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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일회용 기저귀에 있어서,
최외각으로부터 에지부가 구비된 백시트층과;
스파이더형으로 방사되어 형성된 접합제도포층과;
상기 접합제도포층으로 인하여 백시트층과 빈틈없이 접합되는 부직포층과;
상기 부직포층 상면에 접하는 펄프층과;
상기 펄프층의 상면에 안착되며 SAP 수지분말을 이용하여 배설물을 흡수하는 흡수층과;
흡수층 및 펄프층의 상면에 부착결합되는 탑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회용 기저귀.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부직포층의 부직포 양면에 합면에 합성수지재로 코팅하고 섭씨 150~250도로 열처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회
용 기저귀.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백시트층의 에지부의 일측 외벽부에 일면에 접합결합부가 구비된 접합부 및 상기 접합결합부 타면에 부착될 수
있도록 일면에 탈부착결합부가 구비된 탈부착부로 구성된 1 이상의 테이핑부와;
상기 테이핑부의 접합결합부가 기저귀 미사용시 부착될 수 있도록 한 에지부 내벽부에 구비된 접착비닐부로; 구
성되어 있어, 미사용시에 상기 테이핑부가 접착비닐부에 접철되어 부착되어 있으며, 사용시에는 상기 접착비닐
부에서 테이핑부의 접합결합부를 분리시킨 후, 사용자의 신체사이즈에 적합한 위치에 접합부의 접합결합부를 이
용하여 백시트층의 테이핑부가 부착된 에지부의 타측 외벽부에 부착할 수 있으며 탈부착부는 상기 백시트층의
타측 외벽부에 부착된 접합부의 접합결합부 타면에 부착됨으로서 기저귀를 반복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일회용 기저귀.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일회용 기저귀에 관한 것으로,

[0002]

최외각으로부터 순서대로 백시트층(back sheet), 접합제도포층, 티슈층, 펄프층, 흡수층(ADL층 : acquisition
distribution layer) 및 탑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기저귀의 티슈층을 내습성 및 내구성이 향상된 부직포
층으로 대체하여 배설 후 교체시 파손을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백시트층의 일측 에지(edge)부에 테이핑부를 구
비하여 착용편의성을 도모한 일회용 기저귀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3]

일반적으로 출원번호 제10-1997-0006149호 일회용 기저귀 및 기저귀용 파스너, 그리고 파스너에 사용되는 원재
료에서와 같이, 일회용 기저귀는 최외각으로부터 순서대로 백시트층(back sheet), 접합제도포층, 티슈층, 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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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흡수층(ADL층 : acquisition distribution layer) 및 탑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백시트층과 티슈층이 접하
는 접면에 접합제를 라인형으로 도포하여 형성된 접합제도포층으로 백시트층과 티슈층을 접합시켰으며, 흡수층
은 펄프층과 탑층 사이에 삽입되어 있어, 사용자의 배설물을 흡수하고 체액의 누설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착
용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백시트층의 외벽에 접합부가 부착되어 있으며 에지부에 부착되어 있는 테이핑부를
이용하여 상기 접합부에 테이핑부를 접합시킴으로서 기저귀의 착용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백시트층에
부착되어 있는 티슈층은 내습성 및 내구성이 약하여, 기저귀에 배변 또는 배뇨 후 교체시, 티슈층 혹은 백시트
층이 젖어 쉽게 파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티슈층을 내습
성 및 내구성이 확보된 부직포층으로 대체를 하고, 이를 백시트층내벽에 견고하고 부착시킴으로서, 쉽게 파손되
지 아니하며 또한, 착용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지부에 테이핑부를 구비한 일회용기저귀를 제공하고자 한
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4]

본 발명은 일회용기저귀에 관한 것으로,

[0005]

기저귀를 교체할 때, 백시트층이 찢어지는 등 파손되어, 대소변이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회
용 기저귀를 제공하고자 한다.

[0006]

또한, 본 발명은 기저귀를 용이하게 착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기저귀 생산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일회용 기저귀
를 제공하고자 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7]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0008]

본 발명은 기존의 티슈층을 내습성 및 내구성이 강한 부직포로 대체하고 부직포층과 백시트층의 접합을 위하여
그 접면에 접합제(핫멜트)를 스파이더형으로 방사도포함으로써 형성된 접합제도포층을 이용하여 백시트층에 부
직포층을 견고하게 밀착시켜, 백시트층의 내구성을 보강한 일회용 기저귀를 제공함으로써 해결된다.

[0009]

또한, 본 발명은 부직포의 양면을 합성수지재 접합제로 코팅하고 섭씨 150~250도로 열처리 한 후 백시트층에 부
착시킴으로서 내구성을 현저하게 개선시킨 일회용 기저귀를 제공함으로써 해결된다.

[0010]

또한, 본 발명은 백시트층 외벽 일측에 형성된 각 에지부에 접합부 및 탈부착부로 구성되어 있는 테이핑부 1 내
지 2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기저귀 착용시 테이핑부가 부착되어 있는 에지부의 타측 백시트층 외벽에 상기 에지
부의 테이핑부를 부착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다 상세하게는, 상기 접합부를 사
용자 신체크기에 따라 백시트층의 외벽에 부착하고 접합부의 상면에 탈부착부를 탈부착함으로서 기저귀를 여러
번 착용하거나 벗을 수 있도록 한 일회용 기저귀를 제공함으로써 해결된다.

발명의 효과
[0011]

본 발명은 일회용 기저귀에 관한 것으로,

[0012]

기존 기저귀의 티슈층을 부직포로 대체하고 백시트층과 부직포층의 접면에 라인형으로 방사되어 형성된 접합제
도포층 대신 스파이더형으로 방사하여 형성한 접합제도포층을 이용하여 백시트층 및 부직포층을 견고하게 밀착
부착시킴으로써 내습성 및 내구성을 보강하였으며 더욱이, 부직포의 양면에 합성수지재 접합제로 코팅한 후 및
열처리하여, 부직포층에 수분의 침투를 사전방지함으로써, 배뇨 또는 배변으로 인한 백시트층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013]

또한, 본 발명은 기존의 테이핑부가 부착되어 있는 에지부 타측 백시트층 외벽에 일체로 형성된 접합면 대신,
테이핑부를 접합부 및 탈부착부의 2중으로 구성함에 따라, 백시트층 외벽에 접합부를 부착한 후, 탈부착부를 상
기 접합부의 상면에 탈부착함으로써, 사용자가 본인의 신체사이즈에 따라, 편리하게 기저귀를 반복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0014]

또한, 본 발명은 기저귀 착용시 에지부의 테이핑부를 사용자의 신체사이즈에 따라 기존 기저귀의 백시트층의 외
벽에 일체로 형성된 접합면이 부착하는데, 상기 이중의 접합부 및 탈부착부를 구비한 테이핑부의 사용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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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존의 접합면이 불필요하는 점에서 제조 공정이 단순화 될 수 있으며 생산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5]

도 1은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전체도이다.
도 2 내지 도 5는 일회용 기저귀를 착용할 때 사용되는 테이핑부에 대한 실시도이다.
도 6은 일회용 기저귀의 단면구성도이다.
도 7은 일회용 기저귀의 구성세부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6]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0017]

본 발명은 일회용기저귀에 관한 것으로서,

[0018]

기저귀 본체부(10)는 최외각으로부터 백시트층(11)과; 접합제도포층(12)과; 부직포층(13)과; 펄프층(14)과; 흡
수층(15)과; 탑층(16)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습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였으며, 백시트층의 에지부(11a)에는 테이
핑부(20)가 부착되어 있어 착용편의성을 향상시킨 일회용기저귀에 관한 것이다.

[0019]

보다 상세하게는,

[0020]

본체부(10)는 도 1에 도시된 것과 같이, 최외각으로부터 4기의 에지부(11a)가 구비된 백시트층(11)과; 상기 백
시트층(11)의 상면에 접합제도포층(12)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부직포층(13)과; 상기 부직포층(13)의
상면에 안착되어 있는 펄프층(14)과; 상기 펄프층(14) 상면에 결합된 흡수층(15)과; 상기 흡수층 상면에 피부와
직접적으로 접하는 탑층(16)으로 구성되어 있다.

[0021]

부직포는 섬유의 엉킴을 이용하여 상호 접합한 것으로서 내습성 및 내구성이 강한 섬유이다.

[0022]

부직포는 기존 백시트층(11)의 상면에 부착된 티슈층 대비 내습성 및 내구성이 강하여, 백시트층에 부착되었을
때, 백시트층이 찢어지거나 파손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더욱이, 백시트층(11)은 그 상면
의 부직포층(13)이 접합제도포층(12)으로 인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데, 도 7과 같이 접합제도포층(12)은
세밀한 스파이더형으로 방사된 핫멜트 접합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직포층과 백시트층의 접면에 도포되어 상기
부직포층과 백시트층을 밀착시킴으로서 기저귀의 내구성 및 내습성을 확보하였다.

기존에는 핫멜트 접합제를

근접한 거리에서 방사하여 라인형의 접합제도포층을 형성하였으나, 본 발명에서는 핫멜트 접합제를 원거리에서,
보다 바람직하게는 부직포층 및 백시트층의 접면으로부터 40~50cm의 거리에서 상기 핫멜트 접합제를 방사함으로
써 부직포 및 백시트층의 접면에 스파이더형 접합제도포층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스파이더형은 라인형과는 다
르게 촘촘한 도포간격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상기 부직포층를 백시트층에 밀착하여 부착할 수 있다. 기존의 라
인형 접합제도포층은 라인들 사이에 접합제가 미도포되는 접면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티슈층이 백시트층 상
면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없었으며, 또한, 누설된 체액에 의하여 티슈층의 내습성이 약화되어, 티슈층과 백시트
층 사이의 라인들 사이에 체액이 축적됨으로서 백시트층 또한, 그 내구성이 약화되어 파손되는 경우가 빈번하였
다.

본 발명은 티슈층에서 티슈를 부직포로 대체하고 이를 미도포되는 접면을 최소화한 스파이더형 접합제도포

층을 이용하여 백시트층에 견고하게 빈틈없이 밀착, 고정 부착함으로서, 부직포층과 일체화된 백시티층의 내습
성 및 내구성을 현격하게 향상시켰다.
[0023]

또한, 사용자가 배변 또는 배뇨한 후, 체액은 탑층(16)을 거쳐 흡수층(15) 및 펄프층(14)에 의하여 흡수된다.
이때, 체액량 및 사용자의 움직임에 의하여 펄프층(14) 혹은 흡수층(15)에서 흡수된 체액이 부직포층(13)을 거
쳐 백시트층(11)까지 누설될 수 있는데, 이 때, 기존의 티슈층은 내습력이 약화되어, 백시트층(11)과 함께 찢어
져서 배설물이 외부로 흘러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본 발명은 티슈층보다 내구성 및 내습성이 강한 부직포에
추가적으로 내습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수용성 합성수지재 접합제를 양면에 도포하여 코팅하고 이에 섭씨
150~250도로 열처리를 한 후 백시트층(11)에 부착시킴으로서 그 내구성을 현저하게 개선시켰다.

[0024]

또한, 본 발명의 백시트층(11)의 에지부(11a)의 일측 외벽부(11ab)에 각 1 이상의 테이핑부(20)가 구비되어 있
는데, 테이핑부(20)는 그 일면에 접합결합부(21a)가 구비된 접합부(21)와; 상기 접합결합부(21a) 타면에 부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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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탈부착결합부(22a)가 일면에 구비된 탈부착부(22)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접합결합부(21a) 및 탈부착
결합부(22a)에는 접합제가 도포되어 있다.
[0025]

상기 탈부착부의 탈부착결합부(22a)는 도 1과 같이, 미사용시 에지부(11a) 내벽부(11aa)에 구비된 접착비닐부
(23)에 접철되어 부착되어 있으며, 사용시에는 상기 접착비닐부(23)에서 테이핑부(20)의 접합결합부(21a)를 분
리시킨 후, 사용자의 신체사이즈에 적합한 위치에 접합부(21)의 접합결합부(21a)를 이용하여 백시트층(11)의 테
이핑부가 부착된 에지부의 타측 외벽부(11ab)에 부착할 수 있다. 탈부착부(22)는 상기 백시트층(11)의 타측 외
벽부(11ab)에 부착된 접합부의 접합결합부 타면에 부착됨으로서 기저귀를 착용할 수 있는데 접합결합부의 타면
에 탈부착결합부(22a)가 부착되어 사용자가 기저귀를 반복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편의성을 향상시
켰다.

부호의 설명
[0026]

10. 본체부
11.백시트층
11a. 에지부
11aa. 내벽부
11ab. 외벽부
12. 접합제도포층
13. 부직포층
14. 펄프층
15, 흡수층
16. 탑층
20. 테이핑부
21. 접합부
21a. 접합결합부
22. 탈부착부
22a. 탈부착결합부
23. 접착비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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