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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부분탄성기재에 탄성밴드를 부착시키는 방법

요약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부분 탄성 기재에 탄성 밴드를 부착시키는 방법이 재공된다. 상기 방법은 탄성 밴드의 일부분을 
일시적으로 억제시킨 다음 상기 밴드를 기재 상에 위치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기재는 탄성 및 비탄성 세그먼트를 포함
하고, 밴드의 탄성 부분을 기재의 탄성 세그먼트 상에, 그리고 밴드의 일시적으로 억제시킨 부분을 기재의 비탄성 세그
먼트 상에 오도록 밴드를 위치시킨다. 이어서, 밴드 및 기재를 함께 부착시키고, 일시적으로 억제된 부분을 활성화시켜 
비탄성 세그먼트를 개더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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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제조된 한 유형의 1회용 탄성 흡수성 의복의 정면 투시도.

제2도는 의복으로부터 연속 탄성 허리밴드를 분리시킨 제1도의 부분 분해 배열도.

제3도는 선 3-3을 따라 잘라서 화살표 방향으로 봤을 때의 제1도의 횡단면도.

제4도는 부분적으로 분해하여 평평하게 편 상태의 제1도의 의복의 분해 배열투시도.

제5도는 부분적으로 완성한 평평하게 편 상태의 제1도의 의복의 평면도.

제6도는 본 발명의 한 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제7도는 제6도의 방법의 변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1회용 흡수성 의복 12: 팬트 본체

14: 전면부 16: 배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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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랑이부 20: 탄성 측면부

22: 이음새 24: 연속 허리 개구

26: 연속 다리 개구 28: 흡수 구조체

30: 연속 허리 외연 32: 연속 허리밴드

34: 표면 시트 36: 배면 시트

38: 연속 다리 외연 42: 전면 허리 외연부

44: 전면 단부 46: 배면 허리 외연부

48: 배면 단부 50: 전면 외측 단부

52: 전면 내측 단부 54: 최내측 단부

56: 배면 경사 단부 58: 배면 외측 단부

60: 횡방향 중심선 62: 종방향 중심선

64: 전면 허리밴드 부재 66: 배면 허리밴드 부재

68: 전면 탄성 측면 부재 70: 배면 탄성 측면 부재

72: 다리 탄성 부재 74: 흡수체 전면 단부

76: 흡수체 배면 단부 78: 흡수체 측면 단부

80: 탄성층 82: 탄성 측면 세그먼트

84: 비탄성 전면 세그먼트 86: 비탄성 배면 세그먼트

88: 측면부 90: 복원가능한 전면부

92: 배면부 112: 공급롤

114: 복합 탄성 재료 116, 118: 닙 롤

120: 칠 롤 122, 126: 아이들러 롤

124: 가압 롤 128: 가압 슬리브

130: 안빌 롤 132: 나이프 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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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기재에 일정 길이 재료를 부착시키는 방법, 보다 구체적으로는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부
분 탄성 기재에 탄성 재료를 부착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제품에 신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몇몇 유형의 탄성 재료를 포함시킨 제품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탄성 재료
를 포함하는 이들 제품의 예로서는 일반 의류, 운동복 및 특수복, 예를 들면 수술용 가운, 병원용 가운 및 기타 의학 관
련 의류를 들 수 있다.

다른 유형의 제품의 예로서는 자동차 보호용 카바, 캠핑 관련 재료, 예를 들면 텐트 등이 있다.

또 다른 예로서는 1회용 흡수 용품, 예를 들면 아기 기저귀, 어린이용 트레이닝 팬츠, 성인 실금자용 제품, 여성의 위생 
제품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제품에 탄성 재료를 포함시키는 목적 중 하나는 제품을 그의 적절한 위치에 고정 또는 안락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디자인의 일반 의류는 독특하게 멋스러운 외양을 갖도록 꼭 맞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운동복은 
일부 스포츠에서 요구되는 적극적인 육체적 활동 동안에 제자리에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술용 및 병원용 의류
는 위생 및 건강 목적상 적절하게 맞을 필요가 있다.

유사하게, 자동차 보호용 카바 및 캠핑 관련 재료는 바람직하게는 고속의 또는 몰아치는 바람의 영향 및 기타 혹독한 기
후 조건에 견뎌야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또는 텐트 프레임 상에 떨어지지 않게 꼭 맞게 되면 이들 유형의 외부 조건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회용 흡수 용품 분야에서는, 적절하게 맞는 것은 우발적인 배출 전 및 후에 신체 배설물이 제품으로부터 착용자에게로 
새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탄성 재료를 제품 내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 문제점은 탄성 재료가 제조 과정 동안 잠재적으로 조기 수축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품의 조기 개더릿(gathering)은 후속되는 공정 단계들을 오프-라인(off-line)시키거나 또는 
정합될 수 없도록 하여 재료 낭비 및 제조 비용의 증가를 야기시킨다. 이것의 한 구체적 예로서는 유아의 배변 훈련 단
계 동안에 착용하기 위한 트레이닝 팬츠이다. 한 스타일의 트레이닝 팬츠는 어린이의 엉덩이에 들어맞는 탄성 측면 패
널 및 허리 개구에 인접한 분리되어 있는 전면 및 배면 탄성 허리 스트립을 갖는다. 허리 스트립은 제조 공정 동안 일반
적으로 탄성 측면 패널과는 상이한 공정 지점 또는 시간에 붙여 진다. 개개의 트레이닝 팬츠는 측면 단부 부분을 따라 
접혀지고 결함되어 허리 개구 및 한 쌍의 다리 개구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탄성 허리 스트립이 조기 개더링되는 경우, 
후속되는 접어 결합시키는 단계가 적절하게 수행될 수 없고, 따라서 골라내어 폐기해야 하는 불규칙한 제품들을 생성시
키게 된다.
    

탄성 재료를 제품 내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한 다른 문제점은 탄성 재료의 부착 및 후속되는 처리 단계 동안 제품에 소
정의 탄성률을 적절하게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소정의 탄성률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제품은 적절하게 착용될 
수없어 궁극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성능을 야기시킨다.

    
탄성 재료를 부분 탄성 제품 내에 포함시킬 때, 특히 제조 공정 동안에 탄성 재료의 신장가능한 방향이 다수의 개개의 
제품들을 제조할 수 있는 연속적인 부분 탄성 기재의 흐름 방향과 상이할 때 추가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문제점은 부
분 탄성 기재가 탄성 재료와 동일한 방향으로 신장가능할 때 복잡하게 되어 탄성 재료의 부착이 부분 탄성 기재의 소정
의 탄성률을 실질적으로 억제하지 않아야 할 것을 요망한다. 예를 들면, 몇몇 유형의 의류를 제조하기 의한 연속적으로 
이동되는 길이의 부분 탄성 기재는 기재가 이동하는 방향에 대해 횡방향으로 신장되는 탄성 부분을 가질 수 있다. 여기
서, 탄성 재료, 예를 들면 탄성 밴드를 탄성 밴드의 신장 방향도 또한 부분 탄성 기재가 이동하는 방향에 대해 횡방향이
도록 부분 탄성 기재에 부착시키고자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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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점은 오늘날의 고속 제조 환경에서 탄성 재료를 정확하게 부착시키는 것이다. 몇몇 제품들은 분 당 약 20
0 내지 800 제품의 속도로 제조된다. 제품을 형성하는 재료가 비교적 고속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제조 방법이 신속하
고, 연속적이며 경제적이어야 하는 경우 재료를 취급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피해야 한다. 다르게는, 이들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제조 공정 중에 환영할 수 없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 중지 시간이 있게 된다.

상기한 바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부분 탄성 기재에 탄성 재료를 부착시키는 방법에 대한 요구가 
있다.

본 발명의 한 형태에서는,

(1) 제1 방향과는 상이한 방향으로 신장가능한 다수의 탄성 세그먼트 및 다수의 비탄성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기재를 
제1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단계,

(2) 다수의 탄성 밴드를 공급하는 단계,

(3) 각 탄성 밴드가 제1 방향과 상이한 방향으로 신장가능하도록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기재에 대해 각 탄성 밴드를 차
례로 배향시키는 단계,

(4) 각 탄성 밴드를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기재의 하나 이상의 비탄성 세그먼트 및 하나 이상의 탄성 세그먼트 상에 위
치시키는 단계, 및

(5) 각 탄성 밴드를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기재에 부착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다수의 탄성 밴드를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부분 탄성 기재에 부착시키는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서는,

(1) 제1 방향과는 상이한 방향으로 신장가능한 다수의 탄성 세그먼트 및 다수의 비탄성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기재를 
제1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단계,

(2) 하나의 탄성 밴드를 공급하는 단계,

(3) 탄성 밴드의 일부분을 일시적으로 억제시키는 단계,

(4) 개개의 탄성 밴드 각각이 하나 이상의 일시적으로 억제된 부분 및 하나 이상의 탄성 부분을 포함하도록 상기 탄성 
밴드를 개개의 탄성 밴드들로 절단하는 단계,

(5) 각 탄성 밴드가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기재의 탄성 세그먼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신장가능하도록 각 탄
성 밴드를 차례로 배향시키는 단계,

(6) 밴드의 탄성부는 기재의 탄성 세그먼트들 중의 하나 상에, 그리고 밴드의 일시적으로 억제된 부분은 기재의 비탄성 
세그먼트들 중의 하나 상에 위치하도록 개개의 탄성 밴드 각각을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기재 상에 위치시키는 단계, 및

(7) 개개의 탄성 밴드 각각을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기재에 부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다수의 탄성 밴드를 연속적으
로 이동하는 부분 탄성 기재에 부착시키는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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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속 표면 시트, 연속 배면 시트, 연속 표면 시트와 연속 배면 시트 사이에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다수의 흡수 
구조체 및 연속 배면 시트의 양측에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으며 제1 방향과는 상이한 방향으로 신장가능한 다수의 탄성 
측면 부재를 포함하는 복합 구조체를 제1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단계,

(2) 하나의 탄성 밴드를 공급하는 단계,

(3) 탄성 밴드의 일부분을 일시적으로 억제시키는 단계,

(4) 개개의 탄성 밴드 각각이 한 쌍의 탄성 부분 및 그 사이의 일시적으로 억제된 부분을 포함하도록 상기 탄성 밴드를 
개개의 탄성 밴드들로 절단하는 단계,

(5) 각 탄성 밴드가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복합 구조체의 탄성 측면 부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신장가능하도
록 각 탄성 밴드를 차레로 배향시키는 단계,

(6) 밴드의 일시적으로 억제된 부분은 배면 시트 상에 그리고 한 쌍의 탄성 부분은 양측에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각
각의 한 쌍의 탄성 측면 부재 상에 위치하도록 개개의 탄성 밴드 각각을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복합 구조체 상에 위치시
키는 단계, 및

(7) 개개의 탄성 밴드 각각을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복합 구조체에 부착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다수의 탄성 밴드를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부분 탄성 복합 구조체에 부착시키는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에서는,

(1) 제1 방향과는 상이한 방향으로 신장가능한 다수의 탄성 세그먼트 및 다수의 비탄성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기재를 
제1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단계,

(2) 열 탄성화 밴드를 공급하는 단계,

(3) 열 탄성화 밴드의 선택된 부분을 탄성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단계,

(4) 개개의 열 탄성화 밴드 각각이 하나 이상의 탄성적으로 활성화된 부분 및 하나 이상의 비활성화된 열 탄성화 부분
을 포함하도록 상기 열 탄성화 밴드를 개개의 열 탄성화 밴드들로 절단하는 단계,

(5) 개개의 열 탄성화 밴드 각각이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기재의 탄성 세그먼트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신장
가능하도록 개개의 열 탄성화 밴드 각각을 차례로 배향시키는 단계,

(6) 탄성적으로 활성화된 부분은 기재의 탄성 세그먼트들 중의 하나 상에, 그리고 비활성화된 열 탄성화 부분은 기재의 
비탄성 세그먼트들 중의 하나 상에 위치하도록 개개의 열 탄성화 밴드 각각을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기재 상에 위치시키
는 단계, 및

(7) 개개의 열 탄성화 밴드 각각을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기재에 부착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다수의 탄성 밴드를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부분 탄성 기재에 부착시키는 방법이 제공된다.

수반되는 도면과 함께 설명한 본 발명의 하기하는 설명부를 참고로 함으로써 본 발명의 상기한 특징 및 기타 특징, 및 
이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고, 본 발명 그 자체도 보다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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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하기 용어 각각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복합 탄성 재료" 또는 " 복합 탄성 웹" 은 2개 이상의 지점에서 1개 이상의 개더링가능한 층에 부착된 1개 이상의 탄
성층을 갖고, 상기 개더링가능한 층이 탄성층이 부착되는 지점들 사이에서 개더링되는 다층 재료를 의미한다. 복합 탄
성 재료는 결합 지점들 사이에서 개더링되는 비탄성 재료가 탄성 재료를 신장시키는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유
형의 복합 탄성 재료는 예를 들면, 본 명세서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1988년 1월 19일자로 특허된 Vander Wiele
n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4,720,415호에 개시되어 있다.
    

" 연속" 이란 기재한 구조체가 닫혀진 루프(closed-loop) 구조체인 것을 의미한다. 연속 구조체는 단일의 것, 예를 들
면 원피스(one-piece) 구조체이거나 또는 함께 적절하게 부착되어 닫혀진 루프를 형성하는 개개의 엘레멘트들로 구성
될 수 있다.

" 1회용" 이란 기재한 의복이 배뇨, 배변 또는 다르게 더러워질 때까지 사용한 다음, 세척하여 다시 사용하기 보다는 버
리도록 디자인된 것을 의미한다.

" 탄성" , " 탄성률" , " 탄성화된" 등과 같은 용어는 변형을 야기시키는 힘을 제거하였을 때 그의 원래의 크기 또는 형
태로 복원되는 경향이 있는 재료 또는 복합재료를 말하고, %로 표시한다.

" 연신율" 이란 신장 전의 재료의 길이에 대한 재료의 신장비(%로 표시함)를 의미하며, 하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신장" , " 신장되다" " 신장된" 또는 그의 변화형은 스트레칭(stretching)에 기인한 재료의 길이 변화(길이의 단위로 
표시함)를 말한다.

" 신장가능한" 이란 기재한 재료의 길이가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완성된 의복" 이란 의복이 그의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제조되었음을 의미한다.

" 부착하다" , " 부착" , " 부착된" 또는 그의 변화형은 2개 이상의 엘레멘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사용될 때, 엘레
멘트들이 적절한 방법, 예를 들면 가열 실링, 초음파 결합, 열 결합, 접착제에 의해, 스티칭 등에 의해 함께 부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엘레멘트들은 함께 직접적으로 부착될 수 있거나 또는 그들 사이에 배치되는 1개 이상의 엘레
멘트를 가져서 이들 모두가 함께 부착될 수 있다.

" 작동적으로 탄성적으로 부착된" 이란 부착된 2개의 부재들이 탄성을 나타내도록 탄성 부재를 비탄성 부재에 부착시키
는 것을 의미한다.

" 팬트 본체" 란 짧은 반바지, 수영복 등과 유사한, 1개의 허리 개구 및 한 쌍의 다리 개구를 갖는 의복을 말한다. 기재
한 의복은 손으로 뜯어 낼 수 있는 측면 이음새를 갖거나 또는 갖지 않을 수 있다.

" 복원하다" , " 복원" 또는 그의 변화형은 바이어스력이 종결 또는 제거되었을 때, 또는 재료를 일시적으로 억제시킨 
재료를 적절하게 처리하였을 때의 신장된 재료의 수축을 말한다.

" 기재" 는 예를 들면 막, 제직 웹, 또는 부직 웹일 수 있는 층, 또는 예를 들명 표면 시트, 배면 시트 및 그 사이의 흡수 
매체를 포함하는 복합 구조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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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으로 억제시키다" 란 신장된 탄성 기재 또는 복합 탄성 재료의 완전 복원을 지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연은 
신장된 탄성 기재를 압축시키거나 또는 복합 탄성 재료를 압축시켜 탄성층 및 개더링가능한 충을 일시적으로 부착시킴
으로써 부여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억제된 탄성 기재 또는 복합 탄성 재료의 부분적 복원은 힘이 제거된 직후에 발생할 
수 있으나, 상기 일시적으로 억제된 탄성 기재 또는 복합 탄성 재료의 완전한 복원은 일시적으로 억제되지 않은 동일 재
료의 완전한 복원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억제되지 않은 신장된 탄성 기재 또는 복합 탄
성 재료의 완전한 복원은 즉시 일어날 수 있는 반면, 일시적으로 억제된 기재 또는 복합 탄성 재료의 완전 복원은 예를 
들면 약 5 내지 약 60 초가 걸린다.
    

" 완전 복원" 또는 그의 변화형은 재료가 일반적으로 그의 이완된 예비신장된 치수의 약 20 % 이내로 복원되는 것을 
말한다.

    
본 발명은 탄성 재료 또는 밴드가 부착되어 있는, 부분적으로 탄성인 임의의 유형의 제품의 제조에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기재의 이동 방향과 상이한 방향으로 신장가능한 탄성 부분을 갖고,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기재의 탄성 부분과 동일한 방향으로 늘어나는 탄성 재료 또는 밴드가 부착되어 있는,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부분 탄성 
기재로부터 개개의 제품들을 제조할 때 특히 유용하다.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제조될 수 있는 일부 제품들에는 의류, 
자동차 보호용 카바, 캠핑 관련 재료, 1회용 흡수 용품 등이 있다. 본 발명의 방법의 설명을 한 특정의 제품과 관련하여 
할 것이나, 본 발명이 상기한 바와 같은 다른 상이한 유형들의 제품의 제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
이다.
    

    
먼저 제1도를 살펴보면, 1회용 흡수성 의복(10) 형태의 부분 탄성 복합 구조체가 도시되어 있다. " 부분 탄성 복합 구
조체" 는 2개 이상의 구조 엘레멘트, 예를 들면 2개 이상의 재료층을 포함하고, 탄성인 그의 일부분을 갖는 의복 또는 
제품을 포함한다. 1회용 흡수성 의복(10)은 전면부(14), 배면부(16), 가랑이부(18), 탄성 측면부(20), 이음새(22), 
연속 허리 개구(24) 및 한 쌍의 연속 다리 개구(26)을 포함하는 팬트 본체(12)를 포함한다, 각각의 탄성 측면부(20)
은 각각의 이음새(22)에서 함께 부착되어 있는 전면 탄성 측면 부재(68)(제5도 참조) 및 배면 탄성 측면 부재(70)를 
포함한다. 의복(10)은 연속 허리 외연(30)(제1 내지 2도 참조) 및 연속 다리 외연(38) 및 연속 허리밴드(32)를 추가
로 포함한다. 연속 허리밴드(32)는 전면 허리밴드 부재(64)(제5도 참조) 및 배면 허리밴드 부재(66)을 포함한다. 연
속 허리 외연(30)은 전면 단부(44)를 갖는 전면 허리 외연부(42)(제4 및 5도 참조) 및 배면 단부(48)을 갖는 배면 
허리 외연부(46)을 포함한다. 흡수 구조체(28)은 적어도 의복의 가랑이부(18)에서 의복(10) 내에 적합하게 포함된다.
    

팬트 본체(12)는 표면 시트(34)(제4도 참조) 및 배면 시트(36)을 포함하는데, 본 발명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
니지만, 바람직하게는 이들은 서로 합치하는 것이다. 배면 시트(36)(제5도 참조)은 한 쌍의 전면 외측 단부(50), 전면 
내측 단부(52), 최내측 단부(54), 배면 경사 단부(56) 및 배면 외측 단부(58)을 포함한다.

    
전면 허리밴드 부재(64)(제4 및 5도 참조)는 전면 허리 외연부(42)에 적합하게 부착되고, 배면 허리밴드 부재(66)은 
배면 허리 외연부(46)에 적합하게 부착된다. 전면 및 배면 허리 외연부(42, 26)은 바람직하게는 전면 및 배면 허리밴
드 부재(64, 66)의 각각의 길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길이, 및 전면 및 배면 허리밴드 부재(64, 66)의 각각의 폭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폭을 갖고, 길이는 일반적으로 횡방향의 중심선(60)(제5도 참조)에 일반적으로 평행한 선을 따
라 측정되고, 폭은 종방향의 중심선(62)에 일반적으로 평행한 선을 따라 측정된다. 허리밴드 부재(64, 66)의 바람직한 
폭 범위는 약 1 센티미터 내지 약 8 센티미터,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2 센티미터 내지 약 4 센티미터이다. 예를 들면 허
리밴드 부재(64, 66)중 1개 또는 2개 모두가 몇몇 다른 기하학적 형태, 예를 들면 제4 및 5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늘
어난 장방형이 아닌 경우, 각 허리 외연부(42, 46)은 바람직하게는 그의 각각의 허리밴드 부재(64, 66)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하학적 형태를 갖는다. 전면 및 배면 허리밴드 부재(64, 66)은 모두 적어도 횡방향의 중심선(60)과 일반적으
로 평행한 방향으로 탄성적으로 신장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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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제1 및 5도를 살펴보면, 의복(10)을 일반적으로 횡방향의 중심선(60)에 평행한 횡방향의 접는선을 따라 접었을 
때, 정렬되는 전면 및 배면 외측 단부(50, 58) 쌍들은 함께 부착되어 이음새(22)를 형성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가 달성
된다:

(i) 전면 허리 외연부(42) 및 배면 허리 외연부(46)은 연속 허리 외연(30)을 형성한다.

(ii) 전면 허리밴드 부재(64) 및 배면 허리밴드 부재(66)은 연속 허리밴드 부재(32)를 형성한다.

(iii) 전면 내측 단부(52), 최내측 단부(54) 및 배면 경사 단부(56)은 각각 다리 개구(26)을 형성한다.

(iv) 전면 탄성화된 측면 부재(68) 및 배면 탄성화된 측면 부재(70)은 각각의 탄성화된 측면부(20)을 형성한다.

의복(10)은 예를 들면 표면 시트(34)와 배면 시트(36) 사이에서 적합하게 부착된(제1도 참조) 한 쌍의 다리 탄성 부
재(72)(제5도 참조)를 또한 포함한다.

    
흡수 구조체(28)(제4 및 5도 참조)은 흡수체 전면 단부(74), 흡수체 배면 단부(76) 및 흡수체 측면 단부(78)을 포함
한다. 제5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흡수체 전면 단부(74) 및 흡수체 배면 단부(76)은 각각 전면 허리밴드 부재
(64) 및 배면 허리밴드 부재(66)의 안쪽에 있다. 유사하게, 흡수체 측면 단부(78)은 각각의 다리 탄성 부재(72)의 안
쪽에 있다. " 안쪽" 이란 흡수체 전면 단부(74)가 예를 들면, 전면 허리밴드 부재(64)보다 횡방향의 중심선(60)에 보
다 가깝게 있는 것을 의미하고, 흡수체 측면 단부(78)은 다리 탄성 부재(72)보다 종방향의 중심선(62)에 보다 가깝게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의복(10)이 착용자에게 적절하게 맞을 때, 표면 시트(34)는 착용자의 몸쪽을 향하고, 피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층
이거나 또는 아닐 수 있다. 표면 시트(34)는 액체 투과성의 탄성 또는 비탄성, 실질적으로 소수성인 재료, 예를 들면 합
성 중합체 필라멘트의 스펀본드(spunbonded) 웹일 수 있다. 표면 시트(34)는 또한 합성 중합체 필라멘트의 멜트블로
운(meltblown) 웹 또는 본디드 카디드(bonded carded) 웹일 수 있다. 적합한 합성 중합체에는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에스테르가 있다. 표면 시트 (34)는 액체, 예를 들면 뇨 및 기타 체내 배출물의 통과를 용이하게 
만드는 기공 크기를 갖는다. 경우에 따라, 표면 시트(34)를 계면활성제로 처리하여 그의 습윤성 정도를 선택적으로 조
절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신장되는 분리된 슬릿 또는 홀을 갖도록 선택적으로 엠보싱시키거나 또는 천공시킬 수 있다. 
적합한 표면 시트 재료는 약 10 그램/미터2 (gsm) 내지 약 26 gsm의 바이어스 중량 및 약 0.013 센티미터 내지 약 0.
064 센티미터의 두께를 가질 수 있다. 표면 시트 재료의 두께는 0.2 psi(1.38 kPa)의 억제 압력(restraining pressu
re)에서 수행되는 Ames Bulk Test(ASTM D-1777)를 사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의복(10)의 최외층이거나 또는 아닐 수 있는 배면 시트(36)은 액체 투과성이거나 또는 액체 불투과성일 수 있고, 통기
성, 즉 중기 투과성을 갖거나 또는 갖지 않을 수 있다. 적합한 액체 투과성 배면 시트(36)은 약 15 gsm 내지 약 50 g
sm의 바이어스 중량을 갖는 부직 2성분 웹이다. 부직 2성분 웹은 스펀본드 2성분 웹 또는 본디드 카디드 2성분 웹일 
수 있다. 적합한 2성분 섬유는 일본국 오오사까 소재의 CHISSO Corporation사로부터 구입가능한 습윤성의 폴리에틸
렌/폴리프로필렌 2성분 섬유이다. 이러한 특정의 2성분 섬유에서, 폴리프로필렌은 코어를 형성하고, 폴리에틸렌은 섬유
의 시이드(sheath)를 형성한다. 다른 섬유 배향, 예를 들면 멀티로브(multi-lobe), 나란히 또는 끝과 끝이 접하게 배
향될 수 있다. 다른 적합한 액체 투과성 재료는 약 15 gsm 내지 약 50 gsm의 바이어스 중량을 갖는 액체 투과성 스펀
본드 폴리프로필렌 부직 웹이다.
    

    
적합한 액체 불투과성 배면 시트(36)은 미합중국 뉴저지주 사우쓰 플레인필드 소재의 Edison Plastics Company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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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구입할 수 있는 0.0015 센티미터의 폴리에틸렌 막이다. 배면 시트(36)은 또한 최내층이 상기한 액체 불투과성 막 
또는 다른 적합한 액체 불투과성 층이고, 최외층이 상기한 액체 투과성 스펀본드 폴리프로필렌 부직 웹 또는 다른 적합
한 액체 투과성 층인 2겹 적층물일 수도 있다. 배면 시트(36)은 바람직하게는 약 0.0013 내지 약 0.0051 센티미터 범
위 내의 두께를 갖는다.
    

    
흡수 구조체(28)은 임의의 적합한 흡수성 재료, 천연 또는 합성, 또는 이들의 조합체와 함께 초흡수성 재료를 포함할 
수 있다. 흡수 구조체(28)을 구성하는 흡수성 재료는 또한 흡수 구조체(28)을 포함하는 흡수성 재료의 통합성을 유지
시키기 위하여 티슈 랩(보이지 않음) 내에 인케이싱(encasing)될 수도 있다. 적합한 초흡수성 재료는 각종의 판매처, 
예를 들면 Dow Chemical Company, Hoechst-Celanese Corporation 및 Allied Colloids, Inc.로부터 구입가능하다. 
적합한 천연 흡수성 재료는 미합중국 위스콘신주 니나 소재의 kimberly-Clark Corporation사 제품의 상품면 CR165
4인 목재 펄프 플러프(fluff)이다. 의복(10)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한 특정의 흡수 구조체(28)은 본 명세서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되는,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되고 1993년 7월 22일자로 출원된 Hanson 등의 미합중국 특허 출
원 제08/096,654호에 개시되어 있다.
    

    
의복(10)의 제작은 임의의 적합한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조 엘레멘트들은 임의의 방법, 예를 들면 가
열 실링 또는 초음파 결합에 의해, 또는 적합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엘레멘트들을 함께 접착시킴으로써 함께 부착시킬 
수 있다. 적합한 접착제들은 미합중국 위스콘신주 와우바토사 소재의 Findley Adhesives, Inc.로부터 입수할 수 있으
며, 임의의 방법, 예를 들면 스프레잉, 슬롯-코트 압출, 프린팅 등으로 도포할 수 있다. 도포된 접착제는 임의의 소정의 
형상, 예를 들면 연속 또는 불연속 비이즈, 연속 또는 불연속 스월(swirl), 멜트블로운 패턴, 스프레이 패턴 등일 수 있
다.
    

제1 내지 5도를 살펴보면, 전면 탄성화된 측면 부재(68)(제5도 참조)는 배면 탄성화된 측면 부재(70)과 동일하거나 
또는 상이한 기하형태를 가질 수 있다. 각각의 전면 탄성 측면 부재(68) 및 각각의 배면 탄성 측면 부재(70)은 표면 시
트(34)와 배면 시트(36) 사이에 샌드위치된 탄성층(80)(제3도 참조)를 포함한다. 탄성층(80)은 임의의 적합한 탄성 
재료, 예를 들면 The Shell Chemical Company의 KRATON     G 및 KRATON    D 씨리즈의 임의의 재료일 수 있다. 
탄성층(80)은 막, 부직 웹, 또는 예를 들면 간격을 두고 평행한 방식으로 배열된 힙성 또는 천연 고무의 리본 또는 실
일 수 있다. 전면 및 배면 허리밴드 부재(64, 66)과 유사하게, 전면 및 배면 탄성화된 측면 부재(68, 70)은 적어도 횡
방향의 중심선(60)과 일반적으로 평행한 방향으로 탄성적으로 신장가능하다.

    
각 탄성층(80)은 표면 시트(34)나 또는 배면 시트(36)의 일부분에, 바람직하게는 표면 시트(34) 및 배면 시트(36) 
모두의 일부분에 이들 부분에 탄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동적으로 탄성적으로 부착된다. 이의 한 예는 본 명세서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1993년 3월 25일자로 출원된 Van Gompel 등의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08/043,132호에 개시되
어 있다. 탄성 측면부(20)을 제공하는 다른 예는 본 명세서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1990년 7월 10일자로 특허된 
Van Gompel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4,940,464호에 개시되어 있다.
    

탄성 재료 및 복합체의 다른 예는 모두 본 명세서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1988년 1월 19일자로 특허된 Vander W
ielen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4,720,415호, 1987년 4월 14일자로 특허된 Morman의 미합중국 특허 제4,657,802호, 
1987년 3월 24자로 특허된 Morman의 미합중국 특허 제4,652,487호에 기재되어 있다.

1회용 흡수성 의복(10)(제1도 참조) 중의 각 탄성 측면부(20)은 약 50% 내지 약 250%, 바람직하게는 약 75% 내지 
약 200%,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100% 내지 약 150%의 탄성률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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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4 및 5도를 주로 살펴 보면, 연속 허리 외연(30)(제2도 참조)은 반대쪽에 배치된 탄성 측면 세그먼트(82), 비탄
성 전면 세그먼트(84) 및 비탄성 배면 세그먼트(86)을 포함한다. 각 탄성 측면 세그먼트(82)는 각각의 탄성 측면부(
20)의 일부분을 포함한다. 비탄성 전면 세그먼트(84) 및 비탄성 배면 세그먼트(86)은 표면 시트(34) 및 배면 시트(3
6)의 일부분을 포함한다. 따라서, 연속 허리 외연(30)(제2도 참조)은 탄성 측면 세그먼트(82) 때문에 부분적으로 탄
성이다. 탄성 측면 세그먼트(82)는 적어도 횡방향의 중심선(60)과 일반적으로 평행한 방향으로 탄성적으로 신장가능
하다.
    

연속 허리밴드(32)는 엘라스토머성 직물 유사 부지 섬유상 재료, 예를 들면 엘라스토머성 스트레치 결합된 적층 웹 또
는 엘라스토머성 멜트블로운 웹일 수 있다. 재료를 적절하게 선택함으로써 연속 허리밴드(32)는 예를 들면 압축에 의
해 일시적으로 탄성이 억제될 수 있다. 일단 일시적으로 탄성이 억제되면, 허리밴드(32)를 구성하는 탄성 재료는 예를 
들면 열에 의한 처리에 의해 활성화되어 탄성 상태로 복원될 수 있다.

    
한 특정 실시태양에서는, 허리밴드(32)는 실질적으로 증기 투과성인 엘라스토머성 부직 섬유 웹을 포함한다. 적합한 
엘라스토머성 부직 섬유 웹의 예는 본 명세서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1987년 5월 5일자로 특허된 Wisneski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4,663,220호에 기재되어 있다. 섬유 탄성층에 부착된 1개 이상의 부직 직물층을 포함하는 복합 직물
의 예는 본 명세서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1987년 4월 8일자로 공개된 J. Taylor 등의 유럽 특허 출원 제 EP 0 2
17 032호에 기재되어 있다. 복합 부직 직물은 통상 스트레치 결합된 적층물로 언급된다.
    

    
다른 실시태양에서는, 허리밴드(32)는 1개 이상의 부직 섬유층에 고정된 엘라스토머성 재료의 개개의 분리된 스트립 
또는 스트랜드를 포함하는 복합 엘라스토머성 웹을 포함한다. 상기 복합 엘라스토머성 웹은 예를 들면 선택된 스트립 
패턴으로 배열되고 2개의 부직 섬유상 재료층들 사이에 적합하게 샌드위치되어 부착된 엘라스토머성 멜트블로운 재료
를 포함한다. 이 재료 및 나머지들은 본 명세서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1989년 8월 29일자로 특허된 미합중국 특허 
제4,861,652호에 기재되어 있다. 또 다른 유용한 복합 탄성 재료는 본 명세서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1989년 11월 
28일자로 특허된 미합중국 특허 제4,883,549호에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혁신적인 특징 중 하나는 탄성 재료 부분, 예를 들면 연속 허리밴드(32)(제1 내지 2도 참조)에 예를 들면 비
탄성 전면 세그먼트(84) 및(또는) 비탄성 배면 세그먼트(86)에 제공되는 소정의 탄성률 및 탄성 측면부(20)의 탄성
률에 의해 결정되는 상이한 탄성률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혁신적인 특징은 부분 탄성 기재를 따라 탄성 밴드 또는 재료를 제공하여 탄성 밴드가 기재의 탄성인 부
분의 탄성률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감소시키지 않고 기재의 비탄성 부분에 소정의 탄성률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정의 예에서는, 본 발명은 연속 허리 외연(30) 근방에 연속 탄성 허리밴드(32)를 제공하여 허리밴드가 탄성 
측면부(20)의 탄성률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감소시키지 않고, 비탄성 전면 및 배면 세그먼트(84, 86)에 소정
의 탄성률 제공하게 된다. 비탄성 전면 및 배면 세그먼트(84, 86)에 제공될 수 있는 탄성률은 0% 내지 부착된 연속 허
리밴드(32)를 구성하는 재료의 최대 탄성률까지의 범위일 수 있다.
    

    
다음은 선택적으로 탄성화된 연속 허리 외연(30)의 한 예이다. 제4 및 5도를 살펴보면, 전면 및 배면 허리 외연부(42, 
46)은 연속 허리 외연(30)(제1도 참조)를 형성하고, 각각 적합하게 부착된 전면 및 배면 허리밴드 부재(64, 66)을 갖
는다. 전면 허리 외연부(42)에 전면 허리밴드 부재(64)를 부착하는 것은 배면 허리 외연부(46)에 배면 허리밴드 부재
(66)을 부착하는 것과 동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만을 설명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각 탄성 측면 세그먼트(8
2)(제2도 참조)는 약 180%의 탄성률을 갖는다. 즉, 각 탄성 측면 세그먼트(82)는 그의 원 길이의 2.8배 신장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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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실시예에서는 비탄성 전면 세그먼트(84)는 탄성 측면 세그먼트(82)와 상이한 탄성률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상 본 발명은 비탄성 전면 세그먼트(84)가 궁극적으로 0% 내지 전면 허리밴드 부재(64)로 선택된 탄성 재료의 최
대 탄성률까지의 탄성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면 허리밴드 부재(64)(제4 및 5도 참조)는 측면부(88)과 그들 사이의 복원가능한 전면부(90)을 포함한다. 전면 허
리밴드 부재(64)가 단일 구조체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측면부(88) 및 전면부(90)는 함께 적합하게 부착되어 전
면 허리밴드 부재(64)를 형성하는 분리된 구조체일 수 있다. 탄성 측면 세그먼트 (82)(제2도 참조)는 약 180%의 탄
성률을 갖기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는 전면 허리밴드 부재(64)도 또한 약 180%의 탄성률을 갖도록 선택되고 형상화되
었다. 제4도에서 각 측면부(88)은 중심선(60)(제5도 참조)을 따라 측정하였을 때, 약 50 밀리미터의 길이 및 약 90 
밀리미터의 길이를 갖는 복원가능한 전면부(90)을 갖는다.
    

    
제4도에서 전면 허리 외연부(42)는 비탄성 전면 세그먼트(84)를 샌드위치시키는 2개의 탄성 측면 세그먼트(82)를 포
함한다. 제4도의 각 측면 세그먼트(82)는 약 50 밀리미터의 길이를 갖고, 전면 세그먼트(84)는 약 150 밀리미터의 길
이를 갖는다. 전면 허리 외연부(42)에 전면 허리밴드 부재(64)를 부착시키기 전에, 복원가능한 전면부(90)을 약 67% 
신장시켜 약 150 밀리미터의 신장된 길이를 야기시킨다. 복원가능한 전면부(90)을 신장시킨 후, 예를 들면 압축에 의
해 일시적으로 탄성을 억제시켜 완전히 복원가능한 성질을 갖는, 즉 열 처리와 같이 적합하게 활성화시켰을 때 탄성 상
태로 돌아가는 전면부를 제공한다. 전면부(90)을 신장시키고 일시적으로 탄성을 억제시킨 후, 전면 허리밴드 부재(64)
를 전면부(90)이 전면 세그먼트(84)에 부착되도록 예를 들면 초음파, 가열 또는 접착제 결합에 의해 전면 허리 외연부
(42)에 적합하게 부착시킨다.
    

    
유사한 방식으로, 배면 허리밴드 부재(66)을 배면 허리 외연부(46)에 부착시킨다. 그 후, 1회용 흡수성 의복(10)을 
횡방향의 중심선(60)에 일반적으로 평행한 접는 선을 따라 접고, 전면 외측 단부(50)(제5도 참조)을 배면 외측 단부
(58)에 적합하게 결합시켜 이음새(22)를 형성한다. 이어서, 의복(10)을 일시적으로 탄성이 억제된 전면부(90) 및 배
면부(92)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예를 들면 열로 처리한다. 완전 복원시에, 전면부(90)은 비탄성 전면 세그먼트(84)
를 개더링시키고, 배면부(92)는 비탄성 배면 세그먼트(86)을 개더링시킨다. 전면 및 배면 허리 외연부(42, 46) 및 전
면 및 배면 허리밴드 부재(64, 66)에 대한 재료의 선택에 따라, 전면 세그먼트(84) 및 전면부(90)은 함께 부착되었을 
때, 약 30% 내지 약 60%의 탄성률을 가질 수 있다.
    

    
의복(10)(제1도 참조)의 허리 개구(24) 부근의 탄성률은 각종의 인자, 예를 들면 허리밴드(32) 및 허리 외연(30)을 
구성하는 재료의 유형, 그들의 탄성 등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속 허리밴드(32)는 일단 연속 
허리 외연(30)에 적합하게 부착되었을 때 전면 및 배면 세그먼트(84, 86)에게 소정의 탄성률을 부여하도록 그의 재료 
및 탄성률에 대하여 주의깊게 디자인하고 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다른 제품 및 물품들에 대해
서도 동일한 주의 및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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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6도를 살펴보면,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한 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공급 롤(112)는 한 쌍
의 닙(nip) 롤 (116, 118) 사이에 연속되는 길이의 탄성 재료 또는 복합 탄성 재료(114)를 공급한다. 공급 롤(112) 
및 닙 롤(116, 118)은 동일한 회전 속도 V 1 을 갖는다. 공급 롤(112) 닙 롤(116, 118) 사이에서, 복합 탄성 재료(11
4)는 실질적으로 인장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복합 탄성 재료(114)는 칠(chill) 롤(120) 및 아이들러(idler) 롤(122) 
사이로 전달되고, 상기 롤은 모두 V1 보다 큰 회전 속도 V2 를 갖는다. 따라서, 닙 롤(116, 118)과 칠 롤(120) 및 아이
들러 롤(122) 사이에서 복합 탄성 재료(114)는 상기한 회전 속도 차이 때문에 신장되고 인장된 상태로 있다. 닙 롤(1
16, 118) 및(또는) 칠 롤(120)/아이들러 롤(122)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복합 탄성 재료(114)에 대한 장력 
및 복합 탄성 재료(114)의 길이를 선택적으로 조절하거나 또는 변화시킬 수 있다. 닙 롤(116, 118) 및 칠 롤(120), 
아이들러 롤(122) 사이에는 가압 롤(124) 및 아이들러 롤(126)이 있고, 이들은 칠 롤(120) 및 아이들러 롤(122)와 
동일한 회전 속도 V2 를 갖는다. 가압 롤(124)는 가압 슬리브(128) 및 아이들러 롤(126) 사이를 통과하는 복합 탄성 
재료(114)의 부분을 압축시켜 선택적으로 일시적으로 억제시키기 위하여 한 쌍의 가압 슬리브(128)을 포함한다.

    
칠 롤(120)은 복합 탄성 재료(114)의 처리를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복합 탄성 재료(114)의 일시
적으로 억제된 부분은 칠 롤(120)의 표면과 접촉할 때 급냉되어 부분이 억제되는 기간을 증가시키게 된다. 일시적 억
제는 예를 들면 약 1/4 내지 약 1 1/2초 동안 칠 롤(120)과의 접촉에 의해 약 2 내지 약 5초 연장될 수 있다. 보다 큰 
접촉 시간은 보다 긴 억제 기간을 야기시킨다. 칠 롤(120)은 복합 탄성 재료(114)의 일시적으로 억제된 부분의 온도
보다 낮은 온도로 유지시킨다. 보다 낮은 온도가 사용될 수 있지만, 약 15.6 ℃(약 60 ℉) 내지 약 0.6 ℃(약 33 ℉)의 
온도가 실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칠 롤(120) 및 아이들러 롤(122), 복합 탄성 재료(114)를 V 2 미만의 회전 속도 V3 을 갖는 안빌(anvil) 롤(130) 및 
나이프 롤(132)에 전달시킨다. 칠 롤(120)과 나이프 롤(132) 사이의 이러한 회전 속도 차이 때문에 복합 탄성 재료(
114)는 실질적으로 인장되지 않은 상태로 있게 된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억제되지 않은 복합 탄성 재료(114)의 부분
이 수축하도록 하여 허리밴드(32)(제2도 참조)의 탄성 측면 부분(88)에 해당하는 부분을 형성시킨다. 유사하게, 일시
적으로 억제된 부분은 허리 밴드(32)의 전면 및 배면 부분(90, 92)에 해당한다.

    
이하, 설명되는 바와 같이, 복합 탄성 재료(114)는 허리밴드(32)의 폭의 2배인 폭을 갖고, 약 180%의 탄성률을 갖는
다. 롤(116, 118) 및 롤(120, 122) 사이에서, 복합 탄성 재료(114)는 약 67%의 연신율로 신장되고, 이 연신율로 가
압 롤(124) 및 아이들러 롤(126) 사이를 통과하여 가압 슬리브(128) 및 아이들러 롤(126)에 의해 압축되어서 선택
적으로 일시적으로 억제된 탄성률을 갖는다. 롤(120, 122)와 롤(130, 132) 사이에서 비압축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약 
180%의 그들 원래의 탄성률로 복원된다.
    

    
연속 부분 탄성 기재(134)는 화살표(136)으로 도시되는 바와 같이, 제1의 이동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이동한다. 기재
(134)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각종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임의의 유형의 부분 탄성 재료일 수 있다. 이러한 특정
의 실시예에서는, 기재(134)는 부분적으로 완성된 탄성 팬트 본체(12)의 연속되는 길이를 포함하고, 각각의 탄성 팬
트 본체는 화살표(136) 방향에 대해 일반적으로 횡방향인 방향으로 신장가능한 전면 및 배면 탄성 측면 부재(68, 70)
을 포함한다.
    

나이프 롤(132) 및 안빌 롤(130)에 의해 선택된 길이로 절단된 후, 개개의 복합 탄성 재료(114)의 길이(140)은 연속
되는 부분 탄성 기재(134)의 제1 이동 방향(136)에 대해 일반적으로 횡방향인 화살표(138)에 의해 도시되는 방향으
로 전달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한 방법 및 장치는 본 명세서에서 참고 문헌으로 인용한, 1986년 
8월 26일자로 특허된 Schroth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4,608,115호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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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의 복합 탄성 재료(114)의 길이(140)은 각각 예를 들면 초음파, 가열 또는 접착제 결합에 의해 선택된 지점에서 
연속되는 부분 탄성 기재(134)에 적합하게 간헐적으로 부착된다. 선택된 지점들은 개개의 1회용 흡수성 의복(10)을 
제조하기 위하여 연속되는 부분 탄성 기재(134)가 그 선을 따라 절단되게 되는 횡방향의 선에 해당한다. 절단선(142)
는 2개의 의복(10)의 전면 단부(44)(제5도 참조) 및 배면 단부(48)에 해당한다.

개개의 복합 탄성 재료(114)의 개개의 길이(140)을 연속되는 부분 탄성 기재(134)에 부착시킨 후, 기재(134)를 절
단 스테이션(station)(144)로 전달시켜 기재(134)를 절단선(142)를 따라 절단시킨다. 절단 스테이션(144)는 당 업
계에 공지된 임의의 적합한 장치일 수 있다.

이러한 기재(134)의 절단은 개개의 부분적으로 완성된 1회용 흡수성 의복(10)을 생성시킨다. 이들 의복(10)은 이어
서 의복(10)이 그의 외측 단부들(50, 58)(제5도 참조)이 후속되는 결합에 대해 정렬되도록 접혀지는 접어 정렬시키는 
스테이션(146)으로 전달된다. 외측 단부들(50, 58)을 정렬시키기 위한 한 장치 및 방법은 본 명세서에서 참고문헌으
로 인용한, 1991년 9월 10일자로 특허된 Vogt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5,046,272호에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접어 정렬시킨 의복(10)은 정렬된 외측 단부들(50, 58)이 결합되어 이음새(22)를 형성하는 결합 스테이션(1
48)로 진행된다. 결합은 임의의 적합한 방법, 예를 들면 회전 초음파 결합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합된 
의복(10)은 일시적으로 억제된 전면 및 배면부(90, 92)가 예를 들면 열 처리에 의해 활성화되어 그의 탄성률을 회복
하는 활성화 스테이션(150)으로 진행된다.

완성된 1회용 흡수성 의복(10)에서, 허리밴드(32)의 탄성 측면부(88)은 본 실시예에서는 탄성 측면부(20)과 살질적
으로 동일한 탄성률을 갖는 반면, 전면 및 배면 부분(90, 92)는 약 30% 내지 약 60% 범위의 탄성률을 비탄성 전면 및 
배면 세그먼트(84, 86)에 제공한다. 배면 세그먼트(84, 86)의 탄성률의 양은 몇몇 인자, 예를 들면 제작 조건 및 사용
한 재료에 의존한다.

제7도는 제6도에 도시한 방법에 대한 변형을 나타낸다. 공급 롤(112)는 연속되는 열 탄성화 재료(152)를 닙 롤(116, 
118)에 공급한다. 공급 롤(112) 및 닙 롤(116, 118)은 회전 속도 V 1 을 갖는다. 재료(152)는 V 1 미만의 회전 속도 V

4 을 갖는, 급냉되거나 또는 급냉되지 않는 롤(120') 및 아이들러 롤(122)로 수송된다. 활성화 스테이션(154)는 롤(1
16, 118) 및 롤(120, 122) 사이에 위치하고, 열 탄성화 재료(152)애 대해 자극, 예를 들면 열 방사를 가하여 그의 선
택된 부분의 탄성을 활성화시킨다. 이들 부분이 탄성적으로 활성화될 때, 이들은 길이가 " 수축하고" 탄성으로 된다. 따
라서, 롤(120, 122)의 회전 속도는 롤(112, 116, 118)의 회전 속도보다 작아야 할 필요가 있다. 활성화 스테이션(1
54)를 선택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재료(152)에 소정의 길이의 " 활성화된" 탄성 부분 뿐만 아니라 소정의 길이의 " 비
활성화된" 비탄성 부분을 제공한다. " 활성화된" 부분을 탄성 측면 부분(88)(제2도 참조)에 해당하고, " 비활성화된" 
부분은 허리밴드(32)의 전면 및 배면 부분(90, 92)에 해당한다. 결과, 탄성 및 비탄성 부분을 교대로 포함하는 연속적
으로 이동하는 재료(152)가 생성된다. 이어서, 재료(152)는 개개의 탄성 재료 길이(140)을 제공하도록 선택적으로 
절단될 수 있다. 그 후, 개개의 탄성 재료의 길이(140)은 적합하게는 상기에서 제6도로 나타낸 방법을 참고로 하여 설
명한 바와 유사한 방법으로 기재(134)에 적합하게 부착될 수 있다. 기재(134)는 이어서 스테이션(144)에서 절단되고, 
스테이션(146)에서 접혀지고 정렬되며 스테이션(148)에서 결합되고 스테이션(150)에서 활성화된다.

    
상기에서 본 발명의 방법을 비록 1회용 트레이닝 팬츠와 관련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탄성 재료를 연속적으로 이
동하는 부분 탄성 기재에 부착시키는 것이 요망되는 다른 유형의 제품 또는 물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태양으로서 설명하였으나, 추가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본 출원은 
본 발명의 일반적인 원리를 따르고, 본 발명이 속한 분야에 공지되어 있거나 또는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첨부
된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속하는 본 발명으로부터의 변형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임의의 변형, 등가물, 용도 또는 응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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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방향과는 상이한 방향으로 신장가능한 다수의 탄성 세그먼트 및 다수의 비탄성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기재를 제1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단계,

다수의 탄성 밴드를 공급하는 단계,

각 탄성 밴드가 제1 방향과 상이한 방향으로 신장가능하도록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기재에 대해 각 탄성 밴드를 차례로 
배향시키는 단계,

각 탄성 밴드를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기재의 하나 이상의 비탄성 세그먼트 및 하나 이상의 탄성 세그먼트 상에 위치시
키는 단계, 및

각 탄성 밴드를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기재에 부착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다수의 탄성 밴드를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부분 탄성 기재에 부착시키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탄성 밴드의 적어도 일부분을 일시적으로 억제시켜 탄성 부분과 일시적으로 억제된 부분을 포
함하도록 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위치시키는 단계가 밴드의 각 탄성부를 기재의 탄성 세그먼트 상에 위치
시키고, 밴드의 일시적으로 억제된 부분을 기재의 비탄성 세그먼트 상에 위치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일시적으로 억제시키는 단계 전에 상기 각 탄성 밴드를 인장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억제된 부분을 활성화시켜 비탄성 세그먼트를 개더링(gathering)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기재를 다수의 개개의 기재들로 절단시키는 단계 및 개개의 기재를 각각 접는 선
을 따라 접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각각의 접혀진 기재의 외측 단부들을 결합시켜 허리 개구 및 한 쌍의 다리 개구를 형성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결합된 각 기재의 일시적으로 억제된 부분을 활성화시켜 비탄성 세그먼트를 개더링시키는 단계를 추가
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각 밴드의 탄성 부분이 기재의 탄성 세그먼트의 탄성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탄성률을 갖는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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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일시적으로 억제시키는 단계가 각 밴드의 적어도 일부분을 기재의 탄성 세그먼트의 탄성률과 상
이한 탄성률로 일시적으로 억제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일시적으로 억제된 부분의 탄성률이 기재의 탄성 세그먼트의 탄성률보다 작은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재가 웹인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재가 막인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재가 복합 구조체인 방법.

청구항 14.

제1 방향과는 상이한 방향으로 신장가능한 다수의 탄성 세그먼트 및 다수의 비탄성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기재를 제1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단계,

하나의 탄성 밴드를 공급하는 단계,

탄성 밴드의 일부분을 일시적으로 억제시키는 단계,

개개의 탄성 밴드 각각이 하나 이상의 일시적으로 억제된 부분 및 하나 이상의 탄성 부분을 포함하도록 상기 탄성 밴드
를 개개의 탄성 밴드들로 절단하는 단계,

각 탄성 밴드가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기재의 탄성 세그먼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신장가능하도록 각 탄성 밴
드를 차례로 배향시키는 단계,

밴드의 탄성부는 기재의 탄성 세그먼트들 중의 하나 상에, 그리고 밴드의 일시적으로 억제된 부분은 기재의 비탄성 세
그먼트들 중의 하나 상에 위치하도록 개개의 탄성 밴드 각각을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기재 상에 위치시키는 단계, 및

개개의 탄성 밴드 각각을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기재에 부착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다수의 탄성 밴드를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부분 탄성 기재에 부착시키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각각의 일시적으로 억제된 부분을 활성화시켜 그의 각각의 비탄성 세그먼트들을 개더링시키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일시적으로 억제시키는 단계 전에 탄성 밴드를 인장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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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 세그먼트의 신장가능한 방향이 일반적으로 제1방향에 대해 횡방향인 방법.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기재가 웹인 방법.

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기재가 막인 방법.

청구항 20.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기재가 복합 구조체인 방법.

청구항 21.

연속 표면 시트, 연속 배면 시트, 연속 표면 시트와 연속 배면 시트 사이에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다수의 흡수 구조
체 및 연속 배면 시트의 양측에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으며 제1 방향과는 상이한 방향으로 신장가능한 다수의 탄성 측
면 부재를 포함하는 복합 구조체를 제1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단계,

하나의 탄성 밴드를 공급하는 단계,

탄성 밴드의 일부분을 일시적으로 억제시키는 단계,

개개의 탄성 밴드 각각이 한 쌍의 탄성 부분 및 그 사이의 일시적으로 억제된 부분을 포함하도록 상기 탄성 밴드를 개개
의 탄성 밴드들로 절단하는 단계,

각 탄성 밴드가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복합 구조체의 탄성 측면 부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신장가능하도록 각 
탄성 밴드를 차례로 배향시키는 단계,

밴드의 일시적으로 억제된 부분은 배면 시트 상에 그리고 한 쌍의 탄성 부분은 양측에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각각의 
한 쌍의 탄성 측면 부재 상에 위치하도록 개개의 탄성 밴드 각각을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복합 구조체 상에 위치시키는 
단계, 및

개개의 탄성 밴드 각각을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복합 구조체에 부착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다수의 탄성 밴드를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부분 탄성 복합 구조체에 부착시키는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복합 구조체를 다수의 개개의 복합 구조체로 절단시키는 단계 및 개개의 복합 
구조체 각각을 접는 선을 따라 접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접혀진 복합 구조체의 외측 단부들을 결합시켜 허리 개구 및 한 쌍의 다리 개구를 형성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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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결합된 각각의 복합 구조체의 일시적으로 억제된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밴드의 탄성 부분이 탄성 측면 부재의 탄성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탄성률을 갖는 방법.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일시적으로 억제시키는 단계가 탄성 밴드의 일부분을 탄성 측면 부재의 탄성률과 상이한 탄성률
로 일시적으로 억제시키는 것은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일시적으로 억제시키는 단계 전에 탄성 밴드를 인장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 측면 부재의 신장가능한 방향이 일반적으로 제1방향에 대해 횡방향인 방법.

청구항 29.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 시트가 부직 웹이고, 배면 시트가 막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1 방향과는 상이한 방향으로 신장가능한 다수의 탄성 세그먼트 및 다수의 비탄성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기재를 제1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단계,

열 탄성화 밴드를 공급하는 단계,

열 탄성화 밴드의 선택된 부분을 탄성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단계,

개개의 열 탄성화 밴드 각각이 하나 이상의 탄성적으로 활성화된 부분 및 하나 이상의 비활성화된 열 탄성화 부분을 포
함하도록 상기 열 탄성화 밴드를 개개의 열 탄성화 밴드들로 절단하는 단계,

개개의 열 탄성화 밴드 각각이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기재의 탄성 세그먼트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신장가능
하도록 개개의 열 탄성화 밴드 각각을 차례로 배향시키는 단계,

탄성적으로 활성화된 부분은 기재의 탄성 세그먼트들 중의 하나 상에, 그리고 비활성화된 열 탄성화 부분은 기재의 비
탄성 세그먼트들 중의 하나 상에 위치하도록 개개의 열 탄성화 밴드 각각을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기재 상에 위치시키는 
단계, 및

개개의 열 탄성화 밴드 각각을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기재에 부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다수의 탄성 밴드를 연속적으
로 이동하는 부분 탄성 기재에 부착시키는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비활성화된 열 탄성화 부분을 탄성적으로 활성화시켜 그의 각각의 비탄성 세그먼트를 개더링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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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 세그먼트의 신장가능한 방향이 일반적으로 제1방향에 대해 횡방향인 방법.

청구항 33.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기재가 웹인 방법.

청구항 34.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기재가 막인 방법.

청구항 35.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기재가 복합 구조체인 방법.

청구항 36.

제30항에 있어서, 열 탄성화 밴드의 탄성적으로 활성화된 부분이 기재의 한 탄성 세그먼트의 탄성률과 실질적으로 동일
한 탄성률을 갖는 방법.

청구항 37.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비활성화된 열 탄성화 부분을 탄성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단계가 상기 각각의 비활성화된 
열 탄성화 부분이 기재의 탄성 세그먼트의 탄성률과 상이한 탄성률을 갖도록 각각의 비활성화된 열 탄성화 부분을 탄성
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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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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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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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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