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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신장성 레그커프를 이용한 흡수용품

명세서

<발명의 배경><1>

기술분야

본 발명은 분비물을 수용하기 위한 흡수용품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흡수용품은 체<2>
내 분비물의 누출 방지를 도와 주는 레그 커프를 이용한다.

배경기술

기저귀, 배변 연습용 팬티, 성인 실금용 제품 등과 같은 흡수용품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제<3>
품은 체내 분비물을 수용하고 흡수하는 성능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어 왔다.  사용자에게 안락감을 제공하
고 분비물을 수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종래 기술은 기초 구조의 세로방향 단부를 따라 레그 탄성체, 또
는 흡수용품의 세로 방향으로 연장되면서 세로방향 단부로부터 안쪽으로 이격 배치된 봉쇄 플랩의 사용을 
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이조(Saijo)의 미국 특허 제3,400,718호는 가랑이부에 꿰매져 부착된 스트립(6)을 <4>
포함하는 위생 벨트를 개시하고 있다.  이들 스트립은 이완된 상태로 기저귀에 부착되어 있다.  이 스트
립(6)은 2 방향으로 신축성을 갖는다.  사이조의 고안은 여성 생리대에 있어 재사용할 수 있는 홀더를 포
함하고 있다.

코우트스(Coates)의 미국 특허 제5,137,526호는 재사용 가능한 유아 또는 성인용 기저귀에 있어 <5>
가로방향의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격리 가젯(22)을 개시하고 있다.  이 가젯은 기저귀의 가랑이 부분에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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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고안들은 모두 사용자에 의한 분비물의 누출을 방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어<6>
느 것도 홀더 또는 기저귀에 레그 커프를 장착할 때 레그 커프를 부분적으로 신장시키는 것을 개시하고 
있지는 않다.

<발명의 요약><7>

본 발명은 체내 분비물을 흡수하도록 고안된 흡수용품에 관한 것이다.  이 흡수용품은 신체측 라<8>
이너와 외부 커버의 사이에 위치된 흡수 코아를 포함하고 있다.  스트립 재료에 의해 형성된 레그 커프들
이 흡수용품의 가랑이 부분에 부착되어 있다.  이 레그 커프는 사용자에게 안락감의 증가와 누출 방지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각도로 위치되고 형상화될 수 있다.  또한, 이 레그 커프는 사용자에게 더 좋은 안락
감을 제공하도록 신축성이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다.  이 레그 커프는 그 안쪽 단부가 흡수용품에 장착될 
때  부분적으로  신장된다.   이  부분적인  신장에  의해,  레그  커프가  흡수용품의  기초  구조를  주름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다리가 작은 사용자에게 틈이 없거나 딱 맞는 안락한 착용상태를 제공하게 한다.  이
리하여 레그 커프의 외측 단부는 레그 커프의 내측 단부의 길이보다 더 큰 거리만큼 신축될 수 있다.  따
라서, 레그 커프는 그것이 부착된 길이 방향의 기초 구조의 길이 이상으로 신장될 수 있어 다리가 더 큰 
사용자에게 착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랑이부의 좁은 폭과 함께 약 5도 내지 약 25도의 각도로 흡수
용품에 레그 커프를 장착하는 것은 흡수용품의 앞 부분의 처짐을 방지한다.  이러한 배치는 흡수 용품의 
변형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사용자의 안락감을 증가시켜 주고 레그 커프의 밀봉 효과를 증가시켜 준다.

본 발명의 일부 목적이 달성되는 제1 태양의 흡수용품은, 전방부, 후방부 및 전방부와 후방부를 <9>
연결하는 가랑이부를 구비하고, 이때 세로축은 전방부, 후방부 및 가랑이부를 통해 연장되며, 세로축을 
그 사이에 두고 서로 대향하는 세로 측부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외부 카버; 이 외부 카버에 장착되어 있
고 외부 카버와 함께 기초 구조를 이루는 신체측 라이너; 신체측 라이너와 외부 카버 사이에 위치된 흡수 
코아; 가랑이부에서 흡수용품의 각 대향 세로 측부를 따라 기초 구조에 부착되어 있으면서 기초 구조가 
완전히 펴져 있을 때 부분적으로 신장되어 있는 제1 및 제2 신장성 레그 커프로 이루어지고, 이에 의해 
신장성 레그 커프가 이완되어 있을 때 가랑이부의 기초 구조를 수축시키고 주름지게 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태양에서, 상기 각 레그 커프는 기초 구조의 각 측면 단부로부터 외향으로 이격되어 있<10>
는 외측 단부와, 기초 구조의 각 부분상에 장착되어 있는 내측 단부를 구비하고 있으며, 바람직하기로는 
각 외측 단부는 그의 말단에서 기초 구조의 각 부분에 부착되어 있다.

일부의 태양에서, 신장성 레그 커프는 흡수용품의 가랑이부에서의 대향 세로측부에 있어 탄성 장<11>
력의 모든 근원이다.

다른 태양에서, 각 레그 커프는 기초 구조의 측면 단부로부터 외향으로 이격되어 있는 외측 단부<12>
를 구비하고 있고, 적어도 레그 커프의 각 외측 단부는 레그 커프가 장착되어 있는 기초 구조가 완전히 
펴져 있을 때 더 신장성이 있는 상태로 있게 된다.  또한, 기초 구조와 면하는 각 레그 커프의 전체 표면
은 그의 각 부분에서 기초 구조에 부착될 수 있다.

또 다른 태양에서, 각 레그 커프는 기초 구조와 각 레그 커프의 외측 단부 사이에서 약 0.1 인치<13>
에서 레그 커프 단편의 전체 폭까지의 미부착된 폭을 가진다.  부분적으로는 미부착으로 인해, 기초 구조
의 측면 단부로부터 외향으로 이격되어 있는 적어도 각 레그 커프의 외측 단부는 흡수용품의 기초 구조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또 다른 태양에서, 레그 커프는 기초 구조가 완전히 펴져 있을 때 레그 커프의 잠재적인 전체 신<14>
도의 약 5% 내지 약 95%, 바람직하기로는 20 내지 50% 신장된다.

다른  바람직한  태양에서,  레그  커프는  그  이완된  길이의  대략  200%의  최대  신도를  가진다.   <15>
또한, 이 레그 커프는 대략 1.5 인치의 폭이고, 90% 신도에서 대략 225 그램중의 회복력을 발휘한다.  

또한, 본 발명은 사각형, 타원형 또는 체형에 맞는 형태를 가지고, 약 2:1 내지 약 20:1, 바람직<16>
하기로는 약 약 5:1 내지 약 15:1,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대략 7:1의 길이 대 폭의 비율을 갖는 레그 커프
를 포함한다.  이 길이 대 폭의 비율은 기저귀 몸체에 부착된 상태로 측정한다.

다른 태양에서, 레그 커프는 탄성체 코아층의 반대쪽에 제1 및 제2의 외부 부직 표면층을 포함하<17>
는 적층체로 이루어지고, 그 탄성체 코아층은 스티렌 에틸렌 부틸렌 스티렌의 3원 중합체와 같은 열가소
성 탄성 조성물을 포함한다.  또한, 이 레그 커프는 외부 카버, 신체측 라이너 또는 이들 둘 다에 부착될 
수 있다.

레그 커프를 구성할 수 있는 다른 재료로는, 스판덱스/부직포 적층체, 탄성체 멜트블로운, 신축<18>
성 부직포, 신축성 발포체 등으로 만들어진 횡방향 신축성 재료 등이 있다.

본 발명은, 전방부, 후방부 및 전방부와 후방부를 연결하는 가랑이부를 구비하고, 이때 세로축은 <19>
전방부, 후방부 및 가랑이부를 통해 연장되며, 세로축을 그 사이에 두고 서로 대향하는 세로 측부를 구비
하고 있으면서, 외부 카버; 이 외부 카버에 장착되어 있고, 외부 카버와 함께 기초 구조를 이루는 신체측 
라이너; 신체측 라이너와 외부 카버 사이에 위치된 흡수 코아; 가랑이부에서 흡수용품의 각 대향 세로 측
부를 따라 기초 구조에 부착되어 있으면서, 그 각각이 기초 구조의 각 측면 단부로부터 외향으로 이격되
어 있는 외측 단부와, 기초 구조의 각 부분상에 장착되어 있는 내측 단부를 구비하고 있는 제1 및 제2 신
장성 레그 커프로 이루어지고, 이에 의해 각 외측 단부가 각 내측 단부의 길이보다 더 긴 길이로 신장될 
수 있음과 더불어 각 내측 단부의 길이 보다 더 작은 길이로 수축될 수 있도록 된 흡수용품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전방부, 후방부 및 전방부와 후방부를 연결하는 가랑이부를 구비하고, 세로축은 <20>
전방부, 후방부 및 가랑이부를 통해 연장되며, 세로축을 그 사이에 두고 서로 대향하는 세로 측부를 구비
하고 있으면서, 외부 카버; 이 외부 카버에 장착되어 있고, 외부 카버와 함께 기초 구조를 이루는 신체측 
라이너; 신체측 라이너와 외부 카버 사이에 위치된 흡수 코아; 가랑이부에서 흡수용품의 각 대향 세로 측
부를 따라 기초 구조에 부착되어 있으면서, 그 각각이 세로 축에 대해 5도 내지 25도의 각도로 장착되어 
있는 제1 및 제2 신장성 레그 커프, 전방부를 향하는 각도 정점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의해 사용자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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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때 사용자 신체의 형상에 거의 맞게 되도록 된 흡수용품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전방부, 후방부 및 전방부와 후방부를 연결하는 가랑이부를 구비하고, 세로축<21>
은 전방부, 후방부 및 가랑이부를 통해 연장되며, 세로축을 그 사이에 두고 서로 대향하는 세로 측부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외부 카버; 이 외부 카버에 장착되어 있고, 외부 카버와 함께 기초 구조를 이루는 신
체측 라이너; 신체측 라이너와 외부 카버 사이에 위치된 흡수 코아; 가랑이부에서 흡수용품의 각 대향 세
로 측부를 따라 기초 구조에 부착되어 있으면서, 기초 구조가 완전히 펴져 있을 때 부분적으로 신장된 상
태로 되고, 레그 커프의 외측 단부에서의 길이와 기초 구조의 각 부분상에 장착된 내측 단부에서의 길이
가 서로 상이하게 신장되는 제1 및 제2 신장성 레그 커프로 이루어지고, 이에 의해 신장성 레그 커프가 
이완될 때 가랑이부의 기초 구조를 수축시키고 주름지게 하는 흡수용품을 포함한다.  상기에서 내측 단부
에서의 신장 길이는 레그 커프의 외측 단부에서의 길이보다 더 작을 수도 있지만, 바람직하기로는 더 크
다.  상기 각 레그 커프의 외측 단부에 대한 내측 단부에서의 길이의 차이는, 비록 레그 커프가 사각형 
형상의 재료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레그 커프가 기초 구조에 부착될 때 곡선 형상을 갖도록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직사각형 형상의 레그 커프를 갖는 흡수용품을 나타낸 평면도이다.<22>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기다란 타원 형상의 레그 커프를 갖는 다른 태양의 흡수용품을 나타낸 평<23>
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체형에 맞는 형상의 레그 커프를 갖는 또 다른 태양의 흡수용품을 나타낸 <24>
평면도이다.

도 4는 도 1의 4-4선 단면도로서, 레그 커프가 신체측 라이너와 외부 카버에 부착된 상태를 보여 <25>
준다.

도 5는 도 4와 같은 단면도로서, 레그 커프가 외부 카버에 부착된 상태를 나타낸다.<26>

도 6은 도 4와 같은 단면도로서, 레그 커프가 신체측 라이너에 부착된 상태를 나타낸다.<27>

도 7은 각 레그 커프를 구성하는 재료의 일 태양을 나타낸다.<28>

본 발명은 그 적용이 다음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예시된 구성요소의 구성 및 배치에 제한되<29>
는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은 다른 태양으로 구체화될 수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시 또는 수
행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사용된 용어 및 어구는 설명 및 실례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제한적으
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유사한 구성요소를 표시하기 위해 유사한 참조부호가 사용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태양의 상세한 설명><30>

본 발명은 체내 분비물을 흡수하도록 고안된 흡수용품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태양<31>
은 유아용 기저귀와 같은 흡수용품의 측면에서 설명될 것이지만, 본 발명은 성인 실금용 제품, 배변연습
용 팬티 등을 포함하고, 이에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

본 발명은 도면을 참조하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른 흡수용<32>
품(8)의 평면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방부(10), 후방부(12) 및 전방부(10)와 후방부(12)를 연결하는 가
랑이부(14)로 이루어진 흡수용품(8)을 나타낸다.  세로축(15)는 흡수용품(8)의 전방부(10),  후방부(12) 
및 가랑이부(14)를 통해 가운데에서 연장된다.  또한, 흡수용품(8)은 신체측 라이너(16), 흡수 코아(18), 
흡수용품(8)의 후방부(12)상의 패스너(20), 흡수용품(8)의 전방부(10) 상의 부착 수단(22), 및 흡수용품
(8)의  가랑이부(14)에서  세로축(15)의  서로  대향하는  측부에  있는  신장성  레그  커프(24)를  포함하고 
있다.  도 4 내지 6에 도시된 신체측 라이너(16) 및 외부 카버(26)은 함께 기초 구조(28)을 형성한다.  
신장성 레그 커프(24)의 내측 단부(30)은 열 밀봉, 음파 결합, 접착제 결합 등에 의해 기초 구조(28)에 
부착되어 있다.  레그 커프(24)는 흡수용품(8)의 가랑이부(14)에 있는 레그 절단부 또는 개방부(31)의 길
이에 걸쳐 있다.  접착 결합은 선 접착, 점 접착 및(또는) 다른 배열의 접착을 포함한다.  신장성 레그 
커프(24)의 외측 단부(32)는 그 말단부에서 기초 구조(28)에 유사한 수단에 의해 부착될 수 있다.  외측 
단부(32)는 적어도 레그 커프(24)의 중앙 영역에서 기초 구조(28)의 측면 단부(33)으로부터 외향으로 이
격되어 있다.  또한, 바람직하기로는 기초 구조(28)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랑이부(14)를 가로 
질러 점점 좁아지는 형태(테이퍼 형상)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좁은 폭 "W"를 가진다.

패스너(20)은 기초 구조(28)의 외부 카버(26)상에 장착된 후크와 루프 체결 시스템중의 후크와 <33>
같은 기계적인 패스너를 포함한다.  부착 수단 또는 다른 패스너 표면(22)는 외부 카버(26)에 부착되고 
제1 패스너(20)의 후크 재료와 탈착 가능하게 체결되도록 개조된 대응 루프 재료를 포함한다.  잘 알려진 
다른 체결 수단이 흡수용품(8)을 사람에게 지지시키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점착성 시스템, 
접착성 체결 시스템 등이 흡수용품(8)을 체결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적합한 신체측 라이너(16)은 다공성 발포체, 그물형 발포체, 구멍이 형성된 플라스틱 필름 또는 <34>
천연섬유와 같은 다양한 웹 재료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체측 라이너(16)은 목재 또는 면 
섬유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가능한 재료로는 폴리에스테르 또는 폴리프로필렌 섬유와 같은 합성 섬유, 
또는 천연 섬유와 합성 섬유의 결합이 있다.  신체측 라이너(16)은 흡수 코아(18)에 보유된 액체를 착용
자의 피부로부터 이격시키는 것을 돕는데 적절히 이용된다.

신체측 라이너(16)에는 여러 가지 직물 또는 부직포가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체측 라이<35>
너(16)은 폴리올레핀 섬유로 된 멜트블로운 또는 스펀본드 웹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신체측 라이너
(16)은 천연 및(또는) 합성 섬유로 구성된 카딩 및(또는) 결합 웹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신체측 라이
너(16)은 요구되는 수준의 습윤성 및 친수성이 부여되도록 계면활성제로 처리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실질적으로 소수성인 재료로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정 태양에서, 신체측 라이너(16)은 약 

22gr/m
2
의 기본 중량과 약 0.06 gr/cm

3
의 밀도를 갖는 웹을 이루는 약 2.8 - 3.2 데니어의 섬유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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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펀본드 폴리프로필렌 직물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직물은 약 0.3 중량%의 계면활성제로 처리된다.  신
체측 라이너(16)은 당업계에 알려진 기타의 것 외에 본 발명에서 기술한 임의의 재료에 대응하는 다수의 
구성요소들, 층들 또는 부분적인 층들을 포함할 수 있다.

흡수 코아(18)은, 적절하게는 셀룰로스 플러프 웹과 같은 친수성 섬유의 매트릭스를 바람직하게<36>
는 통상 초흡수성 재료로 알려진 고흡수성 재료와 함께 포함한다.  특정의 태양에서, 흡수 코아(18)은 초
흡수성의 히드로겔 형성 입자와 목재 펄프 플러프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목재 펄프 플러프를 대신하여 
합성, 고분자 멜트블로운 섬유 또는 멜트블로운 섬유와 천연 섬유의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초흡수성 
재료는 친수성 섬유와 거의 균일하게 홉합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흡수 코아에 결합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흡수 코아(18)은 섬유 웹과 초흡수성 재료 또는 국부적으로 초흡수성 재료를 보유<37>
하는 기타의 적합한 수단의 적층체를 포함할 수 있다.

흡수 코아(18)은 임의의 많은 형상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흡수 코아는 직사각형, 도 1 내<38>
지 3에 도시된 T 형, 또는 I 형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하기로는 흡수 코아(18)은 후방부(12) 및
(또는) 전방부(10)보다 가랑이부(14)에서 더 좁다.

흡수 코아(18)의 고흡수성 재료는 천연, 합성 및 개질 천연 폴리머 및 재료로부터 선택될 수 있<39>
다.  고흡수성 재료는 실리카겔과 같은 무기재료, 가교결합된 중합체와 같은 유기 화합물일 수 있다.  가
교결합이라는 용어는, 보통 수용성인 재료를 실질적으로 수불용성이지만 팽윤성이 되게 함으로써, 흡수 
특성은 이용할 수 있지만 팽윤된 재료가 수계 액체를 흡수한 후에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임
의의 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수단으로는, 예를 들어 물리적 교락, 결정 영역, 공유 결합, 이온 착물 및 
회합, 수소결합과 같은 친수성 회합, 및 소수성 회합 또는 반 델 발스 력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흡수용품(8)의 외부 카버(26)은 실질적으로 액체 불투과성인 재료에 의해 제조되는 <40>
것이 바람직하다.  전형적인 외부 카버(26)은 플라스틱 박막 또는 다른 가요성 액체 불투과성 재료에 의
해 제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부 카버(26)은 약 0.012 mm 내지 약 0.051 mm 두께를 갖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제조될 수 있다.  외부 카버(26)이 더욱 천 같은 촉감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폴리올레핀 
섬유의 스펀본드 웹과 같은 부직 웹의 표면에 적층된 폴리에틸렌 필름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

라멘트당 1.5 내지 2.5 데니어의 두께를 갖는 폴리올레핀 섬유로 이루어지고 약 24 gr/m
2
의 기본 중량을 

갖는 스펀본드 웹에 약 0.015 mm의 두께를 갖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열적으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적층
할 수 있다.  또한, 외부 카버(26)은, 흡수코아(18)에 인접하는 선택된 영역에 요구되는 수준의 액체 불
투과성이 부여되도록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구성되거나 처리된 섬유 직물 또는 부직웹으로 제조될 
수 있다.  또한, 임의적으로 외부 카버(26)은, 증기에 대해서는 흡수코아(18)로부터 외부 카버(26)을 통
해 투과할 수 있게 하지만 액체 분비물에 대해서는 외부 카버(26)을 투과할 수 없게 하는 미세 다공성 재
료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 4 및 5의 단면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내부 봉쇄플랩(34)가 흡수용품(8)의 가랑이부(14)의 <41>
중앙에 분비물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신장성 레그 커프(24)와 함께 봉쇄플랩(34)는 
흡수용품(8)로부터 분비물의 누출 방지를 향상시켜 주는데, 이는 분비물이 가랑이부(14)에서 측면 방향으
로 흡수용품(8)로부터 누출되기 위해서는 2개의 장벽을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분비물은 각 봉
쇄플랩(34)를 넘어가야 한다.  그 다음, 분비물은 각 레그 커프(24)도 역시 넘어가야 된다.  봉쇄플랩
(34)는, 봉쇄플랩(34)에 의해 분비물을 보유함으로써 레그 커프(24)로의 분비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레그 
커프(24)에 도달하는 분비물의 양이 감소되도록 한다.  레그 커프(24)는 이와 같이 감소된 양의 분비물의 
흐름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이에 의해 레그 커프(24)를 지나는 가로방향의 분비물 누출 가능성이 
레그 커프(24)의 내측으로 배치된 위치에서 봉쇄플랩(34)의 작동에 의해 감소되게 된다.

바람직하기로는 봉쇄플랩(34)는 신체측 라이너(16)상, 예를 들어 도 4 및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42>
세로축(15)에 대해 거의 평행한 방향으로 흡수코아(18)의 근처 또는 세로 단부에 장착되거나, 또는 예를 
들어 가랑이부(14)의 길이를 따라 흡수 코아(10)의 측부 단부(37) 또는 기초 구조(28)의 측부 단부에 거
의 평행하게 장착될 수 있고, 그 방향의 직선 신장성을 전방부(10) 및 후방부(12)를 가로 질러 유지한다.

바람직하기로는 봉쇄플랩(34)는 흡수 코아(18)로부터 외측으로 이격되고 레그 커프(24)로부터는 <43>
내측으로 이격된 신체측 라이너(16)상에 장착된다.  봉쇄플랩(34)는 전방부(10), 가랑이부(14) 및 후방부
(12)를 통하는 흡수용품(8)의 전체 길이에 걸쳐 있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봉쇄플랩(34)는 흡수용품
(8)의 가랑이부(14)에만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가랑이부(14) 및 전방부(10)와 후방부(12)의 하나 또는 
둘다의 일부에서 존재할 수도 있다.

봉쇄플랩(34)는 예를 들어 엘라스토머 재료로 이루어진 하나 이상의 개개 스트랜드를 포함하는 <44>
플랩 탄성체(미도시)를 포함할 수 있다.   적합한 탄성 스트랜드는, 예를 들어 470  데시텍스의 상표명 
"LYCRA" 엘라스토머 또는 적합한 특성을 갖춘 다른 엘라스토머로 이루어질 수 있다.  봉쇄플랩(34)는 당
업계에 잘 알려진 임의의 플랩 형상 또는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다.

봉쇄플랩(34)는 신체측 라이너(16)을 구성하는 재료와 동일하거나 또는 상이한 재료로 구성될 수 <45>
있다.  이와는 달리, 봉쇄플랩(34)는 외부 카버(26)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포함할 수 있다.  봉
쇄플랩(34)는 액체 불투과성인 것이 바람직하다.  봉쇄플랩(34)는 중합체 필름 재료 또는 예를 들어 실질
적으로 액체 불투과성이 되도록 처리한 부직포 재료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봉쇄플랩(34)는 적절한 탄
성체가 고정되어 있는 단일 또는 다수의 적층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또한, 다른 배치도 고려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탄성체가 봉쇄플랩(34)에 다수의 이격된 위치로 위치될 수 있다.

바람직하기로는 각 신장성 레그 커프(24)는 기초 구조(28)에 연속적으로 부착된 별개 길이의 재<46>
료로 이루어진다.  도 4의 단면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신장성 레그 커프(24)는 흡수용품(8)의 가
랑이부(14)에서 신체측 라이너(16)의 외부 측면 단부(36)와 외부 카버(26)의 외부 측면 단부(38)로부터 
연장되는 영역에 걸쳐 외부 카버(26)와 신체측 라이너(16)의 마주보는 면 사이의 외부 카버(26)와 신체측 
라이너(16)에 결합 또는 다른 방법으로 부착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레그 커프(24)의 내측 단부(30)에
서 부착된다.  신체측 라이너(16)와 외부 카버(26) 모두에의 부착은, 신체측 라이너(16)와 외부 카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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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에 의해 기초 구조(28)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 구조(28)에 부착되는 구성을 이룬다.

이와는 달리, 신장성 레그 커프(24)는 도 5의 단면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초 구조(28)<47>
의 외부 카버(26)에만 접착 결합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부착될 수 있다.  또한, 도 6의 단면도에 도
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레그 커프(24)는 기초 구조(28)의 신체측 라이너(16)에만 부착될 수도 있다.

설명된 모든 배치상태에서 레그 커프(24)의 적어도 일부분은 기초 구조(28)의 측면 단부(33)으로<48>
부터 외향으로 이격되어 있다.  기초 구조(28)의 측면 단부(33)은 신체측 라이너(16)의 외측 측면 단부
(36) 및 외부 카버(26)의 외측 측면 단부(38)의 적어도 어느 하나로 이루어진다.

레그 커프(24)는 접착제의 사용, 초음파 결합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같은 임의 적합한 웹 부착 수<49>
단에  의해  기초  구조(28)에  결합  또는  부착될  수  있다.   다른  가능한  부착  방법으로는, 스티칭
(stitching), 플라스틱 용접, 용제 접착 등이 있다.  바람직하기로는 기초 구조(28)에 면하는 레그 커프
(24) 표면의 전 부분이 기초 구조(28)에 접착된다.  도 1은 초음파 결합(35)를 보여 주고 있다.  초음파 
접착은 기초 구조(28)에의 레그 커프(24)의 고정을 향상시킨다.  이 초음파 접착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초 구조(28)에 이미 부착된 레그 커프(24)의 다른 부분에서의 접착을 보충하기 위해 기다란 직사
각형 레그 커프의 각각의 코너에 위치된다.

레그 커프(24)용의 바람직한 재료는 엘라스토머 코아 층(42)의 양쪽에 2개 구성요소의 스펀본드 <50>
층(40)이  적층된  적층체이다.   바람직하기로는  엘라스토머  코아  층(42)는  셀  케미칼  캄퍼니(Shell 
Chemical Company)의 상표명 "KRATON" G 중합체와 같은 스티렌 에틸렌 부틸렌 스티렌 3원 중합체를 포함
한다.  도 7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액체 차단을 하는 엘라스토머 코아 층(42)는 스펀본드 표면 층
(40)의 사이에 위치되어 3개층의 신축성 결합 적층체를 형성한다.  3원 중합체가 바람직하지만, 공중합체
와 같은 다른 중합체도 역시 엘라스토머 코아 층에 유사한 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상기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신축성 결합 적층체"는 하나의 층이 주름질 수 있는 층이면서 다른 <51>
층은 신축성이 있는 층으로 된 적어도 2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복수 층 구조물이다.  이 층들은 신축성 층
이 신장된 상태에 있을 때 함께 결합되어서, 층의 이완시 주름성 층이 신축성(신장된) 층에 의해 발생되
는 수축력에 의해 주름이 지게 된다.  신축성 층은 신축성 재료의 필름 또는 신축성 재료의 다수의 스트
랜드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신장성 레그 커프(24)는 길이 방향으로만 신축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는 달리 레그 커프(24)는 길이 방향과 횡방향 모두에서 신축성을 가지 수도 있다.  중간 또는 엘라스
토머 코아 층(42)를 형성할 수 있는 다른 재료에는, 액체 차단성이 있는 엘라스토머 재료 또는 신축성 멜
트블로운 재료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카딩 웹은 엘라스토머 코아층(42)를 포함할 수 있다.  레그 커프
(24)를 구성할 수 있는 다른 재료로는 넥-본디드 적층체(neck-bonded laminate) 등이 포함된다.  레그 커
프(24)를 형성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그 최대 신도가 레그 커프(24)의 이완된 길이의 약 200%이다.  또
한, 레그 커프(24)를 형성하는 재료는 TAPPI 테스트 번호 T543om-94에 따라 거리(Gurley) 구부림 스티프
니스 테스트기에서 측정한 값으로 50 내지 1,100 밀리그램 범위의 횡방향 스티프니스를 가진다.  바람직
한 횡방향 스티프니스는 적어도 300 밀리그램이다. 

바람직하기로는 신장성 레그 커프(24)는 레그 커프(24)의 길이를 따라 연장되는 방향으로 부분적<52>
으로 신장되어 있을 때 흡수용품(8)의 기초 구조(28)에 접착된다.  레그 커프(24)는 그 총 잠재 신도의 5 
내지 95% 신장되고,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신장된 상태에서 기초 구조(28)에 부착되는데, 이때 기초 구조
는 그의 신장 한계까지 신장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기초 구조(28)에 부착된 상태의 레그 
커프(24)의 신도(%)는 레그 커프(24)와 기초 구조(28)의 각 대면 표면에서의 기초 구조(28)의 신도(%)보
다 크다.

또한, 레그 커프(24)의 내측 단부(30)은 레그 커프의 외측 단부(32)와 다른 길이로 신장될 수 있<53>
다.  이 경우 내측 단부(30)에서의 길이가 레그 커프(24)의 외측 단부(32)에서의 길이보다 더 작을 수도 
있지만, 바람직하기로는 더 크다.   이러한 배치는 내측 단부(30)이 레그 커프(24)의 외측 단부(32)보다 
더 큰 힘으로 신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측 단부(30)을 외측 단부(32)와 다른 길이로 신장시키는 다
른 효과는, 비록 레그 커프(24)가 직사각형 형상의 단편 재료를 포함한다 할지라도 레그 커프(24)가 기초 
구조(28)에 부착되어 있을 때 곡선 형상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치는 직사각형 형상의 레그 
커프(24) 뿐만 아니라 체형에 맞는형, 타원형 또는 다른 형상의 레그 커프(24)에 있어서도 이용될 수 있
다.  이러한 배치는 레그 절단 개방부(31)에서 레그 커프(24)를 사용자의 신체에 거의 맞게 한다.

바람직하기로는 레그 커프(24)는, 완전히 펴져 있는 기초 구조(28)에 부착되어 있을 때 레그 커<54>
프(24)의 잠재적인 총 신도의 50% 내지 80%의 범위에서 신장된다.  하나의 태양에서, 레그 커프는 1.5 인
치 폭이고, 90%의 최종 신도에서 대략 225 그램의 수축력을 발휘한다.  레그 커프(24)가 기초 구조(28)에 
장착되기 전에 레그 커프(24)의 부분적인 신장에 의해, 레그 커프(24)의 외측 단부(32)는, 레그 커프(2
4)가 기초 구조(28)에 장착된 후에, 기초 구조(28)에 부착되어 있어 레그 커프(24)가 장착된 기초 구조
(28)의 그 부분의 길이 이상으로 효과적으로 신장될 수 없는 각 내측 단부(30)의 길이보다 더 큰 길이로 
후속적으로 신장되게 된다.  또한, 레그 커프(24)의 부분적인 신장에 의해, 레그 커프(24)가 이완되었을 
때 외측 단부(32)가 내측 단부(30)의 길이보다 더 짧은 길이로 수축되게 된다.  이완시 수축되는 이와 같
은 능력에 의해 신장성 레그 커프(24)가 가랑이부(14)의 기초 구조(28)을 주름지게 하고, 작은 다리를 갖
는 사용자에게 잘 맞게 된다.  레그 커프(24)의 외측 단부(32)를 내측 단부(30)의 길이 이상으로 신장시
키는 능력에 의해, 큰 다리를 갖는 사용자에게 더욱 안락하게 맞게 된다.  따라서, 기초 구조(28)의 주어
진 규격(예컨데 길이, 폭, 면적 등)에 있어서, 레그 커프(24)의 신장 및 수축 능력의 향상에 의해, 상대
적으로 신장성이 작은 기초 구조에 비해 주어진 규격의 흡수용품이 무리없이 사용될 수 있는 
사용자(사람)의 치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지게 된다.

또한, 바람직하기로는 신장성 레그 커프(24)에 의해 흡수용품(8)의 가랑이부(14)의 대향 세로 측<55>
부에 있어 수축 탄성력의 모든 근원이 제공된다.

직사각형 또는 유사한 형상에 있어, 신장성 레그 커프(24)의 크기는 레그 커프(24)의 폭에 대한 <56>
길이의 비율의 측면으로 기술될 수 있다.  이러한 길이 대 폭의 비율은 레그 커프(24)가 기저귀 몸체에 
부착되어 있을 때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레그 커프(24)는 약 2:1 내지 약 20:1의 길이 대 폭의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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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바람직하기로는 길이 대 폭의 비율이 약 5:1 내지 약 15:1의 범위,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대략 
7:1이다.  레그 커프(24)의 바람직한 폭은 대략 1.5 인치이다.  레그 커프(24)가 기초 구조(28)에 장착되
어 있을 때, 레그 커프(24)는 전형적으로 기초 구조(28)과 외측 단부(32)의 사이에서 약 0.1 인치 내지 
1.5 인치(레그 커프 단편의 전 길이)의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미부착된 폭 "Y"을 가진다.  바람직한 
미부착된 폭은 1 인치이다.  적어도 레그 커프(24)의 중앙 영역에서 존재하는 이와 같은 미부착된 폭에 
의해, 레그 커프(24)는 기초 구조(28)에 의해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표면에 대해 기초 구조(28)에 거의 독
립적이면서 단지 사용자의 다리에 대한 레그 커프(24)의 수축력과 같은 힘의 적당한 작용에 따라서만 작
동되고 운동하게 된다.  사용자의 다리에 가해지는 적당한 힘에 의해 수반되는 이와 같은 독립적인 운동
은, 분비물이 레그 커프(24)를 지나 횡방향 누출에 대해 양호한 차단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다리에 
대한 레그 커프(24)의 안락감을 크게 증가시킨다.

도 1 내지 3은 세로 축(15)에 대해 15ㅀ의 바람직한 각도(25)로 흡수용품(8)의 기초 구조(28)에 <57>
부착된 신장성 레그 커프(24)를 보여 준다.  각도(25)의 정점은 도 1 내지 3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흡수용품(8)의 전방부(10)을 향해 앞쪽으로 위치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 레그 커프(24)의 위치에 있어 0 
내지 30ㅀ의 각도(25)가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대략 5 내지 25ㅀ의 각도(25) 범위가 바람직한 범
위로 생각된다.

(ⅰ) 레그 커프(24)의 장착 각도(25), (ⅱ) 기초 구조(28)의 측면 단부(33)로부터 외향으로 위치<58>
된 레그 커프(24)의 외측 단부(32)의 위치, 및 (ⅲ) 레그 커프(24)를 형성하는 부드러운 신축성 재료에 
의해, 흡수용품(8)에 요구되는 특성이 부여된다.  예컨데, 각도(25)와 상대적으로 좁은 가랑이 폭이 함께 
흡수용품(8)의 전방부(10)가 사용자 다리의 운동에 따라 아래로 쳐지는 경향을 줄여 준다.  또한 각도
(25)는 흡수용품(8)을 사용자 신체의 형상에 더욱 밀접히 합치되게 함으로써 엉덩이의 피복상태를 향상시
켜 준다.  상기한 모든 요소는 사용자 다리의 안락하고 효과적인 밀폐성을 제공하는 흡수용품(8)의 성능
을 향상시킨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레그 커프(24)의 외측 단부(32)가 기초 구조(28)의 측면 단부(33)로
부터 외향으로 이격되어 가랑이 폭을, 예컨데 측면 단부(33)의 사이로 감소시키게 되고, 이에 의해 측면 
단부(33)이 사용자의 다리에 대해 밀폐를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이러한 
밀폐 상태는 레그 커프(24)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적어도 레그 커프(24)의 외측 단부(32)는 기초 구
조(28)과 독립적으로 작동되고 움직인다.  또한, 이러한 부착 상태의 배치에 의해, 외측 단부(32)에서 흡
수용품(8)의 기초 구조(28)의 주름에 대한 반대 영향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레그 커프(24)의 외측 단부(3
2)의 특유의 복잡한 곡선을 달성하게 된다.

도 1 내지 3은 레그 커프(24)의 예시적인 여러 가지 형상들을 보여준다.  도 1은 레그 커프(24)<59>
의 전형적인 직사각형 형상을 보여 준다.  이 형상은 제조공정중 흡수용품(8)에 부착 및 접착시키기가 상
대적으로 용이하다.  도 2는 레그 커프(24)의 전형적인 타원형 형상을 보여 준다.  도 3은 사용자 또는 
흡수용품(8)의 특수형 유형에 맞도록 임의의 요구되는 방식으로 맞추지거나 변경될 수 있는 레그 커프
(24)의 예시적인 체형에 맞는 형상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레그 커프(24)는, 레그 커프(24)의 외측 단
부(32) 및 내측 단부(30)이 모두 상이하거나 또는 동일한 반경으로 굴곡되고, 레그 절단부(31)의 형상에 
실질적으로 맞추어진 곡선 형상을 포함할 수 있다.

당업자는, 예시된 구체적인 태양과 관련하여 개시한 본 발명에 대해 어떤 변경 형태를 본 발명의 <60>
범위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기에서 본 발명은 바람직한 태양
과 관련하여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에 대해 수많은 재배치, 개량 및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모
든 재배치, 개량 및 변경은 본 발명의 첨부된 청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방부(10), 후방부(12) 및 전방부(10)와 후방부(12)를 연결하는 가랑이부(14), 상기의 전방부
(10), 후방부(12) 및 가랑이부(14)를 통해 연장되어 있는 세로축(15), 그 세로축(15)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향하는 세로 측부,

외부 카버(26);

상기 외부 카버(26)에 장착되어 있는 신체측 라이너(16)

(이때 상기 외부 카버(26)와 신체측 라이너(16)는 함께 기초 구조(28)를 형성함);

상기의 신체측 라이너(16)와 외부 카버(26) 사이에 위치된 흡수 코아(18);

상기 가랑이부(14)에서 흡수용품(8)의 각 대향 세로 측부를 따라 기초 구조(28)에 부착되어 있는 
제1 및 제2 신장성 레그 커프(24)를 가지며; 

상기 레그 커프(24)는 기초 구조(28)의 각 부분상에 장착되어 있는 내측 단부(30)를 가지며, 상
기 기초 구조(28)의 각 측면 단부(33)로부터 외향으로 이격되어 있는 외측 단부(32)까지 외향으로 연장되
어 있으며;

상기 각각의 외측 단부(32)는 그의 말단에서 상기 기초 구조(28)의 각 부분에 부착되어;

이에 의하여, 상기 신장성 레그 커프(24)가 이완되어 있을 때 상기 레그 커프(24)가 상기 가랑이
부(14)에서 상기 기초 구조(28)를 수축시키고 주름지게 하는 흡수용품(8)으로서, 

상기 기초 구조(28)가 완전히 연장되어 있을 때 상기 레그 커프(24)가 부분적으로 신장되며, 그 
위에 상기 레그 커프(24)가 장착되어 있는 상기 기초 구조(28)가 완전히 펼쳐져 있을 때 상기 레그 커프
(24)의 외측 단부(32)가 추가로 신장될 수 있도록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수 용품(8).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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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상기 레그 커프(24) 각각의 상기 외측 단부(32)가 상기 흡수용품(8)의 
기초 구조(28)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된 흡수용품(8).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의 기초 구조(28)와 면하는 각각의 상기 레그 커프(24)의 전체 표면이 그 
각각의 부분에서 기초 구조(28)에 부착된 흡수용품(8).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각 상기 레그 커프(24)가 상기 기초 구조(28)의 각 측면 단부(33)와 각 상기 레
그 커프(24)의 상기 외측 단부(32) 사이에 약 0.1 인치(약 0.254 cm) 내지 1.5 인치(3.8 cm)의 미부착된 
폭(Y)을 갖는 흡수용품(8).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초 구조(28)가 완전히 펴져 있을 때 상기 레그 커프(24)가 이 레그 커프
(24)의 잠재적인 전체 신도의 5% 내지 95%로 신장된 흡수용품(8).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기초 구조(28)가 완전히 펴져 있을 때 상기 레그 커프(24)가 이 레그 커프
(24)의 잠재적인 전체 신도의 50% 내지 80%로 신장된 흡수용품(8).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그 커프(24)가 그의 이완된 길이의 대략 200%의 최대 신도를 갖는 흡수
용품(8).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레그 커프(24)가 대략 1.5 인치(3.8 cm)의 폭이고, 90%의 최종 신도에서 
대략 225 그램의 회복력을 발휘하는 흡수용품(8).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그 커프(24)가 직사각형 형상을 갖는 흡수용품(8).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그 커프(24)가 타원형 형상을 갖는 흡수용품(8).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그 커프(24)가 체형에 맞는(contoured) 형상을 갖는 흡수용품(8).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그 커프(24)가 2:1 내지 20:1의 길이 대 폭의 비율을 갖는 흡수용품(8).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그 커프(24)가 5:1 내지 15:1의 길이 대 폭의 비율을 갖는 흡수용품(8).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그 커프(24)가 대략 7:1의 길이 대 폭의 비율을 갖는 흡수용품(8).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그 커프(24)가 탄성체 코아 층(42)의 양쪽에 제1 및 제2의 외부 부직 표
면층(40)을 포함하는 적층체를 포함하는 흡수용품(8).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그 커프(24)가 탄성체 코아층(42)의 양쪽에 제1 및 제2의 외부 스펀본드 
표면층(40)을 포함하는 적층체를 포함하는 흡수용품(8).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레그 커프(24) 중의 상기 탄성체 코아층(42)이 스티렌 에틸렌 부틸렌의 
스티렌 3원 중합체를 포함하는 흡수용품(8).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그 커프(24)가 상기 신체측 라이너(16)에 부착된 흡수용품(8).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신장성 레그 커프(24)에 의해 상기 흡수용품(8)의 상기 가랑이부(14)에서 
대향하는 세로 측부의 모든 탄성력(elastic tension)이 발생되는 흡수용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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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그 커프(24)의 각각이 상기 기초 구조(28)의 각 측면 단부(33)로부터 외
향으로 이격된 외측 단부(32)를 구비하고, 내측 단부(30)가 상기 기초 구조(28)의 각 부분에 장착될 때 
상기 각 외측 단부(32)가 상기 내측 단부(30)의 각 길이보다 더 긴 길이로 신장될 수 있음과 더불어 상기 
내측 단부(30)의 각 길이보다 더 작은 길이로 수축될 수 있는 흡수용품(8).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세로축(15)에 대해 실질적으로 평행한 방향으로 상기 가랑이부(14)에서의 
대향 세로 측부의 각각을 따라 상기 신체측 라이너(16) 상에 봉쇄 플랩(34)이 장착되고, 그 봉쇄 플랩
(34)이 상기 레그 커프(24)로부터 내향으로 이격된 흡수용품(8).

청구항 22 

제1항 내지 제2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각 외측 단부(32)가 상기 각 내측 단부(30)의 
길이보다 더 긴 길이로 신장될 수 있으며, 상기 각 외측 단부(32)가 상기 각 내측 단부(30)의 길이보다 
더 작은 길이로 수축될 수 있는 흡수용품(8).

청구항 23 

제1항 내지 제2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레그 커프(24)가 각각 상기 세로축(15)에 대해 
5도 내지 25도의 각도로 장착되어 있고, 각도의 정점은 흡수 용품(8)의 전방부(10)를 향하는 흡수 용품
(8).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기초 구조(28)의 가랑이부(14)가 착용시 상기 흡수 용품(8)의 전방부의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너비(W)를 갖는 흡수 용품(8).

청구항 25 

제1항 내지 제2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초 구조(28)가 완전히 펴져 있을 때 상기 각 
레그 커프(24)의 외측 단부(32)에서의 길이와 상이한 길이로, 상기 각 레그 커프(24)가 상기 기초 구조
(28)의 각 부분 상에 장착된 내측 단부(30)에서 신장되는 흡수 용품(8).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레그 커프(24)의 상기 내측 단부(30)에서의 상기 상이한 길이가 상기 레
그 커프(24)의 상기 외측 단부(32)에서의 길이보다 큰 길이를 포함하는 흡수 용품(8).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레그 커프(24)의 상기 내측 단부(30)에서의 상기 상이한 길이가 상기 레
그 커프(24)의 상기 외측 단부(32)에서의 길이보다 작은 길이를 포함하는 흡수 용품(8).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각 레그 커프(24)의 상기 각 외측 단부(32)에 대한 상기 각 내측 단부
(30)의 상이한 길이로 인하여 상기 각 레그 커프(24)의 모양이 상기 기초 구조(28)에 부착되었을 때 곡선
형이 되는 흡수 용품(8). 

청구항 29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레그 커프(24)가 직사각형 형상의 재료를 포함하고, 상기 각 레그 커프
(24)의 각각의 상기 내측 단부의 상이한 길이에 의해 각각의 상기 직사각형 재료가 상기 기초 구조(28)에 
부착될 때 곡선 형상으로 되는 흡수용품(8).

요약

본 발명의 흡수용품은 신체측 라이너와 외부 카버 사이에 위치된 흡수 코아를 포함한다.  흡수용
품의 기초 구조에 그 가랑이부에서 레그 거프가 장착된다.  이 레그 커프는 흡수용품의 가링이부 근처의 
각 세로 측부에 부착될 때 부분적으로 신장된다.  일반적으로 레그 커프의 외측 단부는 흡수용품의 기초 
구조에 부착되지 않고, 레그 커프가 장착된 방향을 따라 기초 구조의 그 부분의 길이 이상으로 신장될 수 
있다.  이 레그 커프는 세로 축에 대해 5 내지 25도의 각도로 장착될 수 있다.  레그 커프는 흡수용품의 
후방부를 향해 외향으로 연장되고, 각이 지게 장착될 때 전방부에서 내향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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