성 부재와 교차하고, 상기 제2 탄성 부재가 상기 제4 탄성 부재의 신축을 그리

고 상기 제4 탄성 부재가 상기 제2 탄성 부재의 신축을 각각 구속하지 않고, 상기 제2 탄성 부재와 상기 제4 탄성 부재가

서로 협동하여 상기 기저귀 착용자의 다리둘레를 둘러싸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회용 팬츠형 기저귀.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2 탄성 부재는 각각 상기 몸통둘레를 수평으로 감싸고 있는 것인 일회용 팬츠형 기저귀.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탄성 부재는, 상기 앞뒤 몸통둘레 영역의 적어도 한편에서 몸통둘레 영역의 폭 방향 중앙 부분이

상기 가랑이 영역을 향하여 활 모양으로 상기 몸통둘레를 감싸고 있는 것인 일회용 팬츠형 기저귀.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이면 시트는 플라스틱 필름이고, 상기 누설 방지 커프스는 부직포인 일회

용 팬츠형 기저귀.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누설 방지 커프스는 불투액성인 일회용 팬츠형 기저귀.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커버 부재는 통기성 부직포로 형성되어 있는 것인 일회용 팬츠형 기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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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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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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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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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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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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