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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강화된 위킹능을 갖는 흡수용품

명세서

발명의 분야<1>

본 발명은 체액, 특히 월경액 및 혈액 흡수용 흡수용품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2>
명은 각각 소정 위킹능을 갖는 3개의 부재로 구성된 흡수체를 갖는 흡수용품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3>

흡수용품은 뇨, 월경액, 혈액, 땀 및 신체에 의해 배출되는 다른 배설물과 같은 체액을 흡수하는<4>
데 사용되는 기저귀, 생리대, 트레이닝 팬츠, 실금용 가먼트, 야간용 패드, 팬티 라이너, 언더암 실드 등
과 같은 제품에 관한 것이다. 또한, 월경 패드로서도 불리는 생리대, 여성용 패드, 야간용 패드, 팬티 라
이너 및 팬티 실드는 월경 기간 전, 월경 기간 동안 및 월경 기간 후에 배출되는 월경액 및 다른 체액을 
흡수하기 위해 여성에 의해 착용되도록 고안된다. 이러한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의류 부착 접착제 또는 기
계적 부착에 의해 인접 언더가먼트에 제 위치에 고정되는 외부 고안물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내부 고안물
로서 분류되고, 여성 질내에 물리적으로 삽입되도록 고안된 탐폰과는 상이하다.

기능적으로, 생리대 및 야간용 패드는 일반적으로 보다 많은 양의 체액을 흡수하도록 구성되고 <5>
장기간 동안 착용되도록 고안된다는 점에서 팬티 라이너 및 팬티 실드와는 상이하다.

이들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월경용  제품들을  고흡수재로  구성된다. <6>
그러나, 이러한 흡수재가 완전히 포화되는 시점까지 사용된다면, 체액의 누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누출은 사용자의 의복을 오염시킬 수 있다. 흡수체는 단지 그의 작은 부분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
의 최대 흡수능에 근접하기 전에 여러 번의 누출이 생긴다. 따라서, 조기의 측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유체를 흡수체의 대부분에 신속히 위킹하는 능력을 갖는 흡수용품을 구성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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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용품으로 들어가는 체액이 용품의 중앙에 체류할 것이라는 사용전 시각적 신호를 사용자에<7>
게 제공할 수 있는 흡수용품의 구성이 요망된다. 사용후 시각적 신호는 사용자가 유체가 흡수용품의 중앙
에 체류한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사용전 시각적 신호를 보강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사용후 시각적 신호
는 또한 사용자로 하여금 용품이 그 포화 한계에 근접하여 용품을 교환할 시기가 된 것을 알게 한다.

따라서, 흡수체를 통해 유체를 신속하게 위킹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흡수용품이 그 흡수 한계 부<8>
근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용후 시각적 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흡수용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흡
수용품이 그 한계에 가까워지면, 사용자는 누출이 생기기 전에 제품을 교환할 수 있다.

월경용 제품의 또다른 중요한 면은 월경액을 위킹하는 능력이다. 월경액은 매우 점성이고, 커버<9>
에 달라붙기 쉬운 체조직의 작은 입자를 함유할 수 있으며, 더 이상의 체액이 흡수용품에 통과되지 않도
록 제한할 수 있다. 생리대의 제조업자들은 항상 개선된 위킹능을 제공하는 구조를 얻기 위하여 신소재 
또는 공지된 소재의 재배열 상승 효과에 대해 탐색해 왔다.

본 발명자들은 흡수체내에서 신속한 위킹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유체가 용품의 중앙에 체류할 <10>
것임을 나타내는 사용전 시각적 신호 및 용품이 그 포화 한계에 근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용후 시각적 
신호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흡수용품을 발명하였다.

발명의 요약<11>

간단히 말하자면, 본 발명은 제1, 제2 및 제3 부재로 구성된 흡수체를 갖는 흡수용품에 관한 것<12>
이다. 각 부재는 월경액, 혈액, 인체에 의해 배설되는 기타 유체에 대한 위킹능을 갖는다. 제1 부재는 고
위킹능을 가지며 유체가 용품의 중앙에 체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용전 시각적 신호를 제공한다. 제2 
부재는 제1 부재보다 작은 위킹능을 가지며, 제3 부재는 제2 부재보다 큰 위킹능을 갖는다. 3개의 부재의 
상이한 위킹능은 신체측 커버로부터 흡수용품내로의 체액의 체계적 하향 분산을 촉진한다. 또한, 제2 부
재는 용품이 그 포화 한계에 근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용후 시각적 신호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제1 
부재 또는 제3 부재 중 어느 하나와 같거나 또는 그 이상의 폭을 갖는다. 제2 부재가 오염된 것으로 보일
때 사용자는 흡수용품을 교환함으로써 측면 누출 및 인접하는 언더가먼트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제2 
부재는 또한 유체가 제3 부재내로 유인되는 것을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약 300  g/㎡ 
(gsm) 미만의 기초 중량을 갖는다.

본 발명의 일반적 목적은 체액, 특히 월경액 및 혈액을 흡수하기 위한 흡수용품을 제공하는 것이<13>
다. 본 발명의 보다 구체적인 목적은 사용자에게 사용전 및 사용후 시각적 신호를 모두 제공하는 생리대
와 같은 흡수용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15 mm 미만의 두께를 갖고, 급속한 유체 흡수를 제공하면서 고도의 편<14>
안함을 갖는 얇은 흡수용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흡수용품 내에서 체액의 향상된 위킹 및 조절을 나타내는 흡수용품을 <15>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사용자에게 용품이 그 포화 한계에 근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용후 <16>
시각적 신호를 제공하는, 생리대 또는 팬티 라이너와 같은 흡수용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용품이 사용자의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하도록 하는 형상을 가져 그 상<17>
태로 지속될 수 있게 하는 만곡선을 갖는 흡수용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잇점은 다음의 기재 및 첨부되는 도면의 측면에서 당업자에게 보다 명백<18>
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소정의 위킹능을 갖는 3개의 부재로 구성되고, 여기서 제3부재는 제2 부재내에 위치되어 <19>
있는 흡수체를 갖는 흡수용품의 절단 사시도이다.

제2도는 제1도의 도시된 것과 유사하며 한 쌍의 외측으로 연장되는 측연부를 추가로 포함하는 흡<20>
수용품의 절단 사시도이다.

제3도는 제2 부재가 제3 부재 주변에 C-절첩되어 있고, 제1 부재로부터 떨어져 면하는 종방향 갭<21>
을 갖는 것인 3개의 흡수 부재를 갖는 흡수용품의 절단 사시도이다.

제4도는 제2 부재가 C-절첩되어 있고, 제1 부재에 면하고 있는 종방향 갭을 가지며, 제3 부재가 <22>
제2 부재내에 배치되어 있는 3개의 흡수 부재를 갖는 흡수용품의 절단 사시도이다.

제5도는 폭이 더 넓은 제2부재가 제1 부재 및 제3부재 하부에 배치되어 있는 3개의 흡수 부재를 <23>
갖는 흡수용품의 절단 사시도이다.

제6도는 4개의 별개의 상이한 부재들로 구성되어 있는 흡수체를 갖는 흡수용품의 절단 사시도이<24>
다.

바람직한 실시태양의 상세한 설명<25>

제1도 및 제2도를 참조하면, 체액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용품 (10)이 도시되어 있다. 흡수용품은 <26>
뇨, 월경액, 혈액, 땀 및 신체에 의해 배출되는 다른 유체를 흡수할 수 있는 기저귀, 트레이닝 팬츠, 생
리대, 팬티 라이너, 야간용 패드, 실금용 가먼트, 언더암 실드 또는 기타 공지된 일회용 제품일 수 있다. 
설명을 위해, 흡수용품 (10)은 생리대의 관점에서 기술한다.

흡수용품 (10)은 액체 투과성 커버 (12), 액체 불투과성 배플 (14) 및 이들 사이에 에워싸인 흡<27>
수체 (16)을 포함한다. 액체 투과성 커버 (12)는 착용자의 신체에 접촉하도록 고안되며, 직포 또는 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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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재료로 구성될 수 있다. 커버 (12)는 천연 또는 합성 물질로 구성될 수 있으며, 체액이 용이하게 투과
되어야 한다. 적당한 물질로는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나일론 또는 다른 열 결합성 섬
유기 본디드 카디드 웹을 들 수 있다. 다른 폴리올레핀, 예를 들면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의 공중합
체,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미세 다공성 필름 웹 및 망 재료 등이 또한 적합하다. 또한, 커버 (12)는 
개공들을 포함하고, 비부직 재료에 의해 양 측면 상에서 접하는 열가소성 필름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특정 태양은 착용자의 대퇴부에 대해 연질감을 부여하면서, 체액이 신속히 이곳을 통과하도록 한다.

흡수용품(10)내로의 체액의 하향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커버(12)에 다수의 개공(13)을 <28>
형성할 수 있다. 개공(13)은 커버 전체에 걸쳐 마구잡이로 또는 균일하게 배열하거나 또는 흡수용품(10)
의 종방향 축 X-X를 따라 배열된 폭이 좁은 종방향 밴드 또는 스트립에만 배치할 수 있다. 개공(13)은 체
액이 흡수체(16)내로 신속히 투과되도록 한다. 이러한 개공의 크기, 형상, 직경 및 수는 사용자의 특정 
요구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

액체 불투과성 배플 (14)는 흡수용품 (10)으로부터 공기 또는 증기는 통과하지만, 액체는 통과시<29>
키지 않도록 고안된다. 배플 (14)는 상기 설명한 특성을 갖는 임의의 재료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양호한 
재료는 미세 엠보싱된 중합성 필름,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이다. 이성분 필름이 사용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재료는 폴리에틸렌 필름이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배플 (14)는 약 0.2 mm 내지 약 
2.0 mm, 바람직하게는 약 0.3 mm 내지 약 1.0 mm의 두께를 갖는 폴리에틸렌 필름이다.

커버 (12)  및  배플  (14)는  동일하게 연장되어,  흡수체 (16)의  주변  둘레와 면하여 접촉하고 <30>
있다. 또한, 커버 (12) 및 배플 (14)는 접착제의 사용, 가열 밀봉, 초음파, 또는 당업자에게 공지된 임의
의 다른 방법에 의해 그의 주변과 함께 밀봉될 수 있다.

흡수체 (16)은 적어도 3개의 별개의 다른 부재(18, 20 및 22)로 구성되며, 각 부재는 소정 위킹<31>
능을 갖는다. 제1 부재 (18)은 커버(12)의 직하방에 배치되어 흡수용품 (10)의 종방향 중앙축 X--X에 따
라 배열되어 있다. 제1 부재(18)은 체액이 흡수용품의 중앙에 체류할 것을 나타내는 사용전 시각적 신호
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제1 부재는 특히 월경액에 대해 고위킹능을 가지며, 미세 다공성의 고도로 
염색된 직물로 구성될 수 있다. 제1 부재 (18)은 커버(12) 및(또는) 제2 부재(20)과 상이한 색, 바람직하
게는 그보다 진한 색으로 된다. 피치, 핑크 또는 블루는 유체가 흡수용품(10)의 중앙에 체류할 것을 나타
내는 양호한 사용전 시각적 신호를 제공한다. 이와 달리 제1 부재 (18)은 커버(12)의 표면 또는 제2 부재
(20)의 표면 상에 부착된 피복물 또는 잉크충일 수 있다. 설명을 위해, 제1 부재(18)을 위킹성을 갖는 흡
수 부재로 설명하고자 한다.

멜트블로윙된(meltblown) 직물은 우수한 월경액 분산성을 갖기 때문에 제1 부재 (18)로서 효과적<32>
이다. 멜트블로윙된 직물에 대한 설명은 메이어(Meyer)등에게 허여되었으나, 현재는 본 양수인에게 양도
된 미합중국 특허 제4,798,603호에 교시되어 있다. 이 특허는 본 발명에 참고로 인용되며 본 명세서의 일
부를 구성한다.

제1 부재 (18)은 정사각형 스트립 형상을 가질 수 있으며, 흡수용품 (10)의 전체 길이 이하의 길<33>
이와 흡수용품(10)의 폭 미만의 폭을 가질 수 있다. 약 6 내지 약 12 in (약 152 내지 약 304 mm)의 길이 
및 약 0.5 내지 약 2 in (약 12 내지 약 25.4 mm)의 폭이 효과적이다. 바람직하게는, 제1 부재 (18)은 흡
수용품 (10)의 길이와 거의 같은 길이와 약 1 내지 약 1.5 in (약 2.54 mm 내지 약 38.1 mm)의 폭을 가지
며,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1.25 in (약 31.75 mm)의 폭을 갖는다.

제1 부재(18)은 커버(12)로 전달되는 체액의 종측 및 횡측 이동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제1 <34>
부재(18)은 흡수용품(10)보다 그 폭이 더 좁기 때문에, 제1 부재(18)의 측면은 흡수용품(10)의 종방향 측
연부로부터 떨어져 위치하며, 체액은 제2 부재(20)내로 통과하기 전에 제1 부재(18)의 주변내의 영역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고안은 체액이 흡수용품(10)의 중앙 영역으로 제한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제2 부
재(20)의 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종방향으로 위킹될 수 있게 한다.

흡수용품(10)내로의 체액의 하향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1 부재(18)에 다수의 개공<35>
(19)를 형성할 수 있다. 커버(12)에 형성된 개구(13)의 일부 또는 전체 및 제1 부재(18)을 통해 형성된 
개공(19)는 체액이 흡수체(16)내로 급속히 하향 투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축방향으로 배열될 수 있다. 
이러한 개공(19)의 크기, 형상, 직경 및 수는 사용자의 특정 요구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 개공
(19)은 제1 부재(18)의 상부 표면 전체 또는 일부에 걸쳐 마구잡이로 또는 균일하게 배열할 수 있다.

제2 부재 (20)은 제1 부재 (18)의 하부에 배치되며, 제1 부재(18)이 위킹능성을 갖는 흡수체일 <36>
때 특히 월경액에 대해 제1 부재(18)보다 작은 위킹능을 갖는다. 제2 부재 (20)은 약 6 내지 약 12 in 
(약 152 내지 약 304 mm)의 길이를 가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제1 부재 (18)은 흡수용품 (10)의 길이
와 거의 같은 길이를 갖는다. 제2 부재(20)은 제1 부재(18)과 폭이 같으나, 바람직하게는 더 넓을 수 있
다. 제2 부제 (20)의 폭은 약 2 내지 약 3 in (약 50.8 내지 약 76.2 mm), 바람직하게는 약 2.5 in(약 
63.5 mm)이다. 약 3 in (약 50.8 mm) 이상의 폭은 일부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

제2 부재(20)은 셀룰로오스 섬유, 계면 활성제 처리된 멜트블로운 섬유, 목재펄프 섬유, 재생 셀<37>
룰로오스 또는 면섬유, 펄프와 다른 섬유의 블렌드 등의 각종 천연 또는 합성 섬유로부터 제조될 수 있는 
친수성 재료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제2 부재(20)은 대공(大孔) 구조를 갖는 물질로부터 형성되고, 편
안감과 보호성을 확보하기 위해 습윤 및 건조 탄성을 나타낸다. 코폼 및 에어-레이드(air-laid)직물은 제
2 부재 (20)으로서 잘 기능하는 2종의 재료이다. 코폼은 멜트블로운 섬유와 펄프 섬유와의 공기 형성 블
렌드이다. 상기 재료의 형성은 앤더슨(Anderson) 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100,324호에 기재되어 
있다. 이 특허를 참조 인용하며, 본 명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약 60% 셀룰로오스 섬유와 약 40%의 폴리
프로필렌 멜트블로운 섬유의 코폼 혼합물은 충분히 효과적이다.

에어-레이드 직물은 제2부재 (20)에 대해서도 효과적이다. 시판용 에어-레이드 직물은 미합중국 <38>
54309-3790 위스콘신주 그린 베이 P.O.Box 23790 데이 스트리트 500에 소재하는 제임스 리버 코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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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00% 버진 연질 목재이다.

또한, 제2 부재 (20)은 가열 및 가압에 의해 영구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 열가소성 중합체를 함유<39>
할 수 있다. 상기 재료로는 폴리프로필렌, 나일론,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등을 들 수 있다. 전형적인 
상기 재료로는 본디드 카디브 웹 및 스펀본드 직물, 열 융합성 결합제와의 에어-레이드 직물이 있다.

제1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2 부재 (20)은 C-절첩되며, 떨어져 배치되어, 바람직하게는 그 사<40>
이에 종방향 갭 또는 그루브(28)을 형성하는 두 개의 대향 배열된 종방향 연부(24 및 26)을 갖는다. C-절
첩부는 제2 부재(20)이 아래로 구부러질 수 있게 함으로써 흡수용품(10)이 사용자의 신체, 즉 외음부 부
근에 밀접하게 접촉하도록 하는 형상을 갖고 그 상태로 체류할 수 있게 한다. 흡수용품(10)이 사용자의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하여 유지될 수 있다면 누출 가능성이 크게 최소하될 수 있다는 것은 공지된 사실이
다. 제1도에는 갭(28)이 나타나 있지만, 두 개의 연부(24 및 26)은 서로 약간 중첩되거나 또는 서로 접촉
할 수도 있으며, 이들이 약간 떨어져 위치하고 있을 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바람직하게는, 갭(28)은 약 0 내지 약 0.375 in(약 10 mm)의 범위를 가질 수 있다.

갭(28)이 존재할 경우, 제1 부재(18) 중에 존재하는 체액이 C-절첩된 제2 부재(20)내에 위치하는 <41>
제3 부재(22)에 대해 직접적인 통로를 갖게 되는 추가의 특징이 제공된다. 이러한 장애물이 없는 통로는 
체액이 월경액일 경우 특히 유용한데, 그것은 제1 부재(18)로부터 제3 부재(22)로의 점성 유체의 하향 이
동을 가능하게 하는 깨뜻한 통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흡수체(16)의 중앙으로의 체액의 신속한 투과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는  커버(12)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고  누출이  없는  제품을  제공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제3 부재(22)는 C-절첩된 제2 부재(20)내에 위치하며, 제2 부재(20)보다 큰 위킹능을 갖는다. 바<42>
람직하게는, 제3 부재(22)는 제1 부재(18)보다 훨씬 더 큰 위킹능을 가질 것이다. 제3 부재(22)는 우수한 
유체 분산성을 나타내는 1 이상의 티슈층, 절첩된 티슈 또는 멜트블로운 재료로 구성될 수 있다. 제1 도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조  및  절첩이  용이한  측면에서  E-절첩된  습식(wet-laid)  및 통기-건조된
(through-dried) 크레이핑(creped) 티슈가 효과적이다. 이 티슈는 경질 목재 및(또는) 연질 목재로 형성
될 수 있다. 티슈는 미세공 구조를 가지며 특히 월경액에 대해 우수한 위킹능을 제공한다. 제3 부재(22)
는 제1 부재(18)의 폭과 거의 같거나, 그 미만이거나 또는 더 큰 폭을 가질 수 있다. 실제적으로, 제3 부
재(22)는 약 0.7 내지 약 2.25 in (약 19 mm 내지 약 76.2 mm) 범위의 폭을 가져아 한다. 제3 부재(22)는 
필요에 따라 제2 부재(20)의 폭과 같을 폭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제3 부재(22)의 길이는 
약 5 내지 약 12 in (약 127 mm 내지 약 304 mm)의 범위일 수 있다. 생리대보다 크기가 큰 용품의 경우 
제3 부재(22)의 크기는 비례적으로 크기 조정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제3 부재(22)의 길이는 
제2 부재(20)의 길이와 같거나 또는 그 미만일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제2 부재(20)보다 약간 미만일 
수 있다.

제1 부재(18)은 유체 분산 부재로 작용하여 체액이 흡수용품(10)의 종방향을 따라 조절된 방식으<43>
로 분산될 수 있게 한다. 제2 부재(20)은 초기에는 유체를 제1 부재(18)로부터 제3 부재(22)내로 이동시
킨다. 이어서, 제3 부재(22)는 유체를 제2 부재(20)으로 방출하기 전에 그 종방향 및 횡방향을 따라 유체
를  위킹한다.  따라서,  제3  부재(22)는  제2  부재(20)에  의해  유체가  흡수되기  전에  완전히  포화될  수 
있다. 이 작용은 사용자에게 유체가 흡수용품(10)의 중앙에 체류하고 있다는 양호한 사용후 시각적 신호
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초기에 인식된 사용전 시각적 신호를 보강한다. 따라서, 유체는 이를 흡수용
품(10)의 중앙에 유지하는 제1 부재 및 제3 부재(18 및 22)를 따라 각각 균일하게 위킹된다. 사용자가 폭
이 더 넓은 제2 부재(20)이 체액에 의해 탈색되었음을 알아챈 경우, 그는 흡수용품(10)을 교환하여야 할 
시간이 가다오고 있음을 안다.

흡수용품(10)은 또한 습윤 탄성 부재(30)을 포함하며, 이것은 제2 부재(20)과 액체 불투과성 배<44>
플(14)  사이에 위치한다. 습윤 탄성 부재(30)은 미합중국 60525일리노이주 호쥐킨스 산타 페 드라이브 
7110 소재의 실드 에어 코포레이션(Sealed Air Corporation)사에 의해 현재 시판되고 있는 밀폐 셀 폴리
에틸렌 발포체일 수 있다. 이 발포체는 두께가 약 1/32 in(약 0.8 mm)이고, 밀도가 약 1.2 lb/ft3 (약 
19.22  kg/㎥)이며, 폭이 약 60  in  (약 152.4  mm)이고, 선 길이가 2000  ft  (615  m)의 롤로 된 상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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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7  채즈  포드  루트  1  앤드  202  브랜드와  인  포  빌딩  소재의  아메텍  마이크로포옴  디비젼(Ametek 
Microfoam Division)에 의해 시판된다.

습윤 탄성 부재(30)은 사용 도중 흡수용품(10)의 번칭(bunching) 및 뒤틀림을 방지하는 작용을 <45>
한다. 습윤 탄성이란 부재(30)이 체액에 의해 습윤화되었을 때에도 탄성을 갖는다는 뜻이다. 습윤 탄성 
부재(30)은 커버(12) 및(또는) 배플(14)의 길이 및 폭과 완전히 동일한 길이 및 폭을 가질 수 있다. 습윤 
탄성 부재(30)은 흡수체(16)의 폭 이상의 폭을 가져야 하며 흡수체(16)의 길이 이상의 길이를 가져야 한
다. 습윤 탄성 부재(30)은 흡수용품(10)의 번칭 및 뒤틀림을 방지함으로 인해 흡수용품(10)을 사용자의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하도록 유지하는데 있어 갭(28)과 공조한다.

배플(14)의 외표면(32)에는 가먼트 부착 접착제(34 및 36)의 종방향으로 연장되는 스트립 2개가 <46>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1개의 폭이 넓은 스트립, 3개 이상의 폭이 좁은 스트립 또는 분무 패턴의 접
착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가먼트 부착 접착제는 미합중국 08807 뉴저지주 브리쥐
워터 핀데른애비뉴 10 소재의 내셔날 스타치 캄파니사(National Starch Company)로부터 시판된다. 가먼트 
접착제 스트립(34 및 36)은 흡수용품(10)이 월경용 제품인 경우 그것을 언더가먼트의 서혜부 내면에 고정
시키는데 사용된다. 흡수용품(10)이 기저귀 또는 트레이닝 팬츠인 경우, 가먼트 접착제 스트립(34 및 3
6)은 필요 없다. 의류 접착제 스트립(34 및 36)는 질 개구 위에 흡수용품(10)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작용
을 한다.

가먼트 접착제 스트립(34 및 36)에는 떼어낼 수 있는 박리 스트립(38)이 부착되어 있어 언더가먼<47>
트에 부착하기 전에 접착제가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박리 스트립(38)은 한 면이 코팅된 
화이트 크라프트(Kraft) 페이퍼이어서 의류 접착제 스트립(34 및 36)과 같은 고온 용융 접착제로부터 떼
어낼 수 있다. 박리 스트립(38)은 흡수용품(10)을 언더가먼트에 배치하기 직전에 소비자에 의해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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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거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

상이한 흡수용품, 특히 생리대의 각종 재료의 위킹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48>
방법은 3 ±0.5 ㎖/30초의 유속으로 분배되는 염료 용액을 사용하여 각종 재료의 위킹능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2회의 다른 시기, 즉 초기 오염을 설정하기 위한 30초 및 초기 오염이 있은지 5분후에 하였다. 시
험에 필요한 장치 및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30초 만에 3 ±0.5 ㎖를 분배할 수 있는 자동 펌프. 자동 Cole Palmer-Masterflex
?
 펌프 [미<49>

합중국 60648 일리노이주 시카고 소재, Cole-Parmer Instrument Company사 제품]이 효과적임;

2. 10 ㎖ 단위로 눈금이 매겨진 1,000 ㎖ 용량의 파이렉스 (Pyrex);<50>

3. 링 스탠드 - 높이 15 인치 (381 mm);<51>

4. 링 스탠드에 설치된, 1/8 in (3 mm)의 팁을 갖는 니들;<52>

5.  마스터플렉스  타이곤  튜브  (Masterflex  Tygon  tubing),  ＃14  [Cole-Parmer  lnstrument <53>
Company사 제품];

6. 블루 염료 제1호 분말 16.7 g을 혼합하여 형성된 염료 용액 40 ㎖ [미합중국 63178-4538 미조<54>
리주 세인트 루이스 P.O.Box 14538 볼드윈 스트리트 2526 소재, Warner-Jenkinson Division of Universal 
Foods Corporation제품], 증류수 1,000 ㎖를 혼합함;

7. 증류수 900 ㎖;<55>

8. 스톱워치, 0.1초까지 판독 가능함; 및<56>

9. 계량 자<57>

시험을 착수하기 전에, 염료 용액 40 ㎖을 눈금이 표시된 1,000 ㎖ 용량의 파이렉스 중에서 증류<58>
수 900 ㎖와 온화하게 와동시킨다.

시험될 시료는 다음과 같이 조건화되어야 한다.<59>

먼저, 시료가 포장되어 있는 경우, 각 시료에서 보호용 포장을 제거해야 한다. 이어서, 각 시료<60>
는 73°F(22.8℃) ±1°F(0.556℃)의 온도 및 50% ±2%의 상대 습도에서 2시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조
건화된 후, 각 시료의 중앙으로부터 2 x 6 in (52 mm x 152 mm) 크기의 표본을 절단한다. 보다 더 긴 쪽
이 절단되는 용품의 길이에 대응한다.

각 시료의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x 6 in (52 mm x 152 mm) 크기의 의 각 표본을 그의 신체<61>
쪽 표면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테이블 위에 놓는다. 니들의 끝을 표본 위의 중앙부에 위치시킨다. 펌프로
부터 염료 용액의 흐름을 조절하는 스위치를 켜 염료 용액이 표본의 중앙 위로 흐르게 한다. 스톱워치를 
염료 용액이 표본 상에 떨어지자 마자 작동시킨다. 30초에, 펌프의 스위치를 끄고, 동시에 스톱워치를 중
지시킨다. 이 시기는 하기 표에서 "초기 오염"으로 지칭되며, 분배되는 유체량은 3 ㎖이어야 한다. 가능
한 신속하게, 커버를 상기 표본으로부터 제거한다. 제1 부재 및 제2 부재, 및 존재하는 경우에 또다른 추
가의 각 부제상의 유체 얼룩의 길이 및 폭을 계량자로 측정한다. 각 부재는 유체 얼룩을 측정하기 위해서 
인접 부재로부터 조심스럽게 벗긴다. 이 측정값을 표기 기록하며, 이 값은 염료 용액의 초기 오염을 나타
낸다. 이어서, 모든 부재 및 커버를 이들의 최초 위치로 복귀시키고 스톱워치를 작동시킨다. 이로부터 5
분 후 스톱워치를 중지시킨다. 가능한 신속히, 커버를 표본으로부터 제거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흡수 
부재상의 유체 얼룩의 길이 및 폭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이들 측정값을 표시하고, "오염이 있은지 5분 
후"로 기록한다. 이는 최종 측정치이다.

아래 표 1에 나타낸 데이타를 상기한 시험 방법을 사용하여 얻었다. 시판되는 생리대 4개를 본 <62>
발명의 2개의 프로토타입과 함께 시험하였다. 2개의 프로토타입을 "프로토타입 1" 및 "프로토타입 2"로서 
표지하였다. 이 데이타로부터 초기 오염이 있은지 5분 후의 프로토타입 1 및 2에 대한 제1 및 제3 흡수 
부재에서의 유체 얼룩의 길이 (110 mm, 129 mm, 110 mm 및 115 mm)는 시판되는 제품의 모든 부재에서의 
유체 얼룩 길이보다 훨씬 더 길었다.  모든 시판용 시험 제품의 최고치는 95  mm이었다 (KUT  제2  부재 
참조). 프로토타입 1 및 2에서의 제1 및 제3 흡수 부재(18 및 22)는 제2 흡수 부재보다 더 큰 위킹능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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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고: 일부 복합 부재에서 생긴 약간의 팽윤으로 인해 절단 크기보다 약간 더 큰 얼룩 크기를 보<64>
임

제품<65>

AUM  올웨이즈 울트라 멕시 (Always Ultra Maxi - Procter & Gamble 사에 의해 시판된 제품)<66>

SFUP  스테이프리 울트라 플러스 (Stayfree Ultra Plus - Johnson & Johnson 사에 의해 시판된 <67>
제품)

프로토타입 1  초박형 프로토타입 (제1도)<68>

프로토타입 2  Airtex 대신 코폼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프로토타입 1과 동일<69>

KUT   코텍스 울트라 씬 (Kotex  Ultra  Thin  -  Kimberly-Clark  Corporation  사에 의해 시판된 <70>
제품)

NF Maxi  뉴 후리덤 맥시 (New Freedom Maxi - Kimberly-Clark Corporation 사에 의해 시판된 제<71>
품)

약어<72>

상부 부재 = 내부 부재 상의 상부 부재<73>

내부 부재 = 초흡수재를 포함하는 포장지<74>

Sph 부재 = 스파그눔 (Sphagnum)을 포함하는 흡수 부재<75>

Airtex
? 
= 에어텍스(Airtex

?
) 395 [James River Corporation사 제품]<76>

티슈 = 세인트 케써린 티슈 (Saint Catherine's tissue) 32 gsm<77>

       [Kimberly-Clark Coporation사 제품]<78>

코폼 = 펄프 40%와 폴리프로필렌 중합체 60%의 블렌드, 100 gsm<79>

       [Kimberly-Clark Coporation사 제품]<80>

변성 MB = 변성 멜트블로운 60 gsm, [Kimberly-Clark Coporation사에서 제조된 매크로 포어]<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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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 표준 멜트블로운 60 gsm, [Kimberly-Clark Coporation사에서 제조된 매크로 포어]<82>

플러프 = 웨이어해우저(Weyerhauser)를 플러프 펄프, NF 105<83>

엠보싱 플러프 = 상부에 엠보싱 패턴이 형성된 플러프<84>

표 2는 표 1에 명명된 4종의 시판 제품 및 2종의 프로토타입에 대해 생리대에서 두 인접 흡수 부<85>
재의 유체 얼룩 길이의 비를 나타낸다. 이 비는 고위킹능을 갖는 흡수 부재에서의 유체 얼룩의 길이를 저
위킹능을 갖는 흡수 부재에서의 유체 얼룩의 길이로 나눔으로써 결정하였다. 제품이 3개의 흡수 부재(프
로토타입 1 및 2, KUT, 및 NF Maxi)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고위킹능을 갖는 두 흡수 부재 각각에 대한 유
체 얼룩의 길이를 최저 위킹능을 갖는 흡수 부재의 유체 얼룩의 길이로 나누었다.

표 2의 비는 초기 오염이 있은지 5분 후의 얼룩 길이 비가 프로토타입 1 및 2에 대해 각각 1.7, <86>
2.0 및 2.0, 2.1이었음을 나타낸다. 이들 수치는 최저 위킹 부재에 대한 고위킹 부재의 위킹능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수치가 클수록 부재간의 위킹차가 커짐을 나타낸다. 이를 설명하는 또다른 방법은 2
개의 고위킹 부재가 최저 위킹 부재의 위킹능보다 뚜렷히 큰 위킹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특성으로 인
해 고위킹 부재는 최저 위킹 부재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체액을 위킹할 수 있다.

표 2에서, 시판 제품들은 1.1 내지 2.0의 비를 갖는다는 것이 주목될 것이다. 1.7 이상의 비를 <87>
갖는 KUT 시판 제품은 고위킹 부재보다 폭이 좁은 최저 위킹부재를 갖고 있다. 이것은 본 발명의 구조와
는 대조적인 것으로 조기의 측면 누출을 일으킬 수 있다. 역시 1.7 이상의 비를 갖는 NF Maxi 시판 제품 
또한 이하 설명되는 이유로 인해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난다.

[표 2]

하기 표 3에는 표 1 및 2에서 설명한 4종의 시판 제품 및 2종의 프로토타입의 유체 얼룩 길이면<89>
에서 본 위킹능이 주어져 있다. 초기 "3 ml" 오염이 있은후(30초에서) 및 "초기 오염이 있은지 5분 후"의 
유체 얼룩 길이가 나타나 있다. 우측 란의 수치인 "초기 오염이 있은지 5분 후의 얼룩 길이"는 2개의 프
로토타입에 대해 유체 얼룩이 76 mm 이상 (각각 110 mm, 129 mm, 110 mm 및 115 mm) 전개되었음을 나타낸
다. 사실, 고위킹 부재에서의 유체 얼룩 길이는 두 프로토타입에 대해 99 mm를 초과하였다. 시판 제품에
서는, 유체 얼룩 길이가 95 mm로 측정된 KUT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에서 70 mm 이하이었다. 이러한 유체 
얼룩 길이는 또한 본 발명의 제 1 및 제3 부재가 제2 부재보다 더 큰 위킹능을 갖는다는 것을 지지한다. 
최고 위킹 부재의 유체 얼룩 길이를 1.7 이상의 최저 위킹 부재의 유체 얼룩 길이로 나눈 비와 76 mm 이
상, 바람직하게는 99 mm 이상의 유체 얼룩을 함께 조합하면 본 발명의 제품이 시험된 어느 제품보다 훨씬 
우수한 기능을 하게 되는 예기치 못했던 결과를 제공한다. 얼룩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은 3 ml의 초
기 오염이 있을지 5분후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NF Maxi 시판 제품은 최고 위킹 부재에서 76 mm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60 mm의 유체 위킹 길이를 갖는다. 따라서, 위킹비가 상당히 높다 하더라도, 고위킹 부재
의 유체 얼룩 길이는 상대적으로 유체가 최고 위킹 부재를 따라 잘 분산되지 않아서 본 발명의 범위를 벗
어난다는 것을 나타낸다.

17-7

1019950705041



[표 3]

도 2에는, 언더가먼트의 서혜부 하에서 절첩될 수 있는 한 쌍의 탭(42 및 44)를 포함하는 것을 <91>
제외하고는, 제1도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흡수용품(40)이 도시되어 있다. 각 탭(42 및 44)는 각각 흡수용
품(40)의 종방향 측연부로부터 외측으로 연장된다. 탭(42 및 44)는 원하는 형상을 가질 수 있으나, 정사
각형 또는 사다리꼴 형상이 좋다. 사다리꼴 형상이 사용될 경우, 탭(42 및 44)의 측면은 탭이 약 1 내지 
약 25도의 각도로 각각 이격 단부(50 및 52) 쪽으로 진행됨에 따라 안쪽으로 테이퍼링(tapering)될 수 있
다. 바람직한 각도는 약 12도이다. 이러한 테이퍼는 흡수용품(40)의 중앙 횡축 Y-Y에 대해 측정된다.

탭(42 및 44)는 약 1.2 인치
2
(7.7 ㎠)의 표면적을 가질 수 있다. 탭(42 및 44)는 흡수용품(40)의 <92>

종축 X-X에 평행으로 측정된 길이 및 흡수용품(40)의 횡축 Y-Y에 평행으로 측정된 폭을 갖는다. 각 탭(42 
및 44)의 길이는 탭의 한 면상에 형성된 편심(偏心) 거리의 중앙으로부터 탭의 대향면 상에 형성된 편심 
거리의 중앙까지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편심 거리는 탭(42 및 44)의 측면을 흡수용품(40)의 종방향 측
연부(46 및 48)에 연결시킨다. 각 탭(42 및 44)의 길이는 약 0.75 내지 약 2.0 인치 (약 19 mm 내지 약 
51 mm), 바람직하게는 약 1.5 인치 (약 38 mm)이어야 한다. 각 탭(42 및 44)의 폭은 약 0.5 내지 약 1.5 
인치 (약 13 mm 내지 약 38 mm), 바람직하게는 약 1 인치 (약 25.4 mm)일 수 있다.

탭(42 및 44)의 크기, 형상 및 두께는 이들이 부착되는 흡수용품의 크기 및 형상에 따라 변할 수 <93>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탭(42 및 44)는 커버(12), 배플(14) 및 습윤 탄성 부재(30)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탭(42 <94>
및  44)는  보다  얇으며,  흡수체(16)의  거얼리  강성도(Gurley  stiffness)보다  작은  거얼리  강성도를 
갖는다. 각 탭(42 및 44)는 또한 분리성 박리 스트립(54 및 56)에 의해 각각 덮혀져 있는 각 탭(42 및 
44)의 배플면에 부착된 의류 접착제(도시되어 있지 않음) 팻치 또는 스트립을 포함한다. 의류 접착제는 
각 탭(42 및 44)의 0.5 인치2(약 323 ㎟) 이상, 바람직하게는 각 탭(42 및 44)의 50% 이상의 면적을 커버
해야 한다. 접착제의 특정 형상 및 배치는 변할 수 있다. 적합한 의류 접착제는 미합중국 08807 뉴저지주 
브리쥐워터 핀데른 애비뉴 10 소재의 내셔날 스타치 캄파니사(National Starch Company)로부터 시판되는 
NS 34-5516 접착제이다.

탭(42 및 44)는 박리 스트립이 제거되어 최적의 편안함과 드레이프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약 50 <95>
mg 내지 약 150 mg, 바람직하게는 약 77 mg 내지 약 115 mg의 거얼리 강성도를 가져야 한다. 약 50 mg 내
지 약 150 mg의 강성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박리 스트립이 제거될 때 탭(42 및 44)가 약 0.5 mm 이상, 
바람직하게는 약 0.7 mm 내지 약 1.5 mm,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1.1 mm 내지 약 1.2 mm의 두께를 가져야 
한다(표 4의 프로토타입 1에 대한 수치 참조).

거얼리 강성도<96>

박리 스트립을 포함하는 흡수용품상의 탭의 거얼리 강성도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거얼리 디지탈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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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도 시험기, 모델 4171-d를 사용해야 한다. 각 용품의 시편은 5개를 시험해야 한다. 각 용품상의 탭을 
반드시 1개 이상 시험하여야 한다. 용품들을 이들이 담겨져 펴져 있을 수 있는 파우치로부터 분리한다. 
이어서, 이 용품들을 시험하기 전에 73°F ±1 °(약 22.8℃ ±0.5556 °)의 온도에서 50% ±2%의 상대 
습도로 2시간 이상 유지시킴으로써 상태 조절한다. 이어서 한 제품 당 한 개의 탭의 중앙으로부터 12.7 
mm x 25.4 mm 크기의 시편을 절단하다. 용품이 단지 한개의 탭에 한개의 박리 스트립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부분의 시험에 대해서는 박리 스트립이 없는 탭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VelcoR 또는 다른 유형의 훅 또는 루우프 체결체를 포함하는 탭 영역의 시험은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
편의 강성도에 대해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품들을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거얼리 강성도 시험기는 사용하기 전에 눈금 조정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거얼리 강성도 시<98>
험기의 지침 매뉴얼을 따르고 50.8mm 폭, 25.4 mm 길이의 사전 눈금 조정된 브라쓰(Brass) 눈금 보정 스
트립을 사용하여 5% 편차내로 두어야 한다. 이러한 눈금 보정은 "시준판(vane)" 진자가 공지된 물질, 즉 
브라쓰 스트립에 대한 규격에 따라 흔들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한다. 시험기의 전자공학은 지
침 메뉴얼에 개시된 대로 보정되어야 한다. 거얼리 강성도 시험기를 조정할 때에는, 수준 버블을 중앙에 
오게 하여 진자 지시자가 0를 가리킬 때까지 요구되는 추를 부착하고 수준화 스크류를 조정해야 한다. 스
위치는 특정 추, 특정 추 위치, 폭(0.5 인치: 1.27 cm) 및 길이(1 인치: 2.54 cm)에 대해 조정하여야 한
다. 시험 과정은 다음 단계들을 포함한다:

1) 시편을 진자위 중앙에 오게 하여 정확히 6.4 mm(0.25 인치)가 진자의 상부와 겹치고 정확히 <99>
6.4 mm(0.25 인치)가 조(jaw)내에 보유되도록 한다.

2) 눈금 판독은 눈금이 2 내지 6사이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100>
면, 추를 조정하고 스위치를 요구되는 대로 재조정하라. 시편은 힘을 가하기 전에 진자 시준판과 밀접하
게 접촉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초기 단계에서의 진동을 피하게 할 것이다.

3) 이어서, 시스템 재조정 보턴을 누른다. 그 표시가 00-000을 나타내야 한다.<101>

4)  이어서,  조작자는 모터 방향 스위치를 눌러서 클램프 아암이 진자에 대해 시편을 누르게 <102>
한다.

5) 좌측 눈금 판독, 우측 눈금 판독 및 평균 눈금 판독을 모두 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단계 4<103>
를 반복하였다.

6) 이어서 판독한 평균 눈금을 기록한다.<104>

7) 이어서 선택 보턴을 눌러 밀리그램 산출을 하고 그 수치를 기록한다.<105>

8) 각 시편에 대해 단계 1-7을 반복한다.<106>

탭 두께<107>

박리 스트립을 제거한 후의 흡수용품에 있는 탭의 두께를 시험하기 위해, 다이알 표시기를 갖는 <108>
아메스 벌크(Ames Bulk) 시험기, 모델 제482호를 사용한다. 각 용품 상의 1개 이상의 탭을 반드시 시험하
여야 한다. 각 용품의 시편을 5개 시험하여야 한다. 이 용품들을 이들이 담겨져 펴져 있을 수 있는 파우
치로부터 분리한다. 이어서, 이 용품들을 시험하기 전에 73°F ±1 °(약 22.8℃ ±0.5556 °)의 온도에
서 50% ±2%의 상대 습도로 2시간 이상 유지시킴으로써 상태 조절한다. 이어서, 각 탭의 비접착면의 중앙
을 마커 및 룰러(ruler)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아메스 벌크 시험기의 비교 측정기 게이지를 0로 한다. 비
교 측정기 다이알 위로 연장되는 주축 상에 80.0 g의 스테인레스 강 추를 배치한다. 이어서, 아메스 벌크 
시험기의 환형 알루미늄 비교 측정기 기부(基部)(접촉 표면이 5.16 ㎠이고 중량이 10 g임)을 그 상한으로 
이동시키고, 의류 접착제를 아래로 면하게 하면서 시편을 시험기의 기저면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배치는 
시험기의 기부가 탭의 중앙부 상으로 내려오게 한다. 이어서, 시험기 상의 레버를 부드럽게 풀어 비교 측
정기 기부가 시편상으로 내려오게 한다. 다이알은 시험기 기부가 탭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접촉하게 된 
지 30초 후에 판독한다. 측정치를 다이알에 나타난 대로 인치로 기록한다. 측정치는 25.4란 값을 곱함으
로써 밀리미터로 환산할 수 있다. 이 수는 소수점 오른쪽 둘째 자리까지 기록하여야 한다. 이어서 기부를 
들어 올리고 시편을 제거하여 다음 시편을 시험할 수 있게 한다. 각 시편을 시험한 후 시험기의 기저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리 스트립이 없는 탭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박리 스트립을 탭으로부터 제거하고 의류 접착제에 <109>
활석 또는 옥수수 전분을 산포한다.

거얼리 강성도 및 두께에 대한 상기 시험 과정을 사용하여 본 발명의 흡수용품(10) 및 시판 위생 <110>
용품에 대한 측정을 행하였다. 각 제품의 5개의 시편은 각 제품으로부터 취한 1개의 탭을 사용하여 시험
하였다. 이 데이타를 하기 표 4에 요약하여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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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기 데이타는 탭(42 및 44)가 독특한 범위내에 있는, 즉 대부분의 선행기술 제품의 거얼리 강성<112>

도보다는 크고 상표명 WrapAround
?
의 팬티라이너의 거얼리 강성도보다는 작은 거얼리 강성도를 갖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독특한  범위의  거얼리  강성도는  탭의  기능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표명 WrapAround
?
 팬티라이너의 강성도 범위내에 있는 탭들은 편안함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

다. 이들 탭은 착용 상태로 사용되는 동안 언더가먼트에 대한 그들의 부착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
한 강성도 범위는 또한 편안함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 최적 성능 및 편암함을 위해서, 탭들은 약 150 
mg미만의 거얼리 강성도를 가져야 한다.

광범위한 대다수의 선행 기술 탭 또는 윙(wing)들은 약 50 mg 미만의 거얼리 강성도를 갖는다. <113>
사실, 표 4에서 시험된 것들은 20 mg 미만의 거얼리 강성도를 갖는다. 이러한 사실은 윙 또는 탭이 보다 
유연할수록 보다  잘  작동할  것이라는 선행  기술(예를  들면,  마팅글리(Mattingly)의  미합중국 특허 제
4,608,047)의 교시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 교시에 따라 행해진 선행 기술은 여러가지의 심각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로, 용품을 언더가먼트에 부착하기 직전에 박리 스트립을 접착제로부터 제거
할 경우, 너무 유연한 탭은 아래로 쳐져서 흡수용품의 바닥부에 부착되거나 또는 탭끼리 부착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에게 매우 불편하다. 둘째로, 사용시 이러한 고유연성 탭 또는 윙은 번칭(bunching)되
고 뒤틀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번칭된 탭이 용품을 제위치에 유지시키는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기능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번칭은 또한 이러한 번칭으로부터 생기는 주름이 편안하지 못하다는 점에
서 편안함상의 문제가 된다.

탭이 이들이 충분히 단단한 약 50 mg 이상의 거얼리 강성도를 가질 경우 박리 스트립을 제거하였<114>
을 때 그것이 흡수용품에 고착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탭은 보다 유연한 선행 기술 탭에 비
해 사용시 번칭에 대해 크게 개선된 응력을 나타낸다.

약 50 mg 이상의 거얼리 강성도를 갖는 탭을 사용할 때에는 탭이 약 0.5 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115>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탭의 편안함을 보장해 준다. 약 50 mg보다 더 뻣뻣하고 약 0.5 mm보다 더 얇은 탭
은 사용자에게 날카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측연부를 제공하여,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

제3도에는, 갭 또는 그루브(28)이 배플(14) 쪽으로 하향하도록 제2 부재(20)이 C-절첩된 것을 제<116>
외하고는, 제2도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흡수용품(58)이 도시되어 있다. 이 태양은 일부 장치로 제조하기
에 더 용이할 수도 있다.

제4도에는, 제3 부재(22)가 제2 부재(20) 하부에 배치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2도에 도시된 것과 <117>
유사한 흡수용품(60)이 도시되어 있다. 이 배치에서는, 제2 부재 및 제3 부재(20 및 22)를 각각 같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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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할 수 있다. 제3 부재(22)를 C-절첩하는 대신에 제2 부재(20) 하부에 배치함으로써, 흡수용품(60)은 
제조하기가 더 용이해질 수 있다.

제5도에는, 제3 부재(22)가 제2 부재(20) 상부에 배치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2도에 도시된 것과 <118>
유사한 흡수용품(62)가 도시되어 있다. 이 배치에서는, 제2 부재 및 제3 부재(20 및 22)를 각각 같은 폭
로 할 수 있다. 제3 부재(22)를 C-절첩하는 대신에 제2 부재(20) 상부에 배치함으로써, 흡수용품(62)은 
제조하기가 더 용이해질 수 있다.

제6도에는, 제2 부재(20)이 C-절첩되지 않고 그 대신에 2개의 개별 부재(66 및 68)로 이루어진 <119>
것을 제외하고는, 제2도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흡수용품(64)가 도시되어 있다. 부재(66)은 제3 부재(22) 
상부에 배치되어 있는 반면, 부재(68)은 제3 부재(22) 하부에 배치되어 있다. 이 태양에서, 부재(66 및 
68)은 동일한 재료로 이루어져 있고 동일한 위킹능을 갖는다. 그러나, 부재(68)의 재료 또는 위킹능을 변
화시키고자 한다면, 이것은 쉽게 행해질 수 있다. 갭 또는 그루브(28)은 부재(66)에도 존재하여 제3 부재
(22)로의 체액의 하향 이동을 쉽게 한다. 갭(28)은 부재(66)을 2개의 별개 스트립의 재료를 사용하여 구
성하고 이들을 서로 평행하게 약간 간격을 두고 떨어져 배치함으로써 형성할 수 있다. 갭(28)을 형성하는 
또다른 방법은 부재(66)에 단지 그 길이의 일부를 따라 슬릿을 형성하는 것이다. 갭(28)은 흡수용품(64)
의 종측 중앙축 X-X와 나란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본 발명을 여러 특정 태양과 관련하여 설명하였으나, 당업자들에게는 상기 설명에 비추<120>
어 많은 대안, 변형 및 변화가 명백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첨부되는 청구 범위의 
사상 및 범위내에 있는 이러한 모든 대안, 변형 및 변화를 포함하고자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종축을 가지고, 수직으로 배열된 제1 부재, 제2 부재 및 제3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제2 및 제3 
부재는 상기 제1 부재 아래에 배치되고, 상기 제1 부재는 상기 종축을 따라 위킹능을 가지고, 상기 제2 
부재는 상기 종축을 따라 상기 제1 부재보다 작은 위킹능을 가지며, 상기 제3 부재는 상기 종축을 따라 
상기 제1 부재보다 큰 위킹능을 가지고, 상기 제2 부재는 상기 제1 부재의 폭보다 큰 폭을 가지며, 상기 
제2 부재는 300 g/㎡ 미만의 기초 중량을 갖는 것인 흡수용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부재가 상기 제2 부재 내에 배치된 것인 흡수용품.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부재가 상기 제1 부재보다 폭이 큰 것인 흡수용품.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부재가 멜트블로윙된 것인 흡수용품.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부재가 코폼인 것인 흡수용품.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부재가 에어-레이트(air-laid) 직물인 것인 흡수용품.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부재가 통기(through-air) 건조된 크레이프 티슈인 흡수용품.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부재 하부에 상기 종축을 따라 상기 제1 부재 또는 제3 부재보다 작은 
위킹능을 갖는 제4 부재가 배치되어 있는 흡수용품.

청구항 9 

종축을 가지고, 수직으로 배열된 제1 부재, 제2 부재 및 제3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제2 부재는 
상기 제1 부재 아래에 배치되고 상기 제3 부재는 상기 제2 부재 내에 배치되며, 상기 제1 부재는 상기 종
축을  따라  위킹능을  가지고,  상기  제2  부재는  상기  종축을  따라  상기  제1  부재보다  작은  위킹능을 
가지며, 상기 제3 부재는 상기 종축을 따라 상기 제1 부재보다 큰 위킹능을 가지고, 상기 제2 부재는 상
기 제1 부재의 폭보다 큰 폭을 가지고 상기 제3 부재는 상기 제2 부재의 폭보다 약간 작은 폭을 가지며, 
상기 제2 부재는 300 g/㎡ 미만의 기초 중량을 갖는 것인 흡수용품.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부재와 상기 제3 부재의 폭이 유사한 것인 흡수용품.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부재가 상기 제1 부재보다 폭이 큰 것인 흡수용품.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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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액체 투과성 커버,

b) 액체 불투과성 배플, 및

c) 상기 커버와 상기 배플로 에워싸여져 있는 흡수체를 포함하고; 종축을 가지며; 상기 흡수체는 
제1 부재, 제2 부재 및 제3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제1 부재는 상기 커버 바로 아래에 배치되고, 상기 제
2 부재는 상기 제1 부재 아래에 배치되고 상기 제3 부재는 상기 제2 부재 내에 배치되고, 상기 제1 부재
는 상기 종축을 따라 위킹능을 가지고, 상기 제2 부재는 상기 종축을 따라 상기 제1 부재보다 작은 위킹
능을 가지며, 상기 제3 부재는 상기 종축을 따라 상기 제1 부재보다 큰 위킹능을 가지고, 상기 제2 부재
는 상기 제1 부재의 폭보다 큰 폭을 가지며, 상기 제2 부재는 300 g/㎡ 미만의 기초 중량을 갖는 것인 흡
수용품.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부재는 C-절첩되어 제2 부재가 구부러짐으로써 상기 흡수용품이 사용
자의 신체에 꼭 맞게 할 수 있는 흡수용품.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흡수체가 7 mm 미만의 두께를 갖는 것인 흡수용품.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흡수체가 5 mm 미만의 두께를 갖는 것인 흡수용품.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흡수체와 상기 배플 사이에 상기 흡수용품의 번칭(bunching)을 방지하는 
습윤 탄성 부재가 배치된 흡수용품.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습윤 탄성 부재가 폴리에틸렌 발포체인 흡수용품.

청구항 18 

a) 액체 투과성 커버,

b) 액체 불투과성 배플,

c) 상기 커버와 상기 배플로 에워싸여져 있는 흡수체; 및

d) 상기 흡수체와 상기 배플 사이에 위치한 흡수용품의 번칭을 방지하는 습윤 탄성 부재를 포함
하고; 종축을 가지며;

상기 흡수체는 제1 부재, 제2 부재 및 제3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부재는 상기 커버 바로 아
래에 배치되고 종축을 따라 배열되어 있으며 상기 종축을 따라 위킹능을 가지고, 상기 제2 부재는 상기 
제1 부재 아래에 배치되며 상기 종축을 따라 상기 제1 부재보다 작은 위킹능을 가지고 상기 제1 부재의 
폭보다 큰 폭을 가지며, 상기 제2 부재는 C-절첩되어,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어 그 사이에 갭을 형성하는 
2개의 대량 배열된 연부를 가지며, 상기 C-절첩부는 상기 제2 부재가 구부러질 수 있게 함으로써 흡수용
품이 사용자의 신체에 꼭 맞게 하고, 상기 제3 부재는 상기 제2 부재내에 배치되어 있고 상기 제2 부재보
다 큰 위킹능을 갖는 것인 흡수 용품.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커버와 배플이, 절첩될 수 있고 상기 흡수체로부터 대략 그 중앙부에서 
외측으로 연장되는 한 쌍의 탭을 형성하도록 하는 크기 및 형상을 가지고, 상기 흡수용품의 주변 둘레에
서 함께 밀봉된 것인 흡수용품.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탭 각각은 탭을 내의에 고정시키기 위한 부착 수단을 포함하는 것인 흡수
용품.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탭 각각은 50 mg의 걸리 강도 및 0.5 mm이상의 두께를 갖는 것인 흡수용
품.

청구항 22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부재는 상기 흡수 용품의 상기 중앙 종축을 따라 배열된 폭이 좁은 스
트립인 흡수용품.

청구항 23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부재는 멜트블로윙된 것인 흡수용품.

청구항 24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부재가 상기 제1 부재와 인접하여 배치된 상기 갭과 C-절첩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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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용품.

청구항 25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부재가 상기 습윤 탄성 부재와 인접하여 배치된 상기 갭과 c-절첩된 
것인 흡수용품.

청구항 26 

a) 액체 투과성 커버,

b) 액체 불투과성 배플,

c) 상기 커버와 상기 배플로 에워싸여져 있는 흡수체; 및

d) 상기 흡수체와 상기 배플 사이에 위치한 흡수용품의 번칭을 방지하는 습윤 탄성 부재를 포함
하고; 종축을 가지며;

상기 흡수체는 수직으로 배열된 제1 부재, 제2 부재 및 제3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부재는 
상기 커버 바로 아래에 배치되고 상기 종축을 따라 배열된 멜트블로운 재료로 된 스트립이며 상기 종축을 
따라 위킹능을 가지고, 상기 제2 부재는 상기 제1 부재 아래에 배치되며 상기 종축을 따라 상기 제1 부재
보다 작은 위킹능을 가지고, 상기 제2 부재는 C-절첩되어,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어 그 사이에 갭을 형성
하는 2개의 대량 배열된 연부를 가지며, 상기 C-절첩부는 상기 제2 부재가 구부러질 수 있게 함으로써 흡
수용품이 사용자의 신체에 꼭 맞게 하고, 상기 제3 부재는 상기 제2 부재내에 배치되어 있고 상기 종축을 
따라 상기 제1 부재 및 상기 제2 부재보다 큰 위킹능을 갖는 것인 흡수 용품.

청구항 27 

a) 액체 투과성 커버,

b) 가먼트 대향 표면을 갖는 액체 불투과성 배플, 및

c) 상기 커버와 상기 배플로 에워싸여져 있는 흡수체,

d) 상기 흡수체와 상기 배플 사이에 위치한 흡수용품의 번칭을 방지하는 습윤 탄성 부재,

e) 절첩될 수 있고 중앙 횡축을 따라 배열되어 있으며, 흡수용품의 종방향 측연부로부터 외측으
로 횡방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커버, 상기 습윤 탄성 부재 및 상기 배플을 포함하는 한 쌍의 탭,

f) 상기 배플의 상기 가먼트 대향 표면 상의 상기 종방향 측연부 사이 및 상기 각 탭 상에 존재
하는, 흡수용품을 내의에 고정시키기 위한 접착제 수단, 및

g) 상기 접착제 수단을 덮고 있는 박리성 페이퍼를 포함하고; 종축, 중앙 횡축 및 한쌍의 종방향 
측연부를 가지며;

상기 흡수체는 수직으로 배열된 제1 부재, 제2 부재 및 제3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부재는 
상기 커버 바로 아래에 배치되고 상기 종축을 따라 배열된 멜트블로운 재료로 된 스트립이며 상기 종축을 
따라 위킹능을 가지고, 상기 제2 부재는 상기 제1 부재 아래에 배치되며 상기 종축을 따라 상기 제1 부재
보다 작은 위킹능을 가지고, 상기 제2 부재는 C-절첩되어,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어 그 사이에 갭을 형성
하는 2개의 대향 배열된 연부를 가지며, 상기 C-절첩부는 상기 제2 부재가 구부러질 수 있게 함으로써 흡
수용품이 사용자의 신체에 꼭 맞게 하고, 상기 제3 부재는 상기 제2 부재내에 배치되어 있고 상기 종축을 
따라 상기 제1 부재 및 상기 제2 부재보다 큰 위킹능을 갖는 것인 흡수 용품.

청구항 28 

a) 액체 투과성 커버,

b) 가먼트 대향 표면을 갖는 액체 불투과성 배플,

c) 상기 커버와 상기 배플로 에워싸여져 있는 흡수체,

d) 상기 흡수체와 상기 배플 사이에 위치한 흡수용품의 번칭을 방지하는 습윤 탄성 부재,

e) 절첩될 수 있고 중앙 횡축을 따라 배열되어 있으며, 흡수용품의 종방향 측연부로부터 외측으
로 횡방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커버, 상기 습윤 탄성 부재 및 상기 배플을 포함하는 한 쌍의 탭,

f) 상기 배플의 상기 가먼트 대향 표면 상의 상기 종방향 측연부 사이 및 상기 각 탭 상에 존재
하는, 흡수용품을 내의에 고정시키기 위한 접착제 수단, 및

g) 상기 접착제 수단을 덮고 있는 박리성 페이퍼를 포함하고; 종축, 횡축 및 한쌍의 종방향 측연
부를 가지며;

상기 흡수체는 수직으로 배열된 제1 부재, 제2 부재 및 제3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부재는 
상기 커버 바로 아래에 배치되고 상기 종축을 따라 배열된 멜트블로운 재료로 된 스트립이며 상기 종축을 
따라 위킹능을 가지고, 상기 제2 부재는 상기 제1 부재 아래에 배치되며 상기 종축을 따라 상기 제1 부재
보다 작은 위킹능을 가지고, 상기 제2 부재는 C-절첩되어,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어 그 사이에 갭을 형성
하는 2개의 대향 배열된 연부를 가지며, 상기 C-절첩부는 상기 제2 부재가 구부러질 수 있게 함으로써 흡
수용품이 사용자의 신체에 꼭 맞게 하고, 상기 제3 부재는 상기 제2 부재에 인접하여 배치되고 상기 종축
을 따라 상기 제1 부재 및 상기 제2 부재보다 큰 위킹능을 갖는 것인 흡수 용품.

청구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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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을 가지고, 수직으로 배열된 제1 부재, 제2 부재 및 제3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제2 부재 및 
상기 제3 부재는 상기 제1 부재 아래에 배치되고, 상기 제1 부재는 체액이 흡수용품의 중앙부에 체류할 
것임을 나타내는 사용전 시각적 신호를 제공하며, 상기 제2 부재 및 상기 제3 부재는 각각 상기 종축을 
따라 위킹능을 갖되 상기 제3 부재가 상기 종축을 따라 상기 제2 부재보다 큰 위킹능을 갖고, 상기 제2 
부재는 상기 제3 부재의 폭보다 큰 폭을 갖고 300 g/㎡ 미만의 기초 중량을 갖는 것인 흡수용품.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부재가 잉크층인 흡수용품.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부재가 상기 제2 부재와 다른 색상을 갖는 것인 흡수용품.

청구항 32 

제29항에 있어서, 커버를 갖고 상기 제1 부재가 상기 커버와 다른 색상을 갖는 것인 흡수용품.

청구항 33 

제29항에 있어서, 커버를 갖고 상기 제1 부재가 상기 커버보다 진한 색상을 갖는 것인 흡수용품.

청구항 34 

종축을 갖고, 수직으로 배열된 제1 부재, 제2 부재 및 제3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제2 부재 및 
상기 제3 부재는 상기 제1 부재 아래에 배치되고, 상기 제1 부재는 체액이 흡수용품의 중앙부에 체류할 
것임을 나타내는 사용전 시각적 신호를 제공하며, 상기 제1 부재, 제2 부재 및 제3 부재는 각각 상기 종
축을 따라 위킹능을 갖고, 상기 제2 부재는 상기 종축을 따라 상기 제1 부재보다 작은 위킹능을 가지며, 
상기 제3 부재는 상기 종축을 따라 상기 제1 부재보다 큰 위킹능을 가지고, 상기 제2 부재는 300 g/㎡ 미
만의 기초 중량을 갖는 것인 흡수용품.

청구항 35 

a) 액체 투과성 커버,

b) 액체 불투과성 배플,

c) 상기 커버와 상기 배플 사이에 배치된, 한 쌍의 종방향으로 연장되는 측연부를 갖는 흡수체, 
및

d) 각각이 50 mg 내지 150 mg의 거얼리 강성도 및 0.5 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상기 종방향 측연
부로부터 외측으로 연장되는 한 쌍의 탭을 포함하는 흡수용품.

요약

본 발명은 강화된 위킹능을 갖는 흡수용품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흡수용품은 액체 투과성 커
버, 액체 불투과성 배플, 이들 사이에 위치하는 흡수체를 포함한다. 이 흡수체는 제1 부재, 제2 부재 및 
제3 부재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재는 신체에 의해 배설되는 체액에 대한 위킹능을 갖는다. 제1 부재는 
고위킹능을 가지며, 제2 부재는 제1 부재보다 작은 위킹능을 가지며, 제3 부재는 제2 부재보다 큰 위킹능
을 갖는다. 3개의 부재의 상이한 위킹능은 신체측 커버로부터 흡수용품내로의 체액의 체계적 하향 분산을 
촉진한다. 또한, 제2 부재는 흡수용품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 시각적 신호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제1 
부재 또는 제3 부재중 어느 하나와 같거나 또는 더 큰 폭을 갖는다. 제2 부재가 오염된 것으로 보일때 사
용자는 흡수용품을 교환함으로써 측면 누출 및 인접하는 언더가먼트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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