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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의류 부착용 패널을 가진 생리대

요약

본 발명은 흡수부재의 반대 측면을 따라서 연부 또는 주변부 밀봉에 의해 형성된 종방향의 편향성 측면 
연부를 가진 신장된 생리대에 관한 것이다. 의류 부착용 패널은 각 측면 연부의 하부에 고착된다. 패널의 
고정부는 고정부로부터 신장된 패널의 자유부가 내측 및 아래측으로 향하도록 측면 연부에 대하여 납작하
게 결합된다. 사용시에 패널은 후크 및 루프형의 체결체에 의해 속옷의 서혜부 아래에서 체결된다. 체결
체 및 패널은 체결될 때 패널이 측면 연부를 끌어당겨서 그의 편향을 조절하고 또한, 예를 들면, 그들의 
흡수부재 위호 접힘을 방지하도록  크기가 결정된다. 의류 부착용 패널은 예를 들면, 고무줄을 넣은 서혜
부의 연부가 끌어 올려져서 흡수부재 위로 오르지 않도로 속옷 서혜부를 흡수부재 아래에 한정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의류 부착용 패널을 가진 생리대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생리대의 의류 부착용 패널 장착 전의 모양으로 편평면도 또는 신체측 도면.

제2도는  의류 부착용 패널을 접은 생리대의 저면도 또는 의류측 도면.

제3도는 제2도의 3-3선을 따라 절취한 단면도.

제4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태양의 제2도와 유사한 도면.

제5도는 의류 부착용 패널의 연부 밀봉과의  접착 관계를 나타내는 제1도 내지 제3도의 생리대의 부분 확
대 단면도.

제6도 및 제7도는 본 발명의 생리대의 제3실시태양의 제1도 및 제2도와 유사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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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도는 제7도의 8-8선을 따라 절취한 본 발명의 제3 실시태양의 단면도.

제9도는 본 발명의 제4실시태양의 제8도와 유사한 도면.

제10도는 본 발명의 제5실시태양의 저면도 또는 의류측 도면.

제11도는 의류 부착용 패널을 접은, 제10도의 11-11선을 따라 절취한 도면과 유사한 본 발명의 제5실시태
양의 단면도.

제12도는 제1도 내지 제3도에 나타낸 생리대의 전형적인 사용 형태의 단면도.

제13도 및 제14도는 제6도, 제7도 및 제8도에 나타낸 생리대의 전형적인 사용 형태의 단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310, 510 : 생리대                         12, 212, 312, 412, 512 : 흡수 패드

18, 318, 518 : 흡수부재                      20, 320, 520 : 액체 투과성 커버

24, 324, 524 : 의류 부착성 띠              34, 36, 38, 40 : 종방향 측면 연부

132 : 팬티 다리부분 고무줄                  130 : 팬티 서혜부

52,352, 452, 552 : 자유부                  513, 514 : 외부 패널

134 : 넓적 다리                                    28, 328, 528 : 주변 밀봉

30, 530 : 밀봉선 

22, 322, 522 : 액체 불투과성 배플

42, 44, 46, 48, 542, 544, 546, 548 : 하부 월

26, 326, 526 : 박리 스트립 또는 박리 페이퍼

14, 16,214, 216, 414, 416, 514, 516 : 의류 부착용 패널

56, 256, 356, 456, 556, 550 : 효과적인 부착점

54, 354 : 외측 연부                                 32,  532, 533 : 외부 주변 연부

50, 450 : 부착 부위                                 234, 236 : 종방향 측면 연부

323 : 패드의 의류측                                 462, 464 : 하부 구조물 접착띠

58, 60, 358, 558, 560 : 패취 또는 체결 부재

360 : 후크 패취 또는 후크 부분

334, 336, 434, 436, 534, 536, 538, 540 : 측면 연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생리대 및 더욱 특별하게는 신장된 흡수 패드 및 한쌍의 의류 부착용 패널을 가진 생리대에 관
한 것이다. 의류 부착용 패널은 속옷의 서혜부의 연부의 측면 부착 및 흡수 패드의 측면 연부에 의한 편
향 및 배치를 조절한다. 

본 발명이 개선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형태의 생리대는 공지된 것이다. 전형적인 구조에서, 흡수부재는 신
체측 액체 투과성 커버와 의류측 액체 불투과성 배플(baffle)사이에 봉입된다. 커버 및 배플은 흡수부재
보다 신장된 형태이며, 함께 결합되어 "측면 연부" 또는 주변 밀봉을 형성한다. 사용시, 생리대는 팬티등
의 속옷의 서혜부로 장착되며,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본 발명의 구성을 여성이 착용하는 팬티를 가정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발명의 착상은 또한 유아 및 어린이 위생용품 성인용 실금 의류에 적용될 수 
있다.

통상적인 생리대의 다른 형태, 즉 의류 부착용 패널(날개 또는 플랩)을 가진 납작한 패드는 보통의 패드
보다 매우 기능적으로 개선된 것이며 많은 장점이 있다. 전형적으로 이 제품의 사용 전의 형태는 흡수부
재로부터 측면으로 외향 신장된 한쌍의 대향 의류 부착용 패널을 가진 납작한 패드이다. 의류 부착용 패
널은 사이에 흡수부재가 배치된 통상적인 커버 및 배플의 신장인 경우가 많다. 사용시에 흡수부재는 일반
적으로 팬티의 서혜부를 덮고 의류 부착용 패널은 아래로 접혀서 서혜부를 에워싼다. 의류 부착용 패널은 
적합한 접착제 또는 기계적인 체결체에 의하여 서혜부의 아래에서, 서로에게, 및(또는) 팬티 서혜부에 고
정된다. 사용시에,  각 패널이 접히는 점(접히는 선)의 상대적 측면 배치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어떤 면에서는 무작위적으로 결정된다. 사용자, 또는 한 사용자에 의한 계속적인 착용에 따라, 흡수부재
의 연부로부터 패널이 접히는 곳까지의 간격 및 흡수부재의 연부(및 접힘부)에 대한 팬티 고무줄의 배치
에 대한 적합한 고정 및 사용시의 배치에 실질적인 변형이 가능하다. 따라서 생리대의 사용이 변화될 수 
있다.

납작한 통상적인 패드 상의 의류 부착용 패널은 전형적으로 팬티 고물줄을 둘러싸거나 그 위로 접도록 고
안되어 착용자의 샅(groin)에 고정되는 상향 부재를 형성한다. 전형적으로 의류 부착용 패널은 비흡수성
이거나 또는 최소한의 흡수성이며, 따라서 이러한 부가적인 비흡수성 물질이 서혜부에 위치되어, 사용시
에, 부착된 물질이 흡수부재 위로 접혀지는 경향을 갖고 있다. 사용자의 샅에서의 편안함과 적합한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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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기 위하여 팬티 고주줄의 적합한 배치및 움직임이 중요하다.

반  틸브루크(미합중국 특허 제4,589,876호  및  제4,687,478호)  및  마팅글리(미합중국 특허 제4,608,047
호)는 일반적 형태의 납작한 패드를 상기에서 언급한 의류 부착용 패널로 변형 및 개선한 것을 발표하였
다.

반 틸부르크의 두 특허의 요점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이들은 팬티 고무줄이(서혜부 연부) 위로 접히지
만 서혜부를 감싸지 않는 측면 신장된 패널을 가진 납작한 패드를 제시하고 있다. 각 패널은 위쪽으로는 
흡수부재 연부에 대해서 아래쪽으로는 팬티의 고무줄 연부 위로 두개의 실질적으로 평행인 패널이 접히는 
부분의 결정을 돕기 위한 가용성의 축을 제공하는 접합선을 갖고 있다. 사용시에 이는 팬티 고무줄이 샅
(groin)으로 끌려 올라가서 이것을 둘러싼 패널이 대음순의 표면과 접하며 체액의 측면 흐름에 대하여 댐
(dam)을 형성하며 측면으로 돌출되어 놓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목적하는 배치는 
쉽게 얻어지지 안는다. 왜냐하면 팬티 고물줄이 서혜부 사이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류 부착용 패
널은 대음순 길이 전체의 팬티 고무줄을 커버하기에 충분한 길이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류 부착용 패널
을 길게 만드는 것은 팬티 서혜부를 둘러싸고 있는 패드의 전후향의 의류 부착용 패널의 말단이 늘어져 
나와서 신체에 고정된 팬티 고무줄과 경합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으며 착용하는 동안 팬티로부터 패널을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 패널이 늘어질 때 팬티 고무줄은 
패널을 흡수부재 위로 밀것이다.

마팅글리(Mattingly)의 발명의 요지는 상기 통상적인 의류 부착용 패널을 가진 납작한 패드에 관한 것이
지만 그의 발명은 특히 패널의 드레이프성(drapability) 또는 충분한 가용성에 관한 것이다. 패널을 팬티 
서혜부 넓이와 부합하며 주름잡힘을 피할 수 있는 어떠한 측점(lateral point)에서도 접힐 수 있다.  패
널은 서혜부를 감싸며 패널끼리 부착되거나 또는 팬티 서혜부 연부가 생리대의 신체측 표면 위에서 접히
는 경향의 문제를 인지했지만 그는 팬티 고무줄을 흡수부재의 연부와 나란히 병렬시키는 적극적 조절을 
제공하기 보다 접혀진 패널의 배치가 팬티 서혜부의 넓이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맥코이(McCoy, 미합중국 특허 제4,900,320), 살레르노(Salerno, 동 제4,940,462) 및 시디(Seidy, 동 제
5,125,918호)의 발명의 욧점은 상기 의류 부착용 패널을 가진 납작한 통상적인 패드 형태와 실질적으로 
다르다. 이들의 패드 및 이전의 패드에서는 패드의 커버 및 (또는) 배플의 표면이 필수적으로 측면 신장
된 것이다. 그러나 맥코이(McCoy)의 발명에서는 분리된 패널이 각각 흡수부재의 종방향의 연부로부터 안
쪽의 점에 흡수부재 밑에 첨부된다. 이는 패널이 흡수부재 밑에 있는 팬티의 서혜부를 모아서 그 연부가 
흡수부재 연부와 접하는 것을 피하게 하고 젖거나 더러워질 가능성을 없애며 팬티 서혜부 주위를 감싸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패널을 흡수부재 안쪽에 부착하는 것은 팬티 서혜부를 너무 많이 감아올려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패드가 얇을 수록 팬티 서혜부가 넓어지고, 그럴 가능성은 더 커진
다. 만일 이 문제를 피하려고 흡수부재를 크게 만들면 서혜부 넓이가 좁은 사용자는 약간의 불편을 느끼
게 된다.

살레르노(Salerno)의 발명에서는 생리대의 커버 또는 배플 부분의 신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의류 부착
용 패널은 종방향으로 신장될 수 있다. 그러한 속옷의 서혜부의 측면 상방으로 접히는 패널은 더 쉽게 속
옷의 윤곽과 어울리고 속옷의 주름잡힘 없이 측면 보호를 제공한다. 그러나 살레르노는 속옷 서혜부 연부
의 측면 배치의 조절을 위한 의류 부착용 패널의 사용을 제안하지 않았으며 특히 고무줄을 넣은 연부가 
흡수부재의 위로 끌려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흡수부재에 관하여 고무줄을 넣은 연부의 사용을 제안하
지 않았다. 살레르노(Salerno)의 고안은 고착될 때 의류 부착용 패널의 배치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용시에 미리 결정된 배치로 되기 위하여 서로 겹치거나 조이지 않는다.

시디(Seidy)의 발명에서는 의류 부착용 패널은 끝면이 잘려서 흡수부재의 측면 연부들에 대향하여 지지됨
과 동시에 미리 접힌 가용성 위치에 다소 뻣뻣하게 안쪽으로 신장되어 있다. 이는 팬티 서혜부가 흡수부
재 아래 놓이고 부가적인 접착제 부착의 필요없이 패널에 의해서 유지되는 위치에 놓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마팅글리(Mattingly)의 발명에서처럼 맥코이(McCoy), 살레르노(Salernno) 및 시디(Seidy)의 발명은 기본
적으로 생리대에 관하여 팬티 서혜부의 처리의 다양한 면에 관한 것이다. 마팅글리(Mattingly)는 주름 방
지에 관하여, 맥코이(McCoy)는 가랑이부분의 젖거나 더러워짐을 방지하는 특별한 접근 방법에 관하여, 살
레르노(Salerno)는 속옷의 말림없는 생리대의 종방향 연부 전체의 측면 보호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또
한 시디(Seidy)는 부가적인 접착제 부착을 필요로하지 않는 팬티 연부 보호 플랩의 제공에 관하여 기술하
고 있다.

상기 참고 문헌들은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생리대 전체의 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류 부착용 패널의 사용
을 제안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일반적인 목적은 속옷의 서혜부를 보호하고 생리대의 흡수부가 사용자 신체와 밀착되도
록 하며 생리대를 속옷의 서혜부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가진 의류 부착용 패널을 가진 생리대의 제공이다.

이 목적은 패드의 중앙부에 관하여 편향되지 않는 각기 대향의 종방향의 측면 연부를 가진 신장된 흡수 
패드를 포함한 생리대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패드는 액체 투과성 커버 및 액테 불투과성 배플 사이에 
흡수부재를 가지고 있다. 패드는 생리대의 기능을 최적합화기 위하여 측면 연부의 편향을 선택적으로 조
절하기 위하여 패드, 인접한 측면 연부에 의해 수행하는 조절 기작을 포함한다. 

조절 기작은 일반적으로 의류 부착용 패널 부착 위치 또는 하나의 편향된 측면 연부의 근처로부터 아래측 
및 내측으로 정상적으로 신장되는 적어도 하나의 의류 부착용 패널로 이루어진다. 사용시에 의류 부착용 
패널은 서혜부를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패드에 대한, 특히 패드의 흡수 부분에 대한 서혜부의 측면 배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속옷의 서혜부 아래에 고착될 수 있다.

의류 부착용 패널은 패드의 하방에 부착된 고정부 및 고정부의 연장으로서 신장되고 패드의 하방으로 갈
려져 나온 자유부를 포함할 수 있다. 사용시에 패드와 관련된 패널의 고정부의 측면 배치는 속옷의 서혜
부의 측면 연부에 대하여 배치의 외부 측면 한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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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부착용 패널을 속옷 서혜부 아래 고정시키기 위한 고정 기작은 생리대가 속옷에 정확히 장착되는 것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지 한정된 범위의 조정만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속옷 및 특히 팬티 고무줄의 서혜부의 측면 연부의 배치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기작을 가진 생리대의 제공이다. 본 발명의 보다 특정한 목적은 팬티 고무줄을 끌어 당기고 이를 흡
수부재 및 또는 흡수부재의 측면 연부를 따라서 적어도 같은 높이로 고정시키는 조절 기작을 가진 생리대
의 제공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사용시에 패드의 측면 연부를 끌어당겨서 측면 연부가 흡수부재 위에 접히는 경
향을 극복한 의류 부착용 패널을 가진 생리대의 제공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한쌍의 의류 부착용 패널에 의해서 측면 연부에 실행되는 조절이 패드가 위쪽
으로 볼록하게 편향되어 신체에 보다 가깝게 밀착되고 패드를 생리액원(源)에 보다 가깝게 위치하게 하는 
생리대의 제공에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속옷 서혜부의 신축적인 연부가 흡수부재의 위로 접히는 것을 방지하는 조절 기
작을 가진 생리대의 제공에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흡수부재가 신체에 밀착되기 위하여 고정되지 않는 생리대의 제공에 있다. 더 
특이적인 목적은 팬티 고무줄이 흡수부재가 신체에 밀착되도록 도와주도록 팬티 고무줄의 배치를 조절하
는 생리대의 제공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은  하기  기술  및  동반된  도면에  의해서  당업자에게  보다  명백하게  될 
것이다.

제1도, 제2도, 제3도 및 제5도에서 생리대(10)은 본 발명의 견본이되는 실시태양을 나타낸다. 생리대(1
0)은 신장된 흡수 패드(12) 및 한쌍의 의류 부착용 패널(14 및 16)로 이루어져 있다.

흡수 패드(12)의 형태 및 구조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것이어서 간단하게만 기술될 것이다. 흡수부재(1
8)는 액체 투과성 커버(20) 및 액체 불투과성 배플(22) 사이에 싸여있다. 배플(22)는 종방향으로 의류 부
착성의 스트립(24)을 갖고 있는데 이는 사용전에는 통상적인 박리 스트립 또는 박리 페이퍼(26)로 덮혀있
다. 

커버(20) 및 배플(22)은 밀봉선(30)으로부터 흡수부재(18)에 가깝게 인접하며 외부 주변 연부(32)까지 신
장되며 흡수부재(18)을 지나서 신장되며 함게 결합되어 연부 또는 주변 밀봉(28)을 형성한다. 흡수 패드
(12)의 대향 종방향 측면을 따라서 연부 밀봉(28)은 흡수부재(18)의 가깝게 인접한 대향 종방향 측면 연
부(38 및 40)으로부터 신장되며 흡수 패드(12)의 대향 종방향 측면 연부(34 및 36)를 제한한다. 측면 연
부(34 및 36)는 커버(20) 및 배플(22)의 각각의 신장에 의해 형성된 상부 및 하부 월(42, 44 및 46, 48)
을 갖고 있다.

제5도에서, 의류 부착용 패널(14 및 16)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착 장치를 제외하고 동일하므로 단지 하
나만 기술될 것이다. 의류 부착용 패널(14)는 전체적으로 고정된 또는 부착부위(50) 및 여기서 신장된 자
유부(52)를 갖는 물질의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인 시트로 구성된다. 부착부위(50)은 측면 연부(34)의 하부 
월(46)을 덮으며 여기에 결합된다. 부착 지역은 주변 연부(32)와 인접한 외부 연부(54)로부터 내측 연부 
또는 효과적인 부착점(56)까지 신장된다. 효과적인 부착점은 의류 부착용 패널의 측면 한계와 같다. 의류 
부착용 패널(14)의 자유부(52)는 효과적인 부착점(56)에서 갈라져 나오거나 경칩식으로 움직이며 일반적
으로 아래측 및 내측으로 신장된다.

상기에 언급된 의류 부착용 패널(14 및 16)은 의류 부착용 패널(14) 상의 비교적 작은 패취(patch, 58)의 
루프 물질 및 패널(16) 상의 더 작은 패취(60)의 후크 물질로 이루어진 통상적인 후크 및 루프형의 섬유
의 기계적인 체결체로 이루어져 있다. 체결체 부재(58 및 60)는 패널(14 및 16)이 예를 들면 제12도에 나
타낸 것처럼 흡수부재(18)의 밑에서 함께 고착될 수 있도록 위치된다.

본 발명은 하기 예시적인 표 1에 나타낸 넓은 범위의 크기 및 배율의 흡수 패드로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표 1]

루프 및 후크 체결체 부재(58 및 60)를 위한 예시적인 크기(인치로 나타냄)는 하기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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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본 발명의 범위는 또한 다양한 물질의 사용을 가능케하며 배치의 다양화를 가능케 한다. 통형, 직사각형 
또는 모래 시계형 등 다른 외양의 패드가 가능하다. 다른 디자인에서 흡수 물질은 측면 연부(34 및 36) 
중으로 신장될 수 있다.

의류 부착용 패널(14 및 16)을 제조하기에 적합한 재료는 중합 발포체, 부직표, 탄성 중합체, 또는 이들 
재료의 복합체이다.

의류 부착용 패널(14 및 16)의 고정 수단(58 및 60)에 관하여는 다른 기계적인 체결체도 가능하다. 접착
제 체결이 또한 사용될 수 있지만 하기에 기술하는 것처럼 상당한 정밀도의 기계적 체결이 바람직하다.

제4도에 본 발명의 제2실시태양을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생리대(21)는 제2의 예시적인 크기 및 형태의 의
류 부착용 패널(214 및 216)을 가진 흡수 패드(212)를 가지고 있다. 패널(214 및 216)은 흡수 패드(212)
의 종방향 측면 연부(234 및 236)에 붙어있다. 이 예에서 의류 부착용 패널(214 및 216)은 그들의 효과적
인 부착점(256)보다 더 길다. 

흡수 패드와 의류 부착용 패널 사이의 결합을 위한 적합한 여러가지 다른 배치가 많이 있다. 바람직하게
는, 어떤 배치든 각각의 측면 연부(34, 36 및 234, 236) 상에 효과적인 부착점을 제공하며, 외부 주변부
로부터 각각 제4도 및 제5도에 예시한 256 및 56에 끼워져야 한다. 예를 들면 의류 부착용 패널은 흡수 
패드의 커버 및(또는) 배플의 신장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이는 측면 연부(34 및 36)의 위를 측면 연부
의 하측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패널의 자유부로 싸고 있는 물질의 독립된 조각일 수 있다. 의류 부착용 패
널의 고정부(50)는 의류 부착용 패널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측면 연부의 층진 부재, 패드 아래서 아래측 
및 내측으로 접하도록 삐져나온 패널의 재료 사이에서 결합될 수 있다.

의류 부착용 패널의 또다른 부착 방법은 제11도에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제5도에 나타낸 제1실시태양과 
비교하여 의류 부착용 패널의 부착 배치는 반대이다. 패널의 고정부는 최초에 외향 패널과 함께 측면 연
부의 아래쪽에 놓이게 된다. 이 실시태양은 하기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제6도, 제7도 및 제8도에서, 본 발명의 제3실시태양을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묘사되는 생리대(310)은 일
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확대된 흡수 패드(312) 및 한쌍의 의류 부착용 패널(314 및 316)을 갖고 있다. 흡수
부재(318)는 액체 투과성 커버(320)과 액체 불투과 배플(322) 사이에 존재한다. 커버(320)은 패드의 의류
측(323)과 겹치며 따라서 배플(322)와 겹치며 흡수부재를 완전히 싸고 있다. 박리 스트립(326)으로 보호
되는 의류 부착물(324)은 패드의 의류측(323)에 제공된다. 커버(320)은 양쪽 말단이 말단 밀봉(328)에 의
하여 밀봉된다.

제3실시태양에서, 의류 부착용 패널(314 및 316)은 구조 및 크기의 범위 및 형태에 있어서 상기 의류 부
착용 패널(14 및 16)과 유사하다. 의류 부착용 패널(314 및 316)에 제공되는 기계적인 체결체는 모든 면
에서 제1실시태양의 체결체와 유사하며 후크 및 루프형의 체결체 부재로 나타내어 진다. 체결체는 각각 
패널(314 및 316)에 부착된 루프 패취(loop patch, 358) 및 후크 패취(hook patch; 360)을 포함한다. 의
류 부착용 패널(314 및 316)이 패드(312)의 대향 측면 연부(334 및 336)의 종방향의 중앙부에 장착되는 
것은 유사하므로 단지 한번만 기술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패드(312)는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외피를 갖고 
있으며 측면 연부(334 및 336)는 대개 둥글다. 패널(314)의 고정부(350)는 외측 연부(354)로 부터 효과적
인 부착점(356)까지 신장된 외측 연부(334)이 윗부분을 감싼다. 효과적인 부착점(356)은 사용 전에 의류 
부착용  패널의  자유부(352)가  일반적으로 측면  연부로부터 접선  방향으로 신장되도록 둥근  측면 연부
(334)의 측면에 존재한다. 의류 부착용 패널(314)는 제8도에 나타낸 구조 접착물(263 및 364)의 일정한 
간격을 둔 띠 등의 적합한 수단에 의하여 측면 연부(334)에 고착될 수 있다.

또한, 제6도, 제7도 및 제8도에서 감싸인 패드(312)의 제조는 고정 부위(350)의 싸는 정도, 둥근 측면 연
부(334) 둘레에 대한 의류 부착용 패널(314 및 316)의 싸는 정도의 약간의 변화에 의해서 만족할 만하게 
달성될 수 있다.

제9도에서, 흡수 패드(412)는 패드(412)의 대향의 종방향의 둥근 측면 연부(434 및 436)에 부착된 한쌍의 
의류 부착용 패널(414 및 416)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의류 부착용 패널(414)의 부착은 전형적이며 고
정되거나 부착된 부위(450) 및 자유부(452)를 포함한다. 자유부(452)의 한계는 실질적으로 간격을 뗀 상
부 및 하부 구조물 접착 스트립(462 및 464)에 의해서 제한된다. 제8도 및 제9도에 나타낸 실시태양은 함
께, 감싸인 패드 상의 효과적인 의류 부착용 패널의 부착점의 배치의 바람직한 범위를 나타낸다. 이 범위
는 제8도의 356처럼 둥근 연부를 따라 대략적으로 수평인 지점에서부터 제9도의 456처럼 둥근 연부의 아
랫 부위의 배치까지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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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도 및 제11도에서는 생리대(516)의 제5실시태양이 나타나 있다. 이는 실제로 "이중 패널"을 가진 생
리대이다. 생리대(510)은 확대된 흡수 패드(512) 및 한쌍의 의류 부착용 패널(514 및 516)을 갖고 있다. 
패드(512)는 어느 모로보나 통상적인 것이다. 흡수부재(518)은 액체 투과성 커버(520) 및 액체 불투과성 
배플(522) 사이에 존재한다. 의류 부착 스트립(524)은 통상적인 보호 스트립(526)에 의해 보호된다. 커버
(520) 및 배플(522)의 측면 신장은 연부 밀봉(528)을 형성하기 위하여 서로 붙게된다. 연부 밀봉(528)은 
흡수부재(518)을 둘러싼 밀봉선(530)으로부터 신장될 수 있다. 특별히 연부 밀봉(528)의 종적인 측면 부
위는 패드(512)의 대향 종적 측면 연부(534 및 536)를 한정하고 제10도에 나타낸 것처럼 패드(512)를 달
걀 또는 다이아몬드형(스텔스)으로 만들기 위하여 신장된다.

신장된 측면 연부(534 및 536)의 주요한 종적 중심부는 대향 외부 의류 부착용 패널(513 및 515)을 한정
한다. 이들 패널은 각각 상부 및 하부 월(542, 544 및 546, 548)을 갖고 있으며 외측으로는 대향 주변부 
연부(532 및 533)에 의해서, 내측으로는 대략적으로 흡수부재(518)의 대향 측면 연부(538 및 540)에 의해
서 결합된다. 내측 또는 주된 의류 부착용 패널(514 및 516)은 모든 면에 있어서 상기한 것, 예를 들면 
제1 실시태양과 유사하다. 기계적 체결체로서 그들은 비교적 작은 패취(patch)의 후크 및 루프형의 체결
체를 갖고 있다. 특히 루프  부재(558)및 후크 부재(560)을 갖고 있다. 패널(514 및 516)은 유사하며 따
라서 단지 의류 부착용 패널(514)의 부착 배열만 기술될 것이다. 패널의 고정되거나 또는 부착부(550)는 
외부 패널(513)의 아래측 또는 내측 벽(546)과 결합된다. 이는 내측 연부(554)로부터 효과적인 부착부
(556)까지 신장된다. 사용시에는 여기에서부터 의류 부착용 패널의 자유부(552)가 내측으로 또한 어느 면
에서 아랫측으로 갈라져 나온다.

제10도 및 제11도에 나타낸 본 발명의 실시태양은 표 3에 나타낸 실시예에 의해 나타난 것처럼 폭넓은 용
적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표 3]

본 발명에서 나타낸 모든 실시태양의 사용 형태 및 작용 특성은 유사하며 우선 제1실시태양인 제1도, 제2
도, 제3도, 제5도 및 제12도에 나타낸 생리대(10)에 관하여 기술될 것이다.

사용을  위한  제조에서  필  스트립(260)은  흡수  패드(12)로부터  제거되어  의류  부착물(24)를  노출하게 
된다. 열려진 위치에서 의류 부착용 패널(14 및 16)과 함께 흡수 패드(12)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중심에 
놓이고 속옷의 서혜부(13)로 올라간다. 다음으로 팬티 서혜부(130)가 배플(22)의 아래측 위에 단정하게 
장착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의류 부착용 패널(14 및 16)을 후크 및 루프 체결체 부재(58 및 60)를 결합시켜 
닫는다. 도면에서 보듯이 상기 체결체 부재는 비교적 작다. 패널(14 및 16)을 접착시키는데 있어서 체결
체 부재(58 및 60)가 겹치는 정도는 약간의 패널(14 및 16)에 체결되는 견고성 또는 안락함의 변화 또는 
적합성을 제공하며 어느 정도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 부재를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
러나, 조절 범위는 의도적으로 한정된다. 주어진 패드에서 제공되는 범위는 사용자가 제품을 장착하기에 
쉽도록 충분히 넓고 또한 제품이 의도된 대로 기능하도록 항상 장착되기에 적합하게 충분히 작다. 약간의 
바람직한 조절 범위를 표 2에 체결체(58 및 60)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측면 조절의 범위는 대응하는 루프 
부재(58)의 넓이(W1) 및 후크 부재(60)의 넓이(Wh)에 의해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의류 부착용 패널(14 
및  16)은  체결체  부재(58  및  60)가  제12도에  나타낸  것처럼  서로  대략적으로  중앙에  위치하도록 
체결된다. 체결체(58 및 60)를 위해 제공된 조절 범위를 포함하여 본 발명의 생리대의 배치는 의류 부착
용 패널(14 및 16)이 적절하게 체결되었을 때, 팬티 서혜부(130)가 항상 패드 아래 놓이도록 된 것이다. 
이는 서혜부 연부 및 팬티의 다리부분 고무줄(132)이 흡수부재(18)의 연부(38 및 40)보다 더 바깥으로 나
가지 않도록 측면에 배치됨을 의미한다. 또한, 서혜부(130)가 이의 측면을 따라서 더 높아서는 안된다.

팬티 고무줄(132)의 측면 위치의 한계는 관계되는 의류 부착용 패널(14 및 16)의 효과적인 부착점(56)에 
제공되는 "중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효과적인 부착점(56)을 위해 선택된 지역은 생리대의 기능을 위해 
중요하다. 만일 효과적인 부착점(56)이 측면 연부(34 및 36)에서 너무 멀고 따라서 종방향 측면 연부(38 
및 40) 및 밀봉선(30)과 너무 가까우면 의류 부착용 패널(14 및 16)이 체결될 때 의류 부착용 패널에 발
생하는 인장력은 측면 연부(34 및 36)의 편향의 조절에 비교적 적은 효과를 갖고 있다. 만일 효과적인 부
착점(56)이 측면 연부(34 및 36)에서 너무 멀면, 체결시에 의류 부착용 패널(14 및 16)의 인장은 바람직
하지 않은 측면 연부의 측단적인 아래측으로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

제5도에서, 측면 연부(34 및 36)의 효과적인 넓이(We)가 약 0.25 내지 약 1.0 인치의 범위 내일때,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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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정된 부착점(50)을 위한 넓이(Wa)의 바람직한 범위는 약 0.125 내지 약 0.5 인치이다. 효과적인 부
착점(56)과 흡수부재 측면연부(38  및 40)  간의 바람직한 간격(D)는 측면 연부(34  및 36)의 넓이(We)의 
1/3 내지  3/4의 범위 내이다.

팬티의 다리 고무줄(132)이 반 틸부르크(Van Tilburg)의 발명에서처럼 단순히 긴 의류 부착용 패널로 단
순히 고무줄을 커버하는 것에 의하기 보다 고무줄의 위치의 조절에 의하여 가려질 때, 보다 짧은 의류 부
착용 패널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표 1에 나타낸 약 1.5 내지 약 3.0 인치의 패널 길이의 바람직
한 범위 참조. 보다 짧은 패널에서는 그들의 확 움직여 열리는 불편함 및 긴 패널에서의 불편함을 피할 
수 있다.

제12도에서는 생리대(10)가 속옷의 서혜부(130)로 올라간다. 속옷이 당겨지기 전에 의류 부착용 패널(14 
및 16)이 체결체 부재(58 및 60)에 의해 서로 대략 중앙으로 체결되고 패드의 측면 연부(34 및 36)는 따
라서 약간 끌어 내려지고 흡수부재(18)는 상방으로 볼록하게 활처럼 휜다. 제12도는 그렇게 조절된 생리
대의 사용시의 모습을 보여준다. 측면 연부(34 및 36)는 아랫쪽으로 접히고 넓적다리(134)에 대하여 안락
하게 끼이게 된다.  흡수부재(18)의  윗쪽으로 볼록한 형태는 생리원(源)에  더  가깝게  맞추어지면 음순
(136)에 대하여 보다 안락하다.

본 발명의 중요한 면은 측면 연부(34 및 36) 등의 흡수 패드의 측면 연부의 편향의 조절과 속옷의 서혜부
(130)의 연부(132)의 조절이다.

상기한 것처럼 의류 부착용 패널(14 및 16)의 체결은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흡수 패드(12)의 배치를 돕는
다. 또한, 적합하게 체결되었을 때, 흡수 패드(12)의 측면 연부 상의 의류 부착용 패널(14 및 16)의 아래
측으로의 인장은 패드(12)의 연부의 붕괴 및 준비시 및 사용시의 흡수부재 위로의 접힘을 막는다. 특히 
연부에 고무줄을 장착했을 때, 속옷의 서혜부(130)의 연부의 조절의 욧점은 사용시에 의류 부착용 패널의 
효과적인 부착점(56)의 배치이다. 이 부착점(56)의 배치는 팬티 고무줄(132)의 측면 배치를 위한 한계 또
는 정지점을 설정한다. 바람직하게는, 제12도, 제13도 및 제14도에 나타냈듯이 팬티 고무줄은 흡수부재 
측면 연부(38 및 40)의 아래에 존재하도록 한정되거나 흡수부재 측면 연부를 따라서 보다 높지 않도록 한
정된다. 이 조절은 팬티 고무줄이 흡수부재로 위로 끌려드는 것을 방지한다. 팬티 고무줄의 배치의 조절
의 또다른 긍정적인 결과는 고무줄을 흡수부재 측면 연부 아래 고정시켜서 팬티 고무줄이 흡수부재가 신
체에 더 잘 맞도록 상방 편향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발명의 기타 장점은 생리대의 배치 및 특히 체결된 의류 부착용 패널(14 및 16)의 배치가 사용을 위하
여 준비할 때, 사용자에 의해서 의류 부착용 패널(14 및 16)이 팬티 고무줄(132) 위로 부주의하게 접히거
나 체결되어 팬티 고무줄이 패널 자체를 샅(groin)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제6도, 제7도, 제8도, 제13도 및 제14도에서는 의류 부착용 패널(314 및 316)이 팬티 고무줄(132)를 
흡수부재(318) 아래로 억지로 밀어넣어 고정시키는 본 발명의 제3실시태양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경우
에 흡수부재(338 및 340)의 측면은 착용자의 샅 및 넓적다리에 고정된다. 의류 부착용 패널(314 및 316)
은 또한 팬티 고무줄이 흡수부재 귀퉁이의 측면 연부(338 및 340)에 겹치는 것을 방지하여 팬티 고무줄이 
더럽혀지거나 얼룩지지 않게 한다. 의류 부착용 패널의 인장은 또한 흡수부재를 볼록하게 굽게하여 신체
에 보다 잘 맞게할 수 있다.

제13 및 제14도는 제3실시태양에 따른 생리대의 사용시의 전형적인 두 단면도이다. 제14도에서, 의류 부
착용 패널(314 및 316)은 제13도보다 어느 정도 더 단단히조여서 흡수부재(318)를 보다 더 위로 볼록하게 
한다. 이는 두 도면의 패널(314 및 316) 및 체결체(359 및 360)의 차이에서도 알 수 있다. 제13도의 그 
결과로 생긴 배치에서, 흡수부재의 연부(338 및 340)는 팬티 고무줄 또는 의류 부착용 패널로부터 어떠한 
방해도 없이 상승되고 접혀서 어느 정도 착용자의 샅(138)에 맞게 된다. 팬티의 다리부분 고무줄(132)는 
흡수부재 밑에서 보호되고 흡수부재 연부를 샅으로 밀어넣는 것을 돕는다. 효과적인 부착점(356)의 배치
는 팬티의 다리부분의 고무줄이 샅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다.

제14도에서 의류 부착용 패널(314 및 316)의 비교적 단단한 조임은 흡수부재의 연부(338 및 340)을 흡수
부재에 고정시키며 흡수부재 연부가 넓적다리에 가깝게 고정되도록 하며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다. 팬티의 
다리부분 고무줄(132)는 의류 부착용 패널에 의하여 흡수부재 아래 놓이게 되며 흡수부재 중심이 편향되
어 아치를 이루어 대음순에 맞도록 한다.

또한 제10도 및 제11도에서는, 그 중 패널의 실시태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실시태양은 사용시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나 이 실시태양의 기본적 배치는 외부 패널(513 및 515)의 첨가를 제외하고 제3도의 제1실
시태양과 매우 유사하다. 사용시에 의류 부착용 패널(514 및 516)의 기본적인 기능은 외부 패널(513 및 
515)가 실시에 약간의 변화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실시태양과 유사하다.

사용시에 의류 부착용 패널(514 및 516)은 외부 패널(513 및 515)를 팬티 고무줄 연부 및 사용자의 넓적
다리(134) 쪽으로 아래로 당겨서 이들 패널들이 더러워지거나 얼룩지지 않게 한다. 의류 부착용 패널(514 
및 516)은 또한 팬티 고무줄(132)를 흡수부재(518) 아래 밀어 넣어 팬티 고무줄이 외부 패널을 밀거나 팬
티 고무줄 자체가 흡수부재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서 보호, 고정 및 안락함을 지원한다. 공통적으로, 
패널은 또한 착용시의 패드의 주룸짐을 감소시켜 적합한 결합과 보호를 촉진한다. 흡수성을 위하여 부가
적인 물질이 외부 패널(513 및 515)에 첨가될 수 있다. 그러나 패널은 신체에 적합한 결합과 안락함을 위
하여 부드럽고 안락하게 고안된다. 의류 부착용 패널(514 및 516)은 다양한 물질로 제조할 수 있지만 바
람직하게는 팬티 고무줄을 패드 아래 고정시키는 기능을 돕기 위하여 외부 패널보다 뻣뻣하다. 의류 부착
용 패널(514 및 516)의 뻣뻣함 및 바깥 방향의 부착은 이들이 장착되는 동안 의류 부착물(524) 위에 붙어
있지 않도록 만든다.

제4실시태양의 다른 특성은 외부 패널(513 및 515)에 의해 제공되는 외부의 보호에서 의류 부착용 패널
(514 및 516)은 팬티 서혜부의 고무줄을 말단부를 구기지 않아서 안락함을 촉진하도록 크기가 정해질 수 
있다. 의류 부착용 패널(514 및 516)은 또한 패드의 넓이의 유지를 돕고 패드의 측면이 중심 쪽으로 접히
는 것을 방지하여 패드의 주름짐을 방지한다. 의류 부착용 패널이 패드 아래에서 팬티 서혜부의 중심 부
분에 놓이지만, 보다 긴 외부 패널(513 및 515)가 팬티 고무줄의 말단부의 부가적인 커버를 제공한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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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패널(513 및 515)는 바람직하게는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어서 서로 또는 속옷에 체결되지 않아서 이들
이 개선된 보호를 위하여 넓적다리에 대하여 편안하게밀폐하기에 자유롭다.

제11도에서는, 의류 부착용 패널(514)의 외측으로 향하는 부착은 움직여지거나 신장될 수 있어서 효과적
인 부착점이 외부 패널(513)을 더 벗어난다. 상기와 같은 배열은 외부 패널(513)의 종방향의 중심부의 더 
직접적이 조절을 실행한다.  의류 부착용 패널(514  및 516)은 상기한 것처럼 의류 부착용 패널(514  및 
516) 및 그들의 체결체 배치가 적합한 크기로 되는 한 여전히 팬티 고무줄을 흡수부재 밑에 있도록 조절
하는 기능을 유지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종방향 축, 종방향의 중앙부 및 중앙부에 대하여 편향될 수 있는 대향의 종방향 측면 연부를 갖고 있
으며, 신체측 액체 투과성 커버 및 의류측 액체 불투과성 배플 사이에 흡수부재를 포함하는 신장된 흡수 
패드; 및 (b) 사용동안 적어도 하나의 측면 연부의 편향을 선택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조절수단으로 이루
어진, 속옷 서혜부의 신체측에 장착되어 사용동안 신체 배설물을 흡수하기위한 생리대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조절 수단이 적어도 하나의 상기 측면 연부와 인접한 흡수 패드로부터 일반적으로 아래
측 및 내측으로 신장되고, 사용할 때에 서혜부를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그의 측면 배치를 한정하도록 속옷
의 서혜부 아래에 고정될 수 있는 의류 부착용 패널로 이루어지는 생리대.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속옷이 다리 개구부를 갖고 있으며, 서혜부가 다리 객구부에 의해 한정된 일반적으로 
종방향으로 배향된 측면 연부를 갖고 있으며, 의류 부착용 패널이 흡수 패드의 아래측에 적어도 한 측면 
연부 방향으로 부착되어 의류 부착용 패널을 한정하는 고정부 및 사용동안 속옷의 서혜부 아래로의 신장
을 위하여 흡수 패드의 아래측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자유부를 갖고 있으며, 흡수 패드에 대하여 의류 부
착용 패널의 고정부의 측면 배치가 속옷 서혜부의 측면 연부의 배치를 위한 외부 측면 한계를 한정하는 
생리대.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흡수 패드로부터 아래측 및 내측으로 신장되어 흡수 패드의 다른 측면 연부
와 인접하게 위치하며, 사용동안 속옷의 서혜부 아래에 고정될 수 있고, 흡수 패드의 제2측면 연부 쪽으
로 흡수 패드의 아래측에 부착된 고정부 및 사용동안 속옷의 서혜부 아래로 신장되기 위해 흡수 패드의 
아래측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자유부로 이루어지며, 흡수부재 측면 연부의 미리 결정된 편향을 확립하고 
속옷 상에 생리대의 정확한 장착을 용이하게 하도록 의류 부착용 패널의 상기 자유부를 고정시키는 수단
을 포함하는 제2의류 부착용 패널을 추가로 포함하는 생리대.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의류 부착용 패널의 자유부를 고정시키는 수단이 의류 부착용 패널 상의 정합 체결 부재
로 이루어지며, 체결 부재는 실질적으로 단지 하나의 의류 부착용 패널의 미리 결정된 측면 관계를 다른 
하나에 제공하도록 배치되는 생리대.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측면 연부의 미리 결정된 편향 및 속옷 서혜부의 측면 연부의 미리 결정된 특별한 한정
이 흡수 패드를 신체에 가깝게 고정되며 위측으로 볼록한 형태가 되도록 편향되는 생리대.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흡수부재가 종방향으로 신장되며, 대향의 종방향의 측면 연부를 갖고 있으며, 흡수 패드
의 편향된 측면 연부가 일반적으로 흡수부재에 대햐여 측면방향으로  신장되며, 사용동안 의류 부착용 패
널이, 속옷 서혜부의 각 측면 연부가 흡수부재의 측면 연부보다 대략적으로 높지않게 지지되도록 생리대
에 고정되는 생리대.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의류 부착용 패널의 고정부의 측면 배치 및 의류 부착용 패널의 고정이 속옷의 상기 서
혜부의 각 측면 연부가 대략적으로 흡수부재의 측면 연부 아래에서 지지되며, 흡수부재가 사용자의 신체
들에 들어 맞도록 자유롭게 생리대에 배치되는 생리대.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사용할 때에 속옷 서혜부의 각 측면 연부가 인장력을 받아서, 흡수부재의 각 측면 연부
가 위쪽으로 편향되는 생리대.

청구항 10 

제4항에 있어서, 의류부착용 패널의 고정부가, 속옷의 서혜부의 각 측면 연부가 흡수 패드의 측면 연부에 
인접하여 제한되어 흡수 패드 위로 겹치지 않도록 배치되는 생리대.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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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흡수 패드의 측면 연부의 적어도 하나가 측면 주변부(periphery)를 갖고, 흡수부재가 측
면 연부와 인접한 종방향으로 신장된 측면을 갖고, 의류 부착용 패널의 부착이 의류 부착용 패널의 자유
부가 갈라져 나온 내부 측면 한계를 갖고, 이 내부 측면 한계가 흡수부재의 측면과 흡수 패드의 측면 연
부의 측면 주변부 사이에 배치되는 생리대.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패널 부착의 내부 측면 한계가 흡수부재의 측면 방향으로 배치되나, 이 측면으로부터 
이격된 생리대.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배플이 대략적으로 측면 연부의 적어도 하나의 측면 주변부로 측면방향 외측 신장되고, 
의류 부착용 패널이 배플에 고정되는 생리대.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커버 및 배플이 흡수부재를 지나 측면으로 신장되어 측면연부를 한정하고, 조절 수단이 
흡수부재 외측으로 배플에 고정된 의류 부착용 패널로 이러우진 생리대.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적어도 측면 연부의 일부에서, 커버 및 배플이 함께 결합하여 연부 밀봉을 형성하는 생
리대.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흡수 패드의 측면 연부가 외부 주변 연부를 갖고 있으며, 사용동안 각 측면 연부의 적어
도 일부가 속옷 서혜부의 연부를 넘어서 신장되고 일반적으로 하방 신장하기에 충분한 너비를 가지며, 조
절 수단이 적어도 한 측면연부의 의류측의 외부 주변 연부 및 흡수부재 사이에 위치한 효과적인 부착점에
서 상기 의류측에 부착되고, 의류 부착용 패널이 서혜부를 한정하고 실질적으로 서혜부의 측면 배치를 한
정하기 위해 서혜부 아래에 고정될 수 있는 생리대.

청구항 17 

(a) 종방향 축, 종방향 중앙부 및 중앙부에 대하여 편향될 수 있는 대향 종방향 측면 연부를 갖고 있으며 
신체측 액체 투과성 커버 및 의류측 액체 불투과성 배플 사이에 흡수부재를 포함하며, 커버 및 배플 중 
적어도  하나는  측면  연부를  한정하기  위하여  흡수부재를  넘어서  측면방향으로  신장되는  신장된  흡수 
패드, 및 (b) 대향의 측면 연부 중 하나에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아래측 및 내측으로 신장되며, 적어도 상
당하게 일반적으로 측면 연부를 아랫쪽으로 당기고 측면 연부가 흡수부재측으로 접히는 것을 방지하도록 
사용동안 속옷의 서혜부 아래에 고정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의류 부착용 패널로 이루어진 속옷 서혜부
의 신체측에 장착되어 사용할 때에 신체 배설물을 흡수하기 위한 생리대.

청구항 18 

(a) 종방향 축, 종방향의 중앙부 및 중앙부에 대하여 편향된 대향 종방향 측면 연부를 갖고 있으며, 신체
측 액체 투과성 커버 및 의류측 액체 불투과성 배플 사이에 흡수부재를 포함하여, 흡수 패드의 종방향 측
면 연부는 적어도 종방향의 중심 부위의 길이에서 측면방향으로 넓어져서 제1측면 패널의 쌍을 한정하고 
각 패널은 신체측 및 의류측을 갖고 있고, 패널은 흡수부재를 넘어서 충분히 신장되어 사용동안 패널이 
서혜부의측면 연부를 넘어서 신장되고 그 아래로 지지되는 신장 된 흡수 패드; 및 (b) 사용할 때에 흡수 
패드의 측면 연부의 편향을 선택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흡수 패드의 의류측에 고정된 한쌍의 대향 의류 부
착용 패널로 이루어진, 대향 측면 연부를 가지는 속옷 서혜부의 신체측에 장착되어 사용동안 신체 배설물
을 흡수 하기 위한 생리대.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의류 부착용 패널이 서혜부를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서혜부의 측면 배치를 한정하기 위
해 속옷의 서혜부 아래에 고정될 수 있는 생리대.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흡수 패드의 측면 연부의 미리 결정된 편향을 확립 하고 생리대를 속옷 위에 정확이 장
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류 부착용 패널을 고정시키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생리대.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의류 부착용 패널을 고정시키기 위한 수단이 정합체결 부재로 이루어지고, 이 부재는 
한 패널의 다른 패널과의 미리 결정된 실질적으로 단지 하나의 측면 관계를 제공하도록 배치된 생리대.

청구항 22 

제18항에 있어서, 의류 부착용 패널이 속옷 서혜부 아래에 고정될 수 있고, 생리대가 사용할 때에 서혜 
연부가 흡수부재 아래에 이격되어 포함되도록 배치된 생리대.

청구항 23 

제18항에 있어서, 커버 및 배플이 함께 결합하여 연부 밀봉을 형성하고, 의류 부착용 패널이 연부 밀봉의 
배플 측에 부착되는 생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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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18항에 있어서, 각각의 제1측면 패널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종방향으로 의류 부착용 패널 중 하나와 포
개지고, 각각의 제1측면 패널이 포개어진 의류 부착용 패널 보다 더 크게 종방향으로 신장된 생리대.

청구항 25 

(a) 종방향, 축, 종방향의 중앙부 및 대향 종방향 측면 연부를 가지며, 신체측 액체 투과성 커버 및 의류
측 액체 불투과성 배플의 사이에 흡수부재를 포함하며, 커버 및 배플이 흡수부재를 둘러싸서 흡수 패드가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외부 표면을 갖고 측면 연부가 둥글게 되는 것인, 신장된 흡수 패드; 및 (b) 생리대
을 속옷 위에 장착하기 전에 의류 부착용 패널이 일반적으로 접선 방향으로 및 둥근 측면 연부로부터 아
래측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둥근  측면  연부의  하나에  부착된  적어도  하나의  의류  부착용  패널로 
이루어진, 속옷의 서혜부에 장착되어 사용동안 신체 배설물을 흡수하기 위한 생리대.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속옷의 서혜부가 일반적으로 종방향으로 신장된 한쌍의 대향 측면 연부를 갖고 있으며, 
사용동안 의류 부착용 패널이 서혜부를 제한하고 속옷 서혜부의 측면 연부의 적어도 하나의 측면 배치를 
조절하도록 서혜부 아래에 고정될 수 있는 생리대.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생리대를 속옷 위에 장착시키기 전에 제2의류 부착용 패널이 다른 둥근 측면 연부로부
터 일반적으로 접선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다른 둥근 측면 연부에 부착된 제2의류 부
착용  패널  및  각  의류  부착용  패널  상의  정합  체결  부재로  이루어지며,  체결  부재  및  의류  부착용 
패널이, 사용동안 의류 부착용 패널이 속옷 서혜부의 아래에서 함께 체결될 수 있으며, 체결시에 다른 체
결 부재에 대해 단지 하나의 미리 결정된 의류 부착용 패널의 측면 관계를 제공하도록 배치된 생리대.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의류 부착용 패널의 체결이 흡수 패드를 위쪽으로 볼록한 형이 되도록 편향시키는 생리
대.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사용할 때에 의류 부착용 패널 간의 체결이 속옷 서혜부의 양 측면 연부의 측면 배치를 
조절하고, 흡수 패드의 둥근 측면 연부의 각각에 인접한 서혜부의 측면 연부에 대한 배치의 대향 외부 측
면 한계를 한정하는 생리대.

청구항 30 

(a) 종방향 축, 종방향의 중앙부 및 대향 종방향 측면 연부를 가지며, 신체측 액체 투과성 커버 및 의류
측 액체 불투과성 배플의 사이에 흡수부재를 포함하며, 커버 및 배플이 흡수부재를 둘러싸서 흡수 패드가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외부표면을 갖고 측면 연부가 둥극게 하는 것인 신장된 흡수 패드; 및 (b) 생리대를 
속옷 위에 장착하기 전에 의류 부착용 패널의 자유부가 흡수패드의 표면으로부터 효과적인 부착점에서 일
반적으로 접선 방향으로 갈라져 나오는 방식으로 및 분기의 감소가 흡수 패드 아래에서 의류 부착용 패널
을 감싸는 방향으로 고정부가 흡수 패드에 부착되는, 인접한 고정부 빛 자유부를 갖고 있는 가요성 재료
의 시트로 이루어진 적어도 하나의 의류 부착용 패널로 이루어진, 속옷의 서혜부에 장착되어 사용할 때 
신체 배설물을 흡수하기 위한 생리대.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효과적인 부착점이 둥근 측면 연부 중 하나의 측면을 따라 존재하는 생리대.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효과적인 부착점이 둥근 측면 연부 중 하나의 하부에 존재하는 생리대.

청구항 33 

제30항에 있어서, 의류 부착용 패널의 고정부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흡수 패드의 둥근 측면 연부 중 하나
를 감싸는 생리대.

청구항 34 

제30항에 있어서, 속옷의 서혜부가 일반적으로 종방향으로 신장되는 측면 연부를 포함하며, 사용할 때에 
의류 부착용 패널이 서혜부 아래로 신장되며, 의류 부착용 패널의 효과적인 부착점의 측면 배치가 서혜부
의 측면 연부의 배치를 위한 외부 측면 한계를 한정하는 생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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