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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체액 흡수성 물품의 투액성 표면 시트

(57) 요약

본 발명은 목적 부위에 부분적으로 오목면 또는 볼록면을 형성할 수 있는 신축 영역을 갖는 투액성 표면 시트를 제공한다.

체액 흡수성 물품의 투액성 표면 시트(1)로서, 시트(1)가 시트면(1a, 1b)의 목적 부위에 시트면(1a, 1b)의 상하 방향으로

신축 가능한 영역(2)을 가지고, 영역(2)이 영역(2)의 주연으로부터 영역(2)의 중앙부를 향하여 파상으로 기복을 이루며 회

귀선형으로 연장되는 다수의 주름부 (2a)로 형성되어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체액 흡수성 물품의 투액성 표면 시트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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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트가 시트면의 상하 방향으로 신축 가능한 신축 영역을 가지고, 상기 신축 영역이 상기 영역의 주연으로부터 상기

영역의 중앙부를 향하여 파상으로 기복을 이루며 회귀선형으로 연장되는 다수의 주름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체액 흡수성 물품의 투액성 표면 시트.

청구항 2.

체액 흡수성 물품의 투액성 표면 시트에 있어서,

상기 시트가 시트면의 상하 방향으로 신축 가능한 신축 영역을 가지고, 상기 신축 영역이 상기 영역의 주연으로부터 상기

영역의 중앙부를 향하여 파상으로 기복을 이루며 나선형으로 연장되는 주름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체액

흡수성 물품의 투액성 표면 시트.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시트가 열가소성 합성 수지 섬유로 형성된 투액성 부직포인 것인 체액 흡수성 물품의 투

액성 표면 시트.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회귀선형으로 연장되는 상기 주름부가 상기 영역의 중앙부를 향하여 동심형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것인 체액 흡수성 물품의 투액성 표면 시트.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회용 기저귀나 생리용 냅킨 등의 체액 흡수성 물품의 투액성 표면 시트에 관한 것이다.

체액 흡수성 물품의 투액성 표면 시트로서는 부직포나 개공을 갖는 플라스틱 필름에 한방향으로 나란히 서는 다수의 산부

와 골짜기부로 이루어지는 자바라 주름 형상을 부형하여 신축성을 부여한 시트, 부직포에 신축성 부재를 신장 상태로 고착

일체화하여 신축성을 부여한 복합 시트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자바라 주름 형상을 부형한 시트는 한방향으로 신축성을 가지고, 그 자바라 부분을 누르면 압박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

푹 패인 홈이 형성되지만, 사방으로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면의 목적 부위에 홈과는 다른 신축 가능한 오목면 또는

볼록면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직포에 신축성 부재를 고착한 복합 시트는 신축성 부재가 수축하여 시트에 미세한 다수의 주름이 생기고, 주름이 피부에

접촉하여 위화감을 줄 수 있다.

본 발명의 과제는 목적 부위에 부분적으로 오목면 또는 볼록면을 형성할 수 있는 신축 영역을 가지고, 신축 영역에 있어서

착용자에게 위화감을 주는 일이 없는 투액성 표면 시트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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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이 전제로 하는 것은 체액 흡수성 물품의 투액성 표면 시트이다.

이러한 전제에 있어서, 본 발명의 특징은 상기 시트가 시트면의 목적 부위에 상기 시트면의 상하 방향으로 신축 가능한 신

축 영역을 가지며, 상기 신축 영역이 상기 영역의 주연으로부터 상기 영역의 중앙부를 향하여 파상으로 기복을 이루며 회

귀선형으로 연장되는 다수의 주름부로 형성되어 있는 것에 있다. 여기서, 회귀선형이란 원형, 타원형, 모서리부가 만곡하

는 대략 직사각형이나 모서리부가 만곡하는 대략 사각 형태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 있어서,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상기 시트가 시트면의 목적 부위에 상기 시트면의 상하 방향으로 신축 가능

한 신축 영역을 가지고, 상기 신축 영역이 상기 영역의 주연으로부터 상기 영역의 중앙부를 향하여 파상으로 기복을 이루

며 나선형으로 연장되어 주름부로 형성되어 있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의 일례로서는 상기 시트가 열가소성 합성 수지 섬유로 형성된 투액성 부직포이다.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의 다른 일례로서는 회귀선형으로 연장되는 상기 주름부가 상기 영역의 중앙부를 향하여 동심형으

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첨부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관한 체액 흡수성 물품의 투액성 표면 시트를 상세히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도 1, 도 2는 투액성 표면 시트(1)의 사시도와, 도 1의 A-A선 단면도이며, 도 2에서는 시트(1)가 신축 영역(2)에 있어서

시트(1)의 상하 방향으로 신장한 상태를 가상선으로 나타낸다. 표면 시트(1)는 직사각형의 것으로, 열가소성 합성 수지 섬

유로 형성된 투액성 부직포이다. 시트(1)는 시트면(1a, 1b)의 대략 중앙부에 시트면(1a, lb)의 상하 방향으로 신축 가능한

신축 영역(2)을 갖는다. 영역(2)은 영역(2)의 주연으로부터 영역(2)의 중앙부를 향하여 파상으로 기복을 이룬 원형의 다수

의 주름부(2a)로 형성되어 있다. 영역(2)에서는 영역(2)의 중앙부를 향함에 따라서 원주가 점차로 작아지는 주름부(2a)가

서로 동심원형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시트(1)는 주름부(2a)가 신축함으로써, 영역(2)에 있어서 화살표 X-X'로 나타내는 시트면(1a, 1b)의 상하 방향으로 신축

가능하고, 주름부(2a)가 신장하면 시트(1)에 오목면 또는 볼록면이 형성된다.

도 3은 도 1과는 다른 형태의 투액성 표면 시트(1)의 사시도이다. 표면 시트(1)는 열가소성 합성 수지 섬유로 형성된 투액

성 부직포로서, 시트면(1a, 1b)의 대략 중앙부에 시트면(1a, 1b)의 상하 방향으로 신축 가능한 신축 영역(2)을 갖는 점에

있어서, 도 1의 시트(1)와 동일하다. 도면에서는 신축 영역(2)이 영역(2)의 주연으로부터 영역(2)의 중앙부를 향하여 파상

으로 기복을 이루며 나선형으로 연장되는 주름부(2a)로 형성되어 있다.

도 1, 도 3에 나타내는 시트(1)에 있어서, 영역(2)은 시트면(1a, 1b)의 중앙부뿐만 아니라 시트면(1a, 1b)의 다른 부위에

형성되어 있어도 좋고, 시트면(1a, lb)에 다수의 영역(2)이 형성되어 있어도 좋다.

표면 시트(1)에는 소수성 부직포를 친수화제로 처리한 것이나 친수화제를 이겨서 넣은 섬유로 형성한 친수성 부직포가 이

용된다. 이들 부직포 대신에 다수의 개공을 갖는 열가소성 합성 수지 필름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직포로서는 단섬

유로 형성된 에어스루 부직포, 포인트 본드 부직포, 스펀 본드 부직포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4, 도 5는 도 1에 나타내는 시트(1)를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의 부분 파단 사시도와, 도 4의 B-B선 단면도이며, 도 4에

서는 표면 시트(1)가 신축 영역(2)에 있어서 기저귀의 하측으로 신장한 상태를 가상선으로 나타낸다. 기저귀는 투액성 표

면 시트(1)와, 불투액성 이면 시트(21)와, 표면 시트(1)와 이면 시트(21)와의 사이에 개재하여, 이들 시트(1, 21)중의 적어

도 한쪽의 내면에 접합된 흡액성 코어(22)를 갖는 적층 패널(20)로 구성되어 있다.

패널(20)은 길이 방향에 앞 몸통 둘레 영역(30)과, 뒤 몸통 둘레 영역(32)과, 이들 앞뒤 몸통 둘레 영역(30, 32)의 사이에

위치하는 가랑이 아래 영역(31)을 가지며, 서로 대향하여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어 가랑이 아래 영역(31)에 있어서 패

널(20)의 폭 방향 내측으로 만곡하는 양측 가장자리(20a)와, 서로 대향하여 폭 방향으로 연장되는 양끝 가장자리부(20b)

를 갖는다.

패널(20)의 내면의 둔부 접촉 부위에는 대변을 수용 가능한 원통형의 오목부 (40)가 형성되어 있다. 오목부(40)는 코어

(22)를 부형함으로써 형성된 것으로, 꼭대기부 개구(40a)와 측면(40b)과 바닥면(40c)을 갖는다. 오목부(40)의 꼭대기부

개구(40a)를 피복하는 표면 시트(1)와 오목부(40)의 바닥면(40c)과의 사이에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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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시트(1)는 오목부(40)의 위치에 표면 시트(1)의 상하 방향으로 신축가능한 신축 영역(2)을 갖는다. 영역(2)은 영역

(2)의 주연으로부터 영역(2)의 중앙부를 향하여 파상으로 기복을 이룬 원형의 다수의 주름부(2a)로 형성되어 있다. 영역

(2)에서는 영역(2)의 중앙부를 향함에 따라서 원주가 점차로 작아지는 주름부(2a)가 동심원형으로 나란히 배열되고, 가장

외측의 주름부(2a)가 오목부(40)의 꼭대기부 개구(40a)의 주연 근방에 위치하고, 가장 내측의 주름부(2a)가 오목부(40)의

바닥면(40c)의 대략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패널(20)의 전후 몸통 둘레 영역(30, 32)에는 패널(20)의 양끝 가장자리부 (20b)를 따라서 폭 방향으로 연장되는 필름형의

몸통 둘레용 탄성 부재(23, 24)가 표면 시트(1)와 이면 시트(21)와의 사이에 개재하고, 이들 시트(1, 21)중의 적어도 한쪽

에 신장 상태로 고착되어 있다. 패널(20)에는 양측 가장자리부(20a)를 따라서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는 다리 둘레용 탄성

부재(25)가 표면 시트(1)와 이면 시트(21)와의 사이에 개재하고, 이들 시트(1, 21)중의 적어도 한쪽에 신장 상태로 고착되

어 있다. 패널(20)의 뒤 몸통 둘레 영역(32)에는 테이프 퍼스너(26)가 패널(20)의 양측 가장자리부(20a)로부터 패널(20)의

폭 방향 내측으로 연장되어 있다. 테이프 패스너(26)는 그 기단부가 양측 가장자리부(20a)에 고착되어 있다.

표면 시트(1)와 이면 시트(21)는 코어(22)의 양측 가장자리로부터 폭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어 나오는 부분과 코어(22)의

양끝 가장자리부로부터 길이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어 나오는 부분 등이 서로 고착되어 있다.

표면 시트(1)는 영역(2)에 대변이 배설되면, 대변의 무게로 주름부(2a)가 신장하며, 영역(2)이 패널(20)의 하측으로 연장

되어 코어(22)의 측면(40b)과 바닥면(40c)에 접촉한다. 주름부(2a)는 동심원형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영역

(2)의 대략 중앙부가 오목부(40)의 바닥면(40c)에 접촉한다. 따라서, 영역(2)이 오목부(40)의 형상을 따르도록 오목해질

수 있고, 대변을 오목부(40)에 확실하게 수용할 수 있다. 대변의 배설전에서는 표면 시트(1)의 영역(2)이 착용자의 둔부에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오목부(40)의 꼭대기부 개구(40a)의 주연에 피부가 접함에 따른 위화감을 저감할 수 있다. 표면 시

트(1)로서는 영역(2)이 영역(2)의 주연으로부터 영역(2)의 중앙부를 향하여 파상으로 기복을 이루며 나선형으로 연장되는

주름부(2a)로 형성된 도 3에 나타내는 시트(1)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변 수용용의 오목부(40)는 오목부(40)의 꼭대기부 개구(40a)로부터 바닥면(40c)을 향하여 테이퍼형으로 확대시켜도 좋

고, 오목부(40)의 꼭대기부 개구(40a)가 바닥면(40c)보다 커도 좋다.

도 6, 도 7은 도 4와는 다른 형태의 일회용 기저귀의 부분 파단 사시도와, 도 6의 C-C선 단면도이며, 도 7에서는 표면 시

트(1)가 시트(1)의 하측으로 신장한 상태를 가상선으로 나타낸다. 기저귀는 투액성 표면 시트(1)와, 불투액성 이면 시트

(21)와, 표면 시트(l)와 이면 시트(21)와의 사이에 개재하여, 이들 시트(1, 21)중의 적어도 한쪽의 내면에 접합된 흡액성 코

어(22)를 갖는 적층 패널(20)로 구성되어 있다.

패널(20)은 길이 방향에 앞 몸통 둘레 영역(30)과, 뒤 몸통 둘레 영역(32)과, 이들 전후 몸통 둘레 영역(30, 32)의 사이에

위치하는 가랑이 아래 영역(31)을 가지고, 서로 대향하여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어 가랑이 아래 영역(31)에 있어서 패

널(20)의 폭 방향 내측으로 만곡하는 양측 가장자리부(20a)와, 서로 대향하여 폭 방향으로 연장되는 양끝 가장자리부

(20b)를 갖는다. 코어(22)는 상층 코어(22a)와 하층 코어(22b)로 형성되어, 상층 코어(22a)의 상면을 표면 시트(1)가 피복

하고, 하층 코어(22b)의 하면을 이면 시트(21)가 피복하고 있다.

패널(20)의 내면의 둔부 접촉 부위에는 대변을 수용 가능한 전후 방향으로 긴 오목부(40)가 형성되어 있다. 오목부(40)는

상층 코어(22a)의 대략 중앙부에 형성된 관통 구멍을 하층 코어(22b)가 아래로부터 막음으로써 형성되고, 꼭대기부 개구

(40a)와 측면(40b)과 바닥면(40c)을 갖는다. 오목부(40)의 꼭대기부 개구(40a)를 피복하는 표면 시트(1)와 오목부(40)의

바닥면(40c)과의 사이에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표면 시트(1)는 오목부(40)의 위치에 표면 시트(1)의 상하 방향으로 신축 가능한 신축 영역(2)을 갖는다. 영역(2)은 영역

(2)의 주연으로부터 영역(2)의 중앙부를 향하여 파상으로 기복을 이루고, 모서리부가 만곡하는 대략 직사각형의 다수의 주

름부(2a)로 형성되어 있다. 영역(2)에서는 영역(2)의 중앙부를 향함에 따라서 둘레 길이가 점차로 작아지는 주름부(2a)가

동심형으로 등간격으로 나란히 배열되고, 가장 외측의 주름부(2a)가 오목부(40)의 꼭대기부 개구(40a)의 주연 근방에 위

치하며, 가장 내측의 주름부(2a)가 오목부(40)의 바닥면(40c)의 대략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패널(20)의 전후 몸통 둘레 영역(30, 32)에는 패널(20)의 양끝 가장자리부 (20b)를 따라서 폭 방향으로 연장되는 필름형의

몸통 둘레용 탄성 부재(23, 24)가 표면 시트(1)와 이면 시트(21)와의 사이에 개재하고, 이들 시트(1, 21)중의 적어도 한쪽

에 신장 상태로 고착되어 있다. 패널(20)에는 양측 가장자리부(20a)를 따라서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는 다리 둘레용 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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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25)가 표면 시트(1)와 이면 시트(21)와의 사이에 개재하고, 이들 시트(1, 21)중의 적어도 한쪽에 신장 상태로 고착되

어 있다. 패널(20)의 뒤 몸통 둘레 영역(32)에는 테이퍼 파스너(26)가 패널(20)의 양측 가장자리부(20a)로부터 패널(20)의

폭 방향 내측으로 연장되어 있다. 테이프 패스너(26)는 그 기단부가 양측 가장자리부(20a)에 고착되어 있다.

표면 시트(1)와 이면 시트(21)는 상하층 코어(22a, 22b)의 양측 가장자리부로부터 폭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어 나오는 부

분과 상하층 코어(22a, 22b)의 양끝 가장자리로부터 길이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어 나오는 부분이 서로 고착되어 있다.

표면 시트(1)는 신축 영역(2)에 대변이 배설되면, 대변의 무게로 주름부(2a)가 신장하고, 영역(2)이 패널(20)의 하측으로

연장되어 코어(22)의 측면과 바닥면에 접촉한다. 주름부(2a)는 동심형으로 등간격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영

역(2)의 대략 중앙부가 오목부(40)의 바닥면(40c)에 접촉한다. 따라서, 영역(2)이 오목부(40)의 형상을 따르도록 오목해질

수 있어, 대변을 오목부(40)에 확실하게 수용할 수 있다. 대변의 배설전에서는 표면 시트(1)의 영역(2)이 착용자의 둔부에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오목부(40)의 꼭대기부 개구(40a)의 주연에 피부가 접함에 따른 위화감을 저감할 수 있다. 표면 시

트(1)로서는 영역(2)이 영역(2)의 주연으로부터 영역(2)의 중앙부를 향하여 파상으로 기복을 이루며 나선형으로 연장되는

주름부(2a)로 형성된 도 3에 나타내는 시트(1)를 사용할 수 있다.

일본 실용 공개 평6-21624호 공보에는 투액성 표면 시트와, 불투액성 이면 시트와, 이들 시트의 사이에 개재하는 흡액성

코어를 가지고, 착용자의 둔부가 위치하는 코어에 대변 수용용의 오목부를 구비하고, 오목부의 꼭대기부 주연으로부터 오

목부의 측면에 따라서 하강하는 표면 시트가 오목부의 측면과 바닥면 등에 고착된 일회용 기저귀를 개시하고 있다. 일본

특허 공개 평8-191857호 공보에는 투액성 표면 시트와, 불투액성 이면 시트와, 이들 시트의 사이에 개재하는 흡액성 코어

를 가지고, 착용자의 둔부 접촉 부위에 대변을 수용 가능하고, 관통 구멍을 갖는 상층 코어와 관통 구멍을 밑으로부터 막는

하층 코어로 구획된 오목부를 구비하며, 오목부의 꼭대기부 주연으로부터 오목부의 측면에 따라서 하강하는 표면 시트가

오목부의 측면과 바닥면에 고착된 일회용 기저귀를 개시하고 있다.

일본 실용 공개 평6-21624호 공보와 일본 특허 공개 평8-191857호 공보에 개시된 기저귀는 기저귀를 제조할 때에 코어

의 오목부의 측면과 바닥면에 표면 시트를 접합하는 공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도 4, 도 6에 나타내는 기저귀는 코어

의 상면을 표면 시트로 피복할 때에, 코어의 오목부의 측면과 바닥면에 표면 시트를 접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저귀의

제조 공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면 시트(21)에는 합성 수지 필름 또는 합성 수지 필름과 소수성 부직포와 의 라미네이트 등이 이용된다. 코어(22)는 플러

프 펄프와 고흡수성 중합체 입자 또는 이들에 흡수체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섬유를 첨가한 혼합물이며, 목적하는 두께로

압축되고, 전체가 티슈 페이퍼 등의 투액성 시트에 의해서 피복되어 있다. 부재의 고착, 접합에는 핫멜트 접착제 등의 접착

제나 점착제 또는 히트 시일 또는 소닉 시일 등의 열 융착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도 1, 도 3에 나타내는 시트(1)는 대변 수용용의 오목부를 구비한 기저귀로서, 도 4, 도 6에 나타내는 기저귀 외에도 적용

할 수 있다. 도 4, 도 6의 기저귀 외에 대변 수용용의 오목부를 구비한 기저귀로서는 일본 실용 공개 평5-86320호 공보,

일본 실용 공개 평6-5614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8-196565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관한 일회용 투액성 표면 시트에 의하면, 목적 부위에 부분적으로 시트의 상하 방향으로 신축가능한 신축 영역

을 형성할 수 있고, 신축 영역이 신장했을 때에 시트에 오목면 또는 볼록면을 형성할 수 있다. 신축 영역에서는 가는 다수

의 주름이 생기는 일이 없기 때문에, 착용자에게 위화감을 주는 일이 없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투액성 표면 시트의 사시도.

도 2는 도 1의 A-A선 단면도.

도 3은 도 1과는 다른 형태의 투액성 표면 시트의 사시도.

도 4는 도 1에 나타내는 시트를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의 부분 파단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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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도 4의 B-B선 단면도.

도 6은 도 4와는 다른 형태의 일회용 기저귀의 부분 파단 사시도.

도 7은 도 6의 C-C선 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투액성 표면 시트

1a, 1b : 시트면

2 : 신축 영역

2a : 주름부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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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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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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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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