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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열가소성 재료로 된 얇은 필름으로 이루어진 제1필름층 및 2종 이상의 열가소성 재료 또는 기
타 재료로 된 다수의 스테이플 섬유 또는 연속 필라멘트로 이루어진 제2섬유층이 내부에 개구가 형성된 
이격 접착 패턴으로 함께 접착되어 액체 분배성 및 처리성이 개선되고 사람의 피부에 접촉시킬 경우의 착
용감과 유연성이 향상된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의 
제조 방법 및 제조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및 그의 제조 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의한 플라스틱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부분 단면의 사시도.

제2도는 제1도의 A-A 선을 따라 절취한 제1도의 플라스틱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횡단면의 정면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라 플라스틱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를 형성시키기 위한 장치를 도시한 개략도.

제3(a)도는 본 발명에 따라 플라스틱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를 형성시키기 위한 열접착롤의 사시도.

제3(b)도 및 3(c)도는 제3(a)도의 열접착롤의 외표면 부분의 확대도.

제4(a)도는 착용자의 신체에 인접하여 배치되는 생리대의 면에 배치된 본 발명의 플라스틱 필름 라미네이
트 재료를 포함한 일회용 생리대의 사시도.

제4(b)도는 제4(a)도의 횡단면도.

제5(a)도는 착용자의 신체에 인접하여 배치되는 생리대의 면에 배치된 본 발명의 플라스틱 필름 라미네이
트 재료를 포함한 또 다른 일회용 생리대의 사시도.

제5(b)도는 제5(a)도의 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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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도는 관찰자를 향하고 있는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의 필름층을 갖는 본 발명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의 
천공된 접착 영역의 일부분의 현미경 사진(배율 : 28.7, 작업 거리 : 12 ㎜, 가속전압 : 5 KV).

제7도는 관찰자를 향하고 있는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의 부직층을 갖는 본 발명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의 
천공된 접착 영역의 일부분의 현미경 사진(배율 : 28.7, 작업거리는 12 ㎜, 가속전압 : 5 KV).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플라스틱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12 : 제1필름층

14,24 : 상부 표면                               16,26 : 하부 표면

18 : 접착 영역                                    20 : 계면

22 : 제2부직층                                   30 : 개구

40 : 이동 벨트                                    42 : 롤

52 : 카딩기                                        60 : 하부 접착롤

62 : 이격된 접착 패턴                         64,74 : 외표면

66,76 : 기부                                      68 : 육각형

72 : 접착점                                        78 : 권취롤

82 : 액체 투과성 이성분 커버               84,112 : 흡수 구조체

85 : 이송층                                         86 : 액체 투과성 배플

87 : 티슈층                                         88 : 히드로콜로이드성 재료

89,116 : 친수성 재료                           90 : 발포체층

93 : 의복 접착 스트립                           100,108 : 생리대

110 : 액체 불투과성 배플                      118 : 티슈랩

119a,119b : 크레이프 본체 충전물        120,121 : 종방향 단부 시일

127 : 해체가능한 박리 스트립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체액을 흡수, 분배 및 보유시키는데 사용되는 용품, 예를 들면, 생리대, 월경 패
드, 팬티라이너, 실금용 의류, 일회용 기저귀 등에 사용하기 적당한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및 이와 같은 
용품의 제조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액 분배성, 처리성 및 공기 순환
성이 개선되고 사람의 피부에 접촉하였을 경우의 착용감과 연성이 향상된 플라스틱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에 관한 것이다.

종래, 여러가지 부직웹 및 필름 재료가 일회용 흡수 용품에서 신체측 라이너 또는 커버로서 사용되어 왔
다.  예를 들면 미합중국 특허 제3,945,386호, 동 제3,965,906호, 동 제3,967,623호, 동 제3,994,299호, 
동 제4,014,341호, 동 제4,323,069호 및 동 제4,324,246호는 1종 이상의 부직 섬유층들과 개구를 함유한 
필름층의 조합을 개시하고 있다.  다른 특허, 예를 들면 미합중국 특허 제3,888,254호 및 동 제4,675,013
호는 다른 섬유층들에 라미네이트된 커버층의 사용을 개시하고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4,762,520호는 평
행한 선으로 세분된 용융섬유를 함유하는 카드형 섬유 직물로부터 신체측 라이너를 형성시키는 것을 개시
하고 있다.  다른 특허, 예를 들면 미합중국 특허 제4,710,186호, 동 제4,755,413호, 동 제4,798,604호 
및 동 제4,806,411호는 라이너에 개구를 형성시키는 것을 개시하고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4,333,465호
는 액체 투과성 대역을 갖는 액체 불투과성 복합 재료로 이루어진 라이너를 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합중국 특허 제3,676,242호, 동 제4,690,679호, 동 제4,725,473호 및 동 제4,878,974호는 동시 압출 및 
적층 등에 의해 여러가지 필름 및 섬유 복합 라이너 재료를 제조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High Pulp Content Nonwoven Composite Fabric” 이라는 명칭으로 씨. 에버하트(C. Everhart) 등에 의
해 1990년 12월 21일 자로 출원되고 킴벌리-클라크 코포레이션에 양도된 미합중국 특허 제5,137,600호,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07/633,594호는 흡수 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직웹에 관해 개시하고 있다.

일본국 실용신안 공고 제89-122,727호는 2종의 상이한 소수성 재료로 제조된 라이너를 갖는 생리대를 개
시하고 있으며, 두 재료 모두 개구를 함유한다.  미합중국 특허 제4,285,342호는 2개의 상이한 재료 대신
에 흡수 코어 내료의 유체의 흐름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저귀의 라이너 내에 대형 개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소 유사한 것을 개시하고 있다.  영국 특허 제2,124,907호는 두 상이한 재료가 흡수 
용품의 신체측 상에 배치된 수불투과성 재료에 접착된 직물을 개시하고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4,908,026호는 체액을 흡수 코어로 통과시키기 전 흡수 용품의 길이 방향을 따라서 체액
의 분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커버 바로 밑에 배치시킨 흐름 대역 조절층의 사용을 개시하고 있다.  라이너 
바로 밑의 액 이송 또는 액 분배 층의 사용을 개시하고 있는 기타 특허로서는 미합중국 특허 제4,397,644
호, 동 제4,480,000호, 동 제4,519,799호 및 동 제4,798,603호가 있다.  이들 특허는 신체 분비물이 흡수 
코어로 향하여 이동하도록 돕는 이송 또는 분배층용 각종 재료 및 조성물을 개시하고 있다.

상기 재료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흡수 용품에서 신체 접촉층으로서 사용될 경우 개선된 액 흡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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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및 공기 순환을 제어함으로써 착용자의 피부에 보다 큰 표면 건조성 및 착용감을 줄 수 있는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본 발명은 열가소성 재료로 된 박막으로 이루어진 제1필름층과 다수의 스테이플 섬유 또는 1종 이상의 열
가소성 재료로 된 연속 필라멘트로 이루어진 제2부직층이 내부에 개구가 형성된 이격 접착 패턴으로 함께 
접착되어 개선된 액 분배 및 처리 특성을 갖고 인체의 피부에 접촉될 경우의 표면 건조성, 착용감 및 연
성이 향상된 필름 라미네이트를 형성하는 플라스틱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
은 이와 같은 필름 라미네이트를 제조하는 방법 및 장치를 개시하고 있다.

본 발명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는 첨부한 도면과 연관지어 이하 본 발명의 실시태양의 상세한 설명을 참
고함으로써 보다 양호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본 발명의 열가소성 재료로 된 박막으로 이루어진 제1층 및 다수의 스테이플 섬유 또는 1종 이상의 열가
소성 재료로 된 연속 필라멘트로 이루어진 제2섬유 층을 갖는 플라스틱 필름 라미네이트 직물 또는 재료
를 개시하고 있다.  제1층 및 부직웹일 수 있는 제2층은 이격 접착 패턴, 예를 들면 그의 외표면 상에 돌
기형 접착 패턴을 갖는 한 쌍의 가열 엠보싱롤 또는 접착롤들 사이에서 열접착에의해 플라스틱 필름 라미
네이트를 형성한다.   상기 이격 접착 패턴은 제1층의 가요성 또는 표면 감촉성 또는 제2층의 부품성
(loftiness)의 떨어뜨림 없이 제1층과 제2층 사이에 높은 구조적 집적도를 제공한다.  개구는 플라스틱 
필름 라미네이트의 각 층을 통해 흡수 용품의 흡수 코어로의 액분배 또는 공기 순환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격 접착 영역 내에 형성된다.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플라스틱 필름 라미네이트는 개선된 액 흡입성, 
분배성 및 공기 순환성을 나타내며, 그 결과 인체 피부를 향해 배치되었을 때 보다 큰 표면 건조성과 착
용감을 제공한다.  추가로, 본 발명은 사용자에게 개선된 연성과 푹신한 느낌을 나타내는 부품성이 있는 
필로우(pillow)형 구조체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성 및 이점들은 이하 상세한 설명 및 첨부된 특
허 청구의 범위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부직웹” 및 “부직층”이라는 용어는 임의의 패턴으로 사이에 끼워진 개별 섬유 
또는 필라멘트의 구조를 갖는 섬유웹 또는 층을 의미한다.  종래에 부직웹은 당 업계에 통상의 기술을 가
진 자들에게 공지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공정, 예를 들면 멜트블로잉, 스펀본딩, 에어-레잉, 웨트-레잉, 
건조 스테이플 및 카드 웹 공정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부직웹은 본 발명의 실시에 사용될 수 있지만 본 
발명이 부직 재료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않되며 다른 적당한 섬유 구조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서 본 발명의 플라스틱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는 일회용 흡수 용품에 있어서의 그의 용도와 관
련하여 설명하지만 본 발명의 가능한 용도가 이와 같은 일회용 흡수 용품에 한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  본 발명에서, “일회용 흡수 용품”은 인체 분비물을 흡수 및 보유하는데 사용하고 사용 
기한이 지난 후에는 버리도록 되어 있는 용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용품은 인체로부터 배출된 각종 분
비물을 흡수 및 보유하기 위해 착용자의 신체를 향하거나 인접하여 배치될 수 있다.

이제, 제1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태양의 부분 단면의 사시도가 도시되어 있다.  플라스틱 필름 라
미네이트 재료(10)은 제1필름층(12)와 제2부칙층(22)로 이루어져 있다.  제1층(12)는 상부 표면(14)와 하
부 표면(16)을 갖고 있고 제2층(22)는 상부 표면(24)와 하부 표면(26)을 갖고 있다.  도시된 실시태양에 
있어서, 이격 접착 패턴(18)의 다수의 열 용융 접착은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의 두께를 통하여 연장되어 
제1층(12)의 플라스틱 필름 재료를 제2층(22)의 섬유와 이들의 계면(20)에서 가열 용융시키거나 접착시킨
다.  실질적으로, 제1층과 제2층의 접착은 접착 영역(18)로 제한된다.  다시말해서, 접착 영역(18) 외측
의 제1층 및 제2층의 영역(19)에서는 각 층들이 열 에너지로 용융되어 서로 약간만 접착되어 있다.  따라
서, 접착 영역들(18)은 약간 접착된 부위(19)에 의해 분리 또는 이격되어 있다.  또한, 이 실시태양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10)의 액 분배 속도 및 공기 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접착 영역(18) 
내에 개구(30)이 형성되어 있다.

본 발명의 제1필름층(12)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등과 같은 시판 중인 임의의 적당한 얇
은 열가소성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섬유층은 첨부 도면에 도시된 실시태양에서는 이들 
섬유가 부직층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임의의 적당한 구조로 임의의 적당한 천연 또는 합성 섬유로 형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제2부직층은 불연속 섬유, 연속 섬유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도시된 실시태양의 제2부직층을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당 업계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공지된 바와 같이 건조 스테이플 공정, 또는 더욱 구체적으로 카드 웹 기술을 사용한다.  본 발명의 제2
부직층 형성에는 카드 웹 기술이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스펀본딩, 멜트블로잉, 에어-레잉 및 기타 
당 업계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공지된 불연속 섬유 및 연속 필라멘트를 제조하는 기술들도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본 발명의 실시에 사용하기에 적당한 카드 웹은 정렬 또는 비
정렬된 배열의 섬유를 가질 수 있다.  당 업계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공지된 통상적인 카딩기
(carding machine)는 본 발명의 제2부직층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시판 중인 열가소성 폴리머 재료는 본 발명의 제2층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단지 예시적으로 이와 
같은 폴리머의 예로서는 폴리올레핀,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등이 있다.  이 섬유들은 임의의 적당한 
형태를 가질 수 있고 공동 또는 코어 섬유, 형상 섬유, 이성분 섬유 또는 고흡수성 입자가 함입된 섬유가 
있을 수 있다.

제1도에 도시된 실시태양에 있어서, 필름 라미네이트(10)의 제1층(12)는 얇은 열가소성 필름, 예를 들면 
미합중국 뉴저지주 사우쓰 플레인필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에디슨 플라스틱스(Edison Plastics)사에 의
해 상품명 XP-312로서 시판된 약 62 % 폴리프로필렌, 약 30%의 폴리에틸렌 및 약 7.5 %의 이산화티타늄의 
카탈로이 폴리머 혼합물이다.  (이하 정의되는 기계 방향 인장 강도가 큰 적당한 열가소성 필름의 또 다
른 예는 역시 에디슨 플라스틱스사에 의해 시판된 XP-113-0이다).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10)의 제2부직
층(22)는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블렌드로 제조된 접착, 실질적으로는 비접착 또는 접착 카
드 웹이다.  본 명세서에서 “실질적으로 비접착”이라는 용어는 웹 처리를 위해 공지된 접착 공정에 의
해 함께 충분히 접착시켰으나 최종 용도에 필요한 강도 및 집적도를 얻기에 불충분하게 접착된 섬유를 갖
는 웹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비접착” 이라는 용어는 기계적으로, 가열로 또는 화학적으
로 함께 접착되지 않는 섬유를 갖는 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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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층(22)의 상이한 열가소성 섬유의 비율은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의 의도하는 최종 용도에 적절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제2층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한 폴리프로필렌 대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비
율은 약 100:0 내지 약 25:75의 범위에서 변화될 수 있으며 도시된 실시태양에서의 비율은 약 40:60이다.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부직웹에서 최적 특성을 나타내지 못할 수 있는 일부 재료들은 본 발명에서는 얇은 
플라스틱 필름과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보다 양호한 특성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본 발명의 중요한 이
점이다.  예를 들면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비접착 또는 실질적으로 비접착 부직층은 일부 
부직웹에 사용하기에 너무 부드럽거나 약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술을 수행함에 
있어서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적당한 블렌드로 제조된 부직층은 폴리에틸렌 필름층과 같
은 얇은 플라스틱 필름층에 접착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플라스틱 필름 라미네이트를 제
조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필름 라미네이트(10)의 제2섬유층의 섬유 크기, 기초 중량 및 도는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의 의도하는 용도에 따라 용이하게 변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한 가지 용도로 필름 라
미네이트 재료는 라이너와 외부 배플 사이에 흡수 코어가 배치된 일회용 흡수 용품에 있어서 인체를 향한 
라이너 또는 커버 재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회용 용품으로는 단지 예시적으로 생리대, 기
저귀, 훈련 팬티, 실금용 의류 등이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필름층(12)는 약 0.0015 ㎝(0.6 mil)의 두
께를 갖는 열가소성 필름일 수 있다.  제2층(22)의 열가소성 섬유는 필요하지는 않으나 제1층(12)의 열가
소성 재료와 동종의 것이 될 수도 있으나 부직층(22)는 제1층(12)의 열가소성 필름과 공동 접착을 갖는 
적어도 40 %의 열가소성 섬유를 함유해야 한다.

제2층(22)의 폴리프로필렌 섬유는 약 1.0 데니르(12.5 ㎛의 직경)와 같이 미세한 것 내지 약 3.0 데니르
(21.6 ㎛의 직경)와 같은 굵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약 31.75 ㎜(1.25 in.) 내지 약 63.5 ㎜(2.5 in.)의 크
림프(crimp) 섬유 길이를 가질 수 있으나 폴리프로필렌 섬유는 약 2 데니르(17.6 ㎛) 내지 약 2.2 데니르
(18.5 ㎛)이고 약 38.1 ㎜(1.5 in.)의 크림프 섬유 길이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층의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약 3 데니르(17.5 ㎛) 내지 약 9 데니르(30.4 ㎛)일 수 있고 약 31.75 ㎜(1.25 in.) 내지 약 76.2 
㎜(3 in.)의 크림프 섬유 길이를 가질 수 있으며, 약 50.8 ㎜ (2 in.)의 크림프 섬유 길이를 갖는 6 데니
르(24.8 ㎛)의 폴리에스테르 섬유가 바람직하다.  (크림핑은 섬유의 종류, 직경 및 도의 함수인 것으로 
당 업계에 공지되어 있다.) 임의의 특정 이론에 결부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현재, 상이한 섬유의 사용이 
제2층(22)의 액 위킹성(wicking) 및 분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제2층(22)의 상이한 직
경을 갖는 섬유들은 다중 평면에서 갖가지 크기를 갖는 공극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제2층(22)의 다중 
평면에서의 상이한 공극 크기는 제2층(22)를 통한 액의 위킹 및 제2층(22)내로의 액 흡입 및 제2층(22)를 
통한 분배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믿어진다.  추가로, 현재,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탄성이 본 발명의 필름 
라미네이트의 개선된 액 처리성 및 공기 순환성의 제공 요인인 것으로 믿어진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에 
있어서, 제2층(22)는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10)을 통과해서 흡수 용품의 흡수 코어로 들어가는 액에 대한 
서어지(surge) 층 또는 일시 저장기로서 작용한다.

본 발명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10)은 약 42 g/㎡ (1.18 oz/yd
2
) 내지 약 46 g/㎡(1.29 oz/yd

2
)의 기초 

중량, 약 0.940 ㎜(0.037 in.) 내지 약 1.092 ㎜(0.043 in.)의 두께 및 약 0.042 g/㏄ 내지 약 0.045 g/
㏄의 도를 가질 수 있다.  도는 하기 식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예를 들면 도시된 실시태양에 있어서 필름 라미네이트의 기초 중량은 약 44.1 g/㎡ (1.23 oz/yd
2
)이고 두

께는 약 1.016 ㎜(0.040 in.)이고 도는 약 0.043 g/㏄이다.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10)의 기초 중량은 부직 재료의 시료의 중량을 측정하는 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각 시료는 2,580 ㎟ (4 in
2
)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각 시료를 절단하고 굽힘이나 주름이 없게 펴고 

분석용 저울로 0.01 g의 최근사치까지 칭량하였다.  이어서 시료의 중량을 시료의 면적으로 나누기하여 
기초 중량을 계산하였다.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10)의 두께는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의 시료에 35.15 ㎏/㎡(0.05 psi)의 일정 하중 
압력을 가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는 127 ㎜ × 127 ㎜(5 × 5 in.)로 측정되었다.  
각 시료를 절단하고 펴서 굽힘이나 주름이 없게하고 직경이 76.2 ㎜(3 in.)인 원형 플렉시 유리 압반(푸
트)아래에 두고, 가능한 한 많은 양을 집중시킨 후 압반을 시료 위에 내려놓았다.  각 시료의 두께는 
0.0254 ㎜(0.001 in)의 최근사치까지 기록하였다.

도시된 실시태양에 있어서, 제2층의 기초 중량은 약 24  g/㎡ (0.7 oz/yd
2
)  내지 약 35  g/㎡ (약 1.02 

oz/yd
2
)의 범위일 수 있으며 약 32 g/㎡ (0.9 oz/yd

2
)이 바람직하다.  제2층의 도는 약 0.024 g/㏄ 내지 

약 0.045 g/㏄의 범위일 수 있고, 약 0.035 g/㏄가 바람직하다.

이제 제2도를 참고로하면 상기 본 발명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10)의 실시 태양의 횡단면도가 도시되어 
있으며, 이는 제1플라스틱 필름층(12)와 제2부직층(22)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격 접착 패턴(18)을 형성
하는 일련의 접착은 각 층의 두께를 통해 연장되고 접착 영역(18)의 계면(20)에서 제1층(12)를 제2층(2
2)에 접착시킨다.  이제, 이격 접착 패턴(18)을 형성하는 방법을 기재한다.

이격 접착 영역(18)은 액 처리상, 공기 순환성 및 본 명세서에 기재한 다른 특성들을 갖는 필름 라미네이
트 재료(10)을 생성하는, 각각의 제1층 및 제2층을 계면(20)에서 서로 접착시키는 임의의 적당한 방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한쌍의 가열 엠보싱롤의 사용을 포함하는 열접착은 이하 더욱 상세히 기재되는 바
와 같이 접착 패턴(18)을 형성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고려된다.

본 발명은 다양한 순서의 각각의 층의 접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첫번째 작업으로 제2층(22)를 

16-4

1019930004657



형성하고 이어서 두번째 작업으로 제1층에 접착시킬 수도 있다.  별법으로, 첫번째 작업으로 제2층(22)를 
형성시키고, 두번째 작업으로 제2층(22)의 섬유를 접착시키고, 또 다른 별도의 작업으로 각각의 층들을 
함께 접착시킬 수 있다.  제2층(22)의 열가소성 섬유는 본래 비접착될 수 있거나 실질적으로 비접착될 수 
있으며, 이하 추가로 설명되는 바와 같이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10)을 형성할 경우 어느 정도 열접착성을 
갖게된다.

도시된 실시태양에서, 예를 들면 제2층(22)는 132 내지 149 ℃(270 내지 300 ℉), 바람직하기로는 135 내
지 141 ℃ (275 내지 285 ℉)의 온도로 가열된 통상적인 한 쌍의 접착롤(즉, 조각롤 및 활면롤) 사이에 
상기 층(22)를 통과시킴으로써 열접착될 수 있다.  열접착롤을 사용하여 층(22)를 접착시키는데 있어서 
적당한 온도는 표면의 회전 속도 및 접착롤의 직경 및 사용된 열가소성 섬유에 따라 달라진다.  제2층
(22)는 패턴 접착제 접착, 니들링(needling) 또는 섬유의 수엉킴 또는 공기 분사 엉킴과 같은 다른 공지
된 접착 방법에 의해 접착될 수도 있다.

제1층(12)의 제2층(22)에 대한 접착 정도는 접착 면적율(%)을 변화시킴으로써 이격 접착 영역(18)내에서 
조절될 수 있으며, 접착 면적율(%)은 접착 영역 내 접착에 의해 점유된 각 층들 사이의 계면의 표면적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1도 및 제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층(12)와 제2층(22)의 계면(20)은 그의 표면
을 횡단하여 이격 접착 패턴(18)이 배치되어 있으며, 접착 영역(18)에 의해 점유된 표면적 대 계면(20)의 
총 면적의 비율이 계면(20)에 대한 접착 면적율(%)이다.  도시된 실시태양에 있어서 필름 라미네이트의 
접착 면적율은 약 1 내지 약 6 %의 범위, 바람직하기로는 약 4 %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태양에는 육
각형(벌집 모양) 접착 패턴이 도시되어 있지만 본 발명은 본 발명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의 접착에 적당
한 다른 기하학적, 비기하학적, 반복적 및 비반복적 접착 패턴을 포함한다.

제3도는 본 발명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의 상술한 실시태양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의 개략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미합중국 특허 제3,604,062호 및 동 제3,604,475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카딩기
가 본원 발명의 제2부직층을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시한 바와 같이, 제1층(12)는 롤(42)로부터 
권출되어 이동 벨트(40) 상에 내려 놓여지며, 반면에 카딩기(52)는 제2층(22)를 제1층(12)의 상부에 내려 
놓는다.  이 방식에 있어서, 제1층(12)는 2개의 층이 성형 공정을 통과하면서 제2층(22)를 위한 지지 기
판으로 작용한다.

임의로, 제2층(22)는 섬유상 웹을 약간 압축시켜서 웹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추가의 가공을 돕는 한 쌍의 
압축 롤러에 상기 2개의 층들을 통과시킬 수 있다.  또한, 제2층(22)는 종방향(MD) 및 횡방향(CD)에서의 
재료 강도를 최적화시키기 위해 웹 중의 섬유를 배열하는 장치에 통과시킬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종
방향(machine direction, MD) 이라 함은 웹이 놓여지는 방향(제3도에서는 좌측에서부터 우측 방향)을 의
미하며, 횡방향(cross direction, CD)이라 함은 웹이 놓여지는 방향에 대한 수직 축 방향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필름 라미네이트에 있어서 MD 강도는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가 생리대와 같은 일회용 흡수 용품
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고무 제조 공정 도중에 파괴되지 않도록 충분히 높아야 한다(적어도 약 15.7 g/
㎜)(400 g/in.) 내지 약 39.4 g/㎜ (1,000 g/in.), 바람직하기로는 약 17.7 g/㎜ (450 g/in.) 내지 약 
27.6 g/㎜ (700 g/in.).

이어서, 상기 두 층들은 2개의 접착롤(60,70)을 통과한다.  제3도 및 3(a)도에 도시한 실시 태양에 있어
서, 두 접착롤은 가열되며, 그의 외표면 상에 돌기형(양각) 접착 패턴을 가진다.  하부 롤(60)은 그 표면 
상에 이격 접착 패턴(62)를 가지며, 한편 상부 롤(70)은 그 표면 상에 돌기형 접착점(72)를 가진다.  별
도의 실시태양에서는 접착롤의 위치가 반대로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특징은 열접착롤 각각의 
외표면 상에 상이한 양각 또는 돌기형 접착 패턴을 갖는 열 접착롤을 사용해서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의 
개개 층들을 이격 접착 패턴으로 서로 접착시킨다는 점에 있다.

2개의 층(12) 및 (22)가 상기한 2개의 가열롤(60) 및 (70)의 사이를 통과하면서, 각각의 층은 열적으로 
유도된 섬유 접착이 각 층의 두께의 주요부를 통해 전개되는 불연속 압축 접착 영역(18)의 형성에 의해 
안정화된다.  개개 층들(12,22)의 두께에 따라 가변하는 압축 또는 접착 영역(18)의 두께는 약 50 ㎛ 내
지 약 150 ㎛, 바람직하기로는 본 명세서에 도시한 실시태양에 사용되고 있는 약 70 ㎛ 내지 약 110 ㎛의 
범위에 있다.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10)의 압축 접착 영역은 2개의 가열 롤(60,70) 상의 돌기형 접착 패
턴 사이의 접촉점들에 의해 형성된 접착 패턴(18)에서, 그 패턴 사이에서 약간 접착된 섬유 스판(19)와 
함께 분배된다.

개구(30)은 이하에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가열된 접착롤(60,70) 상의 돌기형 패턴 사이의 접촉점에 
의해 형성된 접착 영역(18)에 형성된다.  본 발명자는 개구(30)의 정확한 크기 및 형태가 중요하다고 여
겨지지는 않지만(제6도 및 7도 참조), 개구 평균 직경이 약 8 ㎛ 내지 약 580 ㎛ 이상, 바람직하기로는 
약 29 ㎛ 내지 약 277 ㎛인 개구가 본 발명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개구(30)은 필름 라미네이트 재
료(10)의 두께를 통해서 필름 재료가 실질적으로 없으며, 이 개구(30)은 액체를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10)에 통과시키기 위한 비(非)비틀림성 통로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개구(30)은 액체를 제1층(12)를 
거쳐 제2층(22)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흡수 용품의 흡수 코어에 신속하게 전달한다.  본 발명자들은 1
차적으로 액체가 액체에 대한 통로로서 작용하는 천공된 접착 영역(18)을 따라 필름 재료(10)과의 접촉점
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관측하였다.  개구(30)은 충분히 크지 않거나 비비틀림성 
통로가 아니어서 층(22)의 섬유들사이의 액체의 신속한 유입 및 분배가 불가능한 공극과는 구별된다.  결
과적으로,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10)은 이격 접착 영역(18), 그 사이에 약간 접착된 영역(19) 및 접착 영
역(18)내에 형성된 개구(30)을 가진다.

사용되는 접착롤 상의 돌기형 패턴의 특정 조합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2가지 파라미터는 접착롤의 돌기형 
접착 영역의 크기 및 접착 영역의 분리 거리 또는 공간이다.  이들 두 파라미터는 서로가 필름 라미네이
트 재료(10)상의 접착되는 면적율(%)에 전술한 바와 같이 영향을 미친다.  의도한 용도에 맞는 충분한 강
도를 필름 라미네이트에 부여하기 위해서는 접착 면적율(%)이 충분히 커야한다는 것은 중요한 점이다.  
한편, 너무 큰 접착 면적율(%)은 통상 연성이 감소된 필름 라미네이트를 만들기 때문에 접착 면적율(%)이 
너무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다.  이 실시태양의 하부 롤(60)의 접착 면적율(%)(하부 롤
(60)의 전체 외표면 면적에 대한 돌기형 접착 패턴(62)의 표면적의 비)은 약 9% 내지 약 20 %, 바람직하
기로는 약 18 % 내지 19.5 %이다.  이 실시태양의 상부 롤(70)의 접착 면적 백분율(%)(하부 롤(70)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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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외표면 면적에 대한 돌기형 접착점(72)의 표면적의 비)는 약 10 % 내지 약 30 %, 바람직하기로는 약 
11 % 내지 약 20 %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필름 라미네이트(10)의 접착 면적율(%)은, 상부 롤(70)과 하
부 롤(60)의 접착 면적율(%)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약 1 % 내지 약 6%, 바람직하기로는 약 2 % 내지 
약 4 %이다.

또한,  2개  접착롤의  돌기형  접착  패턴은  접착  영역내의  개구수를  최적화시키도록  조합되는  것이 
중요하다.  제3(a)도, 3(b)도 및 3(c)도에 도시한 실시태양에 있어서, 하부 롤(60)의 외표면(64) 상의 돌
기형 접착 패턴(62)의 폭은 약 1.0 ㎜(0.04 in.) 내지 약 2.0 ㎜(0.08 in.), 바람직하기로는 약 1.8 ㎜ 
(0.07 in.)이며, 돌기형 접착 패턴(62)의 기부(66)에서의 폭은 약 1.6 ㎜(0.06 in.) 내지 약 3.1 ㎜(0.12 
in.), 바람직하기로는 약 2.8 ㎜(0.11 in.)이다.  이 실시태양에서 하부 롤(60)의 돌기형 접착 패턴(62)
는 돌기형 접착 패턴(62)의 외표면(64)와 기부(66) 사이의 거리인 약 1.0 ㎜ (0.04 in.)의 조각 깊이를 
가진다.  하부 롤(60)의 돌기형 접착 패턴(62)의 독립 육각형(68)은 반복되는 폭(W)가 약 16.50 ㎜(0.65 
in.)  내지  약  17.33  ㎜(0.68  in.)이고,  반복  높이(H)가  약  28  ㎜(1.10  in.)  내지  약  30  ㎜(1.18 
in.)이며, 피치(P)가 피치 각도 약 45° 내지 약 60° 에서 약 16.50 ㎜ (0.65 in.) 내지 약 17.33 ㎜ 
(0.68 in.)이다.

또한, 제3(a)도, 제3(b)도 및 제3(c)도와 관련하여, 상부 롤(70)의 외표면(74)상의 돌기형 접착점(72)의 
폭은 약 0.70 ㎜(0.028 in.) 내지 약 0.80 ㎜(0.031 in.)의 범위일 수 있으며, 약 0.75 ㎜(0.030 ㎜)의 
폭이 적합하다.  당 업계에서는 통상적인 일로서, 돌기형 접착점(72)의 개부(76)에서의 폭이 외표면(74) 
상의 폭보다 약간 크다.  상부 롤(70)의 돌기형 접착점(72)는 약 0.65 ㎜(0.026 in.)의 조각 깊이를 가질 

수 있다.  이 실시태양에서 개개의 돌기형 접착점(72)는 약 33.8개 접착점/㎠(218.0개 접착점/in
2
)으로 배

열되며, 반복 폭(w′)가 약 2.4 ㎜(0.094 in.) 내지 약 3.0 ㎜(약 0.118 in.)이고, 반복 높이(H′)가 약 
1.72 ㎜(0.068 in.)이고, 피치(P′)가 피치 각도 약 30° 내지 약 45° 에서 약 1.72 ㎜(0.068 in.)이다.  
한편, 돌기형 접착점(72)의 외표면(74)가 정사각형의 형태로 실시태양에는 도시되어 있지만, 다른 기하학
적 및 비기하학적 형상을 상부 롤(70)의 돌기형 접착점(72)로서 사용해도 좋다.

본 발명자는 본 발명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를 최적화시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상호 관련됨
을 알게 되었다.

1) 접착롤(60,70)의 온도,

2) 형성 공정의 라인 속도,

3) 접착롤 사이의 닙 압력,

4) 접착롤의 직경 및

5) 형성 층(12,22)에 사용된 재료의 종류

즉, 상기 요인들 중 하나 이상을 수정하면, 나머지 요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형성 공정의 라인 속도가 증가하면, 필름 라미네이트의 층들이 접착롤과 보다 짧은 시간 동안 
접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두 층들의 접착을 필요한 정도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착롤의 
온도를 상승시켜서 라인의 속도의 변화를 보상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두 층들의 접착에 관한 중요한 요인은 접착롤(60,70)이 유지되는 온도이다.  자연적으
로, 각각의 폴리머에 대한 특정 점 이하의 온도는 접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한편 또 다른 점 
이상의 온도는 필름 및(또는) 섬유를 너무 많이 용융시킬 것이다.  또한, 본 발명자들은 접착롤의 온도가 
제조된 필름 라미네이트의 인장 강도와 연성에 공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특히, 특
정 범위내에서, 보다 높은 온도는 보다 높은 인장 강도를 갖는 필름 라미네이트를 생성할 것이다.  그러
나, 이 처럼 높은 온도에서는 연성이 저하된 필름 라미네이트가 제작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이 온도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보다 높거나 낮은 접착도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보다 높은 온도는 인장 
강도에는 유리하지만 연성을 약화시키는 보다 강력한 필라멘트간 접착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보다 높
은 온도는 부직층(22)를 더욱 수축시킴으로써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10)의 연성과 쿠션 감촉에 악영향을 
미치는, 덜 부푼 필로우형(pillow) 구조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본 발명자들은 롤의 온도가 필름 라미네이트 접착 영역에서 개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접착 영역에서 형성된 개구가 오로지 열적으로만 제작되지는 않지만, 열접착은 개개
의 층들을 이하에 자세히 기술하는 바와 같은 기계적 천공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압축시킨다.

도시한 실시태양에 있어서, 하부 롤(60)의 접착 온도는 약 66 ℃(150 ℉) 내지 약 93 ℃(약 200 ℉)의 범
위로 될 수 있으며, 약 77 ℃(170 ℉) 내지 약 82 ℃(180 ℉)의 온도가 바람직하고, 상부 롤(70)의 접착 
온도는 약 88 ℃(190 ℉) 내지 약 107 ℃(225 ℉)의 범위로 될 수 있으며, 약 93 ℃(200 ℉) 내지 99 ℃
(210 ℉)의 온도가 바람직하다.  제1의 플라스틱 필름층(12)와 접촉하는 접착롤(이 실시태양에서는 하부 
접착롤(60))이 제2의 부직층(22)와 접촉하는 접착롤(이 실시태양에서는 상부 롤(70))보다 낮은 온도를 가
짐으로써, 제1층(12)의 연성은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반면, 제2층(22)중의 열가소성 섬유는 충분히 가
열되어 제1층(12)의 열가소성 필름과 열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필름층(12)와 접촉하는 접착롤이 사용된 필름 재료의 융점보다 낮아야 한다.

두 층들의 접착 뿐만 아니라 접착 영역에서의 개구 형성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개개의 접착롤이 
작동되는 라인 속도이다.  도시한 실시태양에 있어서, 롤은 약 12m/분 (약 40 ft/분) 내지 약 100 m/분
(328 ft/분) 이상의 라인 속도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자들은 2개 접착롤을 서로 다른 표면 회
전속도로 사용함으로써 접착 영역내의 개구 형성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표면 회
전 속도의 차는 약 4 % 내지 약 20 %로 상이할 수 있으며, 약 5 % 내지 15 %를 통상 사용한다.  어느 한 
쪽의 접착롤을 다른 접착롤보다 높은 회전 속도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론으로 정립되지는 않았
지만, 개구 형성은 접착롤들을 상이한 회전 속도로 작동시킴으로써 개선된다고 믿어지는데, 그 이유는 열
적으로 제작된 압축 접착 영역에서 접착롤 표면에 대한 접선 방향의 전단력이 필름 및 섬유상 재료를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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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롤의 돌기형 접착 패턴 사이의 접촉점에서 인열(기계적 개구화)시키기 때문이다.

두 층들의 접착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각 접착롤의 직경이다.  도시한 실시태양(및 다음의 실시
예)에서는 접착롤의 직경이 약 305 ㎜(12 in.)로 되어 있지만, 직경이 보다 작거나 큰 접착롤도 본 발명
의 플라스틱 필름 라미네이트를 제작하는 데 적합하다.  더우기, 접착롤들의 직경은 반드시 동일할 필요
는 없다.

두 층들의 접착 및 접착 영역 내에서의 개구 형성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접착롤들 사이의 닙 압
력이다.  도시한 실시태양에 있어서, 접착롤은 약 10 ㎏/1 ㎝(60 pli) 내지 약 67 ㎏/1 ㎝(400 pli), 유
리하게는 약 50 ㎏/1 ㎝(300 pli)의 닙 압력을 생성한다.  보다 높은 닙 압력은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10)의 연성 특성에 악 영향을 미치는 덜 부푼 필로우형 구조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진다.

도시한 실시태양에 있어서,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10)의 층(12,22)가 접착롤(60,70)에 의해 접착된 후,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10)은 테이크업 롤(와인더)(78)상에 권취된다.  별법으로는, 이 장치가 최종 제품
용 제직 라인과 접속되도록 설계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테이크업 롤(78) 또는 제직 라인상의 보다 
높은 장력은 본 발명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10)의 부품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다른 요인이다.

제4도 및 4(b)도는 각각, 착용자의 신체에 인접하여 배치되는 생리대의 면상에 위치한 본 발명의 필름 라
미네이트 재료를 함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발명의 양수인에 의해 New Freedom Ultrathin Maxi Pad라

는 상표로 시판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생리대(100)의 사시도 및 부분 단면도이다.  생리대(100)은 양끝에 
이격된 단부(101)과 (102)를 갖는 길게 연장된 부재이고 폭보다 더 긴 길이를 갖는다.  길이는 X 축을 따
라 연장되고 폭은 Y축을 따라 연장되며 두께는 Z축을 따라 연장된다.  생리대(100)의 구체적인 형태는 변
화될 수 있으며 가장 통상적인 형태는 좁은 장방형, 장고형, 제4도에 도시된 달걀형 또는 경주장형이 있
다.

도시된 실시태양에 있어서, 생리대는 다층 구조를 갖는다.  생리대(10)은 액체 투과성 이성분 커버(82), 
액체 불투과성 배플(86) 및 이송층(85), 이들 사이에 배치된 흡수 구조체(84)를 포함하고 있다.  이성분 
커버(82)는 이송층(85) 및 흡수 구조체(84)를 완전히 봉입하기 위해 배플(86)에 고정 또는 접착된다.  이
성분 커버(82)는 착용자의 신체를 향하여 배치되도록 설계되었으며, 반면에 배플(86)은 속옷에 인접하여 
배치된다.

이송층(85)는 이성분 커버(82)와 흡수 구조체(84)의 상부 표면 사이에 배치된다.  이송층(85)는 종방향 
중앙 축 x-x를 따라 정렬된다.  이송층(85)는 단층 또는 다층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제4(a)도 및 4(b)도
에서와 같이 단층 구조를 사용할 경우 이송층(85)는 스펀본드 부직 재료로 제조될 수 있고 체액을 직접 
하향(z-방향), 필요할 경우 x 및(또는) y 방향으로 이동시켜 흡수 코어(84)로 들어가게 한다.  또한, 단
일 이송층(85)는 예를 들면 접착 카드 웹으로 제조될 수 있다.  다층 배열(도시되지 않음)에 있어서 이송
층(85)는 종방향 중앙축 x-x를 따라 배치된 2개의 수직 정렬 부분 또는 층을 가질 수 있다.  상부는 이성
분 커버(82)의 일부와 긴 하게 접촉하고 스펀본드 또는 접착 카드 웹과 같은 재료일 수 있다.  처음, 상
부는 체액을 직접 z-방향의 하부로 하향시킨다.  하부는 목재 펄프 플러프, 코폼, 티슈 또는 멜트블로운
과 같은 재료일 수 있다.  처음, 저부는 직접 체액을 x- 및 y-방향의 외부쪽으로 향하게 한다.  그럼으로
써 체액은 흡수 구조체(84)의 보다 큰 표면적을 횡단하여 분산되며 이는 흡수 구조체(84)가 체액을 흡수 
또는 수용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이성분 커버(82)로부터 체액을 신속하게 하향 이송
시킬 수 있는 능력은 사용자의 신체에 인접한 건조 커버에 건조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을 돕는다.  이송층
(85)는 약 3  ㎜ 미만, 바람직하기로는 약 0.1  ㎜ 내지 약 1.5  ㎜의 두께를 갖는 연장된 스트립일 수 

있다.  분리층(85)의 도는 최종 용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나 약 33.8 g/㎡(0.95 oz/yd
2
)의 도가 도

시된 실시태양에 적당하다.  이송층(85)는 다양한 길이 및 폭일 수 있다.  이 길이는 흡수 코어(84)의 길
이보다 크거나 같거나 보다 작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리대에 있어서, 이 길이는 흡수 코어(84)의 길
이의 적어도 약 50 % 이어야 한다.  이송층(85)의 폭은 약 6 ㎜(0.25 in.) 내지 76.3 ㎜(약 3.0 in.)의 
범위, 바람직하기로는 약 19 ㎜ (약 0.75  in.)  내지 약 64 ㎜(2.5  in.)가 바람직하고 약 25.4  ㎜(1.0 
in.) 내지 약 50.8 ㎜(2.0 in.)가 특히 유용하다.

흡수 구조체(84)는 친수성 재료(89)와 초흡수성 재료(88)로 구성된 흡수 라미네이트를 함유한다.  친수성 
재료(89)는 셀룰로오스 섬유, 계면활성제 처리한 멜트블로운 섬유, 목재 펄프 섬유, 재생된 셀룰로오스 
또는 면 섬유를 포함한 천연 또는 합성 섬유, 또는 펄프와 합성 멜트블로운 섬유의 블렌드인 코폼으로부
터 제조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초흡수체라 칭하는 히드로콜로이드성 재료(88)은 체액의 흡수성 및 보유
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친수성 재료에 첨가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초흡수체”라는 용어는 자신의 
중량의 적어도 10배의 액을 흡수 또는 겔화시킬 수 있는 천연 또는 합성 재료를 의미한다.  제4(a)도 및 
4(b)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흡수 구조체(84)는 친수성 재료(89)(화이버웹 노쓰 아메리카, 인크.(Fiberweb 
North America, Inc.) 제품인 Airtex 395)가 e축으로 접힌 라미네이트 구조체를 함유하며 그 내부에는 흡
수체(88)(스톡하우센, 인크. (Stockhausen, Inc.)의 제품인 Favor SAB-835)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열 
용융 접착제(또는 다른 공지된 접착 수단)은 초흡수체(88)을 친수성 재료(89)에 접착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흡수 구조체(84)는 흡수 라미네이트 아래에 배치된 1종 이상의 티슈층(87)을 함유한다.  티슈층
(87)의 최저면은 발포체 후위층(90)에 결합되어 있다.  추가 조직층(87)(도시되지 않음)은 흡수 라미네이
트 상에 배치될 수 있으며, 티슈층(87)의 상부 표면은 접착제(또는 다른 공지된 접착 수단)에 의해 이성
분 커버(82)의 제2재료(81)에 접착된다.

발포체층(90)은 길이 및 폭이 변화될 수 있다.  이 길이 및 폭은 도시된 실시태양에서와 같이 티슈층(8
7)의 길이 및 폭과 동일 할 수 있다.  발포체층(90)은 도시된 실시태양에서와 같이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
으로 제조될 수 있다.  발포체층(90)의 하부 표면은 외부 배플(86)에 접착된다.

액체 불투과성 외부 배플(86)은 흡수 구조체(84)에 의해 흡수된 체액이 누출되어 인접한 속옷을 더럽히거
나 얼룩이지게 하는 것을 방지한다.  액체 불투과성 배플(86)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마
이크로엠보싱된 폴리머 필름으로부터 제조될 수 있거나 또는 이성분 필름으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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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실시태양에서 배플(86)은 0.00254㎝(1 mil) 폴리에틸렌으로 형성된다.

제4(a)도 및 4(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성분 커버(82)는 2가지 상이하고 분명히 구별되는 재료(80, 
81)로부터 제조된다.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80)은 얇은 열가소성 필름으로 이루어진 신체를 향해 있는 
외부층(12) 및 상기한 바와 같이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블렌드로 형성된, 접착, 실질적으
로는 비접착 또는 비접착 카드 웹으로 이루어진 내부층(22)을 형성한다.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80)은 생
리대(100)의 종방향 중앙축 x-x 주위에 배치되며 이성분 커버(82)의 주요 액체 수용 영역을 구성한다.  
생리대(100)은 체액 또는 분비물의 주요 방출 지점이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80)의 외부층(12)와 직접 정
렬되도록 신체에 인접하여 배치된다.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80)은 길이 및 폭이 변화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제4(a)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80)은 장방형 및 생리대(100)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를 갖는다.  
또한, 다른 형태 및 전체 생리대의 길이 보다 작은 길이도 적당할 수 있다.  필름 라미네이트(80)의 폭은 
약 6.4 ㎜(0.25 in.) 내지 약 76.2 ㎜(3.0 in.), 바람직하기로는 약 25.4 ㎜(1.0 in.) 내지 약 50.8 ㎜
(2.0 in.)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용 위생 용품에 있어서 흡수 용품의 약 25 % 내지 약 100 %의 폭
이 적합하다.  제4(a)도 및 4(b)도에 도시된 실시태양에 있어서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80)은 제2재료(8
1)보다 작은 이성분 커버(82)의 노출된 표면 부위를 형성한다.  그러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80)은 필
요할 경우 이성분 커버(82)의 동일 또는 보다 큰 부분을 형성한다.

이성분 커버(82)의 제2재료(81)은 액체 투과성 부직웹일 수 있다.  부직웹은 가용성 폴리머 섬유 또는 필
라멘트로부터 형성된 섬유상 재료일 수 있다.  도시된 부직웹(81)은 비천공된 것이나, 필요한 경우 천공
된 웹을 사용할 수도 있다.  폴리프로필렌 스펀본드 재료, 접착 카드 웹, 열접착 카드 웹, 이성분 섬유의 
스펀본드 웹 및 이성분 섬유의 접착 카드 웹이 적당하다.  부직웹은 폴리에스테르, 폴리올레핀 등과 같은 
임의의 폴리머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폴리프로필렌 스펀본드 및 접착 카드 웹이 적당한 재
료이다.  적당한 부직웹 재료는 약 1.0 이상의 데니르를 갖는 균일한 웹이다.  이와 같은 재료는 통상적
으로 선형 인발 스펀본드라 칭하며 본 명세서에서 참고 문헌으로 인용된 애펠(Appel)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4,340,563호에 기재되어 있다.

제4(a)도 및 4(b)도에 있어서, 제2재료(81)은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의 종방향 측면 모서리 부분에 중첩되
며 선(91, 92)를 따라 접착된다.  제2재료(81)은 기계적 부착, 접착, 초음파 접착, 가열 접착, 가압 접착 
또는 가압 또는 가압 접착의 조합에 의해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80)에 접착될 수 있다.  두 재료 (80, 
81)을 함께 부착시키는 다른 공지된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  상기 두 재료(80, 81)을 함께 접착시키는 
것은 어느 경우에서나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성분 커버(82)는 오프-라인(off-line)으로 제조된 후에 생
리대(100)에 조립될 수 있거나 온-라인으로 제조될 수 있다.

제2재료(81)은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80)에 고정되고 이성분 커버(82)의 2차 액체 수용 영역을 형성한다.  
제2재료(81)은 생리대(100)이 수용하고자 설계된 체액의 주요 방출 지점으로부터 이격되어 있다.   제2재
료(81)이 이성분 커버(82)의 2차 액체 수용 영역이기는 하지만, 액을 통과시키고 흡수 코어(84)로 하향시
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재료가 일정량의 체액을 흡수하는데 걸린 시간의 양으로 정의되는 제2재
료(81)의 흡수 속도는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80)의 흡수 속도와 거의 동일하거나 그 보다 작다.  따라서, 
정상 상태하에서 대부분의 체액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80)을 통해서 흡수 코어(84)로 내려간다.

도시된 실시태양에 있어서, 제2재료(81)는 접착제에 의해 흡수 구조체(84)의 상부 표면에 접착 되어 있으
나 이송층(85)는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80) 또는 흡수 구조체(84)의 상부 표면에 직접 접착하고 있지 않
다.  제2재료(81)을 흡수 구조체(84)에 직접 고정시키는 것은 전체 커버의 건조성을 향상시키고 재습윤 
방지를 도울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의복 접착 스트립(93)은 배플(86)의 외표면 상에 고정될 수 있다.  해체가능한 박리 스트
립(94)는 접착제 스트립(93) 위에 배치되며 생리대를 속옷의 내부 표면에 부착시키기 전에 사용자에 의해 
제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별도의 배열(도시되지 않음)에서,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80) 및 제2재료(81)은 함께 접착시킬 필요는 없
다.  예를 들면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80) 및 제2재료(81)은 흡수 코어(84)의 상부 표면에 접착제로 접착
될 수 있으며 이는 흡수 코어로의 액의 이송을 향상시킬 수 있고 전체 커버(82)의 건조성을 증가시키고 
재습윤 방지를 도울 수 있다.

임의로, 생리대의 커버(82)는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80)만으로 제조될 수 있다.  따라서, 필름 라미네이
트 재료(80)은 적당한 길이, 폭 및 배플(86)의 단부에 고정될 수도 있고 흡수 구조체(84)와 이송층(85)를 
완전히 봉입할 수 있는 전체적 형태를 갖는다.  제조면에서의 약간의 효율 및 성능 개선은 이런 배열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

제5(a)도 및 5(b)도는 각각 커버 재료로서 본 발명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를 함유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 발명의 양수인에 의해 KOTEX  Maxi라는 상표로 시판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생리대의 또다른 실시태양

의 사시도 및 단면도이다.  생리대(108)은 각각의 단부에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된 필수적으로 퐁행, 종
방향 연장면을 갖는 경주장 형태를 갖고 있다.

생리대(108)은 액체 투과성 배플(110), 흡수 구조체(112) 및 본 발명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로 제조된 
액체 불투과성 커버(114)를 포함하고 있다.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114)는 얇은 열가소성 필름으로 이루
어진 신체를 향해있는 외부층(12) 및 전술한 바와 같이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블렌드로 
형성된 접착, 실질적으로 비접착 또는 비접착 카드 웹으로 이루어진 내부 층(22)를 형성한다.  이 실시태
양에 있어서,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114)는 생리대(108)의 나머지 성분들을 완전히 봉입할 수 있는 커버
를 형성한다.

흡수 구조체(112)는 생리대(108)의 종방향 중앙 축 x-x를 따라 정렬되어 있다.  흡수 구조체(112)는 친수
성 재료(116), 티슈 랩(118) 및 크레이프 본체 충전물(119a, 119b)의 다중층으로 구성된 다층 배열로 되
어 있다.  친수성 재료(116)은 셀룰로오스 섬유, 계면활성제 처리된 멜트블로운 섬유, 목재 펄프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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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된 셀룰로오스 또는 면 섬유를 포함한 천연 또는 합성 섬유, 또는 펄프와 합성 멜트블로운 섬유의 블
렌드인 코폼으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도시된 실시태양에 있어서, 친수성 재료(116)은 목재 펄프 섬유로 
형성되었다.  임의로, 흡수 구조체(112)는 초흡수성 재료를 함유할 수 있다.

액체 불투과성 배플(110)은 흡수 구조체(112)에 의해 흡수된 체액이 누출되어 인접한 속옷을 더럽히거나 
얼룩지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액체 불투과성 배플(110)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마이크로엠보싱된  폴리머  필름으로부터  제조될  수  있거나  또는  이성분  필름으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도시된 실시태양에서 배플(110)은 0.0015 ㎝(0.6 mil) 폴리프로필렌으로 형성된다.  배플(110)은 
다양한 길이 및 폭을 가질 수 있으나 도시된 실시태양에서 배플(110)은 생리대(108)의 전체 길이 및 폭에 
연장되어 있으며, 각각의 종방향 단부 시일(120, 121)에서 공지된 부착 수단에 의해 커버(114)에 접착되
어 있다.

또한, 생리대(108)은 커버(114)의 외표면에 고정된 적어도 하나의 의복 접착제(126)의 스트립을 함유하고 
있다.  의복 접착제는 착용자의 속옷의 내부 표면에 생리대(108)을 부착시키는 수단을 제공한다.  해체 
가능한 박리 스트립(127)은 의복 접착제(126)의 스트립 상에 배치되며 접착제가 사용전 오염되는 것을 방
지한다.

별도의 실시태양(도시되지 않음)에 있어서, 본체 상부 충전물 (119a)는 본 발명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로 제조될 수 있다.  이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는 친수성 재료(116)의 길이 보다 작거나 같거나 보다 큰 
범위의 다양한 길이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배열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의 너비는 약 25.4 ㎜(1.0 in.) 
내지 생리대의 전체 폭과 거의 동일한 너비의 범위, 특히 적합하기로는 약 34 ㎜(1.3 in.) 내지 약 57.2 
㎜(2.25 in.)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시태양에 있어서, 커버(114)는 예를 들면 천공 또는 비천공된 스
펀본드 폴리프로필렌 웹으로 제조될 수 있다.

생리대(100)의 구성 요소부의 특수 배치 형태가 제4(a)도 및 제4(b)도, 및 제5(a)도 및 제5(b)도에 각각 
도시되어 있지만, 이들 성분은 잘 알려진 각종 생리대 배치 형태로 조립될 수 있다.  그러나, 생리대 이
외의 일회용 흡수 용품에 있어서, 개개의 성분들은 그 용품이 의도한 최종 용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음
을 알아야 한다.

임의의 신체측 라이너 재료의 중요한 성질은 그의 연성이다.  특히, 라이너에 대해서는 극히 유연할 뿐만 
아니라 유아의 착용감을 고려해서 감촉이 부드러운 것이 중요하다.  본 발명자는 본 발명의 필름 라미네
이트 재료의 신체에 접하는 층(12)가 우수한 연성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신체측 라이너 재료의 또다른 중요한 성질은 일반적으로 인장 강도, 즉 내인열성, 및 인열시까지의 신도
이다.  이들 성질은 본 발명자가 인스트론 모델 TM 1000 (미합중국 매사추세츠주 칸톤에 소재한 인스트론
사(Instron Corp.) 제품) 등의 기기상에서 라미네이트 재료의 시료 (약 25.4 × 1524 ㎜ (1 × 6 in.))를 
시료의 전체 폭을 따라 있는 한 쌍의 조우로 고정시킨 후, 시료를 일정한 신장 속도로 잡아당겨 파열시킴
으로써 측정하였다.  이 직물을 파열시키는데 필요한 힘은 인장강도로 기록되며, 초기 길이와 비교한 파
열전의 직물의 길이는 신도 값을 제공한다.  이들 시험은 힘이 종방향(MD)에 가해지도록 조우에 배열한 
직물을 사용해서 또는 힘이 횡방향(CD)에 가해지도록 배열한 직물을 사용해서 행할 수 있다.  본 발명자
는 본 발명에 따라 제작한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즉 후술하는 몇몇 실시예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가 충
분한 인장 강도 및 신도 성질을 제공함을 확인하였다.

생리대 등의 흡수 용품의 라이너에 특히 중요한 또다른 성질은 라이너의 습윤성이다.  흡수 용품의 설계
에 따라 좌우되지만, 흡수 코어를 통해 액체의 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습윤가능
한 라이너를 갖는 것이 통상 바람직하다.  또한, 라이너에 습윤성 구배를 마련해서 액체를 착용자로부터 
멀리 위킹시켜 착용감과 피부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특히, 본 발명에서와 같이, 
흡수성이 서지층(22), 즉 흡수성 재료에 대한 최인접 층 보다는 떨어지는 신체면 층(12)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법에 의해서, 액체가 착용자 쪽으로 역류되기 보다는 흡수성 코어 재료 쪽으로 보다 
용이하게 유동한다.

부직웹을 제조하는데 적합한 폴리머의 대다수는 소수성이다.  특히, 폴리올레핀 섬유는 완전히 소수성이
다.  그 때문에, 이러한 폴리머로 만든 부직웹은 소정 수준의 습윤성 및 친수성을 부여하는데 
바람직하다.  폴리프로필렌 등의 소수성 섬유의 습윤성은 이러한 소수성 섬유의 표면에 수용성 가공제를 
전형적으로 약 0.3% 내지 약 0.6%의 양으로 도포해서 증가시킬 수 있으며, 그리하여 최종 용도에 있어서 
상기 섬유의 액체 제어 성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당 업계에 공지되어 있다.  본 명세서에 기재한 실시
태양에 있어서, 사용된 폴리프로필렌 섬유는 이 섬유가 부직층(22)으로 형성되기 전에 수용성 가공제로 
섬유를 처리함으로써 습윤화될 수 있다.

상술한 습윤성 구배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또다른 작용 요인은 소정량의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제2의 부직
층(22)를 형성하는 폴리프로필렌 섬유와의 블렌딩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직층(22) 중의 폴리프로필
렌 및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균질한 블렌드에 보다 굵고 보다 탄력성인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사용하여 얻
어지는 상이한 공극 크기는 제1층(12)와 제2층(22) 사이에서 필요한 습윤성 구배를 생성한다.

흡수 속도는 용품이 커버 재료 상에 배치되는 액체 8 ㏄를 흡수하는 시간의 측정 값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커버 재료가 더욱 빨리 액을 통과시킴을 나타낸다.  블로터 재습윤 값은 재료의 
표면 건조성의 측정을 나타낸다.  이 값이 낮으면 낮을 수록 재료가 더욱 건조한 표면을 나타냄을 지시한
다.

본 발명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의 흡수 속도는 Z-Date (미합중국 윌밍톤주에 사무실을 둔 피피지 인더스
트리스, 인크.(PPG Industries, Inc.)사 제품)와 같은 인공 멘스액 또는 그의 동등물 8 ㏄에 대해 5 가지 
시료 생리대를 가지고 시험을 실시하였다.  각 시료를 신체측이 위로 오게 하여 시험 블록 위에 올려 놓
았다.  주어진 단위 압력 약 7.01 g/㎠ (약 0.1 psi)에서 약 165.5 g을 칭량하는 루사이트 블록(Lucite 
block)을 시료위에 올려놓았다.  인공 멘스액을 루사이트 블록의 펀넬내에 떨어뜨리고 시료가 인공 멘스
액을 모두 (불과 2 ㎖) 흡수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어서 루사이트 블록을 제거하고 시료를 
블로터 재습윤 시험 시작 전 1분 동안 시료를 가라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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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 재습윤 시험은 1 psi의 균일 압력하에서 시료에서 유출되는 인공 멘스액의 양(g)을 측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100# Riegel (미합중국 조지아주 로스웰에 사무실을 둔 슬론 페이퍼 코.(Slon Paper Co.)
사 제품)과 같은 블로터 페이퍼의 미리 칭량한 조각을 시료 위에 올려놓았다.  이어서, 1 psi의 균일 압
력을 3분 동안 이 시료 패드에 가하였다.  압력을 제거하고 습윤 블로터 페이퍼를 0.01 g의 최근사치까지 
칭량하였다.  시료에서 블로터 페이퍼에 흡수되어간 인공 멘스액의 양은 습윤 블로터 페이퍼의 중량에서 
건조 블로터 페이퍼의 중량을 감산함으로써 측정하였다.

이하의 실시예로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특정 조성물, 배합비, 재료 및 파라미터는 
본 발명을 예시하기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의 영역을 특별히 한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않된다.

[실시예 1]

전술한 바와 같이 엷은 플라스틱 필름 (미합중국 뉴저지주 사우쓰 플레인필드에 사무실을 둔 에디슨 플라
스틱스 제품인 XP-312)로 제1층을 형성시켰다.  제2층은 전술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카딩기 상에서 60% 
폴리에스테르  (독일연방공화국  프랑크푸르트에  사무실을  둔  획스트/에이지(Hoechst/AG)사  제품인 PET-
292) 및 40% 폴리프로필렌(덴마아크 바르데에 사무실을 둔 다나클론 에이/에스(Danaklon A/S)사 제품인 

PP-71 “SOFT-71”)으로 형성시켰다.  제2층은 약 32 g/㎡ (0.9 oz/yd
2
)의 기초 중량을 가졌다.  제1층과 

제2층을 제3도 및 제3(a)도에 도시된 가열된 접착롤, 즉 약 80 ℃(약 176 ℉)의 온도를 유지시킨 제1층 
접촉 접착롤 및 약 96 ℃ (205 ℉)의 온도를 유지시킨 제2층 접촉 접착롤로 함께 열접착시켰다.  접착롤
의 라인 속도는 약 15 m/분 (50 feet/분)이였고 접착롤들 사이의 닙 압력은 약 49 ㎏/㎝ (295 
pli)이었다.  열접착 공정으로 접착 영역 내에 형성된 개구를 갖는 이격 접착 패턴과 약 2%의 접착 면적
율을 갖는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가 생성되었다.

생성된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는 하기 표에 기재된 특성을 가졌다.

이성분 커버(82)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80)으로서 이 실시예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를 함유하는 제
4(a)도 및 4(b)도에 도시된 시료 생리대는 약 63.71초의 흡수 속도 및 약 2.77 g의 블로터 재습윤 값을 
가졌다.

[실시예 2]

전체 이성분 커버(82) 대신에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80) (즉, 상이하지 않은 제2의 재료 (81)을 사용)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시료는 약 56.53초의 흡수 속도와 약 2.61 g의 
블로터 재습윤 값을 가졌다.

[실시예 3]

Code No. CKX-215 (미합중국 델라웨어주 미들톤에 주소를 둔 Applied Extrusion Technologies, Inc.의 제
품)와 같은 천공된 열가소성 필름 또는 그의 기능적인 등가물을 필름 재료(81)로서 함유한 이송층(85) 및 
이성분 커버(82) 대신에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80)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과 동일하게 제조
된 시료는 약 159.18초의 흡수 속도 및 약 2.75 g의 블로터 재습윤 값을 가졌다.

[실시예 4]

이송층(85)를 제거한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과 동일하게 제조된 시료는 약 89.01초의 흡수 속도와 약 
2.71 g의 블로터 재습윤 값을 가졌다.

[실시예 5]

커버(114)로서 실시예 1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를 함유하고 본체 상부 충전물(119a)를 제거한 제5도 및 
제5(b)도에 도시된 시료 생리대는 약 28.78초의 흡수속도와 약 0.13 g의 블로터 재습윤 값을 가졌다.

[실시예 6]

실시예 1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의 폭 34 ㎜ (1.3 인치)의 스트립을 시료의 종방향축 상에 집중되어 있
고 스펀본드형 비천공된 폴리프로필렌 커버(114) 밑에 위치된 본체 상부 충전물 (119a)로서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5와 동일하게 제조된 시료는 약 20.34초의 흡수 속도 및 약 0.52 g의 블로터 재습윤 값
을 가졌다.

[실시예 7]

실시예 1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의 57.15 ㎜ (2.25 in.) 폭의 스트립을 시료의 종방향축 상에 집중된 본
체 상부 충전물 (119a)로서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5와 동일하게 제조된 시료는 약 17.94초의 흡수 
속도 및 약 0.30 g의 블로터 재습윤 값을 가졌다.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10)은 실제 사용하는 동안 주어지는 다양한 수준의 성능의 
필요와 조화시키기 위해 당 업계의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맞추어지고 조정된다.  예를 들면, 
부드러운 뇨 실금 및 월경용 패드는 상이한 전달 속도, 부피 및 유아의 방뇨 타이밍을 고려하여야 한다.  
더우기, 서어지 상태의 액은 액의 점도, 표면 장력, 온도 및 기타 실제 제품의 다양한 최종 용도에 있어
서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10)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성질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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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발명은 상기 실시태양 및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은 다른 변형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그의 일반적인 원리에 따른 임의의 변형, 용도 또는 응용
을 포함하며 당 업계에 공지되거나 통상적인 관례에 해당하는 본 발명의 내용으로부터의 이탈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열가소성 폴리머 재료로 리우저니 제1필름층 및 1종 이상의 열가소성 폴리머 재료로 된 다수의 섬유로 이
루어진 제2섬유층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1 및 제2층은 다수의 불연속 압축 접착 영역과 그 사이에 약간 
접착된 섬유 스판으로 이루어진 이격 접착 패턴으로 함께 접착되어 있으며, 상기 접착 영역에는 개구가 
형성되어 있는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층이 부직웹으로 이루어진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층이 스펀본드 웹으로 이루어진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층이 서로 접착되어 있는 그의 섬유를 갖는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층 및 제2층이 서로 열접착된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접착 영역이 재료의 표면적의 약 1.0 내지 약 6.0%를 구성하는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접착 영역이 재료의 표면적의 약 2.0 내지 약 4.0%를 구성하는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필름층이 폴리올레핀류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열가소성 폴
리머 재료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2층이 폴리올레핀류 및 폴리에스테르류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2
종 이상의 열가소성 폴리머 재료의 블렌드로 이루어진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층이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2층이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스테르의 
블렌드로 이루어진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층이 폴리프로필렌 약 66%, 폴리에틸렌 약 30% 및 이산화티타늄 약 7.5%로 이루
어지고, 상기 제2층이 폴리프로필렌 약 70% 및 폴리에스테르 약 30% 내지 폴리프로필렌 약 25% 및 폴리에
스테르 약 75%로 이루어진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층이 폴리프로필렌 약 66%, 폴리에틸렌 약 30% 및 이산화티타늄 약 7.5%로 이루
어지고, 상기 제2층이 폴리프로필렌 약 40% 및 폴리에스테르 약 60%로 이루어진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청구항 12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층이 폴리올레핀류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열가소성 폴리머 
재료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2층이 폴리올레핀류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열가소성 폴리
머 재료로 이루어진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층이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2층이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진 필
름 라미네이트 재료.

청구항 14 

액체 투과성 신체측 커버, 액체 불투과성 외부 배플 및 이들 사이에 배치된 흡수 구조체로 이루어지고, 
제1항 기재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가 상기 신체측 커버의 적어도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흡수 용품.

청구항 15 

액체 투과성 신체측 커버, 액체 불투과성 외부 배플 및 이들 사이에 배치된 흡수 구조체로 이루어지고, 
제2항 기재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가 상기 신체측 커버의 적어도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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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개선된 흡수 용품.

청구항 16 

액체 투과성 신체측 커버, 액체 불투과성 외부 배플 및 액체 투과성 이송층 및 이들 사이에 배치된 흡수 
코어로 이루어지고, 제1항 기재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가 상기 이송층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
선된 흡수 용품.

청구항 17 

액체 투과성 신체측 커버, 액체 불투과성 외부 배플 및 액체 투과성 분리층 및 이들 사이에 배치된 흡수 
코어로 이루어지고, 제2항 기재의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가 상기 이송층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
선된 흡수 용품.

청구항 18 

a) 1종 이상의 열가소성 폴리머 재료로 이루어진 제1필름층을 권출시키는 단계, b) 1종 이상의 열가소성 
폴리머 재료로 된 다수의 섬유로 이루어진 제2섬유층을 형성하는 단계, c) 상기 제1 및 제2층을 다수의 
불연속 압축 접착 영역과 그 사이에 약간 접착된 섬유 스판으로 이루어진 이격 접착 패턴으로 함께 접착
시키는 단계, 및 d) 상기 접착 영역 내에 개구를 형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의 제조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형성 단계 b)가 상기 제1층을 권출시킨 후 상기 제2층의 섬유를 상기 제1층 상에 
부착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진 방법.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형성  단계  b)가  상기  제2층의  상기  섬유를  서로  접착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 
방법.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 단계 c)가 열접착으로 이루어진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 단계 c)가 롤의 외표면 상에 이격된 돌기형 접착 패턴을 갖는 제1접착롤 및 
롤의 외표면 상에 다수의 돌기형 접착점을 갖는 제2접착롤에 의한 열접착으로 이루어진 방법.

청구항 23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2층이 부직웹으로 이루어진 방법.

청구항 24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2층이 스펀본드 웹으로 이루어진 방법.

청구항 25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층이 폴리올레핀류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열가소성 폴리머 
재료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2층이 폴리올레핀류 및 폴리에스테르류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2종 이
상의 열가소성 폴리머 재료의 블렌드로 이루어진 방법.

청구항 26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층이 폴리올레핀류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열가소성 폴리머 
재료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2층이 폴리올레핀류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열가소성 폴리
머 재료의 블렌드로 이루어진 방법.

청구항 27 

열가소성 폴리머 재료로 이루어진 제1필름층을 권출하는 수단, 1종 이상의 열가소성 폴리머 재료로 된 다
수의 섬유로 이루어진 제2섬유층을 형성하는 수단, 상기 제1 및 제2층을 다수의 불연속 압축 접착 영역과 
그 사이에서 약간 접착된 섬유 스판으로 이루어진 이격 접착 패턴으로 함께 접착시키는 접착 수단, 및 상
기 접착 영역 내에 개구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진,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형성 장치.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 수단이 롤의 외표면 상에 이격된 돌기형 접착 패턴을 갖는 제1접착롤 및 롤
의 외표면 상에 다수의 돌기형 접착점을 갖는 제2접착롤로 이루어진,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형성 장치.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제2섬유층의 섬유를 서로 접착시키는 제1접착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필름 라미
네이트 재료 형성 장치.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접착롤을 가열하는 수단, 상기 제1접착롤을 회전시키는 수단, 및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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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접착롤을 회전시키는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형성 장치.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접착롤이 제1회전 속도를 갖고, 상기 제2접착롤이 제2회전 속도를 가지며, 상
기 제1속도가 상기 제2속도보다 4% 이상 더 큰, 필름 라미네이트 재료 형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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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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