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328609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6

A61F 13/15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2년03월14일
10-0328609
2002년03월04일

(21) 출원번호 10-1999-0002860 (65) 공개번호 특2000-0016826
(22) 출원일자 1999년01월29일 (43) 공개일자 2000년03월25일

(30) 우선권주장 1998-221650 1998년08월05일 일본(JP)

(73) 특허권자 도아 기코오 가부시키가이샤
다부치 구니히로
일본국 가가와켄 미토요군 도요나카쵸 오아자가미다카노 4158-1

(72) 발명자 다부치,쿠니히로
일본가가와켄미토요군도요나카쵸오아자가미다카노4158-1도아기코오가부시키가이샤(내)

(74) 대리인 남상선

심사관 : 최승삼

(54) 위생 냅킨 용품 및 이의 제조 설비

요약

    
날개부를 갖춘 위생 냅킨의 제조 장치 및 실리콘 코팅으로부터 쉽게 떼어지는 미끄럼방지용 접착제를 위생 냅킨의 배면
에 도포하고 실리콘으로 코팅된 내측을 갖는 포장 필름으로 상기 위생 냅킨을 감싸서 위생 냅킨 용품을 생산하는 포장
장치를 포함하는 위생 냅킨 용품 제조 설비가 개시된다. 제조 장치는 표면재-시트-접착제 도포부, 흡수체 절취부, 안
감-시트-접착제 도포부, 중합부, 가열 시일부, 및 위생 냅킨 절취부를 포함한다. 포장장치는 종방향 접기부, 미끄럼방
지용 접착제 도포부, 중합부, 날개 접기부, 고정 테이프 접착부, 필름 시일부, 및 절단부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한 형태의 위생 냅킨 용품의 제조 설비의 일실시예에 대한 개략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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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의 제조 설비의 제조 장치에 의한 위생 냅킨의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3은 제조 장치의 표면재-시트-접착제 도포부, 흡수체 절취부, 안감-시트-접착제 도포부, 중합부, 및 가열 시일부
에 대한 개략사시도.

도 4는 제조 장치의 중합부의 개략사시도.

도 5는 제조 장치의 가열 시일부와 위생 냅킨 절취부, 및 도 1의 제조 설비의 포장장치의 종방향 접기부에 대한 개략사
시도.

도 6은 위생 냅킨의 분해도.

도 7은 포장장치의 개략사시도.

도 8은 위생 냅킨 용품을 생산하는 포장장치에 의한 위생 냅킨의 포장공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9a는 위생 냅킨의 초기상태의 사시도.

도 9b는 도 9a의 위생 냅킨의 후속상태의 사시도.

도 10은 포장장치의 필름 시일부 및 절취부의 개략사시도.

도 11a는 위생 냅킨 용품의 개략사시도.

도 11b는 포장 필름이 개방된 상태에 있는 도 11a의 위생 냅킨 용품의 개략사시도.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종류의 흡수체를 제조하는 수단에 대한 개략사시도.

도 13a는 종래의 위생 냅킨 용품의 개략평면도.

도 13b는 포장 필름이 개방된 상태에 있는 도 13a의 위생 냅킨 용품의 개략평면도.

도 14는 종래의 위생 냅킨 용품의 분해도.

도 15는 종래의 위생 냅킨의 배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위생 냅킨 2 : 포장필름

2S : 포장필름 시트 2R : 포장필름 롤

4 : 표면재 4S : 표면재 시트

4R : 표면재 시트 롤 5 : 흡수체

5S : 흡수체 시트 5R : 흡수체 시트 롤

6 : 안감 6S : 안감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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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R : 안감 시트 롤 7 : 고정 테이프 스트립

7S : 고정 테이프 7R : 고정 테이프 롤

8A, 8B, 8C, 8D 및 8E : 미끄럼방지용 접착제

A : 위생 냅킨 용품 10 : 제조 장치

20 : 표면재-시트-접착제 도포부 30 : 흡수체 절취부

31 : 모루 롤러 32 : 다이-절취 롤러

33 : 절취날 40 : 안감-시트-접착제 도포부

50 : 중합부 51 : 중합 롤러

60 : 가열 시일부 61 : 모루 롤러

62 : 가열 시일 롤러 70 : 위생 냅킨 절취부

71 : 모루 롤러 72 : 다이-절취 롤러

73 : 절취날 90 : 종방향 접기부

100 : 포장장치 110 : 미끄럼방지용 접착제 도포부

120 : 중합부 130 : 날개 접기부

140 : 고정 테이프 접착부 150 : 필름 시일부

160 : 절단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위생 냅킨 용품 및 이의 제조 설비에 관한 것이다.

도 13a는 종래의 위생 냅킨 용품(201)의 평면도이고, 도 13b는 포장 필름(2)이 개방된 상태의 종래의 위생 냅킨 용품
의 평면도이다. 도 14는 종래의 위생 냅킨 용품(201)의 분해도이다.

도 13a 및 13b와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위생 냅킨 용품(201)은 기본적으로 포장 필름(2), 떼어내기용 종
이 스트립(3A), 포장 필름(2) 내에 감싸여 있는 위생 냅킨(1), 및 떼어내기용 순차적으로 놓여있는 종이 스트립(3B 
및 3C)으로 구성된다.

도면부호 7은 고정 테이프 스트립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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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는 종래의 위생 냅킨(1)의 배면을 도시하고 있다.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생 냅킨(1)의 본체의 양측에는 
날개부가 형성되어 있다. 날개부를 갖춘 위생 냅킨은 그렇지 않은 위생 냅킨에 비해 누출이 적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날개부를 갖춘 위생 냅킨을 선호한다.

위생 냅킨(1)의 배면에는 접착제(8a)가 위생 냅킨(1)의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어 중앙부에 도포되어 있고, 접착제(8b, 
8b)는 좌우 날개부에 도포되어 있다. 접착제(8a, 8b, 8b)는 사용시 위생 냅킨(1)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도록 속옷에 부
착된다.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접착제(2a, 2a)가 포장 필름(2)의 내측의 중앙부에 도포되어 있다. 포장 필름(2)의 접착제
(2a, 2a)에는 떼어내기용 종이 스트립(3A)이 덮여진다. 즉, 떼어내기용 종이 스트립(3A)이 포장 필름(2)에 접착된다. 
그 다음에, 접혀진 날개를 갖춘 위생 냅킨(1)이 떼어내기용 종이 스트립(3A) 상에 놓여진다. 떼어내기용 종이 스트립
(3A)은 위생 냅킨(1)이 포장 필름(2)에 들러붙는 것을 방지하여 접착제(8a)의 접착력을 유지시킨다.

떼어내기용 종이 스트립(3B)이 다른 쪽의 아래에 놓여지는 날개부의 접착제(8b)의 접착력을 유지시키도록, 서로 접혀
져서 중첩되어 있는 위생 냅킨(1)의 좌우 날개부 사이에 삽입된다. 다른 쪽의 위에 놓여지는 날개부의 접착제(8b)는 
떼어내기용 종이 스트립(3C)으로 덮여지고, 이 떼어내기용 종이 스트립(3C)은 위생 냅킨(1)이 포장 필름(2)에 들러
붙는 것을 방지하여 접착제(8b)의 접착력을 유지시킨다.

도 13b에 도시된 바와 같은 일점쇄선을 따라 위생 냅킨(1)과 함께 포장 필름(2)이 세 번 접혀져서 포장 필름(2)의 상
단 및 하단 가장자리가 3개의 층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는, 도 1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단 및 하단 가장자리가 가열 
밀봉되고, 고정 테이프 스트립(7)이 포장 필름(2)에 부착되어서, 포장 필름(2)이 위생 냅킨(1)의 포장지를 구성하는 
위생 냅킨 용품(201)이 제조된다.

    
포장 필름(2)에 싸여진 위생 냅킨(1)을 사용하려면, 고정 테이프 스트립(7)을 제거하고, 위생 냅킨 용품(201)의 포장 
필름(2)을 개방한 후에 포장 필름(2) 상의 떼어내기용 종이 스트립(3A)에서 위생 냅킨(1)을 떼어낸다. 그 다음에, 떼
어내기용 종이 스트립(3C 및 3B)을 접착제(8b 및 8b)에서 떼어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위생 냅킨(1)의 접착제(8a, 
8b, 8b)의 접착력은 유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접착제(8a, 8b, 8b)에 의해 사용하는 동안에 위생 냅킨(1)의 미끄러짐
이 방지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종래의 위생 냅킨 용품(201)의 경우에는, 떼어내기용 종이 스트립(3A, 3B, 3C)은 위생 냅킨(1)이 사용되기 전까지 
접착제(8a, 8b, 8b)의 접착력을 유지시키는데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위생 냅킨(1)을 사용하는 때에는 떼어내기용 종
이 스트립(3A, 3B, 3C)과 포장 필름(2)은 쓰레기가 된다. 위생 냅킨 용품(201)에 있어서 떼어내기용 종이 스트립(3
A, 3B, 3C)을 사용하는 것은 쓰레기의 양을 증가시키고 위생 냅킨 용품(201)의 재료비를 증가시킨다.

그 외에도, 떼어내기용 종이 스트립(3A, 3B, 3C)으로 접착제(8a, 8b, 8b)를 덮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며, 이것은 위생 
냅킨 용품(201)의 제조 설비를 복잡하고 크게 만든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쓰레기의 양과 재료비를 절감시키기 위하여 떼어내기용 종이 스트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용 중에 미끄러지지 않는 위생 냅킨 용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제 1 태양에 따르면, 포장 필름 내에 전체적으로 감싸여지고 본체의 양측에 날개부를 갖춘 위생 냅킨인 위생 
냅킨 용품이 제공된다. 포장 필름의 내측은 실리콘으로 코팅되어 있으며, 실리콘 코팅으로부터 쉽게 떼어지는 미끄럼방
지용 접착제가 포장 필름의 실리콘 코팅면과 위생 냅킨의 배면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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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 2 태양에 따르면, (i) 위생 냅킨의 본체의 종방향 양 끝단부가 위생 냅킨의 정면쪽으로 접혀지고, (ii) 위
생 냅킨의 양측의 날개부가 위생 냅킨의 정면쪽으로 접혀지고, 그리고 (iii) 미끄럼방지용 접착제가 위생 냅킨의 날개의 
배면과 본체의 중앙부 및 종방향 끝단부의 배면에 도포되어 있는 위생 냅킨 용품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 3 태양에 따르면, (i) 날개부를 갖춘 위생 냅킨을 제조하는 제조 장치와, 그리고 (ii) 실리콘 코팅으로부
터 쉽게 떼어지는 미끄럼방지용 접착제를 위생 냅킨의 배면에 도포하고 실리콘으로 코팅된 내측을 갖는 포장 필름으로 
위생 냅킨을 감싸서 위생 냅킨 용품을 생산하는 포장장치를 포함하는 위생 냅킨 용품 제조 설비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 4 태양에 따르면, 표면재 롤으로부터 연속 공급되는 표면재 시트, 흡수체 롤으로부터 연속 공급되는 흡수
체 시트, 및 안감 롤으로부터 연속 공급되는 안감 시트를 각각 주행시키며, 그리고 (i) 주행 중인 흡수체 시트로부터 주
행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차례로 흡수체를 절취하는 흡수체 절취부, (ii) 주행 중인 안감 시트에 주행 방향으로 연속해
서 접착제를 도포하는 안감-시트-접착제 도포부, (iii) 주행 중인 표면재 시트에 주행 방향으로 연속해서 접착제를 도
포하는 표면재-시트-접착제 도포부, (iv) 주행 중인 표면재 시트와 안감 시트의 사이에 연속해서 흡수체를 삽입시키
고 이들을 함께 위생 냅킨 시트로 만드는 중합부, (v) 위생 냅킨이 될 흡수체를 포함하는 부분의 외곽선 바깥 부분을 
가열하여 밀봉시키는 가열 시일부, 및 (vi) 내부에 흡수체를 갖고 있는 위생 냅킨 시트로부터 간격을 두고 차례로 위생 
냅킨을 낱개별로 절취하는 위생 냅킨 절취부를 포함하는 제조 장치를 갖춘 위생 냅킨 용품 제조 설비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 5 태양에 따르면, 흡수체 절취부가 한 쌍의 모루 롤러와 다이-절취 롤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이-절취 
롤러가 흡수체를 절취하기 위한 절취날을 자체 외주면에 갖고 있으며, 그리고 흡수체를 차례로 절취하기 위하여 흡수체 
시트가 한 쌍의 모루 롤러와 다이-절취 롤러 사이로 지나가는 위생 냅킨 용품 제조 설비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 6 태양에 따르면, 가열 시일부가 한 쌍의 모루 롤러와 가열 시일 롤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열 시일 롤러
가 위생 냅킨 용품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비가열부를 자체 외주면에 갖고 있으며, 그리고 위생 냅킨 시트가 한 쌍의 모
루 롤러와 가열 시일 롤러 사이로 지나가는 위생 냅킨 용품 제조 설비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 7 태양에 따르면, 위생 냅킨 절취부가 한 쌍의 모루 롤러와 다이-절취 롤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이-절
취 롤러가 절취날을 자체 외주면에 갖고 있으며, 그리고 위생 냅킨을 낱개별로 차례로 절취하기 위하여 위생 냅킨 시트
가 한 쌍의 모루 롤러와 다이-절취 롤러 사이로 지나가는 위생 냅킨 용품 제조 설비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 8 태양에 따르면, 포장장치가 (i) 위생 냅킨의 본체의 종방향 양 끝단부를 위생 냅킨의 정면쪽으로 접는 
종방향 접기부, (ii) 포장 필름 롤으로부터 공급된 실리콘 코팅된 일면을 갖춘 연속 포장 필름의 정면에 위치해 있어서 
주행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포장 필름 시트의 실리콘 코팅면에 미끄럼방지용 접착제를 도포하는 미끄럼방지용 접착제 
도포부, (iii) 주행 중인 포장 필름 상의 미끄럼방지용 접착제 위에 위생 냅킨을 붙이는 중합부, (iv) 위생 냅킨이 포장 
필름 시트로 감싸지고 위생 냅킨의 양 날개부가 접히도록 포장 필름 시트의 폭 방향으로 위생 냅킨과 함께 주행 중인 포
장 필름 시트를 접는 날개 접기부, (v) 자체 롤으로부터 연속적으로 공급된 고정 테이프를 고정 테이프 스트립으로 절
단하고 포장 필름 시트의 서로 중첩되어 있는 가장자리 위에 진행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고정 테이프 스트립을 부착하
는 고정 테이프 접착부, (vi) 주행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위생 냅킨 낱개 사이의 중간부를 가열하여 밀봉하는 필름 시일
부, 및 (vii) 위생 냅킨 낱개 사이의 중간부에서 포장 필름 시트를 절단하는 절단부를 포함하는 위생 냅킨 용품 제조 설
비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 9 태양에 따르면, (i) 미끄럼방지용 접착제 도포부가 위생 냅킨의 본체의 중앙부 및 종방향 끝단부와 양 
날개부의 위치에 상응하는 주행 중인 포장 필름 시트의 실리콘 코팅면의 위치에 미끄럼방지용 접착제를 도포하고, 그리
고 (ii) 중합부가 포장 필름 시트의 미끄럼방지용 접착제 위에 종방향 양 끝단부가 접혀져 있는 위생 냅킨을 붙일 때에 
위생 냅킨의 배면을 미끄럼방지용 접착제와 접촉시키고 위생 냅킨의 중앙부와 날개부를 미끄럼방지용 접착제가 도포되
어 있는 포장 필름 시트의 대응부와 일치하도록 위치시키는 위생 냅킨 용품 제조 설비가 제공된다.

 - 5 -



등록특허 10-0328609

 
    

    
본 발명의 제 10 태양에 따르면, (i) 날개 접기부가 직각 평면 내에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급 롤러, (
ii) 포장 필름 시트보다 좁은 폭을 가지고 있으며 공급 롤러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고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고정 롤러, 및 (iii) 폴더를 포함하고 있으며, 포장 필름 시트가 폭방향으로 연속해서 접혀지도록 공급 롤러의 위로부터 
고정 롤러의 밑으로 해서 폴더를 통과하면서 주행하고, 위생 냅킨의 본체의 종방향 끝단부가 미끄럼방지용 접착제가 도
포되어 있는 포장 필름 시트의 대응부에 덮여지는 위생 냅킨 용품 제조 설비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 11 태양에 따르면, (i) 고정 테이프 접착부가 고정 테이프를 고정 테이프 스트립으로 차례로 절단하는 고
정 테이프 절단 보조부, 및 (ii) 고정 테이프 스트립을 주행 중인 포장 필름 시트의 가장자리에 접착하는 접착 롤러를 
포함하는 위생 냅킨 용품 제조 설비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위생 냅킨 용품의 개념은 적어도 팬티 안감 용품, 생리용 냅킨 용품, 임산부용 냅킨 용품, 실금 패드
(incontinent pad) 용품 등을 포함하며, 위생 냅킨의 개념은 적어도 팬티 안감, 생리용 냅킨, 임산부용 냅킨, 실금 패드 
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1 태양에 의해 제공되는 이점은 주로 다음과 같다. 미끄럼방지용 접착제가 위생 냅킨의 배면에 붙도록 손
상없이 포장 필름의 실리콘 코팅면으로부터 쉽게 떼어진다. 따라서, 위생 냅킨의 미끄러짐이 이의 사용 동안에 방지된
다. 한편, 떼어내기용 종이가 필요없기 때문에 쓰레기의 양과 위생 냅킨 용품의 재료비가 절감된다.

본 발명의 제 2 태양에 의해 제공되는 이점은 주로 다음과 같다. 미끄럼방지용 접착제가 위생 냅킨의 배면에 붙도록 손
상없이 포장 필름의 실리콘 코팅면으로부터 쉽게 떼어진다. 따라서, 위생 냅킨의 미끄러짐이 이의 사용 동안에 방지된
다. 한편, 떼어내기용 종이가 필요없기 때문에 쓰레기의 양과 위생 냅킨 용품의 재료비가 절감된다. 더욱이, 미끄럼방지
용 접착제가 필요한 부분에만 도포될 수 있기 때문에, 재료비는 더욱 절감된다.

본 발명의 제 3 태양에 의해 제공되는 이점은 주로 다음과 같다. 미끄럼방지용 접착제가 위생 냅킨의 배면에 붙도록 손
상없이 포장 필름의 실리콘 코팅면으로부터 쉽게 떼어진다. 따라서, 위생 냅킨의 미끄러짐이 이의 사용 동안에 방지된
다. 한편, 떼어내기용 종이가 필요없기 때문에 쓰레기의 양과 위생 냅킨 용품의 재료비가 절감된다.

    
본 발명의 제 4 태양에 의해 제공되는 이점은 주로 다음과 같다. 각자의 롤으로부터 공급된 연속 표면재 시트, 연속 흡
수체 시트, 및 연속 안감 시트가 각각 주행하는 동안에, 흡수체는 흡수체 절취부에 의해 주행 중인 흡수체 시트로부터 
주행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차례로 절취되고, 표면재 및 안감 시트는 표면재-시트-접착제 도포부와 안감-시트-접착
제 도포부 각각에 의해 연속적으로 주행 방향으로 접착제가 도포된다. 중합부는 주행 중인 표면재 시트와 안감 시트의 
사이에 연속해서 흡수체를 삽입시키고 이들을 함께 위생 냅킨 시트로 만든다. 중합부에 의해서, 주행 중인 위생 냅킨 시
트가 위생 냅킨이 될 상기 흡수체를 포함하는 부분의 외곽선 바깥 부분을 가열 밀봉된다. 그 다음에, 주행 중인 위생 냅
킨 시트로부터 주행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위생 냅킨이 낱개별로 절취된다. 따라서, 사용시 미끄러지지 않는 위생 냅킨 
용품이 제조될 수 있으며, 떼어내기용 종이가 필요없기 때문에 쓰레기의 양과 위생 냅킨 용품의 재료비가 절감된다.
    

본 발명의 제 5 태양에 의해 제공되는 이점은 흡수체가 주행 중인 흡수체 시트로부터 차례로 절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6 태양에 의해 제공되는 이점은 흡수체 주위의 위생 냅킨 시트의 영역이 흡수체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연속적으로 가열 밀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7 태양에 의해 제공되는 이점은 위생 냅킨이 낱개별로 주행 중인 위생 냅킨 시트로부터 차례로 절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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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 8 태양에 의해 제공되는 이점은 주로 다음과 같다. 위생 냅킨의 본체의 종방향 양 끝단부가 종방향 접기부
에 의해 정면쪽으로 접혀진다. 한편, 포장 필름 롤으로부터 공급된 연속 포장 필름 시트가 미끄럼방지용 접착제 도포부
에 의해 주행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미끄럼방지용 접착제로 도포된다. 위생 냅킨이 낱개별로 중합부에 의해 주행 중인 
포장 필름 상의 미끄럼방지용 접착제 위에 붙여진다. 위생 냅킨과 함께 주행 중인 포장 필름 시트가 날개 접기부에 의해 
포장 필름 시트의 폭 방향으로 접혀져서 위생 냅킨이 포장 필름 시트로 감싸지고 위생 냅킨의 양 날개부가 접혀진다. 고
정 테이프 접착부에서는, 자체 롤으로부터 연속적으로 공급된 고정 테이프가 고정 테이프 스트립으로 절단되어 포장 필
름 시트의 서로 중첩되어 있는 가장자리 위에 진행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부착된다. 포장 필름 시트는 필름 시일부에 의
해 위생 냅킨 낱개 사이의 중간부에서 간격을 두고 가열 밀봉된다. 마지막으로, 포장 필름 시트는 절단부에 의해 위생 
냅킨 낱개 사이의 중간부에서 절단되어 위생 냅킨 용품으로 제조된다. 따라서, 사용시 미끄러지지 않는 동시에, 떼어내
기용 종이가 필요없기 때문에 쓰레기의 양과 위생 냅킨 용품의 재료비가 절감되는 위생 냅킨 용품이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9 태양에 의해 제공되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미끄럼방지용 접착제가 미끄럼방지용 접착제 도포부에 의해 
위생 냅킨의 본체의 중앙부 및 종방향 끝단부와 양 날개부의 위치에 상응하는 주행 중인 포장 필름 시트의 실리콘 코팅
면의 위치에 도포된다. 중합부에서는, 접혀있는 날개부를 갖춘 위생 냅킨이 포장 필름 시트의 미끄럼방지용 접착제 위
에 붙여지고, 위생 냅킨의 배면이 미끄럼방지용 접착제와 접촉하고, 위생 냅킨의 중앙부와 날개부는 미끄럼방지용 접착
제가 도포되어 있는 포장 필름 시트의 대응부와 일치하도록 위치된다. 따라서, 실리콘 접착제 코팅이 포장 필름 시트의 
실리콘 코팅면과 접혀진 날개부를 갖춘 위생 냅킨의 배면 사이에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10 태양에 의해 제공되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주행 중인 포장 필름 시트가 위생 냅킨과 함께 주행 방향에
서 보면 U자 형상을 갖는 고정 롤러에 의해 아래로 가압된다. 포장 필름 시트와 위생 냅킨으로 구성된 U자 형상물 중의 
양 날개부가 폴더에 의해 아래쪽으로 접혀진다. 따라서, 위생 냅킨의 본체의 종방향 끝단부에 상응하는 위치에 미끄럼
방지용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포장 필름 시트의 대응부가 위생 냅킨 위로 덮여진다.

본 발명의 제 11 태양에 의해 제공되는 이점은 주행 중인 고정 테이프가 고정 테이프 절단 보조부에 의해 고정 테이프 
스트립으로 절단되어, 접착 롤러에 의해 포장 필름 시트의 주행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포장 필름 시트의 가장자리에 차
례로 접착된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특징과 이점들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하여 하기의 설명으로부터 보다 명확하게 인식될 것이다.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한 형태의 위생 냅킨 용품의 제조 설비의 일실시예에 대한 개략측면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생 냅킨 용품의 제조 설비는 팬티 안감, 생리용 냅킨, 임산부용 냅킨, 실금 패드 등과 같은 위생 냅킨을 제조하
는 제조 장치(10, 도 1의 좌측) 및 위생 냅킨 용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제조 장치(10)에 의해 제조된 위생 냅킨을 포장
하는 포장장치(100, 도 1의 우측)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두 장치는 연속하여 연결되어 있다.

먼저 위생 냅킨의 제조 장치(10)에 대해서 설명하면, 관련 도면 내에서 부호 "1"로 지시되는 위생 냅킨의 제조 장치(1
0)는 표면재-시트-접착제 도포부(20), 흡수체 절취부(30), 안감-시트-접착제 도포부(40), 중합부(50), 가열 시일
부(60) 및 위생 냅킨 절취부(70)를 포함하고 있다.

도 2는 제조 장치(10)에 의한 위생 냅킨(1)의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부호 "20P" 내지 "70P"는 제조 장치
(10)의 장치(20 내지 70)의 부수공정을 가리킨다.

부호 "4R" 및 "4R"은 표면재 시트 롤을, 부호 "5R" 및 "5R"은 흡수체 시트 롤을, 부호 "6R" 및 "6R"은 안감 시트 롤을 
가리킨다. 이 두 개의 롤들이 표면재 시트(4S), 흡수체 시트(5S), 및 안감 시트(6S) 각각을 위해 제공되어 있어서, 이
들 각각의 시트는 이들에 상응하는 결합기(9)를 통하여 어느 한쪽의 롤에 의해 중단됨없이 공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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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표면재 시트 롤(4R)은 표면 시트(4S)로 구성되어 있다. 표면 시트(4S)는 메시 필름 또는 부직포 직물로 이루
어져 있다.

각각의 흡수체 시트 롤(5R)은 흡수체 시트(5S)로 구성되어 있다. 흡수체 시트(5S)는 중합체 흡수제를 내포하는 건조 
펄프 부직포 직물 또는 화장지로 둘러싸인 건조 펄프 부직포 직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안감 시트 롤(6R)은 안감 시트(6S)로 구성되어 있다. 안감 시트(6S)는 합성수지로 이루어져 있다.

제조 장치(10)의 부분(20 내지 70)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흡수체 절취부(30)에 대해 먼저 설명하면, 도 3
은 표면재-시트-접착제 도포부(20), 흡수체 절취부(30), 안감-시트-접착제 도포부(40), 중합부(50), 및 가열 시일
부(60)에 대한 개략사시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흡수체 절취부(30)는 한 쌍으로된 자유 회전 모루 롤러(31)
와 다이-절취 롤러(32)를 포함하고 있다.

도 3에는 절취날(33)이 두 개밖에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절취날의 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이외에도, 비록 도 3에는 절취날(33)의 긴 측부가 다이-절취 롤러(32)의 회전방향으로 되어있고 짧은 측부가 라운딩
되어 있는 직사각형상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긴 측부없이 짧은 측부만으로 원호형상을 이룰 수도 있다.

더욱이, 절취날(33)이 다이-절취 롤러(32)의 외주면상에 다이-절취 롤러(32)의 회전방향으로 다열 형성될 수도 있
다. 열의 수가 증가하면, 시간당 위생 냅킨(1)의 생산량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절취날(33)의 다열 배치가 더 바람직하
다. 다이-절취 롤러(32)의 폭은 흡수체 시트(5S)의 폭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절취날(33)의 열의 수가 많은 경우
에는 흡수체 시트(5S)가 넓어진다. 절취날(33)의 열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흡수체 시트(5S)가 좁아진다.

    
흡수체 시트 롤(5R)로부터 공급된 흡수체 시트(5S)는 흡수체 절취부(30)의 한 쌍의 모루 롤러(31)와 다이-절취 롤
러(32) 사이로 지나간다. 흡수체 시트(5S)가 지나갈 때, 한 쌍의 모루 롤러(31)와 다이-절취 롤러(32)는 흡수체 시
트(5S)의 주행 속도와 동일하게 회전한다. 따라서, 다이-절취 롤러(32)의 절취날(33)이 모루 롤러(31)의 외주면과 
접촉하는 때마다 흡수체(5)가 흡수체 시트(5S)로부터 절취된다(30P). 그리고, 절취된 흡수체(5)는 후술되는 중합부
(50)로 공급된다.
    

선택적으로,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트(5aS, 5bS 및 5cS)가 시트 롤(5aR, 5bR 및 5cR)로부터 공급되어 함께 
층을 형성하여 흡수체 시트(5S)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들 시트(5aS, 5bS 및 5cS)는 본원의 특허청구범위에 언급되
는 "흡수체 시트"의 등가물에 포함된다.

표면재-시트-접착제 도포부(20)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면재-시트-접착제 도포부(20)는 공지된 노즐로 구성되며, 접착제(4D)를 표면재 시트(4S)에 도포한다. 접착제(4
D)는 표면재-시트-접착제 도포부(20)에 의해 주행중인 표면재 시트(4S)에 연속적으로 도포될 수 있다(20P).

특별한 제한 없이 고온 용융 접착제와 같은 접착제가 접착제(4D)로 사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도 3에는 표면재-시트
-접착제 도포부(20)가 노즐로 도시되어 있지만 전달 롤러로 구성될 수도 있다.

안감-시트-접착제 도포부(40)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면재-시트-접착제 도포부(20)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안감-시트-접착제 도포부(40)도 공지된 노즐로 구성되며, 
접착제(6D)를 안감 시트(6S)에 도포한다. 접착제(6D)는 안감-시트-접착제 도포부(40)에 의해 주행중인 안감 시트
(6S)에 연속적으로 도포될 수 있다(40P).

특별한 제한 없이 고온 용융 접착제와 같은 접착제가 접착제(6D)로 사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도 3에는 안감-시트-
접착제 도포부(40)가 노즐로 도시되어 있지만 전달 롤러로 구성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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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부(50)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4는 중합부(50)의 개략사시도이다.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합부(50)는 한 쌍의 롤러(51 및 51)를 포
함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의 사이에 흡수체(5)를 고정하는 표면재 시트(4S)와 안감 시트(6S)가 한 쌍의 롤러(51 및 
51) 사이로 지나간다. 그 다음에, 표면재 시트(4S)와 안감 시트(6S)가 한 쌍의 롤러(51 및 51) 사이에서 가압되고, 
서로의 사이에 흡수체(5)를 고정하도록 서로 고착된다(50P).

사이에 흡수체(5)를 고정하는 표면재 시트(4S)와 안감 시트(6S)는 위생 냅킨 시트(1S)로서 이후 언급된다.

가열 시일부(60)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열 시일부(60)는 한 쌍의 모루 롤러(61) 및 가열 시일 롤러(62)를 포함하고 있다. 가열 
시일 롤러(62)는 가열 시일 롤러(62)의 외주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내부 열원을 갖고 있다. 가열 시일 롤러(62)의 
외주면 내에 비가열부(63)가 형성되어 있다. 각각의 비가열부(63)는 흡수체(5)보다 크고 날개부를 갖춘 위생 냅킨(1)
의 형상인 홈으로 되어 있어서, 흡수체(5)는 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열 시일 롤러(62)의 외주면의 홈 이외의 부분
은 가열부(64)를 구성한다.
    

또한, 모루 롤러(61)가 내부 열원을 가질 수도 있어서 다양한 재료의 위생 냅킨 시트(1S)에 맞춰서 가열 시일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모루 롤러(61)와 가열 시일 롤러(62)의 폭은 위생 냅킨 시트(1S)의 폭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위생 냅킨 시트(1S)는 가열 시일부(60)의 모루 롤러(61)와 가열 시일 롤러(62) 사이로 지나간다. 위생 냅킨 시트(1
S)가 지나갈 때, 모루 롤러(61)와 가열 시일 롤러(62)는 위생 냅킨 시트(1S)의 주행 속도와 동일하게 회전한다. 따라
서, 위생 냅킨 시트(1S)의 각각의 흡수체(5)의 주변의 영역(도 3에서 빗금 그어진 영역)은 모루 롤러(61)와 가열 시
일 롤러(62)의 가열부(64) 사이에서 압착되고 가열 밀봉된다. 한편, 각각의 흡수체(5)는 비가열부(63) 내에 수용되어 
열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가열 시일부(60)는 흡수체(5)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고서 연속적으로 위생 냅
킨 시트(1S)를 가열 밀봉한다(60P).
    

도 3에서, 위생 냅킨 시트(1S)의 빗금 영역은 가열 밀봉된 부분이고 빗금이 없는 영역은 가열 밀봉되지 않은 부분이다.

위생 냅킨 절취부(70)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5는 가열 시일부(60)와 위생 냅킨 절취부(70), 포장장치(100)의 종방향 접기부(90)에 대한 개략사시도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생 냅킨 절취부(70)는 쌍으로된 모루 롤러(71)와 다이-절취 롤러(72)를 포함하고 있다. 다
이-절취 롤러(72)의 외주면 상에는 절취날(73)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절취날(73)의 형상은 날개부를 갖춘 위생 냅
킨(1)의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가열 시일부(60)의 가열 시일 롤러(62)의 비가열부(63)의 형상보다 큰 크기로 되어 
있다.

모루 롤러(71)와 다이-절취 롤러(72)의 폭은 위생 냅킨 시트(1S)의 폭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위생 냅킨 시트(1S)는 위생 냅킨 절취부(70)의 모루 롤러(71)와 다이-절취 롤러(72) 사이로 지나간다. 위생 냅킨 시
트(1S)가 지나갈 때, 모루 롤러(71)와 다이-절취 롤러(72)는 위생 냅킨 시트(1S)의 주행 속도와 동일하게 회전한다. 
따라서, 다이-절취 롤러(72)의 절취날(73)이 모루 롤러(71)의 외주면과 접촉하는 때마다 위생 냅킨(1)이 한 개씩 위
생 냅킨 시트(1S)로부터 절취된다(70P). 그리고, 절취된 위생 냅킨(1) 낱개는 포장장치(100)의 종방향 접기부(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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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급된다.
    

위생 냅킨(1)이 절취된 후의 위생 냅킨 시트(1S)는 감겨져서 처리된다(도시 안함).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위생 냅킨(1)의 제조 장치(10)에 의해 다음과 같이 위생 냅킨(1)이 제조된다.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흡수체 시트 롤(5R)로부터 흡수체 시트(5S)가 흡수체 절취부(30)의 모루 롤러(31)
와 다이-절취 롤러(32) 사이로 지나가고, 그리고 흡수체(5)가 흡수체 시트(5S)로부터 하나씩 절취된다(30P).

한편, 표면재 시트 롤(4R)로부터 표면재 시트(4S)가 표면재-시트-접착제 도포부(20)로 공급되고, 여기서 접착제(4
D)가 표면재 시트(4S)에 도포된다(20P).

안감 시트 롤(6R)로부터 안감 시트(6S)가 안감-시트-접착제 도포부(40)로 공급되고, 여기서 접착제(6D)가 안감 시
트(6S)에 도포된다(40P).

서로의 사이에 흡수체(5)를 고정시키는 표면재 시트(4S)와 안감 시트(6S)가 중합부(50)로 공급되고, 위생 냅킨 시트
(1S)가 되도록 한 쌍의 롤러(51 및 51) 사이에서 가압된다(50P).

    
위생 냅킨 시트(1S)가 가열 시일부(60)의 모루 롤러(61)와 가열 시일 롤러(62) 사이로 공급된다. 위생 냅킨 시트(1
S)의 각각의 흡수체(5)의 주변 영역은 모루 롤러(61)와 가열 시일 롤러(62)의 가열부(64) 사이에서 압착되고 가열 
밀봉된다. 한편, 각각의 흡수체(5)는 가열 시일 롤러(62)의 비가열부(63) 내에 수용되어 열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
는다. 따라서, 가열 시일부(60)는 흡수체(5)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고서 연속적으로 위생 냅킨 시트(1S)를 가열 밀봉
한다(60P).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생 냅킨 시트(1S)는 위생 냅킨 절취부(70)의 모루 롤러(71)와 다이-절취 롤러(72) 사이
로 공급되고, 여기서 다이-절취 롤러(72)의 절취날(73)이 모루 롤러(71)의 외주면과 접촉하는 때마다 위생 냅킨(1)
이 한 개씩 위생 냅킨 시트(1S)로부터 절취된다(70P).

도 6은 위생 냅킨(1)의 분해도이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조 장치(10)에 의해 제조된 위생 냅킨(1)은 날개부를 갖고 있으며 표면재(4)의 내측에는 
접착제(4D)가 도포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는 편의상 날개부를 갖춘 위생 냅킨(1)을 단순하게 위생 냅킨(1)으로 언급
할 수도 있다. 비록 본 실시예의 위생 냅킨과 도 13 내지 도 15에 도시된 종래의 위생 냅킨을 가리키기 위해 동일한 도
면부호 "1"이 사용되지만, 이들 둘을 서로 상이한 것이다.

접착제(4D)가 위생 냅킨(1)의 표면재의 내측에 전체적으로 도포되어 있으므로, 흡수체가 제위치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생리혈 등의 종방향 및 측방향 누출을 예방한다. 즉, 생리혈과 같은 종방향 및 측방향 누출은 접착제
(4D)에 의해 예방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장장치(100)는 종방향 접기부(90), 미끄럼방지용 접착제 도포부(110), 중합부(120), 날
개 접기부(130), 고정 테이프 접착부(140), 필름 시일부(150), 및 절단부(160)를 포함하고 있다.

도 8은 포장장치(100)에 의한 위생 냅킨(1)의 포장공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8에서, 부호 "90P" 및 "110P" 내지 "160P"는 포장장치(100)의 부품(90 및 110)에 의한 부수공정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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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 "2R" 및 "2R"은 포장 필름 롤을, 부호 "7R" 및 "7R"은 고정 테이프 롤을 가리킨다. 이 두 개의 롤들은 포장 필름 
시트(2S)와 고정 테이프(7S) 각각을 위해 제공되어 있어서, 이들은 이들에 상응하는 결합기(9)를 통하여 어느 한쪽의 
롤에 의해 중단됨없이 공급될 수 있다.

각각의 포장 필름 롤(2R)은 포장 필름 시트(2S)로 구성되어 있다. 포장 필름 시트(2S)는 폴리에틸렌, 폴리올레핀, 또
는 비닐 클로라이드와 같은 열가소성 수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쪽 면은 실리콘으로 코팅되어 있다. 각각의 고정 테이
프 롤(7R)은 석유화학 제품으로된 고정 테이프(7S)로 구성되어 있다.

포장장치(100)의 부품(90 및 110 내지 160)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종방향 접기부(90)에 대해 먼저 설명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방향 접기부(90)는 제 1 접기부(91)와 제 2 접기부(92)를 포함한다. 제 1 및 제 2 접기
부(91 및 92) 각각은 한 쌍의 접기 아암(93 및 93)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접기 아암(93)은 축과 아암으로 구성
되어 있다. 아암의 기초 단부는 축에 고정되어 있어서 서로 직각을 이룬다.

제 1 접기부(91)와 제 2 접기부(92)의 차이는 제 1 접기부(91)의 축이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는데 반해 제 2 접기부(
92)의 축은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도 9a 및 9b는 위생 냅킨(1)의 두 가지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도 9a는 위생 냅킨의 초기상태를 나타내고 도 9b는 도 
9a의 위생 냅킨의 후속상태를 나타낸다. 종방향 접기부(90)로 공급된 위생 냅킨(1)은 도 9a에 도시된 두 개의 이점쇄
선을 따라 두 번 접힌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위생 냅킨(1)의 양쪽 종방향 끝단부는 도 9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접힌다
(90P).

미끄럼방지용 접착제 도포부(110)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7은 포장장치(100)의 개략사시도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미끄럼방지용 접착제 도포부(110)는 포장 필름 
시트(2S)의 실리콘 코팅면에 미끄럼방지용 접착제(8A, 8B, 8C, 8D 및 8E)를 도포하는 노즐로 되어 있다. 고온 용융 
접착제와 같은 접착제가 접착제(8A, 8B, 8C, 8D 및 8E)로 사용될 수 있다.

부호 "8A 및 8C"는 위생 냅킨(1)의 날개부의 미끄럼을 방치하는 접착제를 가리킨다.

부호 "8B"는 위생 냅킨(1)의 본체의 중앙부의 미끄럼을 방치하는 접착제를 가리킨다.

부호 "8D 및 8E"는 위생 냅킨(1)의 종방향 양 끝단부의 미끄럼을 방치하는 접착제를 가리킨다.

포장 필름 시트(2S)가 주행하기 때문에, 미끄럼방지용 접착제(8A, 8B, 8C, 8D 및 8E)는 미끄럼방지용 접착제 도포부
(110)가 규칙적으로 접착제를 분출함으로써 규칙적인 간격으로 도포될 수 있다(110P).

중합부(120)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중합부(120)에서는, 공급 롤러(121)가 직각면에 자유회전 가능하게 제공되어 있다. 도 9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합
부(120)에서는 주행 중인 포장 필름 시트(2S)상의 미끄럼방지용 접착제(8A, 8B, 8C)가 종방향 접기부(90)에 의해 
접혀진 위생 냅킨(1)으로 덮여진다. 위생 냅킨(1) 각각이 연속적으로 공급되고 포장 필름 시트(2S)가 주행되기 때문
에, 위생 냅킨(1) 각각은 포장 필름 시트(2S)상의 미끄럼방지용 접착제(8A, 8B, 8C) 위로 차례로 놓여진다(120P).

봉인용 접착제 도포부(111)가 주행 중인 포장 필름 시트(2S)의 상부에 설치되어 있다. 봉인용 접착제 도포부(111)는 
미끄럼방지용 접착제(8D 및 8E)의 반대 쪽에서 포장 필름 시트(2S)의 가장자리에 주행 방향으로 봉인용 접착제(F)를 
도포하는 노즐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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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필름 시트(2S)가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봉인용 접착제(F)는 연속적으로 봉인용 접착제 도포부(111)로부터 봉
인용 접착제(F)를 분출함으로써 포장 필름 시트(2S)의 가장자리에 직선으로 도포될 수 있다.

봉인용 접착제 도포부(111)는 본 실시예의 위생 냅킨 용품의 제조 설비에 있어서 포장장치(100)의 기본적인 구성요소
는 아니다. 그러나, 봉인용 접착제 도포부(111)로 포장 필름 시트(2S)에 봉인용 접착제(F)를 도포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 그 이유는 봉인용 접착제(F)를 갖춘 포장 필름 시트(2S)가 후술될 날개 접기부(130)에 의해 밀봉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날개 접기부(130)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7 및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날개 접기부(130)는 공급 롤러(131), 고정 롤러(132), 및 폴더(133)를 포함하고 
있다. 공급 롤러(131)는 통상적인 롤러이며 직각면 내에서 자유 회전이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다. 고정 롤러(132)는 포
장 필름 시트(2S)보다 폭이 좁으며 직각면 내에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포장 필름 시트(2S)의 
주행방향에서 볼 때 편평한 바닥을 갖는 U자 형상을 만들도록 폴더(133)와 공급 롤러(131) 사이에서 포장 필름 시트
(2S)의 중앙부를 아래로 가압한다. 공지된 장치인 폴더(133)는 U자 형상의 포장 필름 시트(2S)의 날개를 아래쪽으로 
접는다.
    

이에 의하여, 날개 접기부(130)는 양 날개부가 접혀 있으며 포장 필름 시트(2S) 내에 수용되어 있는 위생 냅킨(1)과 
함께 포장 필름 시트(2S)를 접는다(130P).

고정 테이프 접착부(140)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정 테이프 접착부(140)는 접착 롤러(141)와 절단기(142)를 포함하고 있으며, 절단기(142)는 본 발명의 청구범위
에서 언급되는 "고정 테이프 절단 보조부"의 일예이다. 접착 롤러(141)는 직각면 내에서 자유 회전할 수 있다. 절단기
(142)는 고정 테이프(7S)를 절단하게 되며 접착 롤러(141)에 인접하여 위치되어 있다.

접착 롤러(141)는 포장 필름 시트(2S)의 주행 속도와 동일하게 회전한다.

고정 테이프 롤(7R)로부터 공급된 고정 테이프(7S)는 절단기(142)에 의해 고정 테이프 스트립(7)으로 절단되어, 접
착 롤러(141)의 외주면에 고착된다. 회전하는 접착 롤러(141)상에 놓여진 각각의 고정 테이프 스트립(7)은 포장 필름 
시트(2S)와 접촉하여 부착된다(140P).

필름 시일부(150)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0은 필름 시일부(150)와 절단부(160)의 개략사시도이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필름 시일부(150)는 한 쌍
의 가열 시일 롤러(151 및 151)를 포함하고 있다. 가열 시일 롤러(151) 각각은 자체 외주면상에 가열부(152)를 갖고 
있다.

비록 도 10에서는 각각의 가열 시일 롤러(151)가 두 개의 가열부(152)를 구비하고 있지만, 수의 제한 없이 가열부(1
52)가 가열 시일 롤러(151)상에 형성될 수 있다.

포장 필름 시트(2S)가 가열 시일 롤러(151 및 151)내로 공급되면, 위생 냅킨(1) 각각의 사이의 중간부에서 가열 밀봉
된다(150P).

절단부(160)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절단부(160)는 자유롭게 회전가능한 한 쌍의 모루 롤러(161)와 회전 절단기(162)를 포함하고 있다. 절단날(163)은 
회전 절단기(162)의 외주면상에 제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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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필름 시트(2S)는 절단부(160)의 모루 롤러(161)와 회전 절단기(162) 사이로 지나간다. 포장 필름 시트(2S)가 
지나갈 때, 모루 롤러(161)와 회전 절단기(162)는 포장 필름 시트(2S)의 주행 속도와 동일하게 회전한다. 따라서, 회
전 절단기(162)의 절단날(163)이 모루 롤러(161)의 외주면과 접촉하는 때마다 포장 필름 시트(2S)가 절단되어 낱개
의 위생 냅킨 용품(A)을 생산한다(160P).

모루 롤러(161)와 회전 절단기(162)의 폭은 포장 필름 시트(2S)의 폭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포장장치(100)는 위생 냅킨(1)을 아래와 같이 포장 필름 시트(2S) 내에 감싸서 위생 냅킨 용품(A)을 생산한다.

제조 장치(10)에 의해 연속 제조된 낱개의 위생 냅킨(1)은 종방향 접기부(90)로 공급되어 접혀진다(90P).

한편, 미끄럼방지용 접착제 도포부(110)는 포장 필름 롤(2R)로부터 공급된 포장 필름에 미끄럼방지용 접착제(8A, 8
B, 8C, 8D 및 8E)를 도포한다(110P).

주행중인 포장 필름 시트(2S)상의 접착제(8A, 8B, 8C)에는 위생 냅킨(1)이 놓여진다(120P).

봉인용 접착제 도포부(111)는 미끄럼방지용 접착제(8D 및 8E)의 반대 쪽에서 포장 필름 시트(2S)의 가장자리에 포
장 필름 시트(2S)의 주행 방향으로 봉인용 접착제(F)를 직선으로 도포한다.

    
날개 접기부(130)의 고정 롤러(132)는 양 날개부가 접혀 있으며 포장 필름 시트(2S) 내에 수용되어 있는 위생 냅킨
(1)과 함께 포장 필름 시트(2S)를 포장 필름 시트(2S)의 주행 방향에서 볼 때 편평한 바닥을 갖는 U자 형상으로 형성
한다. 그리고, 폴더(133)는 미끄럼방지용 접착제(8D 및 8E)가 있는 측의 포장 필름 시트(2S)와 위생 냅킨(1)으로 구
성된 U-형상물의 날개를 아래쪽으로 접는다. 그 다음에 즉시로, 폴더(133)는 봉인용 접착제(F)가 있는 측의 포장 필
름 시트(2S)와 위생 냅킨(1)으로 구성된 U-형상물의 날개를 아래쪽으로 접는다(130P). 따라서, 포장 필름 시트(2S)
는 봉인용 접착제(F)에 의해 밀봉된다.
    

고정 테이프 접착부(140)의 절단기(142)는 고정 테이프 롤(7R)로부터 공급된 고정 테이프(7S)를 접착 롤러(141)의 
외주면에 고착되는 고정 테이프 스트립(7)으로 절단한다. 접착 롤러(141)가 회전하여 고정 테이프 스트립(7)을 규칙
적인 간격으로 포장 필름 시트(2S)상에 부착시킨다(140P).

포장 필름 시트(2S)는 한 쌍의 가열 시일 롤러(151 및 151) 사이로 공급되고, 낱개의 위생 냅킨(1) 사이의 중간부는 
연속적으로 가열 밀봉된다(150P).

마지막으로, 포장 필름 시트(2S)가 한 쌍의 모루 롤러(161)와 회전 절단기(162) 사이로 공급된다. 절단날(163)이 모
루 롤러(161)의 외주면과 접할 때마다, 포장 필름 시트(2S)가 절단되어 낱개의 위생 냅킨 용품(A)으로 만들어진다(
160P).

이에 의하여, 날개부를 갖는 낱개의 위생 냅킨(1)이 연속적으로 포장 필름 시트(2S) 내에 감싸지고, 낱개의 위생 냅킨 
용품(A)이 연속해서 제도된다.

    
도 11a는 본 실시예의 제조 설비에 의해 제조된 위생 냅킨 용품(A)의 개략사시도이고, 도 11b는 포장 필름(2)이 개방
된 상태에 있는 도 11a의 위생 냅킨 용품(A)의 개략사시도이다. 도 1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생 냅킨 용품(A)은 전
체적으로 포장 필름(2)에 감싸인 날개부를 갖춘 위생 냅킨(1)이다. 포장 필름(2)의 내측은 실리콘으로 코팅되어 있다. 
실리콘 코팅으로부터 쉽게 떨어지는 미끄럼방지용 접착제(8A, 8B, 8C, 8D 및 8E)로된 코팅이 포장 필름 시트(2S)의 
실리콘 코팅면과 위생 냅킨(1)의 배면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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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필름(2)으로부터 위생 냅킨(1)을 꺼내기 위해서, 고정 테이프(7)를 잡아당기면 포장 필름(2)이 봉인용 접착제(
F)를 따라서 뜯어진 후에 가열 밀봉된 가장자리를 따라서 뜯어지게 된다.

    
한편, 포장 필름(2)상의 접착제(8D 및 8E)는 위생 냅킨(1)의 종방향 끝단부의 배면상에 놓이도록 포장 필름(2)으로
부터 떨어진다. 그 다음에, 위생 냅킨(1)을 포장 필름(2)으로부터 떼어내면 포장 필름(2)상의 접착제(8A 및 8C)와 접
착제(8B)는 각각 위생 냅킨(1)의 날개부와 본체 중앙부의 배면상에 놓이도록 포장 필름(2)으로부터 떨어진다. 따라서, 
위생 냅킨(1)을 사용할 때에는 위생 냅킨(1)의 배면상의 접착제(8A, 8B, 8C, 8D 및 8E)가 위생 냅킨(1)의 미끄러짐
을 방지하도록 속옷에 부착된다.
    

그 밖에, 위생 냅킨 용품(A)에 떼어내기용 종이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고 위생 냅킨 용품(A)의 제
조비가 절감된다.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의도와 기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정한 다른 형태로 구현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실시예는 모든 점에서 단지 예시적인 것이며 본 발명을 제한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보다
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따르며, 따라서 청구범위의 등가치의 의미와 범위 내에 수반되는 변경은 본 발명의 범위 내
에 포함된다.

    발명의 효과

떼어내기용 종이 스트립을 사용하지 않는 본 발명에 따른 위생 냅킨 용품에 의해 종래의 위생 냅킨 용품에 비해 쓰레기
의 양이 줄어들고 제조비가 절감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날개부를 갖춘 위생 냅킨을 제조하는 제조 장치와,

실리콘 코팅으로부터 쉽게 떼어지는 미끄럼방지용 접착제를 상기 위생 냅킨의 배면에 도포하고, 실리콘으로 코팅된 내
측을 갖는 포장 필름으로 상기 위생 냅킨을 포장하여 위생 냅킨 용품을 생산하는 포장장치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조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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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재 롤으로부터 연속 공급되는 표면재 시트, 흡수체 롤으로부터 연속 공급되는 흡수체 시트, 및 안감 롤으로부터 연
속 공급되는 안감 시트를 각각 주행시키며,

주행 중인 상기 흡수체 시트로부터 주행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차례로 흡수체를 절취하는 흡수체 절취부,

주행 중인 상기 안감 시트에 주행 방향으로 연속해서 접착제를 도포하는 안감-시트-접착제 도포부,

주행 중인 상기 표면재 시트에 주행 방향으로 연속해서 접착제를 도포하는 표면재-시트-접착제 도포부,

주행 중인 상기 표면재 시트와 안감 시트의 사이에 연속해서 상기 흡수체를 삽입시키고 이들을 합쳐서 위생 냅킨 시트
로 만드는 중합부,

주행 중인 위생 냅킨 시트를, 상기 흡수체를 포함하는 위생 냅킨이 될 부분을 따라 약간 안쪽을 가열하여 밀봉시키는 가
열 시일부, 및

상기 흡수체가 끼워져 주행하는 위생 냅킨 시트로부터, 그 주행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차례로 상기 위생 냅킨을 절취하
는 위생 냅킨 절취부를 포함하며,

상기 흡수체 절취부는,

한 쌍의 모루 롤러와 다이-절취 롤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다이-절취 롤러는 흡수체를 절취하기 위한 절취날을 자
체 외주면에 갖고 있으며,

그리고 흡수체를 차례로 절취하기 위하여, 상기 흡수체 시트가 상기 한 쌍의 모루 롤러와 다이-절취 롤러 사이로 지나
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생 냅킨 용품 제조 설비.

청구항 6.

날개부를 갖춘 위생 냅킨을 제조하는 제조 장치와,

실리콘 코팅으로부터 쉽게 떼어지는 미끄럼방지용 접착제를 상기 위생 냅킨의 배면에 도포하고, 실리콘으로 코팅된 내
측을 갖는 포장 필름으로 상기 위생 냅킨을 포장하여 위생 냅킨 용품을 생산하는 포장장치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조 장치는,

표면재 롤으로부터 연속 공급되는 표면재 시트, 흡수체 롤으로부터 연속 공급되는 흡수체 시트, 및 안감 롤으로부터 연
속 공급되는 안감 시트를 각각 주행시키며,

주행 중인 상기 흡수체 시트로부터 주행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차례로 흡수체를 절취하는 흡수체 절취부,

주행 중인 상기 안감 시트에 주행 방향으로 연속해서 접착제를 도포하는 안감-시트-접착제 도포부,

주행 중인 상기 표면재 시트에 주행 방향으로 연속해서 접착제를 도포하는 표면재-시트-접착제 도포부,

주행 중인 상기 표면재 시트와 안감 시트의 사이에 연속해서 상기 흡수체를 삽입시키고 이들을 합쳐서 위생 냅킨 시트
로 만드는 중합부,

주행 중인 위생 냅킨 시트를, 상기 흡수체를 포함하는 위생 냅킨이 될 부분을 따라 약간 안쪽을 가열하여 밀봉시키는 가
열 시일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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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흡수체가 끼워져 주행하는 위생 냅킨 시트로부터, 그 주행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차례로 상기 위생 냅킨을 절취하
는 위생 냅킨 절취부를 포함하며,

상기 가열 시일부는,

한 쌍의 모루 롤러와 가열 시일 롤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가열 시일 롤러가 위생 냅킨 용품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비가열부를 자체 외주면에 갖고 있으며,

그리고 상기 위생 냅킨 시트가 상기 한 쌍의 모루 롤러와 가열 시일 롤러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생 냅
킨 용품 제조 설비.

청구항 7.

날개부를 갖춘 위생 냅킨을 제조하는 제조 장치와,

실리콘 코팅으로부터 쉽게 떼어지는 미끄럼방지용 접착제를 상기 위생 냅킨의 배면에 도포하고, 실리콘으로 코팅된 내
측을 갖는 포장 필름으로 상기 위생 냅킨을 포장하여 위생 냅킨 용품을 생산하는 포장장치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조 장치는,

표면재 롤으로부터 연속 공급되는 표면재 시트, 흡수체 롤으로부터 연속 공급되는 흡수체 시트, 및 안감 롤으로부터 연
속 공급되는 안감 시트를 각각 주행시키며,

주행 중인 상기 흡수체 시트로부터 주행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차례로 흡수체를 절취하는 흡수체 절취부,

주행 중인 상기 안감 시트에 주행 방향으로 연속해서 접착제를 도포하는 안감-시트-접착제 도포부,

주행 중인 상기 표면재 시트에 주행 방향으로 연속해서 접착제를 도포하는 표면재-시트-접착제 도포부,

주행 중인 상기 표면재 시트와 안감 시트의 사이에 연속해서 상기 흡수체를 삽입시키고 이들을 합쳐서 위생 냅킨 시트
로 만드는 중합부,

주행 중인 위생 냅킨 시트를, 상기 흡수체를 포함하는 위생 냅킨이 될 부분을 따라 약간 안쪽을 가열하여 밀봉시키는 가
열 시일부, 및

상기 흡수체가 끼워져 주행하는 위생 냅킨 시트로부터, 그 주행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차례로 상기 위생 냅킨을 절취하
는 위생 냅킨 절취부를 포함하며,

상기 위생 냅킨 절취부는,

한 쌍의 모루 롤러와 다이-절취 롤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다이-절취 롤러는 절취날을 자체 외주면에 갖고 있으며,

위생 냅킨을 낱개별로 차례로 절취하기 위하여 상기 위생 냅킨 시트가 상기 한 쌍의 모루 롤러와 다이-절취 롤러 사이
로 지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생 냅킨 용품 제조 설비.

청구항 8.

날개부를 갖춘 위생 냅킨을 제조하는 제조 장치와,

실리콘 코팅으로부터 쉽게 떼어지는 미끄럼방지용 접착제를 상기 위생 냅킨의 배면에 도포하고 실리콘으로 코팅된 내
측을 갖는 포장 필름으로 상기 위생 냅킨을 감싸서 위생 냅킨 용품을 생산하는 포장장치로 이루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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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포장장치는,

상기 위생 냅킨의 본체의 종방향 양 끝단부를 상기 위생 냅킨의 정면쪽으로 접는 종방향 접기부,

포장 필름 롤로부터 공급되는, 한쪽 면이 실리콘 코팅된 실리콘 면의 포장 필름을 주행시키면서, 상기 포장 필름의 실리
콘 면 위에 그 주행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연속하여 미끄럼 방지용 접착제를 도포하는 미끄럼 방지용 접착제 도포부,

주행하는 상기 포장 필름 상의 미끄럼 방지용 접착제 위에 위생 냅킨을 합쳐 놓는 중합부,

상기 위생 냅킨을 안쪽으로 하여, 주행 중인 포장 필름 시트를, 그 주행 방향을 따라, 상기 위생용품의 양쪽 날개 부분과 
함께 동시에 접는 날개 접기부,

고정 테이프 롤으로부터 연속적으로 공급되는 고정 테이프 시트를 고정 테이프 스트립으로 절단하고, 상기 포장 필름 
시트의 서로 중첩되어 있는 가장자리 위에 진행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상기 고정 테이프 스트립을 부착하는 고정 테이
프 접착부,

주행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상기 위생 냅킨 낱개 사이의 중간부를 가열하여 밀봉하는 필름 시일부, 및

상기 위생 냅킨 낱개 사이의 중간부에서 상기 포장 필름 시트를 절단하는 절단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생 
냅킨 용품 제조 설비.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미끄럼방지용 접착제 도포부가, 주행 중인 포장 필름 시트의 실리콘 코팅면 위에, 상기 위생 냅
킨의 본체의 중앙부용, 좌우 양쪽 날개 부분용 및 본체 양단부분용 미끄럼방지용 접착제를 연속 도포하고,

상기 중합부가, 본체의 양단부분이 접혀진 위생 냅킨의 배면을, 상기 포장 필름 시트 상의 상기 본체 중앙 부분용 및 좌
우 양쪽의 날개 부분용 미끄럼 방지용 접착제 위에 대응시켜 겹쳐지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생 냅킨 용품 제조 
설비.

청구항 10.

    
제 8항 또는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날개 접기부가 직각 평면 내에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급 롤러, 상
기 포장 필름 시트보다 좁은 폭을 가지고 있으며 상기 공급 롤러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고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설
치된 고정 롤러, 및 폴더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포장 필름 시트는, 폭방향으로 연속해서 접혀지도록 상기 공급 롤러
의 위로부터 상기 고정 롤러의 밑으로 해서 상기 폴더를 통과하면서 주행하고, 상기 위생 냅킨의 본체의 종방향 양단부
용 미끄럼 방지용 접착제를, 상기 위생 냅킨 본체 양단부에 대응시켜 겹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생 냅킨 용품 
제조 설비.
    

청구항 11.

제 8항 또는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 테이프 접착부가, 상기 고정 테이프를 고정 테이프 스트립으로 하여 연속 절단
하는 고정 테이프 절단 보조부, 및 상기 고정 테이프 스트립을 상기 주행 중인 포장 필름 시트의 가장자리에 접착하는 
접착 롤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생 냅킨 용품 제조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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