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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일회용 기저귀

요약

본 발명은 착용 중에 틀어져 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착용자의 몸통 둘레에 부분적인 압박감을 주지 않는 오픈형

일회용 기저귀를 제공한다. 오픈형 일회용 기저귀(1A)는 앞뒤 몸통 둘레 영역(5, 7)의 단부(8)에 가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탄성적으로 신축 가능한 웨이스트 신축 영역(10)과, 뒤 몸통 둘레 영역(7)의 양측부(9)로부터 가로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

는 탄성적으로 신축 가능한 한 쌍의 날개 신축 영역(11)을 갖는다. 이 기저귀(1A)에서는 뒤 몸통 둘레 영역(7)의 양측부(9)

가 웨이스트 신축 영역(10)과 날개 신축 영역(11) 사이에 위치하고, 날개 신축 영역(11)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이 웨이스트

신축 영역(10)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보다도 크며, 날개 신축 영역(11)에 작용하는 인장력이 뒤 몸통 둘레 영역(7)의 양측

부(9)에 의해 분단, 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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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장착시에 고정 수단을 통해 앞뒤 몸통 둘레 영역을 연결하는 일회용 기저귀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세로 방향으로 앞 몸통 둘레 영역 및 뒤 몸통 둘레 영역과, 이들 몸통 둘레 영역 사이에 위치하는 가랑이 아래 영역을 구비

하고, 액체 투과성 표면 시트 및 액체 불투과성 표면 시트와, 이들 시트 사이에 개재되는 흡액성 코어로 구성되고, 코어의

양단 가장자리의 외측에 위치하여 가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양단부와, 코어의 양측 가장자리의 외측에 위치하여 세로 방향

으로 연장되는 양측부를 지니며, 앞뒤 몸통 둘레 영역의 양측부로부터 가로 방향 외측으로 날개부가 연장되어 나오고, 뒤

몸통 둘레 영역의 날개부에 한 쌍의 테이프 파스너가 부착된 오픈형 일회용 기저귀가 있다(특허 문헌 1 참조).

특허 문헌 1에 개시한 기저귀는, 가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띠형의 제1 탄성 부재가 앞뒤 몸통 둘레 영역의 단부에 수축 가능

하게 부착되고, 가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실 모양의 다수의 제2 탄성 부재가 뒤 몸통 둘레 영역에 있어서 코어의 끝 가장자

리와 제1 탄성 부재 사이에 수축 가능하게 부착되어 있다. 이 기저귀에서는 제2 탄성 부재가 뒤 몸통 둘레 영역의 양측부

사이를 가로질러 날개부까지 연장되어 있으며, 뒤 몸통 둘레 영역의 날개부가 가로 방향으로 탄성적인 신축성을 갖는다.

테이프 파스너는 뒤 몸통 둘레 영역의 날개부에 고착된 고정부와, 고정부로부터 가로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는 자유부를 갖

는다. 테이프 파스너의 자유부에는 메카니컬 파스너 중 훅이 부착되어 있다.

보호자나 개호자가 특허 문헌 1에 개시한 기저귀를 착용자에게 장착하는 순서의 일례는, 이하와 같다. 보호자나 개호자는

전개시킨 기저귀 위에 착용자를 눕혀 둔부를 얹은 후, 앞 몸통 둘레 영역을 잡고 기저귀의 가랑이 아래 영역을 절곡하여 앞

몸통 둘레 영역을 착용자의 복부 위에 얹는다. 다음에, 테이프 파스너를 잡으면서 뒤 몸통 둘레 영역의 날개부를 절곡하여

앞 몸통 둘레 영역 날개부의 외측에 중첩시키고, 뒤 몸통 둘레 영역의 단부나 날개부로 착용자의 몸통 둘레를 조이는 것을

조절하면서, 이들 테이프 파스너의 자유부를 앞 몸통 둘레 영역의 외면에 교대로 고정하여 앞뒤 몸통 둘레 영역을 연결한

다. 앞뒤 몸통 둘레 영역이 연결된 기저귀에는 몸통 둘레 개구와 한 쌍의 다리 둘레 개구가 형성된다.

[특허 문헌 1] 일본 특허 공개 제2000-254176호 공보

발명의 개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특허 문헌 1에 개시한 기저귀는 그것을 장착할 때 테이프 파스너를 가로방향 외측으로 인장하면, 제2 탄성 부재가 가로 방

향으로 신장되어 뒤 몸통 둘레 영역의 날개부가 가로 방향으로 신장되는 동시에 제2 탄성 부재에 작용하는 인장력이 제1

탄성 부재에 전달되고, 제2 탄성 부재에 연동하여 제1 탄성 부재가 가로 방향으로 신장되어, 뒤 몸통 둘레 영역의 단부가

가로 방향으로 신장된다.

이 기저귀는 제1 탄성 부재가 띠형을 나타내는 동시에, 제2 탄성 부재가 실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1 및 제2 탄성 부재

의 신장 응력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며, 제1 탄성 부재가 연장되는 뒤 몸통 둘레 영역 단부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과 이들

제2 탄성 부재가 연장되는 뒤 몸통 둘레 영역 날개부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이 다르다.

이 기저귀에서는, 뒤 몸통 둘레 영역 날개부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이 뒤 몸통 둘레 영역 단부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보다

도 크면, 테이프 파스너를 가로 방향 외측으로 인장하였을 때, 날개부가 신장되기 이전에 단부가 가로 방향으로 완전히 신

장되어 버린다. 뒤 몸통 둘레 영역의 단부가 완전히 신장된 시점에서, 테이프 파스너의 자유부를 앞 몸통 둘레 영역에 고정

하면, 날개부 가로 방향으로의 신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기저귀를 착용자에게 장착하게 된다. 기저귀의 장착시에 뒤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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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 영역 날개부의 신장이 불충분하면, 날개부의 수축력을 이용할 수 없고, 날개부에 의해 착용자의 몸통 둘레를 조일 수

없기 때문에, 기저귀의 착용 위치로부터 틀어져 내려가는 원인이 된다. 또한, 착용자의 몸통 둘레를 뒤 몸통 둘레 영역의

단부에 의해 국소적으로 조이게 되어, 착용자의 몸통 둘레에 부분적인 압박감을 주게 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장착 중에 틀어져 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착용자의 몸통 둘레에 부분적인 압박감을 주지 않는

일회용 기저귀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전제는, 세로 방향으로 앞 몸통 둘레 영역 및 뒤 몸통 둘레 영역과, 이들 몸통 둘레 영

역 사이에 위치하는 가랑이 아래 영역을 구비하고, 피부 접촉측에 위치하는 액체 투과성 표면 시트와, 피부 비접촉측에 위

치하는 액체 불투과성 이면 시트와, 이들 시트 사이에 개재되어 상기 가랑이 아래 영역으로부터 상기 앞뒤 몸통 둘레 영역

을 향하여 연장되는 흡액성 코어로 구성되고, 상기 코어의 양단 가장자리의 외측에 위치하여 가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양단

부와, 상기 코어의 양측 가장자리의 외측에 위치하여 세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양측부를 가지며, 장착시에 고정 수단을 통

해 상기 앞뒤 몸통 둘레 영역을 연결하는 일회용 기저귀이다.

상기 전제에 있어서의 본 발명의 특징은, 상기 기저귀가 상기 앞뒤 몸통 둘레 영역 중 적어도 상기 뒤 몸통 둘레 영역의 단

부에 가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탄성적으로 신축 가능한 웨이스트 신축 영역과, 상기 뒤 몸통 둘레 영역의 양측부로부터 가

로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는 탄성적으로 신축 가능한 날개 신축 영역을 가지며, 상기 뒤 몸통 둘레 영역의 양측부가 상기 웨

이스트 신축 영역과 상기 날개 신축 영역 사이에 위치하고, 상기 날개 신축 영역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이 상기 웨이스트

신축 영역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보다도 크다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일례로서, 상기 웨이스트 신축 영역의 가로 방향으로의 신축성은 상기 몸통 둘레 영역의 단부에 수

축 가능하게 부착된 제1 탄성 부재에 의해 부여되며, 상기 날개 신축 영역은 상기 표·이면 시트와는 다른 부재의 신축성 시

트로 형성되어 있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다른 일례로서, 상기 기저귀에서는, 상기 웨이스트 신축 영역을 가로 방향으로 최대한 신장하였을

때 이 웨이스트 신축 영역 가로 방향의 제1 길이 치수를 100%로 하고, 상기 제1 길이 치수가 90%가 될 때까지 상기 웨이

스트 신축 영역을 신장하였을 때 이 웨이스트 신축 영역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은 0.5∼3.0 N의 범위에 있으며, 상기 날개

신축 영역의 비신장시에 있어서 가로 방향의 제2 길이 치수를 100%로 하고, 상기 제2 길이 치수가 120%가 될 때까지 상

기 날개 신축 영역을 신장하였을 때 이 날개 신축 영역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은 1.5∼7.0 N의 범위에 있고, 상기 제2 길이

치수가 150%가 될 때까지 상기 날개 신축 영역을 신장하였을 때 이 날개 신축 영역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은 3.0∼10.0 N

의 범위에 있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다른 일례로서, 상기 뒤 몸통 둘레 영역의 양측부는 실질적으로 신축 불가능하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다른 일례로서, 상기 뒤 몸통 둘레 영역의 양측부는 탄성적으로 신축 가능하며, 상기 뒤 몸통 둘레

영역 양측부의 가로 방향으로의 신축성은 상기 양측부에 수축 가능하게 부착된 제2 탄성 부재에 의해 부여되고, 상기 날개

신축 영역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은 상기 뒤 몸통 둘레 영역 양측부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보다도 작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다른 일례로서, 상기 기저귀에서는, 상기 뒤 몸통 둘레 영역의 양측부를 가로 방향으로 최대한 신장

하였을 때 이 양측부의 제3 길이 치수를 100%로 하고, 상기 제3 길이 치수가 90%가 되도록 상기 양측부를 단축하였을 때

이 양측부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은 5∼20 N의 범위에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관한 일회용 기저귀에 의하면, 날개 신축 영역에 작용하는 인장력이 웨이스트 신축 영역과 날개 신축 영역 사이

에 위치하는 뒤 몸통 둘레 영역의 양측부에 의해 분단, 억제되기 때문에, 웨이스트 신축 영역에 전달되는 인장력을 감소시

킬 수 있다. 이 기저귀는 날개 신축 영역을 신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날개 신축 영역보다도 작은 신장 응력의 웨이스트 신

축 영역이 가로 방향으로 신장되지만, 날개 신축 영역이 신장되기 이전에 웨이스트 신축 영역이 가로 방향으로 완전히 신

장되는 경우는 없어, 날개 신축 영역을 가로 방향으로 충분히 신장시킨 상태에서 기저귀를 착용자에게 장착할 수 있다. 이

기저귀는 날개 신축 영역과 웨이스트 신축 영역과의 수축력을 이용하여 착용자의 몸통 둘레를 확실하게 조일 수 있고, 기

저귀의 착용 위치로부터 틀어져 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기저귀는 웨이스트 신축 영역이 착용자의 몸통 둘레를

국소적으로 조이지 않고, 착용자의 몸통 둘레에 부분적인 압박감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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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몸통 둘레 영역의 양측부가 탄성적으로 신축 가능하며 양측부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이 날개 신축 영역 가로 방향의 신

장 응력보다도 큰 기저귀에서는, 날개 신축 영역에 작용하는 인장력이 뒤 몸통 둘레 영역의 양측부에 전달되어도 인장력이

날개 신축 영역보다도 큰 신장 응력을 갖는 뒤 몸통 둘레 영역의 양측부에 의해 분단, 억제되어 웨이스트 신축 영역에 전달

되는 인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기저귀는 날개 신축 영역을 신장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날개 신축 영역보다도 작은 신

장 응력의 웨이스트 신축 영역이 가로 방향으로 신장되지만, 날개 신축 영역이 가로 방향으로 신장되기 이전에 웨이스트

신축 영역이 완전히 신장되는 경우는 없어, 날개 신축 영역을 가로 방향으로 충분히 신장시킨 상태에서 기저귀를 착용자에

게 장착할 수 있다. 이 기저귀는 날개 신축 영역과 웨이스트 신축 영역의 수축력을 이용하여 착용자의 몸통 둘레를 확실하

게 조일 수 있어 기저귀가 착용 위치로부터 틀어져 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례로서 도시하는 기저귀의 부분 파단 사시도.

도 2는 도 1의 II-II선 단면도.

도 3은 도 1의 III-III선 화살 표시 단면도.

도 4는 도 1의 IV-IV선 화살 표시 단면도.

도 5는 다른 일례로서 도시하는 기저귀의 부분 파단 사시도.

도 6은 도 5의 VI-VI선 단면도.

도 7은 도 5의 VII-VII선 화살 표시 단면도.

도 8은 도 5의 VIII-VIII선 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A : 일회용 기저귀

1B : 일회용 기저귀

2 : 액체 투과성 표면 시트

3 : 액체 불투과성 이면 시트

4 : 흡액성 코어

4a : 양단 가장자리

4b : 양측 가장자리

5 : 앞 몸통 둘레 영역

6 : 가랑이 아래 영역

7 : 뒤 몸통 둘레 영역

8 : 양단부

9 : 양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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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웨이스트 신축 영역

11 : 날개 신축 영역

16 : 제1 탄성 부재

18 : 신축성 시트

19 : 테이프 파스너(고정 수단)

22 : 제2 탄성 부재

25 : 타겟 테이프(고정 수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일회용 기저귀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도 1, 도 2는 일례로서 도시하는 기저귀(1A)의 부분 파단 사시도와, 도 1의 II-II선 단면도이며, 도 3, 도 4는 도 1의 III-III

선 화살 표시 단면도와, 도 1의 IV-IV선 화살 표시 단면도이다. 도 1에서는 가로 방향을 화살표 L, 세로 방향을 화살표 M

으로 나타내고, 두께 방향을 화살표 N으로 나타낸다. 또한, 표·이면 시트(2, 3)나 샘 방지 시트(12)의 내면은, 코어(4)에 대

향하는 면을 말하고, 이들 시트(2, 3, 12)의 외면은, 코어(4)에 비대향한 면을 말한다.

기저귀(1A)는 피부 접촉측에 위치하는 액체 투과성 표면 시트(2)와, 피부 비접촉측에 위치하는 액체 불투과성 이면 시트

(3)와, 표·이면 시트(2, 3) 사이에 개재되는 흡액성 코어(4)를 주요한 구성 부재로 한다. 기저귀(1A)는 세로 방향으로 앞 몸

통 둘레 영역(5) 및 뒤 몸통 둘레 영역(7)과, 이들 몸통 둘레 영역(5, 7) 사이에 위치하는 가랑이 아래 영역(6)을 구비하고,

코어(4)의 양단 가장자리(4a)의 외측에 위치하여 앞뒤 몸통 둘레 영역(5, 7)을 가로 방향으로 연장하는 양단부(8)와, 코어

(4)의 양측 가장자리(4b)의 외측에 위치하여 앞뒤 몸통 둘레 영역(5, 7) 사이를 세로 방향으로 연장하는 양측부(9)를 갖는

다.

기저귀(1A)는 앞뒤 몸통 둘레 영역(5, 7)의 단부(8)에 형성되어 가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탄성적으로 신축 가능한 웨이스

트 신축 영역(10)과, 뒤 몸통 둘레 영역(7)의 양측부(9)로부터 가로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는 탄성적으로 신축 가능한 한 쌍

의 날개 신축 영역(11)을 갖는다. 기저귀(1A)는 앞 몸통 둘레 영역(5)의 양측부(9) 가로 방향의 길이 치수가 가랑이 아래

영역(6)의 양측부(9) 가로 방향의 길이 치수보다도 크며, 그 평면 형상은 실질적으로 모래 시계 형상을 나타낸다. 양측부

(9)에는 세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한 쌍의 샘 방지 시트(12)가 부착되어 있다.

표면 시트(2)는 통기 친수성 섬유 부직포(13)로 형성되어 있다. 이면 시트(3)는 서로 중첩되는 통기 액체 불투과성 플라스

틱 필름(14)과 통기 소수성 섬유 부직포(15)로 형성되어 있다. 이면 시트(3)에서는 필름(14)이 피부 접촉측에 위치하는 동

시에, 부직포(15)가 피부 비접촉측에 위치하고 있다. 필름(14)과 부직포(15)는 이들의 대향면이 접착제(도시하지 않음)를

매개로 하여 단속적으로 접합되어 있다. 코어(4)는 가랑이 아래 영역(6)으로부터 앞뒤 몸통 둘레 영역(5, 7)을 향하여 연장

되고, 표면 시트(2)와 이면 시트(3) 중 적어도 한 쪽 내면에 고착되어 있다.

코어(4)는 입자형이나 섬유형의 고흡수성 폴리머와 플러프 펄프의 혼합물, 또는 입자형이나 섬유형의 고흡수성 폴리머와

플러프 펄프와 열가소성 합성 수지 섬유와의 혼합물이며, 소정의 두께로 압축되어 있다. 코어(4)는 그 형상의 붕괴나 폴리

머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가 티슈 페이퍼나 친수성 섬유 부직포 등의 액체 투과성 시트에 싸여 있는 것이 바람직하

다. 폴리머에는 전분계 또는 셀룰로오스계, 합성 폴리머계를 사용할 수 있다.

양단부(8)는 코어(4)의 끝 가장자리(4a)로부터 세로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는 표면 시트(2)의 단부(2a)와 이면 시트(3)의

단부(3a)로 형성되어 있다. 양단부(8)에서는 표·이면 시트(2, 3)의 단부(2a, 3a)가 서로 중첩된 상태에서 이들 시트(2, 3)

의 내면끼리가 고착되어 있다.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의 신축성은 앞뒤 몸통 둘레 영역(5, 7)의 단부(8)에 수축 가능하게

부착된 띠형의 제1 탄성 부재(16)(몸통 둘레용 탄성 부재)에 의해 부여되어 있다. 제1 탄성 부재(16)는 표면 시트(2)의 단

부(2a)와 이면 시트(3)의 단부(3a) 사이에 개재되고, 이들 시트(2, 3)의 내면에 접착제(도시하지 않음)를 매개로 하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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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고착되어 있다. 표·이면 시트(2, 3)에 대한 제1 탄성 부재(16)의 고착시에는, 제1 탄성 부재(16)가 가로 방향으로

소정의 비율로 신장된 상태에 있다.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에서는 탄성 부재(16)의 수축에 의해 표·이면 시트(2, 3)가 가

로 방향으로 축소되고, 이들 시트(2, 3)에 기저귀(1A)의 두께 방향으로 기복되는 다수의 주름이 형성되어 있다.

양측부(9)는 코어(4)의 측 가장자리(4b)에서 세로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는 표·이면 시트(2, 3)의 측부(2b, 3b)와 샘 방지

시트(12)의 후기하는 고정측부(12a)로 형성되어 있다. 양측부(9)에서는 표면 시트(2)의 측부(2b)가 코어(4)의 측 가장자

리(4b)에서 가로 방향 외측으로 약간 연장되고, 측부(2b)로부터 가로 방향 외측으로 이면 시트(3)의 측부(3b)와 샘 방지

시트(12)의 측부(12a)가 더 연장되어 있다. 양측부(9)에서는 이들 시트(2, 3, 12)의 측부(2b, 3b, 12a)가 서로 중첩된 상태

에서 이들 시트(2, 3, 12)의 내외면이 고착되어 있다. 양측부(9)는 실질적으로 신축 불가능하다. 뒤 몸통 둘레 영역(7)의 양

측부(9)는 웨이스트 신축 영역(10)과 날개 신축 영역(11)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가랑이 아래 영역(6)의 양측부(9)에는 세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실 모양의 다수의 다리 둘레용 탄성 부재(17)가 수축 가능

하게 부착되어 있다. 다리 둘레용 탄성 부재(17)는 이면 시트(3)의 측부(3b)와 샘 방지 시트(12)의 고정측부(12a) 사이에

개재되고, 이들 시트(3, 12)의 내면에 접착제(도시하지 않음)를 매개로 하여 단속적으로 고착되어 있다. 이면 시트(3)와 샘

방지 시트(12)에 대한 다리 둘레용 탄성 부재(17)의 고착시에는, 다리 둘레용 탄성 부재(17)가 세로 방향으로 소정의 배율

로 신장된 상태에 있다. 양측부(9)에서는 탄성 부재(17)의 수축에 의해 이면 시트(3)와 샘 방지 시트(12)가 세로 방향으로

축소되고, 이들 시트(3, 12)에 기저귀(1A)의 두께 방향으로 기복되는 다수의 주름이 형성되어 있다.

날개 신축 영역(11)은 표·이면 시트(2, 3)나 샘 방지 시트(12)와는 다른 부재의 가로 방향으로 탄성적인 신축성을 갖는 신

축성 시트(18)로 형성되어 있다. 날개 신축 영역(11)은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이 웨이스트 신축 영역(10)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보다도 크다. 날개 신축 영역(11)은 그 가로 방향 내단부(11a)가 이면 시트(3)의 측부(3b)와 샘 방지 시트(12)의 고정

측부(12a) 사이에 개재되고, 내단부(11a)가 이들 시트(3, 12)의 내면에 접착제(도시하지 않음)를 매개로 하여 고착되어 있

다. 날개 신축 영역(11)의 가로 방향 외단부(11b)에는 가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한 쌍의 테이프 파스너(19)(고정 수단)가 부

착되어 있다.

신축성 시트(18)는 2장의 통기 소수성 섬유 부직포(20)와, 이들 부직포(20) 사이에 개재되는 통기 액체 불투과성이며 또한

신축성의 플라스틱 필름(21)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들 부직포(20)에는 기저귀(1A)의 두께 방향으로 기복되는 다수의 주름

이 형성되어 있다.

신축성 시트(18)의 제조 방법의 일례로서는, 가로 방향으로 신장시킨 상태에 있는 신축성 플라스틱 필름(21)의 양면에 부

직포(20)를 중첩시켜 접합한다. 플라스틱 필름(21)의 신장이 해제되면, 필름(21)이 가로 방향으로 수축되는 동시에 부직포

(20)가 가로 방향으로 축소되고, 부직포(20)에 주름이 형성된다. 부직포(20)와 필름(21)은 이들의 대향면이 중첩된 상태에

서 이들이 거의 균일하게 분포되는 도트형의 다수의 열융착부(23)를 사이에 두고 간헐적으로 접합되어 있다. 부직포(20)

와 필름(21)의 접합에는 히트 시일이나 소닉 시일 등의 열에 의한 용착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부직포(20)와 필름(21)은

열융착부(23)가 아니라, 접착제를 매개로 하여 단속적으로 접합되어 있어도 좋다.

부직포(20)는 폴리올레핀계의 열가소성 합성 수지 섬유로 형성되어 있다. 폴리올레핀계의 열가소성 합성 수지로서는, 폴

리아미드계, 폴리에스테르계, 폴리에틸렌계, 폴리프로필렌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플라스틱 필름(21)은 고무형

탄성을 갖는 열가소성 합성 수지로 형성되어 있다. 필름(21)을 형성하는 열가소성 합성 수지에는 스티렌계 블록 공중합체

나 폴리우레탄계 블록 공중합체, 폴리에스테르계 블록 공중합체, 폴리아미드계 블록 공중합체, 공중합체 블렌드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스티렌계 블록 공중합체로서는, 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S-B-S)이나 스티렌-에틸렌부타디엔-

스티렌(S-EB-S)을 사용할 수 있다. 공중합체 블렌드로서는, 스티렌-에틸렌부타디엔-스티렌/폴리프로필렌(S-EB-S/PP)

이나 폴리프로필렌/에틸렌-프로필렌(PP/E-P)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신축성 시트(18)는 1장의 통기 소수성 섬유 부직포(20)와, 통기 액체 불투과성이며 또한 신축성의 플라스틱 필름

(21)으로 형성되어 있어도 좋다. 이 경우는 가로 방향으로 신장시킨 상태에 있는 신축성 플라스틱 필름(21)의 한 면에 부직

포(20)를 중첩시키고, 부직포(20)와 필름(21)을 열융착부(23) 또는 접착제를 매개로 하여 접합한다.

테이프 파스너(19)는 날개 신축 영역(11)의 외단부(11b)에 접착제(도시하지 않음)를 매개로 하여 고착된 고정부(19a)와,

고정부(19a)에서 가로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는 자유부(19b)를 갖는다. 테이프 파스너(19)에는 폴리올레핀계의 열가소성

합성 수지 섬유로 형성된 섬유 부직포 또는 폴리올레핀계의 열가소성 합성 수지로형성된 플라스틱 필름이 사용되어 있다.

자유부(19b)에는 기저귀(1A)의 두께 방향을 향하여 연장되는 다수의 훅(24)이 부착되어 있다. 훅(24)은 폴리올레핀계의

열가소성 합성 수지로 형성되어 있다. 자유부(19b)에는 훅(24)이 아니라, 점착제가 도포되어 있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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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몸통 둘레 영역(5)에는 테이프 파스너(19)의 자유부(19b)를 착탈 가능하게 고정하는 타겟 테이프(25)(고정 수단)가 부

착되어 있다. 타겟 테이프(25)는 가로 방향으로 긴 구형(矩形)을 나타내고, 이면 시트(3)의 외면에 접착제(도시하지 않음)

를 매개로 하여 단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고착되어 있다. 타겟 테이프(25)에는 폴리올레핀계의 열가소성 합성 수지 섬유로

형성된 섬유 부직포 또는 폴리올레핀계의 열가소성 합성 수지로 형성된 플라스틱 필름이 사용되어 있다. 타겟 테이프(25)

의 외면에는 기저귀(1A)의 두께 방향을 향해서 호를 그리는 다수의 루프(26)가 부착되어 있다. 루프(26)는 폴리올레핀계

의 열가소성 합성 수지로 형성되어 있다. 테이프 파스너(19)의 자유부(19b)에 점착제를 도포하는 경우는, 타겟 테이프(25)

에 플라스틱 필름이 사용된다.

샘 방지 시트(12)는 통기 소수성 섬유 부직포(27)로 형성되어 있다. 샘 방지 시트(12)는 양측부(9)에 위치하여 앞뒤 몸통

둘레 영역(5, 7) 사이를 세로 방향으로 연장하는 고정측부(12a)와, 표면 시트(2)의 상측으로 기립 성향을 가지며 앞뒤 몸통

둘레 영역(5, 7) 사이를 세로 방향으로 연장하는 가동부(12b)와, 양단부(8)에 위치하여 기저귀(1A)의 가로 방향 내측으로

쓰러진 고정 양단부(12c)를 갖는다. 가동부(12b)의 상측에는 세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신축성 탄성 부재(28)가 수축 가능

하게 부착되어 있다. 탄성 부재(28)는 가동부(12b)의 일부에 덮혀진 상태에서, 가동부(12b)에 접착제(도시하지 않음)를 매

개로 하여 단속적으로 고착되어 있다. 고정 양단부(12c)는 표면 시트(2)의 단부(2a) 외면에 고착되어 있다. 샘 방지 시트

(12)에서는 기저귀(1A)가 표면 시트(2)를 내측으로 하여 세로 방향으로 만곡하면, 탄성 부재(28)가 수축하여 가동부(12b)

가 표면 시트(2)의 상측으로 기립하고, 가동부(12b)가 배설물에 대한 장벽을 형성한다.

보호자나 개호자가 기저귀(1A)를 착용자에게 장착하는 순서는, 이하와 같다. 보호자나 개호자는 전개시킨 기저귀(1A) 위

에 착용자를 눕혀 둔부를 얹은 후, 앞 몸통 둘레 영역을 잡고 기저귀(1A)의 가랑이 아래 영역(6)을 절곡하여 앞 몸통 둘레

영역(5)을 착용자의 복부 위에 얹는다. 다음에, 뒤 몸통 둘레 영역(7)의 날개 신축 영역(11)이 착용자의 복부 위에 위치하

도록 테이프 파스너(19)의 자유부(19b)를 잡아 날개 신축 영역(11)을 절곡한다. 보호자나 개호자는 날개 신축 영역(11)을

앞 몸통 둘레 영역(5)의 단부(8)와 양측부(9)의 외측에 중첩시켜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이나 날개 신축 영역(11)으로 착

용자의 몸통 둘레를 조이는 것을 조절하면서, 날개 신축 영역(11)을 가로 방향으로 신장하면서 테이프 파스너(19)의 자유

부(19b)의 한 쪽을 타겟 테이프(25)의 외면에 고정하는 동시에 테이프 파스너(19)의 자유부(19b)를 다른 쪽 타겟 테이프

(25)의 외면에 고정하여 앞뒤 몸통 둘레 영역(5, 7)을 연결한다.

테이프 파스너(19)를 타겟 테이프(25)에 고정하기 위해서는 테이프 파스너(19)의 자유부(19b)를 타겟 테이프(25)의 외면

에 압박하고, 훅(24)과 루프(26)를 결합시킨다. 앞뒤 몸통 둘레 영역(5, 7)이 연결된 기저귀(1A)에는 몸통 둘레 개구와 한

쌍의 다리 둘레 개구가 형성된다(도시하지 않음). 기저귀(1A)의 착용 중에 배설된 배설물은 표면 시트(2)를 투과하여 코어

(4)에 흡수, 유지된다.

기저귀(1A)는, 테이프 파스너(19)를 가로 방향 외측으로 인장하면, 날개 신축 영역(11)이 가로 방향으로 신장되는 동시에,

날개 신축 영역(11)에 작용하는 인장력이 웨이스트 신축 영역(10)과 날개 신축 영역(11) 사이에 위치하는 뒤 몸통 둘레 영

역(7)의 양측부(9)에 전달된다. 기저귀(1A)에서는 날개 신축 영역(11)에 작용하는 인장력이 뒤 몸통 둘레 영역(7)의 양측

부(9)에 전달되어도 인장력이 실질적으로 신축 불가능한 양측부(9)에 의해 분단, 억제되고, 날개 신축 영역(11)으로부터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에 전달되는 인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기저귀(1A)는 날개 신축 영역(11)을 신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축 영역(11)보다도 작은 신장 응력의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이 가로 방향으로 신장되지만, 날개 신축 영

역(11)이 가로 방향으로 신장되기 이전에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이 완전히 신장되는 경우는 없으며, 웨이스트 신축 영역

(10)과 함께 날개 신축 영역(11)을 신장시킨 상태에서 테이프 파스너(19)의 자유부(19b)를 타겟 테이프(25)에 고정할 수

있다.

보호자나 개호자는 웨이스트 신축 영역(10) 뿐만 아니라, 날개 신축 영역(11)을 가로 방향으로 신장시킨 상태에서 기저귀

(1A)를 착용자에게 장착할 수 있고, 날개 신축 영역(11)의 가로 방향으로의 신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기저귀(1A)를 착용

자에게 장착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 기저귀(1A)는 그 장착시에 웨이스트 신축 영역(10)과 날개 신축 영역(11)의 수축력을

이용하여 착용자의 몸통 둘레를 확실하게 조일 수 있다. 기저귀(1A)에서는, 이들 신축 영역(10, 11)의 수축력에 의해 앞뒤

몸통 둘레 영역(5, 7)의 양단부(8)와 양측부(9)가 착용자의 피부에 밀착되어 양단부(8)와 양측부(9)가 틀어져 움직이지 않

으며, 기저귀(1A)의 착용 위치부터 틀어져 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기저귀(1A)는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이 착용자의 몸통 둘레를 국소적으로 조이지 않고, 착용자의 몸통 둘레에 부분적인

압박감을 주지 않는다. 기저귀(1A)는 앞 몸통 둘레 영역(5)의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의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이 날개 신

축 영역(11)의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보다도 작기 때문에, 앞 몸통 둘레 영역(5)의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이 착용자의 몸

통 둘레를 조여도 착용자의 복식 호흡을 방해하지 않아 착용한 기저귀(1A)에 대한 불쾌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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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1A)에서는,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을 가로 방향으로 최대한 신장시켰을 때 신축 영역(10)의 가로 방향의 제1 길

이 치수를 100%로 하고, 제1 길이 치수가 90%가 될 때까지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을 신장하였을 때 신축 영역(10)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은 0.5∼3.0 N의 범위에 있다. 기저귀(1A)에서는, 날개 신축 영역(11)의 비신장시에 있어서 가로 방향의

제2 길이 치수를 100%로 하고, 제2 길이 치수가 120%가 될 때까지 날개 신축 영역(11)을 신장하였을 때 신축 영역(11)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은 1.5∼7.0 N의 범위에 있으며, 제2 길이 치수가 150%가 될 때까지 날개 신축 영역(11)을 신장하

였을 때 신축 영역(11)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은 3.0∼10.0 N의 범위에 있다.

날개 신축 영역(11)의 신장 응력이 상기 수치를 초과하면, 신축 영역(11)을 가로 방향으로 신장하였을 때 큰 인장력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날개 신축 영역(11)으로부터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으로 전달되는 인장력을 양측부(9)에서 충분히 억제

할 수 없고, 신축 영역(11)으로부터 신축 영역(10)으로 큰 인장력이 전달되며, 날개 신축 영역(11)을 신장하기 이전에 웨이

스트 신축 영역(10)이 가로 방향으로 완전히 신장되어, 날개 신축 영역(11) 가로 방향으로의 신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기

저귀(1A)를 장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의 신장 응력이 상기 수치 미만에서는 신축 영역(10)이 근소한 인장력으로 완전히 신장되기 때문

에, 날개 신축 영역(11)을 충분히 신장시킨 상태에서 기저귀(1A)를 장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의

수축력이 실질적으로 작용하지 않아 신축 영역(10)을 사이에 두고 착용자의 몸통 둘레를 조일 수 없다. 웨이스트 신축 영

역(10)의 신장 응력이 상기 수치를 초과하는 동시에, 날개 신축 영역(11)의 신장 응력이 상기 수치 미만에서는 웨이스트 신

축 영역(10)이 필요 이상의 신장 응력으로 착용자의 몸통 둘레를 조이기 때문에, 착용자의 몸통 둘레에 부분적인 압박감을

주는 동시에, 착용자의 복식 호흡에 방해가 된다. 또한, 날개 신축 영역(11)의 수축력이 실질적으로 작용하지 않아 신축 영

역(11)을 사이에 두고 착용자의 몸통 둘레를 조일 수 없다.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의 상기 신장 응력은 이하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1) 기저귀(1A)의 뒤 몸통 둘레 영역(7)의 단부(8)로부터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제1 탄성 부재(16)를 포함함]을 잘라

내고, 가로 방향의 치수가 220∼240 mm인 신장 응력 측정용 제1 시료를 작성한다. 신장 응력의 측정에는 인스트론 재팬

컴퍼니제의 인스트론 5543 또는 오토그래피를 사용하였다.

(2) 제1 시료의 가로 방향 일단부를 상부 척에 끼우는 동시에, 제1 시료의 가로 방향 타단부를 하부 척에 끼운다. 척 사이에

있어서 시료의 길이 치수는 125 mm이다. 이들 척이 서로 이격되도록 제1 시료를 100 mm/min의 조건으로 상하 방향으로

인장하여 시료를 신장시킨다.

(3) 제1 시료를 최대 한도까지 신장하였을 때 시료의 척 사이에 있어서 길이 치수를 100%로 하고, 제1 시료의 척 사이의

길이 치수가 90%가 될 때까지 시료를 신장하여, 그 때의 제1 시료의 신장 응력을 측정하고, 측정한 신장 응력을 웨이스트

신축 영역(10) 가로 방향의 상기 신장 응력으로 한다.

날개 신축 영역(11)의 상기 신장 응력은 이하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1) 기저귀(1A)로부터 뒤 몸통 둘레 영역(7)의 양측부(9)를 잘라 내고, 양측부(9)의 일부와 날개 신축 영역(11)의 전체[테

이프 파스너(19)를 포함함]로 형성된 신장 응력 측정용 제2 시료를 작성한다. 신장 응력의 측정에는 인스트론 재팬 컴퍼니

제의 인스트론 5543 또는 오토그래피를 사용하였다.

(2) 제2 시료 중 날개 신축 영역(11)을 제외한 양측부(9)에 그 세로 방향 전체 길이에 걸쳐서 고정용 지그를 부착한다. 제2

시료 중 테이프 파스너(19)를 상부 척에 끼우는 동시에, 지그를 하부 척에 끼운다. 척 사이에 있어서 시료의 길이 치수는

70 mm이다.

(3) 제2 시료의 비신장시에 있어서 척 사이의 길이 치수를 100%로 한다. 척 사이에서는 시료가 느슨해지지 않고 연장된

상태에 있다. 이들 척이 서로 이격되도록 제2 시료를 100 mm/min의 조건에 의해 상하 방향으로 인장하고, 제2 시료를 신

장한다. 제2 시료의 척 사이의 길이 치수가 120%가 될 때까지 시료를 신장하고, 그 때의 제2 시료의 신장 응력을 측정하는

동시에, 제2 시료의 척 사이의 길이 치수가 150%가 될 때까지 시료를 신장하고, 그 때의 제2 시료의 신장 응력을 측정하여

측정한 이들 신장 응력을 날개 신축 영역(11) 가로 방향의 상기 신장 응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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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도 6은 다른 일례로서 도시하는 기저귀(1B)의 부분 파단 사시도와, 도 5의 VI-VI선 단면도이며, 도 7, 도 8은 도 5의

VII-VII선 화살 표시 단면도와, 도 5의 VIII-VIII선 화살 표시 단면도이다. 도 5에서는 가로 방향을 화살표 L, 세로 방향을

화살표 M으로 나타내고, 두께 방향을 화살표 N으로 나타낸다.

기저귀(1B)는 액체 투과성 표면 시트(2) 및 액체 불투과성 이면 시트(3)와, 표·이면 시트(2, 3) 사이에 개재되는 흡액성 코

어(4)를 주요한 구성 부재로 한다. 기저귀(1B)는 세로 방향으로 앞 몸통 둘레 영역(5) 및 뒤 몸통 둘레 영역(7)과, 이들 몸

통 둘레 영역(5, 7) 사이에 위치하는 가랑이 아래 영역(6)을 구비하고, 코어(4)의 양단 가장자리(4a)의 외측에 위치하여 앞

뒤 몸통 둘레 영역(5, 7)을 가로 방향으로 연장하는 양단부(8)와, 코어(4)의 양측 가장자리(4b)의 외측에 위치하여 앞뒤 몸

통 둘레 영역(5, 7) 사이를 세로 방향으로 연장하는 양측부(9)를 갖는다.

기저귀(1B)는 앞뒤 몸통 둘레 영역(5, 7)의 단부(8)에 형성되어 가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탄성적으로 신축 가능한 웨이스트

신축 영역(10)과, 뒤 몸통 둘레 영역(7)의 양측부(9)로부터 가로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는 탄성적으로 신축 가능한 날개 신

축 영역(11)을 갖는다. 양측부(9)에는 세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샘 방지 시트(12)가 부착되어 있다. 표면 시트(2)는 기저귀

(1A)의 표면 시트와 동일한 부직포(13)로 형성되고, 이면 시트(3)는 기저귀(1A)의 이면 시트와 동일한 필름(14)과 부직포

(15)로 형성되어 있다. 코어(4)는 기저귀(1A)의 코어와 동일하다.

양단부(8)는 코어(4)의 끝 가장자리(4a)에서 세로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는 표면 시트(2)의 단부(2a)와 이면 시트(3)의 단

부(3a)로 형성되어 있다. 양단부(8)에서는 표·이면 시트(2, 3)의 단부(2a, 3a)가 중첩된 상태로 고착되어 있다.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의 신축성은 앞뒤 몸통 둘레 영역(5, 7)의 단부(8)에 수축 가능하게 부착된 띠형의 제1 탄성 부재(16)(몸통

둘레용 탄성 부재)에 의해 부여되어 있다. 제1 탄성 부재(16)는 표면 시트(2)의 단부(2a)와 이면 시트(3)의 단부(3a) 사이

에 개재되고, 가로 방향으로 소정의 배율로 신장된 상태에서 이들 시트(2, 3)의 내면에 고착되어 있다. 웨이스트 신축 영역

(10)에서는 탄성 부재(16)의 수축에 의해 표·이면 시트(2, 3)에 기저귀(1B)의 두께 방향으로 기복되는 다수의 주름이 형성

되어 있다.

양측부(9)는 코어(4)의 측 가장자리(4b)에서 세로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는 표·이면 시트(2, 3)의 측부(2b, 3b)와 샘 방지

시트(12)의 고정측부(12a)로 형성되어 있다. 양측부(9)에서는 표면 시트(2)의 측부(2b)가 코어(4)의 측 가장자리(4b)에서

가로 방향 외측으로 약간 연장되고, 측부(2b)로부터 가로 방향 외측으로 측부(3b)와 측부(12a)가 더 연장되어 있다. 양측

부(9)에서는 이들 시트(2, 3, 12)의 측부(2b, 3b, 12a)가 서로 중첩된 상태로 고착되어 있다.

뒤 몸통 둘레 영역(7)의 양측부(9)는 가로 방향으로 탄성적인 신축성을 지니며 웨이스트 신축 영역(10)과 날개 신축 영역

(11)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양측부(9)의 신축성은 거기에 수축 가능하게 부착된 제2 탄성 부재(22)에 의해 부여되어 있다.

제2 탄성 부재(22)는 세로 방향으로 긴 대략 구형을 나타낸다. 제2 탄성 부재(22)는 이면 시트(3)의 측부(3b)와 샘 방지 시

트(12)의 고정측부(12a) 사이에 개재되고, 이들 시트(3, 12)의 내면에 접착제(도시하지 않음)를 매개로 하여 단속적으로

고착되어 있다. 이면 시트(3)와 샘 방지 시트(12)에 대한 제2 탄성 부재(22)의 고착시에는 제2 탄성 부재(22)가 가로 방향

으로 소정의 배율로 신장된 상태에 있다. 뒤 몸통 둘레 영역(7)의 양측부(9)에서는 탄성 부재(22)의 수축에 의해 이면 시트

(3)와 샘 방지 시트(12)가 가로 방향으로 축소되고, 이들 시트(3, 12)에 기저귀(1B)의 두께 방향으로 기복되는 다수의 주

름이 형성되어 있다.

가랑이 아래 영역(6)의 양측부(9)에는 세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실 모양의 다수의 다리 둘레용 탄성 부재(17)가 수축 가능

하게 부착되어 있다. 다리 둘레용 탄성 부재(17)는 이면 시트(3)의 측부(3b)와 샘 방지 시트(12)의 고정측부(12a) 사이에

개재되고, 세로 방향으로 소정의 배율로 신장된 상태에서 이들 시트(3, 12)의 내면에 고착되어 있다. 가랑이 아래 영역(6)

의 양측부(9)에서는 탄성 부재(17)의 수축에 의해 이면 시트(3)와 샘 방지 시트(12)와 기저귀(1B) 두께 방향으로 기복되는

다수의 주름이 형성되어 있다.

날개 신축 영역(11)은 표·이면 시트(2, 3)나 샘 방지 시트(12)와는 다른 부재의 가로 방향으로 탄성적인 신축성을 갖는 신

축성 시트(18)로 형성되어 있다. 날개 신축 영역(11)은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이 웨이스트 신축 영역(10)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보다도 크고, 뒤 몸통 둘레 영역(7)의 양측부(9)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보다도 작다. 날개 신축 영역(11)은 그 가로 방

향 내단부(11a)가 이면 시트(3)의 측부(3b)와 샘 방지 시트(12)의 고정측부(12a) 사이에 개재되고, 내단부(11a)가 이들 시

트(3, 12)의 내면에 고착되어 있다. 날개 신축 영역(11)의 내단부(11a)는, 그 세로 방향의 길이 치수가 뒤 몸통 둘레 영역

(7)의 양측부(9)에 부착된 제2 탄성 부재(22) 세로 방향의 길이 치수와 대략 동일하다. 날개 신축 영역(11)의 가로 방향 외

단부(11b)에는 가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테이프 파스너(19)(고정 수단)가 부착되어 있다. 신축성 시트(18)는 기저귀(1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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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성 시트와 동일하며, 2장의 통기 소수성 섬유 부직포(20)와, 이들 부직포(20) 사이에 개재되는 통기 액체 불투과성이

며 또한 신축성 플라스틱 필름(21)으로 형성되어 있다. 부직포(20)와 필름(21)은 도트형의 다수의 열융착부(23)를 사이에

두고 간헐적으로 접합되어 있다.

테이프 파스너(19)는 날개 신축 영역(11)의 외단부(11b)에 고착된 고정부(19a)와, 고정부(19a)에서 가로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는 자유부(19b)를 갖는다. 자유부(19b)에는 기저귀(1B)의 두께 방향을 향하여 연장되는 다수의 훅(24)이 부착되어

있다. 테이프 파스너(19)나 훅(24)은 기저귀(1A)의 그것들과 동일한 소재로 형성되어 있다.

앞 몸통 둘레 영역(5)에는 테이프 파스너(19)의 자유부(19b)를 착탈 가능하게 고정하는 타겟 테이프(25)(고정 수단)가 부

착되어 있다. 타겟 테이프(25)는 가로 방향으로 긴 구형을 나타내고, 이면 시트(3)의 외면에 고착되어 있다. 타겟 테이프

(25)의 외면에는 기저귀(1B)의 두께 방향을 향해서 호를 그리는 다수의 루프(26)가 부착되어 있다. 타겟 테이프(25)나 루

프(26)는 기저귀(1A)의 그것들과 동일한 소재로 형성되어 있다.

샘 방지 시트(12)는 기저귀(1A)의 샘 방지 시트와 동일한 부직포(27)로 형성되어 있다. 샘 방지 시트(12)는 양측부(9)에

위치하여 세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고정측부(12a)와, 표면 시트(2)의 상측으로 기립 성향을 갖는 가동부(12b)와, 양단부(8)

에 위치하여 가로 방향 내측으로 쓰러진 고정 양단부(12c)를 갖는다. 가동부(12c)의 상측에는 세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신

축성 탄성 부재(28)가 수축 가능하게 부착되어 있다. 고정 양단부(12c)는 표면 시트(2)의 단부(2a) 외면에 고착되어 있다.

가동부(12b)는 표면 시트(2)의 상측으로 기립하여 배설물에 대한 장벽을 형성한다.

보호자나 개호자가 이 기저귀(1B)를 착용자에게 장착하는 순서는 기저귀(1A)의 순서와 동일하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기저귀(1B)는 테이프 파스너(19)의 자유부(19b)를 잡아 파스너(19)를 가로 방향 외측으로 인장하면, 날개 신축 영역(11)

이 가로 방향으로 신장되는 동시에, 날개 신축 영역(11)에 작용하는 인장력이 웨이스트 신축 영역(10)과 날개 신축 영역

(11) 사이에 위치하는 뒤 몸통 둘레 영역(7)의 양측부(9)에 전달된다. 기저귀(1B)에서는 날개 신축 영역(11)에 작용하는

인장력이 뒤 몸통 둘레 영역(7)의 양측부(9)에 전달되어도 인장력이 신축 영역(11)보다도 큰 신장 응력을 갖는 양측부(9)

에 의해 분단, 억제되어, 날개 신축 영역(11)으로부터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으로 전달되는 인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기저귀(1B)는 날개 신축 영역(11)을 신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축 영역(11)보다도 작은 신장 응력의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이 가로 방향으로 신장되지만, 날개 신축 영역(11)이 가로 방향으로 신장되기 이전에 웨이스트 신축 영역

(10)이 완전히 신장되는 경우는 없으며, 웨이스트 신축 영역(10)과 동시에 날개 신축 영역(11)을 신장시킨 상태에서 테이

프 파스너(19)의 자유부(19b)를 타겟 테이프(25)에 고정할 수 있다.

보호자나 개호자는 웨이스트 신축 영역(10) 뿐만 아니라, 날개 신축 영역(11)을 가로 방향으로 신장시킨 상태에서 기저귀

(1B)를 착용자에게 장착할 수 있어, 날개 신축 영역(11)의 가로 방향으로의 신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기저귀(1B)를 착용

자에게 장착시키는 경우는 없다. 기저귀(1B)는 그 장착시에 신축 영역(10, 11)의 수축력을 이용하여 착용자의 몸통 둘레를

확실하게 조일 수 있다. 기저귀(1B)에서는, 이들 신축 영역(10, 11)의 수축력에 의해 앞뒤 몸통 둘레 영역(5, 7)의 양단부

(8)와 양측부(9)가 착용자의 피부에 밀착되어, 양단부(8)와 양측부(9)가 틀어져 움직이지 않고, 기저귀(1B)가 착용 위치로

부터 틀어져 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기저귀(1B)는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이 착용자의 몸통 둘레를 국소적으로 조이지 않고, 착용자의 몸통 둘레에 부분적인

압박감을 주지 않는다. 기저귀(1B)는 앞 몸통 둘레 영역(5)의 웨이스트 신축 영역(10)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이 날개 신축

영역(11)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보다도 작기 때문에, 앞 몸통 둘레 영역(5)의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이 착용자의 몸통 둘

레를 조여도 착용자의 복식 호흡을 방해하지 않아 착용한 기저귀(1B)에 대한 불쾌감이 없다.

기저귀(1B)에서는,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을 가로 방향으로 최대한 신장하였을 때 신축 영역(10) 가로 방향의 제1 길이

치수를 100%로 하고, 제1 길이 치수가 90%가 되도록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을 단축하였을 때 신축 영역(10) 가로 방향

의 신장 응력은 0.5∼3.0 N의 범위에 있고, 날개 신축 영역(11)의 비신장시에 있어서 가로 방향의 제2 길이 치수를 100%

로 하고, 제2 길이 치수가 120%가 되도록 날개 신축 영역(11)을 신장하였을 때 신축 영역(11)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은

1.5∼7.0 N의 범위에 있으며, 제2 길이 치수가 150%가 되도록 날개 신축 영역(11)을 신장하였을 때 신축 영역(11)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은 3.0∼10.0 N의 범위에 있다.

기저귀(1B)에서는 뒤 몸통 둘레 영역(7)의 양측부(9)를 가로 방향으로 최대한 신장하였을 때 양측부(9)의 제3 길이 치수

를 100%로 하고, 제3 길이 치수가 100%에서 90%가 되도록 뒤 몸통 둘레 영역(7)의 양측부(9)를 단축하였을 때 양측부

(9)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은 5∼20 N의 범위에 있다. 뒤 몸통 둘레 영역(7) 양측부(9)의 신장 응력이 상기 수치 미만에서

는 날개 신축 영역(11)으로부터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으로 전달되는 인장력을 양측부(9)에서 충분히 억제할 수 없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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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력이 날개 신축 영역(11)으로부터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에 용이하게 전달되며, 신축 영역(11)을 신장하기 이전에 신축

영역(10)이 가로 방향으로 완전히 신장되고, 날개 신축 영역(11) 가로 방향으로의 신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기저귀(1B)

를 장착시키는 경우가 있다.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의 신장 응력과 날개 신축 영역(11)의 신장 응력의 측정 방법은 기저귀(1A)의 측정 방법과 동일하

다. 뒤 몸통 둘레 영역(7) 양측부(9)의 상기 신장 응력은 이하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1) 기저귀(1B)의 뒤 몸통 둘레 영역(7)으로부터 양측부(9)[제2 탄성 부재(22)를 포함함]를 잘라 내고, 가로 방향의 치수

가 10∼50 mm인 신장 응력 측정용 제3 시료를 작성한다. 신장 응력의 측정에는 인스트론 재팬 컴퍼니제의 인스트론

5543 또는 오토그래피를 사용하였다.

(2) 제3 시료의 가로 방향 일단부를 상부 척에 끼우는 동시에, 제1 시료의 가로 방향 타단부를 하부 척에 끼운다. 척 사이에

있어서의 시료의 길이 치수는 1 0 mm이다. 이들 척이 서로 이격되도록 제3 시료를 100 mm/min의 조건으로 상하 방향으

로 인장하고 시료를 신장한다.

(3) 제3 시료를 최대한도까지 신장하였을 때 시료의 척 사이에 있어서의 길이 치수를 100%로 하여, 제3 시료의 척 사이의

길이 치수가 90%가 될 때까지 시료를 신장하고, 그 때 제3 시료의 신장 응력을 측정하여 측정한 신장 응력을 뒤 몸통 둘레

영역(7)의 양측부(9) 가로 방향의 상기 신장 응력으로 한다.

표면 시트(2)에는 다수의 개공을 갖는 소수성 섬유 부직포나 미세한 다수의 개공을 갖는 플라스틱 필름 중 어느 하나를 사

용할 수도 있다. 이면 시트(3)에는 통기 소수성 섬유 부직포, 통기 액체 불투과성 플라스틱 필름, 통기 소수성 섬유 부직포

끼리를 라미네이트한 복합 부직포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샘 방지 시트(12)에는 통기 소수성 섬유 부직포끼리

를 라미네이트한 복합 부직포, 통기 소수성 섬유 부직포와 통기 액체 불투과성 플라스틱 필름을 라미네이트한 복합 시트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면 시트(3)나 샘 방지 시트(12)에는 높은 내수성을 갖는 멜트블론법에 의한 섬유 부직포의 적어도 한 면에, 높은 강도와

양호한 유연성을 갖는 스펀 본드법에 의한 섬유 부직포를 라미네이트한 복합 부직포(SM 부직포, SMS 부직포)를 사용할

수도 있다.

표·이면 시트(2, 3)나 샘 방지 시트(12), 날개 신축 영역(11), 테이프 파스너(19), 타겟 테이프(25)를 형성하는 섬유 부직포

에는 스펀레이스, 니들펀치, 멜트블론, 서멀본드, 스펀본드, 케미컬본드의 각 제법에 의해 제조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친수성 섬유 부직포는 친수화 처리가 실시된 합성 섬유, 반합성 섬유, 재생 섬유 중 어느 하나이거나 또는 이들 섬유를 혼

합한 복합 섬유로 만들 수 있다. 소수성 섬유 부직포는 합성 섬유로 만들 수 있다. 소수성 섬유 부직포에는 발수 처리가 실

시된 반합성 섬유나 재생 섬유가 함유되어 있어도 좋다. 합성 섬유에는 특별히 한정되는 것은 없지만, 폴리에스테르계, 폴

리아크릴로니트릴계, 폴리염화비닐계, 폴리에틸렌계, 폴리프로필렌계, 폴리스티렌계를 사용할 수 있다. 합성 섬유에는 코

어시스형 복합 섬유, 병렬형 복합 섬유, 이형 중공 섬유, 미다공 섬유, 접합형 복합 섬유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접착제에는 핫멜트형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착제에는 핫멜트형 접착제 외에, 아크릴계 접착제나 고무계

접착제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접착제는 표·이면 시트(2, 3)나 샘 방지 시트(12)에 스파이럴형이나 지그재그형,

도트형, 줄무늬형 중 어느 하나의 형태로 도포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착제를 이들 형태로 표·이면 시트(2, 3)나 샘

방지 시트(12)에 도포하면, 이들 시트(2, 3, 12)끼리 단속적으로 고착되고, 코어(4)가 시트(2, 3)에 단속적으로 고착되는

동시에 탄성 부재(16, 17, 22, 28)가 이들 시트(2, 3, 12)에 단속적으로 고착된다.

이들 도시한 기저귀(1A, 1B)에는, 웨이스트 신축 영역(10)이 앞뒤 몸통 둘레 영역(5, 7) 중 적어도 뒤 몸통 둘레 영역(7)의

단부(8)에 형성되어 있으면 좋다. 제1 및 제2 탄성 부재(16, 22)에는 실 모양의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제1 및 제2 탄성 부

재(16, 22)나 다리 둘레용 탄성 부재(17), 탄성 부재(28)에는 천연 고무나 합성 고무, 우레탄 폼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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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방향으로 앞 몸통 둘레 영역 및 뒤 몸통 둘레 영역과, 이들 몸통 둘레 영역 사이에 위치하는 가랑이 아래 영역을 구비

하고, 피부 접촉측에 위치하는 액체 투과성 표면 시트와, 피부 비접촉측에 위치하는 액체 불투과성 이면 시트와, 이들 시트

사이에 개재하여 상기 가랑이 아래 영역으로부터 상기 앞뒤 몸통 둘레 영역을 향하여 연장되는 흡액성 코어로 구성되고,

상기 코어의 양단 가장자리의 외측에 위치하여 가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양단부와, 상기 코어의 양측 가장자리의 외측에 위

치하여 세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양측부를 지니고, 장착시에 고정 수단을 통해 상기앞뒤 몸통 둘레 영역을 연결하는 일회용

기저귀에 있어서,

상기 기저귀가 상기 앞뒤 몸통 둘레 영역 중 적어도 상기 뒤 몸통 둘레 영역의 단부에 가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탄성적으로

신축 가능한 웨이스트 신축 영역과, 상기 뒤 몸통 둘레 영역의 양측부에서 가로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는 탄성적으로 신축

가능한 날개 신축 영역을 지니며, 상기 뒤 몸통 둘레 영역의 양측부가 상기 웨이스트 신축 영역과 상기 날개 신축 영역 사

이에 위치하고, 상기 날개 신축 영역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이 상기 웨이스트 신축 영역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보다도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회용 기저귀.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스트 신축 영역의 가로 방향으로의 신축성은 상기 몸통 둘레 영역의 단부에 수축 가능하게 부착

된 제1 탄성 부재에 의해 부여되고, 상기 날개 신축 영역은 상기 표·이면 시트와는 다른 부재의 신축성 시트로 형성되어 있

는 것인 기저귀.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기저귀에서는, 상기 웨이스트 신축 영역을 가로 방향으로 최대한 신장하였을 때 이 웨이

스트 신축 영역 가로 방향의 제1 길이 치수를 100%로 하고, 상기 제1 길이 치수가 90%가 될 때까지 상기 웨이스트 신축

영역을 신장하였을 때 이 웨이스트 신축 영역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은 0.5∼3.0 N의 범위에 있고, 상기 날개 신축 영역의

비신장시에 있어서 가로 방향의 제2 길이 치수를 100%로 하고, 상기 제2 길이 치수가 120%가 될 때까지 상기 날개 신축

영역을 신장하였을 때 이 날개 신축 영역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은 1.5∼7.0 N의 범위에 있으며, 상기 제2 길이 치수가

150%가 될 때까지 상기 날개 신축 영역을 신장하였을 때 이 날개 신축 영역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은 3.0∼10.0 N의 범위

에 있는 것인 기저귀.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뒤 몸통 둘레 영역의 양측부가 실질적으로 신축 불가능한 것인 기저귀.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뒤 몸통 둘레 영역의 양측부는 탄성적으로 신축 가능하고, 상기 뒤 몸통 둘

레 영역 양측부의 가로 방향으로의 신축성은 상기 양측부에 수축 가능하게 부착된 제2 탄성 부재에 의해 부여되고, 상기

날개 신축 영역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은 상기 뒤 몸통 둘레 영역 양측부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보다도 작은 것인 기저귀.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기저귀에서는, 상기 뒤 몸통 둘레 영역의 양측부를 가로 방향으로 최대한 신장하였을 때의 이 양측

부의 제3 길이 치수를 100%로 하고, 상기 제3 길이 치수가 90%가 될 때까지 상기 양측부를 신장하였을 때 이 양측부 가로

방향의 신장 응력은 5∼20 N의 범위에 있는 것인 기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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