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A61F 13/15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7월12일

10-0738793

2007년07월05일

(21) 출원번호 10-2003-7006124 (65) 공개번호 10-2003-0044069

(22) 출원일자 2003년05월02일 (43) 공개일자 2003년06월02일

심사청구일자 2006년09월06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3년05월02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2001/046267 (87) 국제공개번호 WO 2002/41816

국제출원일자 2001년11월01일 국제공개일자 2002년05월30일

(81) 지정국 국내특허 : 감비아,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

아 헤르체고비나, 바베이도스, 불가리아, 브라질, 벨라루스, 캐나다, 스위스, 중국, 쿠바,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영국, 그루지야, 헝가리, 이스라엘, 아이슬랜드, 일

본, 케냐, 키르키즈스탐, 북한, 대한민국, 카자흐스탄, 세인트루시아, 스리랑카, 리베이라, 레소

토,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몰도바, 마다가스카르, 마케도니아공화국, 몽고, 말라

위, 멕시코, 노르웨이,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맨, 터어키, 트리

니아드토바고, 우크라이나,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러시

아, 수단, 스웨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안티구와바부다,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알제리, 모

로코,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벨리제, 모잠비크, 에쿠아도르, 필리핀, 가나, 그라나다, 콜롬비

아, 크로아티아, 인도네시아, 시에라리온, 인도, 세르비아 앤 몬테네그로, 짐바브웨,

AP ARIPO특허 : 케냐, 레소토, 말라위, 수단, 스와질랜드, 우간다, 시에라리온, 가나, 감비아,

짐바브웨, 모잠비크, 탄자니아,

EA 유라시아특허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키르키즈스탐, 카자흐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맨,

EP 유럽특허 :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스, 아일

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핀란드, 사이프러스, 터어

키,

OA OAPI특허 : 부르키나파소, 베닌, 중앙아프리카, 콩고, 코트디브와르, 카메룬, 가봉, 기니,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차드, 토고, 기니 비사우, 적도 기니,

(30) 우선권주장 09/706,150 2000년11월03일 미국(US)

(73) 특허권자 킴벌리-클라크 월드와이드, 인크.

미국 위스콘신주 54957-0349 니나 노쓰 레이크 스트리트 401

(72) 발명자 포즈니악,제니퍼,엘리자베쓰

미국54915위스콘신주애플톤스틸워터트레일더블유2965

블렌케,티모씨,제임스

미국54956위스콘신주니나밀브룩드라이브916

모리스,카산드라,엘리자베쓰

등록특허 10-0738793

- 1 -



미국22902버지니아주샤롯테스빌#401레이크클럽코트215

로에슬러,토마스,해롤드

미국54952위스콘신주메나샤그린데일코트1034

서프라이즈,조디,도로씨

미국54965위스콘신주파인리버아처코트더블유3151

보그트,로버트,유진

미국54956위스콘신주니나게이드라이브1121

(74) 대리인 위혜숙

장수길

(56) 선행기술조사문헌

US 6110157 A

GB 2244422 A

US 3386442 A

GB 2288316 A

심사관 : 최중환

전체 청구항 수 : 총 33 항

(54) 떼어낼 수 있는 약한 선 및 체결구를 갖는 팬티형 일회용흡수 용품

(57) 요약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은 흡수 샤시, 1쌍의 대항 측방 패널, 하나 이상의 약한 선 및 하나 이상의 체결구를 포함한다. 흡

수 샤시는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측방 연부 및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허리 연부를 규정한다. 각 대향 측방 패널

은 흡수 용품의 한 허리 영역에서 흡수 샤시의 측방 연부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전방 영구 결합부를 제공하는 제1 측방

마진을 규정한다. 또한, 대향 측방 패널은 흡수 용품의 다른 허리 영역에서 흡수 샤시의 측방 연부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후방 영구 결합부를 제공하는 제2 측방 마진을 규정한다. 체결구 및 약한 선은 측방 패널 중 하나에 위치하며, 약한 선은 체

결구를 영구 결합부 중 하나로부터 분리한다. 체결구는 약한 선이 파단된 후에 유리되어 하나 이상의 측방 패널을 흡수 용

품의 대향 허리 영역에 재체결 가능하게 맞물리는데 사용되도록 구성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흡수 코어, 외면, 외면 반대쪽의 내면,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측방 연부 및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허리 연부

를 규정하는 흡수 샤시,

b) 상기 흡수 샤시의 상기 측방 연부로부터 바깥쪽으로 횡방향으로 연장되어 있고, 전방 허리 영역을 후방 허리 영역에 연

결하여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의 허리 개구 및 1쌍의 다리 개구를 규정하며, 각각 상기 전방 허리 영역에서 상기 흡수 샤

시의 상기 측방 연부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1쌍의 전방 영구 결합부를 제공하는 제1 측방 마진(side margin) 및 상기 후

방 허리 영역에서 상기 흡수 샤시의 상기 측방 연부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1쌍의 후방 영구 결합부를 제공하는 제2 측방

마진을 규정하는 1쌍의 대향하는 측방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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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상기 측방 패널 중 하나에 위치한 체결구, 및

d) 상기 측방 패널에 위치하여 상기 체결구를 상기 전방 영구 결합부 또는 상기 후방 영구 결합부 중 하나로부터 분리하는

약한 선을 포함하고,

상기 체결구는 상기 약한 선이 파단된 후에야 유리되며(released), 흡수 용품의 상기 전방 허리 영역 또는 상기 후방 허리

영역 중 하나에서 흡수 용품의 하나 이상의 상기 측방 패널을 상기 흡수 샤시의 상기 외면에 재체결가능하게 맞물리도록

구성되는,

전방 허리 영역, 후방 허리 영역, 허리 영역들 사이에 연장되어 있어 그들을 연결하는 가랑이 영역, 종방향 및 횡방향을 규

정하는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구가 후크 앤드 루프 체결구인 흡수 용품.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흡수 샤시의 상기 외면 상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부착 패널을 더 포함하며, 상기 체결구가 상기 부착

패널을 재체결가능하게 맞물리도록 구성된 흡수 용품.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흡수 샤시가 상기 흡수 샤시의 상기 외면을 제공하는 외부 커버를 포함하고, 상기 체결구가 상기 흡

수 샤시의 상기 외부 커버에 직접 재체결가능하게 맞물리도록 구성된 흡수 용품.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측방 패널이 적어도 상기 횡방향으로 연신성인 흡수 용품.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측방 패널의 넥-결합 적층물 재료인 흡수 용품.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구가 연신성인 흡수 용품.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측방 패널이 연신성이고, 상기 체결구가 상기 측방 패널과 상이한 정도의 연신성을 규정하는 흡수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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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구가 상기 측방 패널의 일부에 부착된 체결 부재에 의해 제공되는 흡수 용품.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구가 체결구 윤곽을 규정하고 상기 체결구 윤곽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약한 선에 의해 제공

된 흡수 용품.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구 윤곽이 곡선형인 흡수 용품.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약한 선이 허리 개구에서 상기 다리 개구 중 하나로 연장된 연속적인 선을 규정하는 흡수 용품.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약한 선이 천공의 선인 흡수 용품.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천공의 선이 초음파 구멍인 흡수 용품.

청구항 15.

a) 흡수 코어, 외면, 외면 반대쪽의 내면,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측방 연부 및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허리 연부

를 규정하는 흡수 샤시,

b) 흡수 용품의 후방 허리 영역에서 상기 흡수 샤시의 상기 측방 연부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1쌍의 후방 영구 결합부를

제공하는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연신성 후방 패널,

c) 흡수 용품의 전방 허리 영역에서 상기 흡수 샤시의 상기 측방 연부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1쌍의 전방 영구 결합부를 제

공하는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연신성 전방 패널,

d) 상기 각 전방 패널에 위치한 체결구, 및

e) 상기 각 전방 패널에 위치하며 상기 체결구를 상기 전방 영구 결합부로부터 분리하는 약한 선을 포함하며,

상기 흡수 샤시의 각 측방 연부의 상기 전방 패널 및 상기 후방 패널은 측방 이음매에서 영구적으로 함께 연결되어 1쌍의

측방 영구 결합부를 제공하고, 허리 개구 및 1쌍의 다리 개구를 규정하여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을 제공하며,

상기 체결구는 약한 선이 파단된 후에야 유리되고, 흡수 용품의 상기 전방 허리 영역에서 상기 전방 패널을 상기 흡수 샤시

의 상기 외면에 재체결가능하게 맞물리도록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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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허리 영역, 후방 허리 영역, 허리 영역들 사이에 연장되어 있어 그들을 연결하는 가랑이 영역, 종방향 및 횡방향을 규

정하는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구가 후크 앤드 루프 체결구인 흡수 용품.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구가 연신성인 흡수 용품.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구가 상기 전방 측방 패널과 상이한 정도의 연신성을 규정하는 흡수 용품.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구가 상기 전방 측방 패널의 일부에 부착된 체결 부재에 의해 제공되는 흡수 용품.

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구가 각각 체결구 윤곽을 규정하고, 상기 체결구 윤곽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약한 선에 의

해 제공되는 흡수 용품.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구 윤곽이 곡선형인 흡수 용품.

청구항 22.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약한 선이 천공의 선인 흡수 용품.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각 천공의 선이 초음파 구멍인 흡수 용품.

청구항 24.

a) 흡수 코어, 외면, 외면 반대쪽의 내면,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측방 연부 및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허리 연부

를 규정하는 흡수 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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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흡수 용품의 후방 허리 영역에서 상기 흡수 샤시의 상기 측방 연부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1쌍의 후방 영구 결합부를

제공하는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연신성 후방 패널,

c) 흡수 용품의 전방 허리 영역에서 상기 흡수 샤시의 상기 측방 연부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1쌍의 전방 영구 결합부를 제

공하는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연신성 전방 패널,

d) 상기 각 후방 패널에서 상기 측방 영구 결합부에 인접하여 위치한 체결구, 및

e) 상기 각 후방 패널에 위치하며 상기 체결구를 상기 후방 영구 결합부로부터 분리하는 약한 선을 포함하며,

상기 흡수 샤시의 각 측방 연부의 상기 전방 패널 및 상기 후방 패널은 측방 이음매에서 영구적으로 함께 연결되어 1쌍의

측방 영구 결합부를 제공하고, 허리 개구 및 1쌍의 다리 개구를 규정하여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을 제공하며,

상기 체결구는 약한 선이 파단된 후에만 유리되고, 흡수 용품의 상기 전방 허리 영역에서 상기 후방 패널을 상기 흡수 샤시

의 상기 외면에 재체결가능하게 맞물리도록 구성된,

전방 허리 영역, 후방 허리 영역, 허리 영역들 사이에 연장되어 있어 그들을 연결하는 가랑이 영역, 종방향 및 횡방향을 규

정하는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구가 후크 앤드 루프 체결구인 흡수 용품.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구가 연신성인 흡수 용품.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구가 상기 후방 측방 패널과 상이한 정도의 연신성을 규정하는 흡수 용품.

청구항 28.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구가 상기 후방 측방 패널의 일부에 부착된 체결 부재에 의해 제공되는 흡수 용품.

청구항 29.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구가 각각 체결구 윤곽을 규정하고, 상기 체결구 윤곽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약한 선에 의

해 제공된 것인 흡수 용품.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구 윤곽이 곡선형인 흡수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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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약한 선이 천공의 선인 흡수 용품.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각 천공의 선이 초음파 구멍인 흡수 용품.

청구항 33.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각 측방 이음매가 2개 이상의 종방향으로 이격된 영구 결합을 포함하고, 상기 체결구가 상기 종방

향으로 이격된 결합 사이의 상기 측방 이음매에 위치하고, 상기 각 약한 선이 사이에 위치하여 상기 체결구를 상기 종방향

으로 이격된 영구 결합과 분리하는 흡수 용품.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신체 분비물을 함유하는 데 적합화된 일회용 흡수 용품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은 하나 이상

의 떼어낼 수 있는 약한 선 및 체결구를 갖는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기저귀, 용변연습용 팬티 또는 실금용 가먼트와 같은 흡수 용품은 착용자의 둘레에 꼭 맞고 편안한 맞음새를 제공하고 신

체 분비물을 함유하는 것이 요망된다. 또한, 이러한 흡수 용품은 더러워진 후에는 돌보는 사람 또는 착용자 옷과 같은 주위

영역을 바람직하지 않게 더럽히지 않으면서 편리하고 깨끗하게 착용자로부터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요망된다. 몇몇 경우에

서는, 또한 이러한 흡수 용품은 그것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면 착용자 또는 돌보는 사람이 흡수 용품을 쉽게 잡아당겨 입히

고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착용자의 히프 위아래로 잡아당길 수 있는 것이 요망된다. 이 경우, 돌보는 사람 또는 착용자가

통상적인 기저귀와 유사하게 엎드린 착용자에게 흡수 용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또한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흡수 용

품은 어린이의 용변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통상적인 기저귀는 미리 체결된 상태로 제공되지 않고, 전형적으로 접착 테이프 체결구 또는 후크 앤드 루프(hook and

loop)형 체결구와 같은 통상적인 체결구에 의해 사용시 착용자 히프 둘레에 떼어낼 수 있게 연결되는 전방 허리부 및 후방

허리부를 포함하였다. 예를 들면, 통상적인 체결구는 전형적으로 기저귀의 후방 허리 영역에서 기저귀의 가장 바깥쪽 귀퉁

이에 위치하는 접착 테이프 탭 및 기저귀의 전방 허리부의 기저귀의 외부 커버의 외면에 위치하는, 테이핑 패널과 같은 상

보적 체결구와 같은 1쌍의 체결구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형태에서는, 기저귀를 착용자가 누워 있을 때 착용자의 다리 사이

에 놓고 접착테이프 탭을 테이핑 패널에 떼어낼 수 있게 부착해서 기저귀의 후방 허리부를 전방 허리부에 고착함으로써 기

저귀를 착용자의 허리 둘레에 고착시킨다. 이러한 통상적인 기저귀는 착용자 둘레에서 체결하기가 쉽고 사용 후에는 돌보

는 사람을 바람직하지 않게 더럽히지 않으면서 착용자로부터 제거하기가 쉽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적인 기저귀는 팬티형

의 미리 체결된 형태로 제공되지 않고, 따라서 체결구가 부착되어 있을 때 착용자의 히프 위아래로 잡아당겨지도록 구성되

어 있지 않다.

신체 분비물을 효과적으로 함유하고 착용자의 히프 위아래로 잡아당겨질 수 있는 흡수 용품을 제공하기 위한 몇가지 시도

가 행해져왔다. 예를 들면, 통상적인 용변연습용 팬티와 같은 몇몇 통상적인 흡수 용품은 흡수 용품의 전방 허리부와 후방

허리부를 연결하는 일체형 측방 패널을 포함하였다. 측방 패널은 필요하면 흡수 용품이 착용자의 히프 위아래로 잡아당겨

질 수 있도록 흡수 용품의 허리 개구가 늘어날 수 있게 하는 신장성이도록 제조되었다. 또한, 이러한 측방 패널은 용변연습

용 팬티가 더러워진 후에는 그것을 착용자로부터 제거하기 위해 찢겨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 중 많은 시도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용변연습용 팬티와 같은 흡수 용품은 착용

자의 히프 위아래로 잡아당겨지기에 충분하게 늘어날 수는 있지만 착용자에게 꼭 맞는 순응적인 맞음새를 반드시 달성할

수는 없었다. 종종, 이러한 용변연습용 팬티는 착용자의 허리에 느슨하게 맞고, 이것은 누출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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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흡수 용품들 중 많은 것들이 착용자에게 보다 순응적인 맞음새를 달성하도록 조정될 수

있는 통상적인 기저귀형 용품만큼 효과적으로 신체 분비물을 함유하지 못했다. 또한, 통상적인 용변연습용 팬티처럼 일체

형 측방 패널을 갖는 흡수 용품은 그것이 더러워졌는지를 검사하고 더러워진 흡수 용품을 제거하는 것이 언제나 완전히 만

족스럽지는 못했다. 예를 들면, 측방 패널은 흡수 용품을 착용자의 히프 아래로 잡아당기는 대신 착용자의 허리로부터 흡

수 용품을 제거하려고 시도할 때 찢기가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이들 통상적인 용변연습용 팬티의 대부분은 통상적인 기저

귀로서 적용될 수 있는 선택성을 제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개선된 흡수 용품을 개발하려는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용변연습용 팬티 및 통상적인 기저귀 양쪽 모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흡수 용품이 여전히 필요하다. 즉, 신체 분비물을 효과적으로 함유하도록 착용자에게

순응하고, 개방하지 않고 착용자의 히프 및 엉덩이 위아래로 잡아당겨질 수 있으며, 착용자에게 쉽게 고착되고 착용자로부

터 편리하고 깨끗하게 제거되며, 돌보는 사람이 검사하기가 쉬워 흡수 용품이 더러워졌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흡수 용품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은 통상적인 기저귀처럼 엎드려 있는 착용자에게 적용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발명의 요약>

위에서 논의한 어려움 및 문제점들에 응하여, 하나 이상의 약한 선 및 하나 이상의 체결구를 갖는 신규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을 개발하였다. 일면으로, 본 발명은 전방 허리 영역, 후방 허리 영역, 허리 영역들 사이에 연장되어 있어 그들을 연결

하는 가랑이 영역, 종방향 및 횡방향을 규정하는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에 관한 것이다. 흡수 용품은 흡수 코어, 외면, 외

면 반대쪽의 내면,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측방 연부 및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허리 연부를 규정하는 흡수 샤시

를 포함한다. 흡수 용품은 또한 흡수 샤시의 측방 연부로부터 바깥쪽으로 횡방향으로 연장되어 있고, 전방 허리 영역을 후

방 허리 영역에 연결하여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의 허리 개구 및 1쌍의 다리 개구를 규정하는 1쌍의 대향하는 측방 패널

을 포함한다. 각 측방 패널은 흡수 용품의 전방 허리 영역에서 흡수 샤시의 측방 연부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1쌍의 전방

영구 결합부를 제공하는 제1 측방 마진(side margin)을 규정한다. 각 측방 패널은 또한 후방 허리 영역에서 흡수 샤시의 측

방 연부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1쌍의 후방 영구 결합부를 제공하는 제2 측방 마진을 규정한다. 흡수 용품은 또한 측방 패

널 중 하나에 위치한 체결구를 포함한다. 흡수 용품은 또한 하나의 측방 패널에 위치하여 체결구를 전방 또는 후방 영구 결

합부 중 하나로부터 분리하는 약한 선을 포함한다. 체결구는 약한 선이 파단된 후에야 유리되며(released), 흡수 용품의 전

방 허리 영역 또는 후방 허리 영역 중 하나에서 흡수 용품의 한 측방 패널을 흡수 샤시의 외면에 재체결가능하게 맞물리도

록 구성된다.

또다른 면으로, 본 발명은 전방 허리 영역, 후방 허리 영역, 허리 영역들 사이에 연장되어 있어 이들을 연결하는 가랑이 영

역, 종방향 및 횡방향을 규정하는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에 관한 것이다. 흡수 용품은 흡수 코어, 외면, 외면의 반대쪽의

내면,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측방 연부 및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허리 연부를 규정하는 흡수 샤시를 포함한다.

흡수 용품은 또한 흡수 용품의 후방 허리 영역에서 흡수 샤시의 측방 연부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1쌍의 후방 영구 결합부

를 제공하는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연신성 후방 패널을 포함한다. 흡수 용품은 또한 흡수 용품의 전방 허리 영역에서

흡수 샤시의 측방 연부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1쌍의 전방 영구 결합부를 제공하는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연신성 전

방 패널을 포함한다. 또한, 흡수 샤시의 각 측방 연부의 전방 패널 및 후방 패널은 측방 이음매에서 영구적으로 함께 연결

되어 1쌍의 측방 영구 결합부를 제공하고, 허리 개구 및 1쌍의 다리 개구를 규정하여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을 제공한다.

흡수 용품은 또한 각 전방 패널에 위치한 체결구를 포함한다. 흡수 용품은 또한 체결구를 전방 영구 결합부로부터 분리하

는 약한 선을 각 전방 패널에 포함한다. 체결구는 약한 선이 파단된 후에야 유리되며, 흡수 용품의 전방 허리 영역에서 전

방 패널을 흡수 샤시의 외면에 재체결가능하게 맞물리도록 구성된다.

또다른 면으로, 본 발명은 전방 허리 영역, 후방 허리 영역, 허리 영역들 사이에 연장되어 있어 이들을 연결하는 가랑이 영

역, 종방향 및 횡방향을 규정하는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에 관한 것이다. 흡수 용품은 흡수 코어, 외면, 외면의 반대쪽의

내면,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측방 연부 및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허리 연부를 규정하는 흡수 샤시를 포함한다.

흡수 용품은 또한 흡수 용품의 후방 허리 영역에서 흡수 샤시의 측방 연부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1쌍의 후방 영구 결합부

를 제공하는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연신성 후방 패널을 포함한다. 흡수 용품은 또한 흡수 용품의 전방 허리 영역에서

흡수 샤시의 측방 연부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1쌍의 전방 영구 결합부를 제공하는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신장성 전

방 패널을 포함한다. 또한, 흡수 샤시의 각 측방 연부의 전방 패널 및 후방 패널은 측방 이음매에서 영구적으로 함께 연결

되어 1쌍의 측방 영구 결합부를 제공하고, 허리 개구 및 1쌍의 다리 개구를 규정하여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을 제공한다.

흡수 용품은 또한 각 후방 패널에서 측방 영구 결합부에 인접하게 위치한 체결구를 포함한다. 흡수 용품은 또한 각 후방 패

널에 위치하고 체결구를 측방 영구 결합부로부터 분리하는 약한 선을 포함한다. 체결구는 약한 선이 파단된 후에야 유리되

며, 후방 패널을 흡수 용품의 전방 허리 영역에 재체결가능하게 맞물리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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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체결구 및 약한 선을 포함하는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을 유리하게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은 통상적인 용변연

습용 팬티와 유사하게 착용자의 용변훈련에 도움을 주도록 착용자의 히프 위아래로 신뢰성있게 잡아당겨질 수 있는 팬티

형 일회용 흡수 용품을 제공한다. 또한, 통상적인 기저귀와 유사하게, 본 발명의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의 특정 형태는

유리하게는 통상적인 기저귀와 유사하게 착용자에게 적용하고 착용자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팬티형 일회

용 흡수 용품은 통상적인 기저귀와 유사하게 용품이 더러워졌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돌보는 사람이 쉽

게 검사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본 발명은 팬티형 흡수 용품 및 통상적인 기저귀 모두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이중 용도의 흡

수 용품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은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의 개방 및 제거를 용이하게 하는 약한 선을 제공한

다. 따라서, 팬티형 기저귀가 팬티 형태로 제공되어 팬티 형태를 유지하나, 특정 형태로, 원할 경우 돌보는 사람 또는 착용

자가 흡수 용품을 쉽게 개방하여 통상적인 기저귀처럼 사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약한 선은 흡수 용품이 통상적인

형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느 곳에서 팬티형 흡수 용품의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착용자 또는 돌보는 사

람이 식별하는 것을 돕는다. 또한, 약한 선이 개방된 후, 개방 연부는 누덕누덕하지 않고 깔끔한 외관을 유지함으로써, 흡

수 용품이 통상적인 형태로 사용될 경우 보다 만족스러운 기저귀 외관을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결구는 팬티형 흡

수 용품의 다른 부품들 또는 그의 조합물에 의해 제공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으로 사용되어 체결구

를 제공할 수 있는 부품들로는 약한 선, 연신성 측방 패널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체결구는 팬티형 흡수 용품이

팬티 형태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착용자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나, 떼어낼 수 있는 결합부가 풀린 후에는 착

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결구를 기존의 흡수 용품 위치에 적용하는 것은 제조를 쉽게 하고 잉여 재료를 감소

시켜 비용을 감소시킨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신체로부터 방출되는 다양한 분비물을 흡수 및 함유하도록 하기 위해 착용자 몸에 인접해서 착용하기에 적합하

게 된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에 관한 것이다. 팬티형 흡수 용품은 착용자의 히프 및 엉덩이 위아래로 잡아당겨질 수 있으

면서 신체 분비물을 효과적으로 함유하도록 착용자 몸에 꼭 맞게 순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흡수 용품은 착용자의

허리에 고착되고 착용자의 허리에서 바로 제거되고 사용 중에 그것이 더러워졌는지 아닌지를 쉽게 검사하여 결정할 수 있

도록 하나 이상의 약한 선 및 하나 이상의 체결구를 포함한다. 이처럼, 본 발명의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은 팬티 형태로

있을 때는 통상적인 용변연습용 팬티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특정 형태에서 약한 선을 개방하고, 체결구

를 사용하여 본 발명의 일회용 흡수 용품이 통상적인 기저귀와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은 제

한된 사용 후 폐기되도록 의도되어 재사용을 위해 세탁되거나 또는 다르게 복구되지 않도록 의도된 용품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은 유아의 하부 몸통 둘레에 착용하기에 적합하게 된 일회용 팬티형 기저귀 용품을 가

지고 설명할 것이다. 특히,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은 측방 패널, 하나 이상의 약한 선 및 하나 이상의 체결구를 갖는 팬티

형 일회용 기저귀를 가지고 설명할 것이다. 본 발명의 용품 및 방법은 성인 실금용품, 용변연습용 팬티, 여성용 위생 용품,

다른 개인 위생 또는 건강 관리 가먼트 등과 같은 다른 종류의 흡수 용품에도 마찬가지로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도 1은 일반적으로 (20)으로 표시한 본 발명의 팬티형 일회용 기저귀의 한 예를 대표적으로 예시한다. 도 2는 도 1의 팬티

형 기저귀의 정면도를 대표적으로 예시한다. 도 3은 팬티형 기저귀 (20)의 별법의 형태의 정면도를 대표적으로 예시한다.

도 4는 착용자의 옷에 접촉하는 용품의 표면이 관측자를 향하도록 측방 영구 결합부를 개방하고 펼쳐서 평평한 상태로 놓

고 기저의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 물품을 부분적으로 잘라낸 도 1의 팬티형 기저귀를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도 4에 예시한

바와 같이, 기저귀 (20)은 전방 허리 영역 (22), 후방 허리 영역 (24), 전방 허리 영역 (22)와 후방 허리 영역 (24) 사이에 연

장되어 있어 그들을 연결하는 가랑이 영역 (26), 종방향 (38) 및 횡방향 (40)을 규정한다.

예시된 팬티형 기저귀 (20)은 흡수 샤시 (28) 및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측방 패널 (48)을 포함한다. 흡수 샤시 (28)은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측방 연부 (30),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허리 연부 (32), 착용자와 접촉하도록 구성된 내

면 (34), 및 사용시 착용자의 옷과 접촉하도록 구성된, 내면 (34)의 반대쪽의 외면 (36)을 규정한다. 도 4에 대표적으로 예

시된 바와 같이 흡수 샤시 (28)은 외부 커버 (42), 외부 커버 (42) 위에 중첩된 관계로 그와 연결된 신체측 라이너 (44), 및

외부 커버 (42)와 신체측 라이너 (44) 사이에 위치하는 흡수 코어 (46)을 포함한다. 측방 패널 (48)은 전방 허리 영역 (22)

및 후방 허리 영역 (24)에서 흡수 샤시 (28)의 각 대향 측방 연부 (30)으로부터 횡방향으로 바깥쪽으로 연장되고 각 측방

연부 사이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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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허리 영역 (22)는 착용시 착용자의 전방에 위치하는 기저귀 (20)의 부분을 포함하고, 후방 허리 영역 (24)는 착용시

착용자의 후방에 위치하는 기저귀 (20)의 부분을 포함한다. 기저귀 (20)의 가랑이 영역 (26)은 착용시 착용자의 다리 사이

에 위치하고 착용자의 하부 몸통을 덮는 기저귀 (20)의 부분을 포함한다. 측방 패널 (48)은 착용시 착용자의 측방 히프 영

역에 위치하는 기저귀의 부분을 포함한다. 흡수 샤시 (28)의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측방 연부 (30) 및 기저귀 (20)의 측방

패널 (48)은 일반적으로 다리 개구를 규정하고, 이 다리 개구는 곡선형일 수 있다. 기저귀 (20)의 흡수 샤시 (28)의 허리 연

부 (32) 및 측방 패널 (48)은 착용시 착용자의 허리를 에워싸고, 부착되거나 체결되어 있을 때는 허리 둘레 치수를 규정하

는 허리 개구를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도 1, 2 및 4에 예시된 바와 같이, 팬티형 기저귀 (20)의 측방 패널 (48) 중 하나 이상은 체결구 (60)과 조합된 하나 이상의

약한 선 (62)를 포함한다. 측방 패널 (48)은 허리 영역 (22) 또는 (24) 중 하나에서 영구 결합 (64)를 통해 흡수 샤시 (28)의

측방 연부 (30)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영구 결합부 (76)를 제공한다. 하나 이상의 약한 선 (62)는 또한 팬티형 기저귀를

통상적인 형태로 사용하기 위한 개방 방법을 제공한다. 팬티형 기저귀 (20)은 하나 이상의 약한 선 (62)에 인접하여 위치한

하나 이상의 체결구 (60)를 더 포함한다. 체결구 (60)은 약한 선이 개방된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예시된 본 발명

의 기저귀 (20)은 체결구 (60)이 떼어낼 수 있게 맞물리는 흡수 샤시 (28)의 외면 (36)에 위치하는 부착 패널 (82)를 더 포

함할 수 있다.

흡수 샤시 (28)은 착용자로부터 방출된 신체 분비물을 함유 및(또는) 흡수하도록 구성된다. 반면, 측방 패널 (48), 영구 결

합부 (76) 및 체결구 (60)은 기저귀 (20)을 착용자의 허리 둘레에 유지시키고 팬티형 외관을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기저귀

(20)은 당업계 숙련자들에게 공지된 것과 같은 다리 탄성체 (54), 보유 플랩 (56) 및 허리 탄성체 (58)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기저귀 (20)의 개별 부품들은 기저귀 (20)의 의도된 용도에 따라서 임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팬티형 기저귀 (20)은 다양한 적합한 형상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4에 예시된 바와 같은 개방된 형태에서, 기저귀는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T-형 또는 거의 모래시계형일 수 있다. 나타낸 실시양태에서, 기저귀 (20)은 체결되지 않은 형태에

서 일반적으로 I-형이다. 본원과 관련해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저귀 형태의 예 및 기저귀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다른 기저

귀 부품들은 본원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된 메이어(Meyer) 등의 미국 특허 제4,798,603호(1989년 1월 17일자로 등록됨),

버나딘(Bernardin) 등의 미국 특허 제5,176,668호(1993년 1월 5일자로 등록됨), 브루머(Bruemmer) 등의 미국 특허 제

5,176,672호(1993년 1월 5일자로 등록됨), 프록스마이어(Proxmire) 등의 미국 특허 제5,192,606호(1993년 3월 9일자

로 등록됨) 및 한슨(Hanson) 등의 미국 특허 제5,509,915호(1996년 4월 23일자로 등록됨)에 기술되어 있다. 본 발명의

다양한 면 및 형태는 부드러움, 신체 순응성, 착용자 피부에 홍반 발생 감소, 피부 수화 감소, 신체 분비물 함유 개선 및 개

선된 심미감의 독특한 조합을 제공할 수 있다.

기저귀 (20)의 여러 부품들은 접착제, 음파 및 열 결합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적합한 부착 수단을 이용하

여 함께 일체를 이루도록 조립된다. 나타낸 실시양태에서, 예를 들어, 외부 커버 (42) 및 신체측 라이너 (44)는 핫멜트 감압

접착제와 같은 접착제로 상호간에 및 흡수 코어 (46)에 조립된다. 접착제는 접착제의 균일한 연속 층으로서, 접착제의 패

턴화된 층으로서, 접착제의 분무된 패턴으로서 또는 접착제의 일렬의 분리된 선, 나선 또는 도트로서 적용할 수 있다. 별법

으로, 흡수 코어 (46)은 버튼, 후크 앤드 루프형 체결구, 접착 테이프 체결구 등과 같은 통상적인 체결구를 사용하여 외부

커버 (42)에 연결할 수 있다. 기저귀 (20)의 다른 부품들은 유사한 수단을 사용하여 적합하게 함께 연결할 수 있다. 마찬가

지로, 탄성 부재 (54) 및 (58) 및 체결구 (60)과 같은 다른 기저귀 부품들은 상기 부착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기저귀 (20)에

조립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대부분의 기저귀 부품들은 제조 비용 절감을 위해 초음파 결합 기술을 이용하여 함께 조립

한다.

도 1 내지 4에 대표적으로 예시된 바와 같이, 팬티형 기저귀 (20)의 흡수 샤시 (28)의 외부 커버 (42)는 적합하게는 액체

투과성 또는 액체 불투과성인 재료로 이루어질 수 있다. 외부 커버 (42)는 실질적으로 액체 불투과성인 재료로부터 형성되

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전형적인 외부 커버는 얇은 플라스틱 필름 또는 다른 가요성 액체 불투과성 재료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부 커버 (42)는 약 0.013 ㎜(0.5 mil) 내지 약 0.051 ㎜(2.0 mil)의 두께를 갖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더 천 같은 감촉을 주는 외부 커버 (42)를 제공하는 것이 요망되는 경우, 외부 커버 (42)는

폴리올레핀 섬유의 스펀본드 웹과 같은 부직 웹이 외면에 적층된 폴리올레핀 필름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약 0.015

㎜(0.6 mil)의 두께를 갖는 신장-박막화(stretch-thinned) 폴리프로필렌 필름에 폴리프로필렌 섬유의 스펀본드 웹이 열에

의해 적층될 수 있다. 폴리프로필렌 섬유는 필라멘트 당 약 1.5 내지 2.5 데니어의 두께를 가지고, 그의 부직 웹은 평방미

터 당 약 17 그램(평방야드 당 0.5 온스)의 기본 중량을 갖는다. 외부 커버 (42)는 이 외에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2성분

섬유와 같은 2성분 섬유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천 같은 외부 커버를 형성하는 방법은 당업계 숙련자에게 공지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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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부 커버 (42)는 흡수 코어 (46)에 인접 또는 근접한 선택된 영역에 요망되는 수준의 액체 불투과성을 부여하도록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구조화되거나 또는 처리된 직포 또는 부직포 섬유 웹 층으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임의로,

외부 커버 (42)는 액체 분비물은 외부 커버 (42)를 통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증기는 흡수체 (28)로부터 빠져나가도

록 하는 미세다공성 "통기성" 재료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외부 커버 (42)는 미세다공성 필름에 적층된 증기투과

성 부직포 표면 층을 포함할 수 있다. 적합한 "통기성" 외부 커버 재료는 본원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된, 맥코맥

(McCormack) 등의 미국 특허 제5,695,868호 및 굿(Good) 등의 미국 특허 제5,843,056호(1998년 12월 1일자로 등록됨)

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외부 커버 (42)는 신장-열 적층물(STL), 넥-결합 적층물(NBL) 또는 신장-결합 적층물(SBL) 재

료와 같은 탄성체 재료일 수도 있다. 이러한 재료의 제조 방법은 당업계에 널리 공지되어 있고, 본원에 참고문헌으로 인용

된, 위스네스키(Wisneski) 등의 미국 특허 제4,663,220호(1987년 5월 5일자로 등록됨), 모르몬(Mormon) 등의 미국 특

허 제5,226,992호(1993년 7월 13일자로 등록됨), 및 테일러(Taylor) 등의 유럽특허출원 EP 제0,217,032호(1987년 4월

8일자로 공개됨)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외부 커버 (42)는 심미적으로 보다 더 만족스러운 외관을 제공하기 위해 엠보싱

하거나, 또는 그 외에, 매트 피니쉬(matte finish)가 제공할 수 있다.

도 4에 대표적으로 예시한 바와 같이, 신체측 라이너 (44)는 적합하게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있고 착용자 피부에 비

자극적인 신체측으로 향하는 표면을 나타낸다. 또한, 신체측 라이너 (44)는 착용자에게 상대적으로 건조한 표면을 제공하

도록 하기 위해 흡수 코어 (46)보다 덜 친수성일 수 있고, 그의 두께를 통해 액체가 쉽게 침투하게 하는 액체 투과성이 있도

록 하기 위해 충분히 다공성일 수 있다. 적합한 신체측 라이너 (44)는 폭넓은 선택 범위의 웹 재료, 예를 들면 다공성 발포

체, 망상 발포체, 천공 플라스틱 필름, 천연 섬유(예를 들어, 양모 또는 면 섬유), 합성 섬유(예를 들어, 폴리에스테르 또는

폴리프로필렌 섬유), 또는 천연 섬유 및 합성 섬유의 조합물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적합하게는, 신체측 라이너 (44)는 착

용자의 피부를 흡수 코어 (46)에 보유된 액체로부터 격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

신체측 라이너 (44)에는 다양한 직포 및 부직포가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체측 라이너는 폴리올레핀 섬유의 멜트블

로운 또는 스펀본디드 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신체측 라이너는 천연 및(또는) 합성 섬유로 이루어진 본디드-카디

드 웹일 수 있다. 신체측 라이너는 실질적으로 소수성인 재료로 이루어질 수 있고, 소수성 재료는 요망되는 수준의 습윤성

및 친수성을 부여하기 위해 임의로 계면활성제로 처리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가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별한 실시

양태에서, 신체측 라이너 (44)는 평방미터 당 약 20 그램의 기본 중량 및 입방 센티미터 당 약 0.13 그램의 밀도를 갖는 웹

으로 형성된 약 2.8 내지 3.2 데니어 섬유로 이루어진 폴리프로필렌 스펀본드 부직포를 포함한다. 이 직물은 아코벨 베이

스(AHCOVEL Base) N-62라는 상품명으로 호쥐슨 텍스타일 케미칼스, 인크.(Hodgson Textile Chemicals, Inc.)로부터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계면활성제 약 0.3 중량％로 표면처리할 수 있다. 계면활성제는 분무, 인쇄, 브러쉬 코팅 등과 같은

임의의 통상적인 수단에 의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계면활성제는 신체측 라이너 (44) 전체에 적용하거나, 또는 기저귀의

종방향 중심선을 따른 중앙 구역과 같이 신체측 라이너 (44)의 특정 구역에 그 구역의 습윤성을 보다 크게 제공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신체측 라이너 (44)는 착용자의 피부를 처리하거나 또는 거기에 전달되도록 구성된 로

션 또는 처리제를 적용해서 포함할 수 있다.

도 4에 대표적으로 예시된 팬티형 기저귀 (20)의 흡수 코어 (46)은 적합하게는 흔히 초흡수성 물질로 공지된 고흡수성 물

질의 입자들과 혼합된, 셀룰로오스 플러프의 웹과 같은 친수성 섬유의 매트릭스를 포함할 수 있다. 특별한 실시양태에서,

흡수 코어 (46)은 목재 펄프 플러프와 같은 셀룰로오스 플러프의 매트릭스 및 초흡수성 하이드로겔 형성 입자를 포함한다.

목재 펄프 플러프는 합성 중합체 멜트블로운 섬유로 교체될 수 있거나, 또는 멜트블로운 섬유와 천연 섬유의 조합물로 교

체될 수 있다. 초흡수성 입자는 친수성 섬유와 실질적으로 균일하게 혼합되거나, 또는 불균일하게 혼합될 수 있다. 또한,

플러프 및 초흡수성 입자는 신체 분비물을 보다 잘 함유하고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 흡수 코어 (46)의 요망되는 대역에 선

택적으로 놓을 수 있다. 또한, 초흡수성 입자의 농도는 흡수 코어 (46)의 두께 방향으로 다양할 수 있다. 별법으로, 흡수 코

어 (46)은 섬유 웹의 적층물 및 초흡수성 재료 또는 국한된 영역에 초흡수성 재료를 유지시키는 다른 적합한 수단을 포함

할 수 있다.

흡수 코어 (46)은 임의의 수많은 형상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흡수 코어는 직사각형, I-형 또는 T-형일 수 있다. 일반

적으로, 흡수 코어 (46)은 기저귀 (20)의 가랑이 영역에서 좁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흡수 코어 (46)은 가랑이

영역 (26)에서의 폭 치수가 약 2.5 내지 약 12.7 ㎝(1.0 내지 약 5.0 인치), 바람직하게는 약 7.6 ㎝(3.0 인치) 이하일 때 특

히 유용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흡수 코어 (46)의 좁은 가랑이 폭 치수는 흡수 샤시 (28)이 착용자의 다리 사이에서 보다 잘

맞게 한다. 흡수 코어 (46)의 크기 및 흡수 용량은 의도된 착용자의 크기 및 흡수 용품의 의도된 용도에 의해 부여되는 액체

부하에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

고흡수성 재료는 천연, 합성 및 개질된 천연 중합체 및 재료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고흡수성 재료는 실리카겔과 같은 무기

물질, 또는 가교된 중합체와 같은 유기 화합물일 수 있다. "가교된"이라는 용어는 정상적으로는 수용성인 재료를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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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불용성이지만 수팽윤성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이라도 의미한다. 이러한 수단은 예를 들면 물

리적 엉킴, 결정성 도메인, 공유결합, 이온착물 및 회합, 수소 결합과 같은 친수성 회합, 및 소수성 회합 또는 반데르 발스

힘을 포함할 수 있다.

고흡수성 합성 중합체 재료의 예는 폴리(아크릴산) 및 폴리(메타크릴산)의 알칼리 금속 및 암모늄염, 폴리(아크릴아미드),

폴리(비닐 에테르), 무수 말레산과 비닐 에테르 및 알파-올레핀과의 공중합체, 폴리(비닐 피롤리돈), 폴리(비닐 모르폴리

논), 폴리(비닐 알콜) 및 그의 혼합물 및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흡수 코어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추가의 중합체는 천연 및 개

질된 천연 중합체, 예를 들면 가수분해된 아크릴로니트릴-그래프팅된 전분, 아크릴산 그래프팅된 전분, 메틸 셀룰로오스,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및 천연 검, 예를 들면 알기네이트, 크산탄 검, 로쿠스트 빈 검 등

을 포함한다. 또한, 천연 및 완전 또는 부분 합성 흡수성 중합체의 혼합물도 본 발명에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고흡수성 재

료는 당업계 숙련자에게 널리 공지되어 있고, 폭넓게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하다. 본 발명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초흡수성 중

합체의 예는 산웨트(SANWET) IM 3900 중합체 (미국 버지니아주 포츠마우쓰에 위치한 훽스트 셀라네제(Hoechst

Celanese)로부터 입수가능함) 및 다우 드라이테크(DOW DRYTECH) 2035LD 중합체(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에 위치한

다우 케미칼 캄파니(Dow Chemical Co.)로부터 입수가능함)이다.

고흡수성 재료는 폭넓고 다양한 기하학적 형상 중 어떠한 형상의 것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고흡수성 재료는 분리된 입

자 형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고흡수성 재료는 또한 섬유 형상, 플레이크 형상, 막대 형상, 구 형상, 침 형상 등일 수

도 있다. 일반적으로, 고흡수성 재료는 흡수체 중에 흡수 코어 (46)의 총 중량 기준으로 약 5 내지 약 90 중량％의 양으로

존재한다.

임의로, 실질적으로 친수성인 티슈 랩시트(wrapsheet)(예시되지 않음)가 흡수 코어 (46)의 에어레이드 섬유 구조의 통합

성 유지를 돕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티슈-랩시트는 흡수체의 적어도 두 개의 주요 페이싱 면 위에서 흡수 코어

둘레에 놓이고, 크레이핑된 웨딩(wadding) 또는 고습윤지력 티슈와 같은 흡수성 셀룰로오스 재료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

의 한 면으로서, 티슈 랩시트는 흡수 코어를 이루는 흡수성 섬유의 매스(mass)에 걸쳐서 일어나는 액체의 신속한 분배를

돕는 위킹 층을 제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흡수 코어 (46)이 효과적으로 갇히도록 하기 위해 흡수성 섬유 매스의 한쪽 면

위에 있는 랩시트 재료는 섬유 매스의 반대쪽 면 위에 위치하는 랩시트에 결합될 수 있다.

도 1에 대표적으로 예시된 바와 같이, 팬티형 기저귀 (20)의 흡수 샤시 (28)은 신체 분비물의 횡방향 흐름에 대한 차단성을

제공하도록 구성된 1쌍의 보유 플랩 (56)을 포함할 수 있다. 보유 플랩 (56)은 흡수 샤시 (28)의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측방

연부 (30)을 따라서 위치할 수 있다. 각 보유 플랩 (56)은 전형적으로 착용자의 신체에 대해 시일(seal)을 형성하기 위해 적

어도 기저귀 (20)의 가랑이 영역 (26)에서 직립한 수직 형태를 유지하도록 구성된 비부착된 연부를 규정한다. 보유 플랩

(56)은 흡수 샤시 (28)의 전체 길이를 따라 종방향으로 존재하거나, 또는 흡수 샤시 (28)의 길이를 따라 일부에만 존재할

수 있다. 보유 플랩 (56)이 흡수 샤시 (28)보다 길이가 더 짧을 때, 보유 플랩 (56)은 흡수 샤시 (28)의 측방 연부 (30)을 따

라 어느 곳에라도 선택적으로 위치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별한 면으로서, 보유 플랩 (56)은 신체 분비물을 보다 잘 함유하

기 위해 흡수 샤시 (28)의 전체 길이를 따라서 존재한다.

이러한 보유 플랩 (56)은 일반적으로 당업계 숙련자에게 널리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면, 보유 플랩 (56)의 적합한 구조 및

배열은 본원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된 엔로우(K. Enloe)의 미국 특허 제4,704,116호(1987년 11월 3일자로 등록됨)에 기술

되어 있다.

본 발명의 여러가지 상이한 면의 일회용 팬티형 기저귀 (20)은 신체 분비물 누출을 추가로 방지하고 흡수 샤시 (28)을 지지

하기 위해 흡수 샤시 (28)의 허리 연부 (32) 및 측방 연부 (30)에 탄성체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1 내지 4

에 대표적으로 예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팬티형 기저귀 (20)은 기저귀 (20)의 가랑이 영역 (26)에서 흡수 샤시 (28)의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측방 연부 (30)에 연결된 1쌍의 다리 탄성 부재 (54) 및 기저귀 (20)의 흡수 샤시 (28)의 종방향으로

대향하는 허리 연부 (32)에 연결된 1쌍의 허리 탄성 부재 (58)을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리 탄성체 (54) 및 허리 탄

성체 (58)은 기저귀 (20)으로부터의 신체 분비물 누출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또는 없애기 위해 착용자와 적극적인

접촉 관계를 유지하도록 사용 중에 착용자의 다리 및 허리 둘레에 맞도록 적합화된다.

다리 탄성체 (54) 및 허리 탄성체 (58)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료는 당업계 숙련자에게 널리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재료

의 예는 탄성 수축력이 외부 커버 (42)에 부여되도록, 신장된 상태의 외부 커버 (42)에 접착되거나 또는 외부 커버가 주름

져있는 상태에서 외부 커버 (42)에 부착되는 탄성체 중합체 재료의 시트 또는 스트랜드 또는 리본이다. 또한, 다리 탄성체

는 폴리우레탄, 합성 및 천연 고무와 같은 재료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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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내지 4에 대표적으로 예시된 바와 같이, 팬티형 기저귀 (20)은 횡방향으로 대향하는 1쌍의 측방 패널 (48)을 추가로

포함한다. 각 측방 패널 (48)은 1쌍의 영구 결합부 (76)을 제공하는, 전방 허리 영역 (22)에서 흡수 샤시 (28)의 측방 연부

(30)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제1 측방 마진 (50) 및 후방 허리 영역 (24)에서 흡수 샤시 (28)의 측방 연부 (30)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제2 측방 마진 (52)를 규정한다.

또한, 각 측방 패널 (48)은 하나 이상의 개별적인 분리된 재료의 피스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시된 실시양태에서,

각 측방 패널 (48)은 전방 측방 패널 (70) 및 후방 측방 패널 (72)를 포함한다. 예시된 전방 측방 패널 (70)은 기저귀 (20)의

전방 허리 영역 (22)에서 흡수 샤시 (28)의 측방 연부 (30)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전방 영구 결합부 (76)을 제공하는 제1

측방 마진 (50)을 포함한다. 예시된 후방 측방 패널 (72)은 기저귀 (20)의 후방 허리 영역 (24)에서 흡수 샤시 (28)의 측방

연부 (30)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후방 영구 결합부 (76)을 제공하는 제2 측방 마진 (52)를 포함한다. 이러한 형태에서, 도

1 내지 3 및 5C 내지 5C에 예시된 바와 같이, 각 전방 측방 패널 (70)의 횡방향으로 바깥쪽으로 향하는 연부는 각 후방 측

방 패널 (72)의 횡방향으로 바깥쪽으로 향하는 연부에 연결되어 측방 이음매 (74)를 제공한다. 이러한 전방 측방 패널 (70)

및 후방 측방 패널 (72)를 갖는 측방 패널 (48)은 개선된 생산성을 제공한다. 다른 형태에서, 각 측방 패널 (48)은 제조시

측방 이음매 (74)와 유사한 위치에 위치하는 접힘선을 따라 자기 위에 접혀포개진 재료의 단일 피스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측방 이음매 (74)는 많은 형태로 배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1 내지 3 및 도 5C 내지 5D에 대표적으로 예시

된 바와 같이, 측방 이음매 (74)는 플랜지(flange)형 결합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예시된 실시양태에서, 전방 패널 (70)의

내면은 후방 패널 (72)의 내면에 중첩되는 형태로 부착되어 플랜지형 측방 이음매 (74)를 제공한다. 별법으로, 측방 이음매

(74)는 랩(lap)형 결합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이처럼, 전방 패널 (70) 및 후방 패널 (72) 중 하나의 외면 (36)이 중첩되는

배열로 대향하는 전방 패널 (70) 또는 후방 패널 (72)의 내면 (34)에 결합된다. 예를 들면, 측방 이음매 (74)는 랩형 결합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예시하지 않음). 랩형 결합된 형태에서는 측방 이음매 (74)가 사용시 주로 전단력에 노출되어 향상

된 이음매 강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형태는 바람직할 수 있다.

기저귀 (20)의 측방 패널 (48)에 적합한 재료는 일반적으로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측방 패널 (48)에 적합한

재료는 직포 및 부직포 재료 및 이 재료들의 적층물과 같은 기저귀 (20)의 흡수 샤시 (28)의 외부 커버 (42) 또는 신체측 라

이너 (44)에 적합한 것으로 상기한 재료들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측방 패널 (48)은 착용자 둘레에 대한 개선된 맞음새

를 제공하기 위해 탄성 또는 신장성이다. 예를 들면, 측방 패널 (48)은 신장-열 적층물(STL), 넥-결합 적층물(NBL) 또는

신장-결합 적층물(SBL) 재료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의 제조 방법은 당업계 숙련자에게 널리 공지되어 있고, 그 전

문이 본원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된, 위스네스키(Wisneski) 등의 미국 특허 제4,663,220호(1987년 5월 5일자로 등록됨),

모르만(Mormon)의 미국 특허 제5,226,992호(1993년 7월 13일자로 등록됨), 및 테일러(Taylor) 등의 유럽 특허 출원 EP

제0,217,021호(1987년 4월 8일자로 공개됨)에 기술되어 있다. 측방 패널 (48)이 탄성 재료로 제조될 때, 그것은 개선된

맞음새 및 성능을 위해 횡방향 (40)으로 바람직하게는 약 10 내지 약 400％,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100％ 이상, 훨씬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100 내지 약 300％, 더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50 내지 약 250％ 연신될 수 있다. 탄성 재료를 사용할 경

우의 측방 패널의 신장성은 미리 체결된 기저귀를 잡아당겨 착용할 때 측방 패널 (48)이 착용자의 히프 위 및 그 둘레에까

지 신장할 수 있게 하면서, 기저귀가 착용자에게 정확하게 놓인 후에는 허리에 적절한 맞음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별법으로, 측방 패널 (48)은 외부 커버 (42), 신체측 라이너 (44) 또는 이들의 조합물과 같은 흡수 샤시 (28)의 부분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예시하지 않음). 예를 들어, 측방 패널 (48)은 외부 커버 (42)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방 또는

후방 허리 영역 (22) 및 (24)에서 외부 커버 (42)가 흡수 샤시 (28)의 측방 연부 (30) 너머로 횡방향으로 연장되어 기저귀

(20)의 전방 또는 후방 허리 영역 (22) 및 (24)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1쌍의 영구 결합부 (76)을 제공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측방 패널 (48)은 개선된 제조를 위해서는 교차 기계 방향으로 신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넥-결합

적층물 재료이다. 예를 들면, 특정 실시양태에서, 측방 패널 (48)은 2개의 넥킹되고 신장된 스펀본드 층 사이에 삽입된 샤

우무트 밀즈(Shawmut Mills)(미국 매사츄세츠주 웨스트 브리지워터에 사무소를 둠)로부터 샤우무트(SHAWMUT) TX-

1560이라는 상표명으로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평방미터 당 약 15 그램의 기본 중량을 갖는 우레탄 필름을 포함하는 넥-

결합 적층물 재료를 포함한다. 각 스펀본드 층은 평방미터 당 약 16 그램의 기본 중량을 가지고, 3.0 데니어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이루어진다. 복합체는 평방미터 당 약 0.3 그램의 부가량의 접착 스프레이로 함께 적층된다. 적합한 접착제는 핀들

리 어드헤시브즈(Findley Adhesive)로부터 핀들리(FINDLEY) 2525A라는 상표명으로 입수가능하다. 이러한 넥-결합 적

층물 재료는 일반적으로 교차 기계 방향으로 약 185％ 연신될 수 있다.

전방, 후방 및 측방 영구 결합부 (76)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영구 결합부 (76)은 영구 결합 (64)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

를 들어, 도 5B 내지 5D에 대표적으로 예시된 바와 같이, 영구 결합부 (76)은 허리 개구에서 다리 개구로 종방향으로 이어

진 연속적인 영구 결합 (64)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별법으로, 영구 결합 (64)는 영구 결합부 (76) 내에서 불연속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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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구 결합 (64)는 분리된 점 결합의 포켓, 점선, 연속적인 선, 불연속적인 선 및 이들의 조합일 수

있다. 또한, 결합은 원형, 사각형, 삼각형 등과 같은 임의의 형상을 가질 수 있다. 영구 결합 (64)는 당업계의 숙련자들에게

널리 공지된 접착제, 열 및 음파 결합과 같은 임의의 유형의 결합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결합은 개선된 제

조 효율을 위해 초음파 결합이다.

별법으로, 도 1 내지 5A에 대표적으로 예시한 바와 같이, 영구 결합부 (76)은 하기에 보다 상세하게 논의되는 바와 같이 영

구 결합 (64) 및 체결구 (60)의 조합물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이처럼, 체결구 (60)은 영구 결합 (64)에 인접하거나 또는

함께 정렬되어 제공됨으로써, 영구 결합부 (76)을 제공함에 있어서 영구 결합 (64)를 도울 수 있다. 이처럼, 영구 결합부

(76)은 당업계의 숙련자들에게 널리 공지된 바와 같이 영구 결합 (64) 및 체결구 (60)의 임의의 조합물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이한 면의 팬티형 일회용 기저귀 (20)은 착용자 허리 둘레에 흡수 용품을 고착시키기 위해 측방 패널 (48) 중

하나에 하나 이상의 체결구 (60)을 추가로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기저귀 (20)은 개선된 맞음새 및 성능을 위해 도 1 내

지 4에 예시된 바와 같이 각 측방 패널에 위치한 1쌍의 체결구 (60)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체결구 (60)은 하기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되는 바와 같이, 약한 선 (62)가 풀린 후에 이용가능하도록 구성된다. 체결구 (60)은 팬티형 흡수 용품의 용이

한 적용을 제공하면서, 돌보는 사람 또는 착용자가 물품을 통상적인 기저귀 유형의 흡수 용품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통

상적인 기저귀 유형의 흡수 용품의 맞음새 및 안락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저귀 (20)을 제공한다.

체결구 (60)은 재료의 단일 피스 또는 다수의 피스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기저귀 (20)의 일부는 체결구 (60)을 제공하

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5B 내지 5D에 대표적으로 예시된 바와 같이, 체결구 (60)은 측방 패널 (48)의 일부에

부착된 체결 부재 (66)의 조합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체결구 (60)은 당업계의 숙련자들에게 공지된 다양한 형상 및

크기로 제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 내지 5A에 대표적으로 예시된 바와 같이, 체결구 (60)은 일반적을 사각형 형상일

수 있다. 또한, 도 5B 내지 5D에 대표적으로 예시된 바와 같이, 체결구 (60)은 곡선형 등과 같은 다른 윤곽을 규정할 수 있

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체결구 (60)은 적어도 횡방향 (40)으로 연신될 수 있는 능력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논의한 바와 같이, 체결구 (60)은 체결 부재 (66) 및 연신될 수 있는 측방 패널 (48)의 일부의 조합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연신성 측방 패널 (48)은 체결구 (60)을 위한 연신성을 제공한다. 또한, 체결구 (60)은 그 자체가 적어도 횡

방향으로 연신되도록 구성된다. 이처럼, 체결구 (60)은 측방 패널 (48)과 상이한 정도의 연신성을 규정할 수 있다. 또다른

별법으로, 체결구 (60)은 측방 패널 (48)과 상이한 정도의 연신성을 갖는 체결구 (60)을 제공할 수 있는 연신성 패널(예시

하지 않음)을 포함할 수 있다. 체결구 (60)이 적어도 횡방향 (40)으로의 연신성을 특징으로 할 경우, 체결구 (60)에 기저귀

(20)의 흡수 샤시 (28)의 외면 (36)을 맞물림에 있어 보다 큰 유연성 및 범위가 허용되어 착용자에게 개선된 맞음새 및 안

락감이 제공된다. 체결구 (60)이 연신성 패널과 함께 제공될 경우, 체결구는 당업계에 널리 공지된 재료로 이루어질 수 있

다. 재료에는 측방 패널 (48)에 적합한 것으로 상기한 바와 같은 신장-결합 적합층(SBL) 재료, 넥-결합 적층물 (NBL) 재

료, 탄성체 필름, 탄성체 발포 재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체결구 (60)은 기저귀 (20)의 외부 커버 (42)의 외면에 직접 재체결가능하게 맞물려 개선된 맞음새 및 체결

의 용이성을 제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체결구 (60)은 또한 기저귀 (20)의 측방 패널 (48)의 외면에 직접 재체결가능하게

맞물리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처럼, 체결구 (60)을 맞물리기 위한 보다 더욱 넓은 표면적을 착용자 또는 돌보는 사람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저귀 (20)의 맞음새 및 체결의 용이성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다.

또다른 별법으로, 부착 패널 (82)를 외부 커버 (42) 상에 위치시키고, 체결구를 부착 패널 (82)에 재체결가능하게 맞물리도

록 구성할 수 있다. 도 3에 대표적으로 예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회용 기저귀 (20)은 허리 영역 (22) 및 (24) 중 하나

에서 외부 커버 (42) 상에 위치한 부착 패널 (82)를 기저귀 (20)의 외면 (36) 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에서, 체결

구 (60)은 약한 선 (62)가 파단되어 체결구 (60)이 사용가능하게 된 후에 기저귀 (20)을 착용자의 허리 둘레에 유지시키도

록 부착 패널 (82)에 재체결가능하게 맞물리도록 구성된다. 부착 패널 (82)는 기저귀 (20)의 허리 영역 (22) 및 (24) 중 하

나에서 기저귀 (20)의 대향 측방 연부 (30)을 따라 위치하는 2개의 분리된 패널을 포함할 수 있다. 별법으로, 부착 패널

(82)는 실질적으로 기저귀 (20)의 각 허리 영역 전체에 연장되어 있는 재료의 단일 피스를 포함할 수 있다.

체결구 (60)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적합한 체결구는 당업계 숙련자에게 널리 공지되어 있고, 접착 테이프 탭 체결구, 후

크 앤드 루프 체결구, 머쉬룸 체결구, 스냅, 핀, 벨트 등 및 그의 조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시양태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체결구 (60) 및(또는) 체결 부재 (66)이 후크형 체결구일 수 있고, 외부 커버 (42) 또는 부착 패널 (82)가 상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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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루프형 체결구로서 기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체결구 (60)은 외부 커버 (42)에 직접 재체결가능하게 맞

물릴 수 있는 후크형 체결구이다. 이러한 배열은 허리 개구의 크기를 착용자의 허리에 맞도록 넓은 범위에 걸쳐 아주 조금

씩 증가시키면서 변화시키는 능력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상이한 면의 팬티형 일회용 기저귀 (20)은 측방 패널 (48) 중 하나에 하나 이상의 약한 선 (62)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기저귀 (20)은 각 측방 패널 (48)에 약한 선 (62) 및 체결구 (60)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도 1 내지 4에 대표

적으로 예시한 바와 같이, 각 전방 측방 패널 (70)은 약한 선 (62)를 포함한다. 별법으로, 도 5C 내지 5D에 대표적으로 예

시한 바와 같이, 약한 선 (62)는 후방 측방 패널 (72)의 하나 또는 모두에 위치할 수 있다.

약한 선 (62)는 하나 이상의 약한 선 (62)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 내지 4에 대표적으로 예시한 바와 같이, 기

저귀 (20)은 각 측방 패널 (48)에 위치한 1쌍의 별개의 약한 선 (62)를 포함한다. 별법으로, 도 5A 내지 5D에 대표적으로

예시한 바와 같이, 약한 선 (62)는 하나의 연속적인 약한 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기저귀 (20)은 약한 선 (62)가 손상되지 않은 팬티 형태로 제공된다. 그러한 형태에서, 기저귀 (20)은 착용자의 다리 및 히

프 위로 잡아당겨 착용시키거나 벗길 수 있다. 또한, 약한 선 (62)는 원할 경우 기저귀 (20)의 다른 부분을 찢거나 심하게

훼손시키지 않고 돌보는 사람에 의해 결합부가 파단될 수 있도록 비교적 낮은 강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약한 선 (62)의

강도는 돌보는 사람에 의해 의도적으로 파단될 때까지는 떼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커야 한다. 이처럼, 약한 선 (62)는 가능

한 더러워짐에 대해 기저귀를 조사하기 위해 파단할 수 있다. 기저귀 (20)이 사용 중 더러워질 경우, 약한 선 (62)를 파단하

여 착용자의 옷 또는 다리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더럽혀질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기저귀 (20)를 착용자의 허리로부터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약한 선 (62)는 사용자가 팬티형 기저귀 (20)을 통상적인 기저귀 형태로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풀어질 수도 있다.

약한 선 (62)는 당업계에 널리 공지된 바와 같이 측방 패널 (48) 위의 어느 곳에나 위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5C에 대

표적으로 예시한 바와 같이, 약한 선은 일반적으로 전방 또는 후방 측방 패널 (70) 및 (72)의 중앙에 위치할 수 있다. 별법

으로, 약한 선은 영구 결합부 (76) 중 하나에 인접하게 위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 내지 5B 및 5D에 대표적으로 예시

한 바와 같이, 약한 선은 전방 또는 측방 영구 결합부 (76)에 인접하게 위치할 수 있다. 또다른 별법으로, 약한 선 (62)는 측

방 패널 (48)의 제1 또는 제2 측방 마진 (50) 및 (52) 내부에 위치할 수도 있다. 바람직하게는, 도 1 내지 5B 및 5D에 대표

적으로 예시한 바와 같이, 약한 선은 체결구 (60)과 영구 결합부 (76)을 제공하는 영구 결합 (64)의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

적합한 약한 선 (62)는 당업계의 숙련자에에 널리 공지되어 있으며, 연속 또는 불연속일 수 있는 천공되거나, 박막화되거

나 또는 새겨진 재료의 선, 보다 약한 재료 등의 다른 피스 또는 이들의 조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약한 선

(62)에는 개선된 성능 및 사용의 용이성을 위해 천공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도 1 내지 5D에 대표적으로 예시한 바와 같

이, 기저귀 (20)은 약한 선 (62)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천공의 선을 포함한다. 천공은 초음파 구멍으로 이루어지거

나, 또는 당업계의 숙련자들에게 널리 공지된 기계식 천공 수단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약한 선 (62)를 사용하면 영

구 결합 (64)가 제조 공정 동안에 결정적으로 적용되게 함으로써 기저귀 (20)의 생산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약한 선은 체결구 (60)과 조합으로 제공된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약한 선 (62)가 개방되면, 예시된 실시양태에서 체결구

(60)은 기저귀 (20)의 전방 허리 영역 (22)에 기저귀 (20)의 측방 패널 (48)을 재체결가능하게 맞물리는데 이용가능해지도

록 구성된다. 측방 패널 (48) 및(또는) 체결구 (60)이 연신성일 경우, 이 배열은 유리하게는 체결구 (60)을 기저귀 (20)의

전방 허리 영역 (22)에 재체결가능하게 부착시키는 동시에 측방 패널 (48)로부터의 신장성을 돌보는 사람 또는 착용자에

게 제공한다. 따라서, 착용자에게 보다 꼭 맞고 보다 순응적인 맞음새를 제공함으로써 누출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별법으로, 약한 선 (62) 및 체결구 (60)은 체결구가 기저귀 (20)의 후방 허리 영역 (24)에 맞물리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러

한 형태에서, 체결구 (60)은 측방 패널 (48)을 후방 허리 영역 (24)에 맞물려 기저귀 (20)을 제공한다. 이 형태는 약한 선

(62) 및 체결구 (60)이 착용자의 후방을 향하게 위치하는 것이 요망될 경우에 유리하다. 이러한 형태는 착용자가 약한 선

(62) 또는 체결구 (60)를 너무 이르게 개방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바람직하다.

체결구 (60) 및 약한 선 (62)의 조합물은 당업계의 숙련자들에게 널리 공지된 바와 같이 기저귀 (20)의 측방 패널 (48) 상

의 어느 곳에나 위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시된 실시양태에서 대표적으로 예시한 바와 같이, 체결구 (60)은 약한 선

(62)에 인접하는 측방 패널 (48)에서 기저귀 (20)에 영구적으로 부착된다. 이에 의해, 약한 선 (62)는 체결구 (60)을 영구

결합부 (76) 중 하나로부터 분리시킨다. 이와 같이, 약한 선 (62)이 파단되고 개방되어 통상적인 형태의 기저귀 (20)이 제

공될 때, 체결구 (60)이 사용가능해지고 측방 패널 (48)을 전방 허리 영역 (22) 또는 후방 허리 영역 (24)의 외면 (36)에 재

체결가능하게 맞물리도록 구성된다.

등록특허 10-0738793

- 15 -



특히, 도 1 내지 2 및 도 4 내지 5B에 대표적으로 예시한 바와 같이, 체결구 (60) 및 약한 선 (62)는 전방 측방 패널 (70)에

위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약한 선 (62)가 파단될 경우, 체결구 (60)은 전방 측방 패널 (70)을 전방 허리 영역 (22)의 외면

(36)에 재체결가능하게 맞물리도록 구성된다. 바람직하게는, 체결구 (60) 및 약한 선 (62)는 영구 결합부 (76)에 인접하게

위치한다.

별법으로, 도 5D에 대표적으로 예시한 바와 같이, 체결구 (60) 및 약한 선 (62)는 후방 측방 패널 (72)에 위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약한 선 (62)가 파단될 경우, 체결구 (60)은 후방 측방 패널 (70)을 전방 허리 영역 (22)의 외면 (36)에 재체결가

능하게 맞물리도록 구성된다. 또다른 별법으로, 체결구 (60)은 후방 측방 패널 (70)을 후방 허리 영역 (24)의 외면 (36)에

재체결가능하게 맞물리도록 구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체결구 (60) 및 약한 선 (62)는 측방 영구 결합부 (76)에 인접

하게 위치하고, 체결구 (60)은 전방 허리 영역 (22)에 맞물리도록 구성된다.

또다른 별법으로, 도 3에 대표적으로 예시한 바와 같이, 체결구 (60) 및 약한 선 (62)가 측방 이음매 (74)의 내부에 또는 인

접하여 위치할 수 있으며, 이 때 약한 선 (62)는 체결구 (60)을 측방 영구 결합부 (76)을 제공하는 영구 결합 (64)로부터 분

리한다. 이와 같이, 체결구 (60)은 천공의 선 (62)가 파단될 때 전방 허리 영역 (22) 또는 후방 허리 영역 (24)를 재체결가

능하게 맞물리도록 구성될 수 있다.

약한 선 (62) 및 체결구 (60)의 조합물은 당업계의 숙련자들에게 공지된 임의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5B

내지 5D에 대표적으로 예시한 바와 같이, 약한 선 (62)는 허리 개구에서 다리 개구로 연장된 연속적인 선을 규정할 수 있

다. 따라서, 약한 선 (62)는 또한 체결구 (60)을 영구 결합부 (76)으로부터 분리하면서 허리 개구에서 다리 개구로 연장된

다. 이러한 형태에서, 약한 선 (62)는 또한 체결구 (60)의 윤곽을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체결구 (60)은 상기한 바와 같이 측

방 패널의 일부에 부착된 체결구 부재 (66)의 조합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약한 선 (62)의 파단시, 체결구 (60)은 측방 패널

(48)을 전방 또는 후방 허리 영역 (22) 및 (24)에 재체결가능하게 맞물리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이러한 형태는

팬티 형태에서 깔끔한 기저귀 외관을 제공하므로 바람직할 수 있다. 체결구 (60)은 기저귀 (20)이 팬티형 배열로 사용되는

동안 눈에 거슬리지 않는 반면, 약한 선 (62)의 개방 후에는 쉽게 이용가능하고 눈에 띈다.

별법으로, 약한 선 (62)는 영구 결합부 (76)을 포함하는 영구 결합 (64)를 단지 부분적으로만 둘러쌀 수 있다. 이와 같이,

약한 선 (62)는 단지 영구 결합 (64)를 체결구 (60)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체결구 (60)을 영구 결합부 (76)으로부터 분

리한다. 예를 들어, 도 1 내지 5A에 대표적으로 예시한 바와 같이, 약한 선 (62)는 영구 결합부 (76)을 제공하는 영구 결합

(64)를 단지 부분적으로만 둘러싸도록 제한된다. 이와 같이, 팬티형 기저귀 (20)는 단지 최소한 부분적으로 영구 결합을 둘

러싸도록 제한된 약한 선 (62)가 파단되어 체결구 (60)을 사용가능하게 될 때 통상적인 형태로 사용되도록 개방된다.

이러한 형태에서, 영구 결합부 (76)은 약한 선 (62)에 의해 부분적으로 둘러싸인 단일 영구 결합 (64) 및 체결구 (60)에 의

해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5A에 대표적으로 예시한 바와 같이, 영구 결합부 (76)은 체결구 (60), 및 체결구 (60)으

로부터 분리되도록 약한 선 (62)에 의해 부분적으로 둘러싸인 단일 영구 결합 (64)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약한

선 (62)가 개방될 때, 체결구 (60)은 사용가능하게 되고, 기저귀 (20)은 통상적인 형태가 된다. 별법으로, 영구 결합부 (76)

은 복수의 영구 결합 (64)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 내지 4에 대표적으로 예시한 바와 같이, 영구 결합부

(76)은 각각 체결구 (60)으로부터 분리되도록 약한 선 (62)에 의해 부분적으로 둘러싸인 1쌍의 영구 결합 (64)의 사이에

위치하는 체결구 (60)에 의해 제공된다. 이와 같이, 기저귀 (20)은 천공의 선 (62)가 모두 개방될 때 통상적인 형태로 사용

되도록 개방되며, 체결구 (60) 또한 사용을 위해 유리된다.

도 3에 대표적으로 예시된 특정 실시양태에서, 측방 이음매 (74)는 각각 2개의, 측방 영구 결합부 (76)을 제공하는 종방향

으로 이격된 영구 결합 (64)를 포함할 수 있고, 체결구 (60)은 2개의 영구 결합 (64)의 사이에 위치한다. 또한, 각 측방 이

음매는 영구 결합 (64)에 의해 부분적으로 둘러싸인 약한 선 (62)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약한 선은 체결구 (60)을 각 영구

결합 (64)로부터 분리한다. 따라서, 약한 선 (62)의 개방시, 기저귀 (20)은 통상적인 형태로 제공되고, 체결구 (60)은 측방

패널 (48)을 전방 허리 영역 (22)의 외면 (36)에 떼어낼 수 있게 부착시키는 용도로 이용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의 다른 면은 유리하게는 약한 선 및 체결구의 조합물을 포함하는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을 제공한다. 흡수 용품

은 통상적인 용변연습용 팬티와 같이 착용자의 히프 위아래로 잡아당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리 체결된 팬티 형태로

제공된다. 그러나, 약한 선은 기저귀를 통상적인 기저귀와 같이 사용되고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풀어질 수 있다. 또한, 약

한 선의 개방시, 용품이 통상적인 기저귀와 유사한 방식으로 잡아당겨 착용된 후에 흡수 용품의 전방 및 후방 허리부를 재

체결가능하게 맞물리고 흡수 용품이 착용자의 허리 둘레에 유지되도록 조절하는데 체결구가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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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흡수 용품은 착용자의 용변연습에 도움을 주도록 착용자의 히프 위아래로 신뢰성있게 잡아당겨질 수 있

도록 설계된다. 게다가, 통상적인 기저귀와 유사하게, 본 발명의 흡수 용품은 유리하게는 착용자에게 적용되고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청결하게 착용자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이처럼, 본 발명은 팬티형 흡수 용품 및 통상적인 기저귀의 이중 기능을

수행하는 흡수 용품을 제공한다.

본 발명을 그의 특정 면과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하였지만, 당업계 숙련자는 상기 내용을 이해할 때 이러한 면들에 변경을

가하는 것, 변화를 가하는 것 및 균등한 것을 쉽게 도출해낼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의 범위 및

그의 균등물의 범위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하기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 도면(도면에서 동일 부호는 동일 요소를 나타내는 것임)을 참고할 때 본 발명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이고 추가 이점들이 명백해질 것이다. 도면은 단지 대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첨부된 특허청구범

위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다.

도 1은 본 발명의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의 한 예의 투시도를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도 2는 도 1의 팬티형 일회용 흡수 용품의 정면도를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도 3은 약한 선 및 체결구가 측방 이음매에 위치하는 흡수 용품의 별법의 형태의 전방 평면도를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도 4는 착용자의 옷에 접촉하는 용품의 표면이 관측자를 향하도록 측방 영구 결합부를 파단하고 펼쳐서 평평한 상태로 놓

고, 기저의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 물품을 부분적으로 잘라낸 도 1의 일회용 흡수 용품의 평면도를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도 5A는 전방 영구 결합부에 인접한 약한 선 및 체결구의 투시도를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도 5B는 전방 영구 결합부에 인접한 약한 선 및 체결구의 별법의 형태의 투시도를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도 5C는 전방 측방 패널에 위치한 약한 선 및 체결구의 또다른 별법의 형태의 투시도를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도 5D는 측방 영구 결합부에 인접한 약한 선 및 체결구의 또다른 별법의 형태의 투시도를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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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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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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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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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5C

도면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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