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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인 팬티형 가먼트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언더 가먼트, 특정하게는 여성 생리에 <1>
대처하거나 또는 (소변의) 실금(失禁)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흡수층이 합체된 가먼트(garment)에 관
한 것이다.

배경기술

현재 사용되는 일반적인 언더 가먼트(undergarment)는 면 및/또는 합성재로 제조된다.   합성 팬<2>
티는 일반적으로 완전하게 다리를 감싸도록 형성된 코튼 라이닝형 가랑이(cotton lined crotch)와 신축부
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신축성 가먼트 제품은 신축성 단일 피스나 혹은 파형의 2개 피스로 제조된다.

생리 중에 신축성 가먼트를 착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여성들은 일부 생리액이 패드로부터 <3>
언더 가먼트로 누설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소량의 액이 흐르는 동안에는 언더 가먼트에만 
누설되는 소수 패드로 한정되다가 다량의 액이 흐르는 동안에는 패드 위에 착용자의 겉옷까지 누설액이 
보다 넓게 퍼지게 된다.   정상적으로, 이러한 누설은 물론 단부 누설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패드의 측부
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언더 가먼트로 사용되는 팬티 라이너(liner) 및 여성 생리대(月經帶) 또는 패드에는, <4>
액체 통과를 억제하는 어느 정도의 차단성이 제공된 폴리에틸렌제 안감이 있다.   그런데 만일 질 방출물
(vaginal discharge)이 패드의 단부 또는 측부로 이어지면 패드의 모서리 둘레 및 언더 가먼트 위로 누설
되거나 또는 스며 나올 수 있다.   상기 누설액이 언더 가먼트를 변형시킬 수도 있다.   누설량에 따라서 
액체가 언더 가먼트를 관통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둘레로 흐를 수 있으며 겉옷 및/또는 침구류를 변형시킬 
수 있다.   다량의 액이 흐르는 여성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맥시 패드, 이중 패드 및/또는 탐폰, 또는 
그 조합물을 사용하여, 빈번하게 이들 패드 및 탐폰을 교체함으로써, 겉옷이 변형되는 것 그리고/또는 패
드  모서리 둘레에 누설액이 범벅되는 곤란함을 방지하여야 한다.   일부 여성들의 경우에는 생리가 가장 
심한 날에는 외출을 포기하고 집에서 칩거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언더 가먼트의 가랑이(crotch)에 있는 맥시 패드 및 오버 나이트 패드의 배치는 최상의 <5>
상태에서는 패드가 레그 신축부에 놓이고 최악의 상태에서는 레그 신축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언더 가먼트에 그리고 외부 옷에 측부 누설이 가능하게 한다.   패드로부터의 일반적인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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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신체에 빈약한 패드 착용, 사용자에 의한 패드의 부적절한 위치 설정 및 부족한 흡수성으로 발생된
다.   언더 가먼트로부터 외부 옷으로의 누설은 일반적으로 패드의 모서리 부분 둘레의 언더 가먼트 재료
의 차단성의 부족 및/또는 언더 가먼트 가랑이 폭과 패드 폭 사이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3차원식 일회성 분리 가먼트 및 가먼트의 보조체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레그 신<6>
축성은 가랑이 신축성이 아닌 레그 신축성만의 기능을 하도록 디자인된 것이다.

먼저, 본 발명은 선행의 가먼트 형태인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에 관한 것이다.  가먼트 블랭크 보<7>
조체는 전방 몸체부와, 후방 몸체부와, 전방 몸체부로부터 후방 몸체부까지 연장되며 가먼트 블랭크 보조
체로부터 조립되는 가먼트 내에 레그 개구를 한정하기 위한 한 쌍의 레그 절결부 사이에서 연장되는 가랑
이 중간물을 구비한다.  전방 몸체부에는 레그 절결부를 따라 형성된 제1 및 제2 전방 레그 모서리가 있
다.  후방 몸체부에는 레그 절결부를 따라 형성된 제1 및 제2 후방 레그 모서리가 있다.   제1 및 제2 가
랑이 모서리 부분은 레그 절결부를 따라 가랑이의 대향 측에 배치된다.   전방 몸체부는 제1 및 제2 전방 
레그 모서리와 대면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의 전방 단부를 가지고, 후방 몸체부는 제1 및 제2 후방 레
그 모서리와 대면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의 후방 단부를 가지고, 전방 및 후방 몸체부는 조합적으로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의 대면하는 제1 및 제2 측면 모서리를 한정한다.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는 전방 
단부와 후방 단부 사이에 연장되는 길이 및 제1 측면과 제2 측면 사이에서 연장되는 폭을 갖는다.   편평
하게 놓인 상태에서의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는, 가랑이를 통해 전방 단부로부터 후방 단부로 기능적으로 
연장되는 제1 활성층과; 제1 층에 고정된 선택성 제2 층과; 가랑이 쪽으로 제1 후방 레그 모서리 부분에 
이어지면서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의 폭을 따르는 제1 섹션으로서, 그리고 가랑이를 횡단하는 제2 섹션으
로서, 또한 제2 후방 레그 모서리 부분에 이어지면서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의 폭을 따르는 제3 섹션으로
서의, 제1 후방 모서리에 인접한 제1 장소(locus)로부터 제2 후방 모서리에 인접한 제2 장소까지 연속적
으로 연장되며 제1 층과 선택적 제2 층 중 적어도 한 층에 고정되고 그 사이에 있는 신축부를 구비한다.

양호하게, 신축부의 제1 및 제3 섹션은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가 편평하게 놓이면 신장되고, 신축<8>
부의 제2 섹션은 제1 및 제3 섹션 보다 크거나 또는 대체로 동일한 정도로 인장된다.

신축부의 수축힘 벡터 평균은 중앙 영역 내의 신축부를 따르는 각각의 지점에서의 흡수력의 적분<9>
과 평균을 가지는 다수의 미분 방식을 사용하여 연산될 수 있다.   양호한 방법은 상호 동일한 이격 거리
와 중앙 영역 내로 떨어지는 신축부의 전체 길이를 따르는 적어도 다섯 지점을 사용하는 것이다.   힘을 
결정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사용된다.

본 발명의 제품은 본원에 참고로 기술된 계류 중인 출원(1995년 1월 31일자 제출된 미국 특허출<10>
원 08/382,108호)의 장치와 방법으로 양호하게 제조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본 발명은 선행의 가먼트 형태인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에 대하여 개시한다.  보조체는 <11>
전방 몸체부와, 후방 몸체부와,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로 조립되어 가먼트에 레그 개구를 한정하는 한 쌍
의 레그 절결부 사이에서 그리고 전방 몸체부로부터 후방 몸체부로 연장하는 중간 개재 가랑이를 구비하
는 것이다.   전방 몸체부는 레그 절결부를 따라 형성된 제1 및 제2 전방 레그 모서리부를 가진다.   후
방 몸체부는 레그 절결부를 따라 형성된 제1 및 제2 후방 레그 모서리 부분을 갖는다.   제1 및 제2 가랑
이 모서리 부분은 레그 절결부를 따라 가랑이의 대향 측에 배치된다.   전방 몸체부는 제1 및 제2 전방 
레그 모서리와 대면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의 전방 단부를 가지고, 후방 몸체부는 제1 및 제2 후방 레
그 모서리와 대면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의 후방 단부를 가지고, 전방 및 후방 몸체부는 조합적으로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의 대면된 제1 및 제2 측면 모서리를 한정한다.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는 제1  측
면과 제2 측면 사이에서 연장되는 폭과 전방 단부와 후방 단부 사이에 연장되는 길이를 갖는다.   편평하
게 놓인 상태에서의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는, 가랑이를 통해 전방 단부로부터 후방 단부로 기능적으로 연
장되는 제1 활성층과; 제1 층에 고정된 선택성 제2 층과; 가랑이 쪽으로 제1 전방 레그 모서리 부분에 이
어지면서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의 폭을 따르는 제1 섹션으로서, 그리고 가랑이를 횡단하는 제2 섹션으로
서, 또한 제2 후방 레그 모서리 부분에 이어지면서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의 폭을 따르는 제3 섹션으로서
의, 제1 전방 모서리에 인접한 제1 장소로부터 제2 전방 모서리에 인접한 제2 장소까지 연속적으로 연장
되며 제1 측과 선택적 제2 층 중 적어도 한 층에 고정되고 그 사이에 있는 신축부를 구비한다.

양호하게, 신축부의 제1 및 제3 섹션은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가 편평하게 놓이면 신장되고, 신축<12>
부의 제2 섹션은 제1 및 제3 섹션 보다 크거나 또는 대체로 동일한 정도로 인장된다.

신축부의 수축힘 벡터 평균은 중앙 영역 내의 신축을 따르는 각각의 지점에 흡수력의 적분과 평<13>
균을 가지는 다수 미분 방식으로 연산될 수 있다.   양호한 방법은 상호 동일한 이격 거리와 중앙 영역 
내로 떨어지는 신축부의 전체 길이를 따르는 적어도 다섯 지점을 사용하는 것이다.   힘을 결정하는 통상
적인 방법이 사용된다.

양호하게, 제2 내층은 제1 및 제2 측부를 가지고, 탄성부는 제2 내층의 제1 측부에 배치되고, 그<14>
리고 제2 내층의 제2 측부는 착용자의 신체와 대면한다.

일부 실시예에서는 양호하게 레그 신축부가 제1 및 제2 층에 개재되어 고정된다.   일반적으로, <15>
제2 층은 후방층에 고정된 몸체측 라이너를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가먼트와 관련된 가먼트 보조체의 평면도이다. <16>

도2는 가랑이를 가로지르는 신축부를 상세히 도시한 도1의 보조체의 일부를 절결하여 확대 도시<17>
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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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도1의 가먼트 보조체(10)는 흡수제가 일체로 되기 이전의 2층 가먼트 보조체의 양호한 실시예를 <18>
나타낸 도면이다.   도1의 가먼트 보조체는 모든 요소를 구비하지만 가먼트 구조를 형성하도록 합성물을 
조합시키는 최종 단계 전에의 양호한 실시예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양호하게, 몸체쪽 층(14)은 전방 몸체부(16)에 외부 덮개층(12)에 일반적으로 겹쳐 고정된 전방 <19>
층 요소(19)와, 후방 몸체부(20)에 외부 덮개층(12)에 일반적으로 겹쳐 고정된 후방 층 요소(21)를 구비
한다.   비고정된 스페이스(23)는 후방 층 요소(21)로부터 전방 층 요소(19)를 분리한다.

도1을 참고로, 전방 몸체부(16), 후방 몸체부(20), 및 가랑이 부분(24)은 조합적으로 좌측 및 우<20>
측 개구(44, 46)를 각각 형성시킨다.   레그 개구(44, 46)는 외부 덮개층(12)의 일부분과 필요에 의한 몸
체쪽 층(14)의 대응 부분을 절결하여 형성한다.   각각의 레그 개구(44, 46)는 후방 레그 신축부(48), 전
방 레그 신축부(50), 및 후방 레그 신축부와 전방 레그 신축부 사이에 가랑이 신축부(51)로 적어도 부분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각각의 신축부(48, 50, 51)는 대응하는 레그 개구의 개별적인 한 모서리(52)와 
인접해 있다.   전방 및 후방 레그 신축부(48, 50)는 접착제에 의해서 외부 덮개층(12)과 몸체쪽 층(14)
과의 사이에 접착된다.   가랑이 신축부(51)는 접착제에 의해서 외부 덮개층(12)에 접착된다.   신축부
(48, 50, 51)는 외부 덮개층(12)에 접착될 시에 신장된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신축부가 외부 덮개층
에 접착된 후에 신축부와 외부 덮개층과 몸체쪽 층이 해제되면, 신축부는 레그 개구(44, 46)의 모서리에
서 레그 접힘부 또는 주름부를 생성하여 다양한 크기의 레그에 착용되도록 레그 개구(44, 46)가 팽창되게 
한다.    가먼트의  가랑이  부분에  전방  몸체  부분과  후방  몸체  부분과의  사이에는  비접착  영역이 
생성된다.   비접착 영역은 제1 층에 전방 및 후방 부분의 접착부와 비교하여 대체로 비접착된 또는 상당
히 비접착된 것이다.

도1과 도2를 참고하면, 중앙 영역(33)은, 종축 중심선에 근접된 제1 가랑이 모서리(52)에 일 지<21>
점을 통해 연장되는 보조체의 종축 중심선(AA)에 대해 평행한 제1 선(27)과, 종축 중심선에 근접된 제2 
가랑이에 일 지점을 통해 연장되는 보조체의 종축 중심선에 대해 평행한 제2 선(29)으로 그려진 보조체
(10)의 전방 단부(22)로부터 후방 단부(18)로 연장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가랑이 영역(31)은 제1 평행
선으로부터 제2 평행선으로 연장되는 사각형으로 중앙 영역 내에 한정된다.

가먼트의 종방향 길이는 전방 단부(22)로부터 후방 단부(18)까지가 측정된다.  가랑이 영역(31)<22>
의 중심선은 가랑이 영역의 주요부(majority)가 가먼트의 전반부(front half)에 있게 배치된다.   양호하
게는, 가랑이 영역의 중심 지점이 보조체(10)의 전방 단부(22)로부터의 종방향 길이의 약 35% 내지 약 
48% 부분에 위치된다.   보다 양호하게는, 상기 위치는 보조체의 전방 단부로부터의 종방향 길이의 약 
43% 인 것이다.

좌측 및 우측 가랑이 신축부(51) 사이의 가랑이 부분(24)의 폭은 가랑이 신축부(51)를 방해하는 <23>
흡수 패드를 갖지 않은 모서리(52) 사이에 놓인 흡수 패드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너비이어야 한다.   이것
은 가랑이 신축부(51)가 패드에 대한 가랑이 측부의 수축 및 오그라들게 하여, 따라서 패드의 두께를 수
용하고, 그리고 가먼트 인접 모서리(52)의 가랑이 부분(24) 내에 표면 구역(surface area)을 주어 흡수 
패드로부터의 누설물을 함유하게 된다.

신축부(51) 사이에 가랑이 부분(24)의 폭은 흡수 패드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폭이어야 하지만 지<24>
나치게 크거나 또는 불편감을 나타내는 폭이어서는 안된다.   적절한 폭은 가랑이 신축부(51) 사이가 적
어도 약 70mm(2.75인치)인 것이다.   가랑이 부분(24)의 폭은 약 76mm 내지 약 89mm(약 3인치 내지 약 
3.5인치)인 것이 이점이 있다.   양호하게는 그 폭이 약 76mm(약 3인치)인 것이다.

양호하게, 가랑이 신축부(51)는 약 10mm 내지 약 16mm(약 0.375인치 내지 약 0.625인치)의 너비<25>
이다.   보다 양호하게는, 그 너비는 약 13mm(0.5인치)이다.   양호하게, 가랑이 신축부(51)와 레그 신축
부(48, 50) 외측에 레그 개구(44, 46)의 모서리의 주름 장식(ruffle) 재료는 약 6mm(약 0.25인치) 미만인 
것이다.   보다 양호하게는 주름 장식 재료는 약 3mm(약 0.125인치) 미만인 것이다.

가랑이 부분(24)의 전체 폭은, 좌측과 우측 가랑이 신축부(51) 사이에 폭과, 가랑이 신축부(51)<26>
의 폭과, 레그 개구의 모서리(52)로의 가랑이 신축부(51) 외측에 어느 정도의 주름 장식 재료를 포함하는 
것이다.   양호하게는 가랑이 부분(24)의 전체 폭이 적어도 약 76mm(약 3인치)이어야 한다.

외부 덮개층(12)과 몸체쪽 층(14) 모두는 착용자에게 순응하고 소프트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27>
외부 덮개층(12)이 만들어지는 물질의 종류는 몸체쪽 층(14)의 물질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흡수 물품에 필요한 것으로, 외부 덮개층(12)은 액체가 용이하게 그 두께부 내로 침투되게 하는 <28>
액체 통과성, 또는 그 두께부 내로의 액체 침투에 저항하는 불침투성인 것이다.   외부 덮개층(12)은 천
연 섬유(예, 목섬유 또는 면섬유)와 같은 광범위한 물질로 또는 천연 및 합성 섬유 또는 망상(網狀) 폼
(reticulated foam) 및 다공 플라스틱 필름(apertured plastic film)의 합성물로 제조될 수 있는 것이다.   
외부 덮개층(12)은 직포(woven)나, 스펀본드(spunbond),  소모기 처리(carded)  또는 니들 펀치되는 등의 
부직포나, 혹은 필름일 수 있다.   적절한 외부 덮개층(12)은 섬유 기술 분야에 기술인에게는 공지된 수
단으로 소모기 처리(carded) 및 열 접합된다.   선택적으로, 외부 덮개층(12)은 스펀본드된 웨브로부터 
나온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외부 덮개층(12)은 와이어 위브 접합 패턴을 갖는 스펀본드된 폴리프로필
렌 부직포이고, 와이어 위브 접합 패턴은 ASTM  D1682  및 D1776에 의한 측정으로 19파운드의 그랩텐실
(grab tensile)과, ASTM D1175에 의한 측정으로 3.0인 테이버(Taber) 40 사이클 연마 비율, 및 TAPPI 방
법 T402를 사용하는 4.4 그램의 CD값과 6.6 그램의 핸들-O-미터 MD값을 가진다.   상기 스펀본드 물질은 
죠지아 로스웰에 소재하는 킴벌리-클라크 코포레이션(Kimberly-Clark Corporation)에 것을 활용할 수 있
다.  외부 덮개층(12)은 약 0.3 osy(평방 야드 당 온스: ounce per square yard)에서 약 2.0 osy의 중량, 
양호하게는 약 0.7 osy 의 중량을 가진다.

레그 개구(44, 46)의 위치 및 형상은 착용자의 가랑이와 그로인 부분(crotch and groin area)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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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트함을 피하고, 정확한 둔부(buttock) 커버성을 이루고, 그리고 전방 요부(waist) 모서리가 후방 요
부 모서리와 관련되어 보다 낮게 되는 딥(dip)과 같은 전방 틸팅(tilting)으로부터 가먼트(10)를 보호하
는데 중요한 것이다.   도1은 레그 착용과 둔부 커버에 적합한 가장 양호한 디자인을 나타낸 도면이다.   
레그의 정상부를 횡단하는 곡선 형상은 중요한 것이다.   만일 커브가 지나치게 깊으면, 가먼트(10)는 짧
은 전방 요부를 발생하는 하방향과 뒷방향으로 들어 올려 질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착용자의 요부 둘
레에 불균일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착용시 틸트가 나타나게 한다.

후방 레그와 전방 레그의 신축부(48, 50)는 각각 일반적으로 외부 덮개층(12)과 몸체쪽 층(14)과<30>
의 사이에 가먼트 보조체(10)에 접착된다.   가랑이 신축부(51)는 필요에 따라서 전방 및 후방 신축부
(48, 50)에 교차시킬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가랑이 신축부(51)를 가랑이 영역(31)의 외측으로 연장시
킬 수 있다.   전방 레그 및 후방 레그 신축부(48, 50)의 제2 섹션은 가랑이 영역(31) 내에서 대체로 연
장될 수 있는 것이다.   선택적으로, 가랑이 신축부(51)는 레그 개구의 외형부를 따라 중앙 영역(33)의 
외측으로 연장될 수 있는 것이다.

신축부에 사용되기에 적절한 물질은 탄성 쓰레드, 얀 러버, 플랩 러버(예, 밴드), 탄성 테이프, <31>
필름형 러버, 폴리우레탄, 및 테이프형 엘라스토머 또는 폼 폴리우레탄 또는 폼 엘라스틱 스크림(formed 
elastic scrim)과 같이 제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가변성을 가진다.   각각의 신축부는 구성이 균일체, 다
수 부분체, 또는 복합체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사용되는 위치에 쓰레드 또는 리본은 다수개일 
수 있고 그리고 합성물로서 적용될 수 있다.   신축부에 사용되는 엘라스토머제는 잠성 및 비잠성(latent 
and nonlatent)일 수 있다.

각각 다수 쓰레드를 구비하는 레그 신축부(48, 50)와 가랑이 신축부(51)는 일반적으로 13mm(약 <32>
0.5인치) 폭 이다.   신축부는 쓰레드, 리본, 필름 또는 합성물을 포함할 수 있다.   쓰레드, 리본 등은 
다수개로 할 수 있고 합성물로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전방 레그 신축부(50)와 가랑이 신축부(51)는 
쓰레드일 수 있으며, 약 0.05 내지 0.50 인치, 양호하게는 약 0.10 내지 약 0.20, 보다 양호하게는 약 
4.3mm(0.17인치)로 이격된 3번 쓰레드가 양호하다.   6 쓰레드에 이르는 넘버링의 후방 레그 신축부(48)
는 약 19mm(0.75인치)의 폭과 약 0.05인치 내지 약 0.75인치, 양호하게는 약 0.10 내지 약 0.20인치, 보
다 양호하게는 약 3.8mm(0.15인치)로 이격된 쓰레드를 가질 수 있다.   상기 쓰레드는 적절한 엘라스토머 
물질로 제조될 수 있는 것이다.   적절한 물질의 하나로는 델라웨어 윌밍톤에 소재하는 듀폰(Dupont)제로
서 활용 가능한 리크라(등록상표) 쓰레드(Lycra thread)와 같은 스판덱스가 있다.   양호하게, 적절한 레
그 신축부는 13mm(0.5인치)폭 탄성용으로 약 3760 의 토탈 데시텍스(total decitex)(g/1000m)를 가진 쓰
레드를 구비한다.   데시텍스는 각각의 탄성 요소용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접착제는 지지 시트와 몸체
쪽 층(14)과 외부 덮개층(12)에 다수 신축부(48, 50)를 접착하는데 사용된다.

편안한 레그 착용을 제공하고 흡수제를 수용하도록 크레들(cradle)에 가랑이 부분(24)의 측부가 <33>
수축되도록, 레그 신축부(48, 50)와 가랑이 신축부(51)는 층(12, 14) 각각에 적용될 때 신장된다.   양호
하게, 레그 신축부(48, 50)는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보조체(10)에 합체되어 각각의 세그먼트에 의해 점유
되는 각각의 세그먼트의 신장량으로 다수 세그먼트에 적용된다.   전방 및 후방 레그 신축부 만의 경우에
는, 전방 레그 신축부(50)가 후방 신축부(48)보다 덜 신장된다.   전방 신축부(50), 후방 신축부(48) 및 
가랑이 신축부(51)의 경우에는, 전방 신축부(50)와 가랑이 신축부(51)는 양호하게 후방 신축부(48) 보다 
양호하게 덜 신장된다.   양호하게, 전방 신축부(50)와 가랑이 신축부(51)의 신장은 약 150%로서 사용되
는 탄성 쓰레드의 데시텍스에 따라 약 100% 내지 약 300% 사이에 이르는 최소치이며, 그리고 레그 개구를 
따르는 후방 신축부(48)의 신장은 약 100% 내지 약 300% 사이에 최소치로서 양호하게 약 250%로서 사용되
는 탄성 쓰레드의 데시텍스에 따른다.   신장은 분리 요소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으며, 정지 시에는 탄성 
요소의 합성물용으로 전체 신장치 내에 있다.   인장의 차이는 흡수 패드의 접착을 보다 쉽게 하고, 그로
인 부분(groin area)에서의 덜한 타이트성, 및 고 레그 탄성 반응으로 발생되는 가랑이 부분(24)의 덜한 
주름을 허용한다.   후방 신축부(48)는 보다 높은 신장치 하에 있어 사용 중에 움직임으로 발생되는 크리
핑(creeping)으로부터 가먼트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   임의적인 경우에서, 전방 신축부(50)
와 후방 신축부(48)의 신장은 외부층의 신축 시에 최소로 될 수 있고, 전방 및 후방 신축부(50, 48)는 착
용자에게 최소 크기로 되는 치수이다.   도1에 도시된 보조체의 편평한 구조에서, 후방 신축부(48)는 약 
100% 내지 약 300% 사이에서 신장되고, 양호하게 약 250% 사용 탄성 쓰레드의 데시텍스에 따른다.

산업상이용가능성

상술된 상세한 설명은 가먼트를 사용하는 중에 흡수제로서의 위생 패드가 제위치에서 유지되도록 <34>
하기 위한 일회성 가먼트 및 대응 가먼트 보조체를 구비하는 물품 내역으로 기술된다.   본 발명을 사용
하는 가먼트는 여성용 탐폰, 생리대, 기저귀, 운동 팬티와 같은 다른 일회성 위생 물품에도 용이하게 이
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발명을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하였지만 본 발명의 정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5>
다양하게 변경 및 수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경 및 수정은 특허 청구의 범위에 정의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속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에 있어서,

전방 몸체 부분과, 후방 몸체 부분과, 전방 몸체 부분으로부터 후방 몸체 부분까지 연장되며 그
리고 가먼트 블랭크 조립체로부터 조립되는 가먼트 내의 한 쌍의 레그 개구부 사이에서 연장되는 가랑이 
중간물을 구비하고, 

상기 전방 몸체 부분은 레그 개구를 따른 제1 및 제2 전방 레그 모서리 부분과, 제1 및 제2 전방 
레그 모서리 부분과 대향된 전방 단부와, 제1 및 제2 전방 측부를 구비하고, 후방 몸체 부분은 레그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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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따른 제1 및 제2 후방 레그 모서리 부분과, 제1 및 제2 후방 레그 모서리 부분과 대향된 후방 단부
와, 제1 및 제2 후방 측부를 구비하고, 가랑이는 레그 개구부를 따른 그 대향측에서 제1 및 제2 가랑이 
모서리 부분을 구비하고,

상기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는, 전방 및 후방 단부 사이에서 연장되는 길이와, 제1 및 제2 측부 
사이에서 연장되는 폭과, 제1 및 제2 전방 및 후방측 사이에 종방향 중심선과, 보조체의 전방 단부로부터 
후방 단부로 연장되고 종방향 중심선에 근접한 제2 가랑이 모서리에 일 지점을 통해 연장되는 보조체의 
종방향 중심선에 대해 평행한 제2 선과 종방향 중심선에 근접한 제1 가랑이 모서리에 일 지점을 통해 연
장되는 보조체의 종방향 중심선에 대해 평행한 제1 선으로 그려지는 중앙 영역과, 보조체의 전반부에 가
랑이 영역의 주요부가 있도록 위치된 중앙 지점을 가지고 제1 평행선으로부터 제2 평행선으로 연장되는 
사각형으로 구조된 중앙 영역 내에 가랑이 영역을 구비하며,

편평하게 놓인 상태에서의 상기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는, 중앙 영역 쪽으로 제1 후방 레그 모서
리 부분에 이어지면서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의 폭을 따르는 제1 신축부의 제1 섹션으로서, 그리고 중앙 
영역을 횡단하는 제1 신축부의 제2 섹션으로서, 또한 제2 후방 레그 모서리 부분에 이어지는 제1 신축부
의 제3 섹션으로서의 제1 후방 측부에 인접한 제1 장소로부터 제2 후방 측부에 인접한 제2 장소까지 연장
되며 후방 몸체 부분에 접착되고, 제1 신축부의 제2 섹션은 상기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가 편평하게 놓였
을 때의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의 제1 및 제3 섹션과 동일한 인장을 가지는 구성의 제1 신축부와, 제1 신
축부의 제2 섹션의 종방향 중앙선에 대해 평행한 수축힘 벡터보다 큰 제1 신축부의 제2 섹션의 종방향 중
앙선에 대해 수직한 수축힘 벡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랑이 영역의 중앙 지점은 보조체의 전방 단부로부터의 종방향 길이의 약 
35% 내지 48%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가랑이 영역의 중앙 지점은 보조체의 전방 단부로부터의 종방향 길이의 약 
43%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제1 가랑이 모서리 부분을 따른 제3 신축부와, 제2 가랑이 모서리 부분을 따른 
제4 신축부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제3 및 제4 신축부는 수축힘을 가지고, 상기 힘은 보조체의 종방향 중앙선에 대
해 평행한 벡터힘과 보조체의 종방향 중앙선에 대해 수직한 벡터힘으로 분할되고, 평행한 벡터힘은 수직
한 벡터힘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중앙 영역 쪽으로 제1 전방 레그 모서리 부분에 이어지면서 가먼트 블랭크 보조
체의 폭을 따르는 제2 신축부의 제1 섹션으로서, 그리고 중앙 영역을 횡단하는 제2 신축부의 제2 섹션으
로서, 또한 제2 전방 레그 모서리 부분을 따르는 제2 신축부의 제3 섹션으로서의 제1 전방 측부에 인접한 
제1 장소로부터 제2 전방 측부에 인접한 제2 장소까지 연장되며 전방 몸체 부분에 접착되는 제2 신축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2 신축부의 제2 섹션은 보조체가 편평하게 놓였을 때의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의 제1 
및 제3 섹션과 동일한 인장을 가지고, 제2 신축부의 제2 섹션의 종방향 중앙선에 대해 수직한 수축힘 벡
터는 제2 신축부의 제2 섹션의 종방향 중앙선에 대해 평행한 수축힘 벡터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
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제1 신축부의 제2 섹션은 가랑이 영역 폭의 반과 적어도 동일하거나 또는 더 큰 
거리로 제2 신축부의 제2 섹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제3 및 제4 신축부는 제1 신축부의 제2 섹션과 교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
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제1 가랑이 모서리 부분을 따른 제3 신축부와, 제2 가랑이 모서리 부분을 따른 
제4 신축부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제3 및 제4 신축부는 수축힘을 가지고, 상기 힘은 보조체의 종방향 중앙선에 대
해 평행한 벡터힘과 보조체의 종방향 중앙선에 대해 수직한 벡터힘으로 분할되고, 평행한 벡터힘은 수직
한 벡터힘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제3 및 제4 신축부는 제1 신축부의 제2 섹션과 교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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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신축부의 제2 섹션은 가랑이 영역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
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및 제4 신축부는 가랑이 영역 외측으로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14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신축부의 제2 섹션은 가랑이 영역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
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1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및 제4 신축부는 중앙 영역 외측으로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
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제3 및 제4 신축부는 수축힘을 가지고, 상기 힘은 보조체의 종방향 중앙선에 
대해 평행한 벡터힘과 보조체의 종방향 중앙선에 대해 수직한 벡터힘으로 분할되고, 평행한 벡터힘은 수
직한 벡터힘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제3 및 제4 신축부는 제1 신축부의 제2 섹션과 교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신축부의 제2 섹션은 가랑이 영역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
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제1 가랑이 모서리 부분을 따른 제3 신축부와, 제2 가랑이 모서리 부분을 따른 
제4 신축부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제3 및 제4 신축부는 수축힘을 가지고, 상기 힘은 보조체의 종방향 중앙선에 
대해 평행한 벡터힘과 보조체의 종방향 중앙선에 대해 수직한 벡터힘으로 분할되고, 평행한 벡터힘은 수
직한 벡터힘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제3 및 제4 신축부는 제1 신축부의 제2 섹션과 교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2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신축부의 제2 섹션은 가랑이 영역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
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23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에 있어서, 

전방 몸체 부분과, 후방 몸체 부분과, 전방 몸체 부분으로부터 후방 몸체 부분까지 연장되며 그
리고 가먼트 블랭크 조립체로부터 조립되는 가먼트 내의 한 쌍의 레그 개구부 사이에서 연장되는 가랑이 
중간물을 구비하고,

전방 몸체 부분은 레그 개구를 따른 제1 및 제2 전방 레그 모서리 부분과, 제1 및 제2 전방 레그 
모서리 부분과 대향된 전방 단부와, 제1 및 제2 전방 측부를 구비하고, 후방 몸체 부분은 레그 개구부를 
따른 제1 및 제2 후방 레그 모서리 부분과, 제1 및 제2 후방 레그 모서리 부분과 대향된 후방 단부와, 제
1 및 제2 후방 측부를 구비하고, 가랑이는 레그 개구부를 따른 그 대향 측에서 제1 및 제2 가랑이 모서리 
부분을 구비하고,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는 전방 및 후방 단부 사이에서 연장되는 길이와, 제1 및 제2 측부 사이에
서 연장되는 폭과, 제1 및 제2 전방 및 후방측 사이에 종방향 중심선과, 보조체의 전방 단부로부터 후방 
단부로 연장되고 종방향 중심선에 근접한 제2 가랑이 모서리에 일 지점을 통해 연장되는 보조체의 종방향 
중심선에 대해 평행한 제2 선과 종방향 중심선에 근접한 제1 가랑이 모서리에 일 지점을 통해 연장되는 
보조체의 종방향 중심선에 대해 평행한 제1 선으로 그려지는 중앙 영역과, 보조체의 전방 반부에 가랑이 
영역의 주요부가 있도록 위치된 중앙 지점을 가지고 제1 평행선으로부터 제2 평행선으로 연장되는 사각형
으로 구조된 중앙 영역 내에 가랑이 영역을 구비하며, 

편평하게 놓인 상태에서의 상기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는, 중앙 영역 쪽으로 제1 전방 레그 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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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부분에 이어지면서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의 폭을 따르는 제1 신축부의 제1 섹션으로서, 그리고 중앙 
영역을 횡단하는 제1 신축부의 제2 섹션으로서, 또한 제2 전방 레그 모서리 부분을 따르는 제1 신축부의 
제3 섹션으로서의 제1 전방 측부에 인접한 제1 장소로부터 제2 전방 측부에 인접한 제2 장소까지 연장되
며 전방 몸체 부분에 접착되고, 제1 신축부의 제2 섹션은 보조체가 편평하게 놓였을 때의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의 제1 및 제3 섹션과 동일한 인장을 가지는 구성의 제1 신축부와, 제1 신축부의 제2 섹션의 종방
향 중앙선에 대해 평행한 수축힘 벡터보다 큰 제1 신축부의 제2 섹션의 종방향 중앙선에 대해 수직한 수
축힘 벡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가랑이 영역의 중앙 지점은 보조체의 전방 단부로부터의 종방향 길이의 
약 35% 내지 48%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가랑이 영역의 중앙 지점은 보조체의 전방 단부로부터의 종방향 길이의 
약 43%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제1 가랑이 모서리 부분을 따른 제3 신축부와, 제2 가랑이 모서리 부분을 따른 
제4 신축부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제3 및 제4 신축부는 수축힘을 가지고, 상기 힘은 보조체의 종방향 중앙선에 
대해 평행한 벡터힘과 보조체의 종방향 중앙선에 대해 수직한 벡터힘으로 분할되고, 평행한 벡터힘은 수
직한 벡터힘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제3 및 제4 신축부는 제1 신축부의 제2 섹션과 교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29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신축부의 제2 섹션은 가랑이 영역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
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30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및 제4 신축부는 중앙 영역 외측으로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제1 가랑이 모서리 부분을 따른 제3 신축부와, 제2 가랑이 모서리 부분을 따른 
제4 신축부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제3 및 제4 신축부는 수축힘을 가지고, 상기 힘은 보조체의 종방향 중앙선에 
대해 평행한 벡터힘과 보조체의 종방향 중앙선에 대해 수직한 벡터힘으로 분할되고, 평행한 벡터힘은 수
직한 벡터힘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제3 및 제4 신축부는 제1 신축부의 제2 섹션과 교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먼트 블랭크 보조체.

요약

본 발명은 3차원 가먼트와 가먼트 보조체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가먼트는 신축 레그(48, 
50, 51)와 요부 개구부(waist opening)를 가지고 사용자의 엉덩이와 배 영역에 대하여 신축성이 있는 것
이다.   본 발명의 가먼트는 레그(leg)에 대한, 특히 가랑이 지역에서의 우수한 착용성을 제공하는 것이
다.  

대표도

도1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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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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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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