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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개선된 기계식 체결시스템을 갖는 흡수용품

요약

사용 동안 착용자가 벗기에 쉬운 체결 시스템을 포함하는 흡수용품은 흡수용품 위에 입거나 벗는 의복에 의해 유발된

팝-오프를 방지하도록 조절된다. 체결 시스템은 그래스핑 구역, 제1 부착 구역, 및 그래스핑 구역으로부터 바깥쪽으

로 횡방향으로 있는 제2 부착 구역이 있는 지지 기재를 갖는 연동식 체결 성분을 포함한다. 후크와 같은 다수의 직립 

속박 구성요소는 전적으로 제1 및 제2 부착 구역 내에 배치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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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명세서

배경기술

본 발명은 개선된 기계식 체결 시스템을 갖는 흡수용품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은 팝-오프(pop-o

ff)를 방지하도록 조절되면서도 여전히 풀기가 용이한 연동식(interlocking) 체결 성분(component)이 삽입된 체결 시

스템에 의해 착용자 몸 둘레에 유지되는 흡수용품에 관한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독특한 체결 시스템을 갖는 성인용 실금용품, 용변 연습용 속팬츠, 기저귀 및 생리대와 같은 흡수용품

이 제작되어 왔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체결 시스템 중에서는 접착 테이프 체결구, 가먼트 부착 접착 테이프, 버튼

이 달린 스트랩(strap), 신축성 측면 패널, 및 연동식 체결 성분이 있다. 체결 시스템의 종류는 착용자 또는 보호자가 

벗겨낼 때까지 적당한 위치에서 특정한 제품 형태를 유지하도록 선택된다.

지난 수년에 걸쳐, 연동식 체결 성분을 사용하는 체결 시스템은 상업용 흡수용품에서 보다 널리 퍼져 있었다. 연동식 

체결 성분이란 용어는 교접(mating) 용구가 전단 모드(shear mode)로 풀리는 것을 방지하고 박리 모드(peel mode)

로 풀리게 할 수 있도록 속박(engaging)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교접 용구에 재체결가능하게 연결되는 용구를 의미한

다. 후크-및-루프 체결구가 연동식 체결 성분으로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예이다. 연동식 체결 성분을 사용하는 체

결 시스템에 대한 최근의 열의는 연동식 체결 성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높아진 소비자 뿐 아니라 이러한 용구

의 성능이 향상되고 가격이 낮아진 것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연동식 체결 성분을 갖는 체결 시스템을 삽입한 흡수용품이 대중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체결구는 사용하

는 동안 고장나기 쉽다. 체결구 고장은 체결구 성분의 분해나 다시 체결할 수 없는 것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연동식 체결 성분을 갖는 체결구에 대한 특히 중요한 고장 형태 중 하나는 흡수용품을 사용하는 동안

연동식 체결 성분이 무심코 풀어지는 것을 지칭하는 팝-오프이다. 언급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제품의 특성이 제공된

착용자에 대해서는 특히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는, 연동식 체결 성분을 갖는 체결 시스템에 대해서 팝-오프의 횟수를 줄이기 위한 시도를 많이 하였다. 이

러한 노력은 연동식 체결 성분의 속박 구성요소에 촛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속박 구성요소의 크기, 형태 및 배치에 있

어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상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거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동식 체결 성분을 

갖는 체결 시스템을 삽입한 흡수용품은 받아들일 수 없는 높은 정도의 팝-오프를 계속 겪고 있다.

더우기, 팝-오프의 정도를 낮추기 위한 시도에서 교접 용구를 쉽게 풀 수 있는 장점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특히 착용

자의 손의 기민함의 정도가 감소될 수 있는 성인용 실금용품에 있어서, 연동식 체결 성분을 쉽게 풀 수 있는 것은 중

요한 제품 속성이다.

따라서, 당업계에서 부족하고 필요한 것은 팝-오프를 방지하도록 조절되면서 여전히 쉽게 풀 수 있는 연동식 체결 성

분을 갖는 체결 시스템에 의해 착용자 주위의 위치에서 유지되는 흡수용품이다.

<발명의 개요>
선행 기술에서 논의된 결함에 대응하여, 신규한 흡수용품을 개발하였다. 흡수용품은 연동식 체결 성분을 갖는 체결 

시스템을 이용하며, 벗기에 용이한 것을 희생하지 않고 팝-오프에 대한 방지성이 개량된다.

한 측면에서, 본 발명은 제1 및 제2 허리 영역, 및 상기 허리 영역을 서로 연결하는 중간 구역을 갖는 가먼트를 포함하

는 흡수용품에 관한 것이다. 흡수용품의 적어도 하나의 연동식 체결 성분이 제1 및 제2 허리 영역 내에 배치된다. 흡

수용품은 또한 대향하는 전방 및 후방 말단부위를 갖는 한쌍의 스트랩 부재를 포함한다. 제1 연동식 체결 성분을 재체

결가능하게 속박하도록 조절되는 제2 연동식 체결 성분은 각 스트랩 부재의 전방 및 후방 말단부위 각각에 부착된다. 

각각의 제2 연동식 체결 성분에는 종방향축, 근위 연부, 근위 연부로부터 종방향으로 이격된 원위 연부(distal edge) 

및 근위 연부와 원위 연부 사이에서 연장하는 제1 및 제2 측면 연부가 있다. 각각의 제2 연동식 체결 성분은 원위 연

부와 인접하는 그래스핑(grasping) 구역, 그래스핑 구역과 근위 연부 사이에 종방향으로 배치된 제1 부착 구역, 및 그

래스핑 구역과 각각의 제1 및 제2 측면 연부 사이에 배치된 제2 부착 구역들을 갖는 지지 기재(backing substrate)를

포함한다. 또한 제2 연동식 체결 성분은 각각 제1 부착 구역 및 각각의 제2 부착 구역에 전적으로 배치된 다수의 직립

(upstanding) 속박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제1 및 제2 허리 영역, 및 상기 허리 영역을 서로 연결하는 중간 구역을 갖는 가먼트를 포

함하는 흡수용품에 관한 것이다. 하나 이상의 제1 연동식 체결 성분이 제1 허리 영역에 배치된다. 하나 이상의 제2 연

동식 체결 성분은 제2 허리 영역에 결합되고 제1 연동식 체결 성분을 재체결가능하게 속박하도록 조절된다. 제2 연동

식 체결 성분은 종방향 축, 근위 연부, 근위 연부로부터 종방향으로 이격된 원위 연부, 및 근위 연부와 원위 연부 사이

에서 연장하는 제1 및 제2 측면 연부를 갖는다. 제2 연동식 체결 성분은 원위 연부와 인접하는 그래스핑 구역, 그래스

핑 구역과 근위 연부 사이에서 종방향으로 배치된 하나의 제1 부착 구역, 및 그래스핑 구역과 각각의 제1 및 제2 측면

연부 사이에 배치된 제2 부착 구역들을 갖는 지지 기재를 포함한다. 다수의 직립 속박 구성요소는 전적으로 상기 제1 

부착 구역 및 각각의 제2 부착 구역에 배치된다.

흡수용품은 성인용 실금용품, 용변 연습용 속팬츠, 기저귀, 생리대 등의 형태일 수 있다. 전형적으로, 흡수용품은 습기

배리어, 습기 배리어 상에 배치된 흡수성 어셈블리, 및 습기 배리어에 결합되고 그 사이에 흡수성 어셈블리가 끼여 있

는 신체측 라이너를 포함한다. 이러한 흡수용품은 일반적으로 가랑이 부위에 위치하며 속바지 또는 다른 의복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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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된다.

흡수용품이 착용되고 있는 동안, 착용자 또는 보호자는 제품 위에 속바지 또는 다른 의복을 입히거나 또는 벗길 수 있

다. 예를 들면, 초기에 제품을 착용하거나, 의복을 바꿔입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제품을 점검하거나 바로잡거나 또는 

제품 을 벗을때 의복을 흡수용품 위에다 입을 수 있다. 본 출원인들은 연동식 체결 성분의 팝-오프로 인하여 가먼트 

체결 시스템은 착용자가 걸어다니거나 달리거나 자거나 또는 앉아있는 등의 활동 상태에 있을 때 보다 이러한 목적으

로 착용자가 의복을 바꿔입거나 바로잡을 때 상당히 더 쉽게 고장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출원인은 탄력있

는 연동식 체결 성분에 대한 의복의 움직임이 팝-오프의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이론상 상정한다. 특히 

속바지, 팬티 스타킹, 또는 다른 의복에 포함된 탄성 허리밴드가 탄력있는 연동식 체결 성분의 연부 및 코너를 붙잡아 

팝-오프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본 출원인은 흡수용품 상에서 의복을 올리거나 내릴때 상술한 바와 같고 하기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된 연동식 체결 

성분이 팝-오프의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제2 부착 구역에 배치된 직립 속박 구성요소는 제2 연동식 

체결 성분의 코너를 제1 연동식 체결 성분에 확실하게 부착시키도록 기능한다. 그 때문에 제2 연동식 체결 성분의 코

너는 가먼트 체결 시스템 상을 통과하는 의복 또는 다른 재료에 의해 풀리게 되는 가능성이 적다. 동시에, 제2 연동식 

체결 성분은 그래스핑 구역의 존재 및 위치로 인하여 제1 연동식 체결 성분으로부터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래스핑 구

역으로 인하여 착용자는 제1 및 제2 연동식 체결 성분 사이에 손가락 또는 손톱을 쉽게 집어 넣어 교접 용구를 풀기에

필요한 벗김 동작을 시작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태양에서는, 그래스핑 구역의 표면적은 사용가능한 총 표면적의 적어도 약 10 %, 예를 들면 약 1

0 내지 약 25 %이다. 또한, 그래스핑 구 역은 바람직하게는 약 1.5 cm 이상의 최대 폭 치수 및 약 0.6 cm 이상의 최대

길이 치수로 삽입된다. 또한, 제2 부착 구역 각각은 바람직하게는 총 사용가능한 표면적의 약 2 % 이상, 예를 들면 약

5 내지 약 10 % 사이의 표면적을 갖는다.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가먼트 및 한쌍의 스트랩 부재를 포함하는 흡수용품에 관한 것이다. 각 스트랩 부재는 가

먼트 상에 제1 연동식 체결 성분을 재체결가능하게 속박하도록 조절된 제2 연동식 체결 성분을 포함한다. 각각의 제2

연동식 체결 성분은 근위 연부와 원위 연부 사이에 배치된 그래스핑 구역, 제1 측면 연부와 인접한 제1 측면 영역, 및 

제2 측면 연부와 인접한 제2 측면 영역을 갖는 지지 기재를 갖는다. 다수의 직립 속박 구성요소는 전적으로 제1 및 제

2 측면 영역에 배치된다.

본 발명의 수많은 특징 및 잇점이 하기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본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태양

을 예시하는 첨부 도면을 참조한다. 이러한 실시태양은 본 발명의 전 범위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본원의 청구 범

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전 범위를 해석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일회용 흡수용품의 스트랩 부재의 사시도를 대표적으로 도시한다.

도 2는 도 1에서 도시한 스트랩 부재의 한 말단 부분의 확대된 평면도를 대표적으로 도시한다.

도 3은 별법적인 스트랩 부재의 한 말단 부위를 예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도 2와 유사한 확대된 평면도를 대표적으로 

도시한다.

도 4는 도 3의 선 4-4의 평면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절취된 단면도를 대표적으로 도시한다.

도 5는 도 3의 선 5-5의 평면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절취된 단면도를 대표적으로 도시한다.

도 6은 도 1에서 예시된 2개의 스트랩 부재를 비롯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일회용 흡수용품의 사시도를 대표적으로 도시

한다.

도 7은 예시의 목적으로 일부를 절단한 채 펼쳐지고 평평한 상태로 놓여진 흡수용품의 외부 가먼트 측면으로부터 취

해진, 도 6에서 도시된 흡수용품의 가먼트 부분의 평면도를 대표적으로 도시한다.

도 8은 전형적인 루프 용구의 확대된 단면도를 대표적으로 도시한다.

도 9는 예시의 목적으로 일부를 절단한 채 펼쳐지고 평평한 상태로 놓인 흡수용품의 내부 신체측으로부터 취해진, 본

발명에 따른 별법의 일회용 흡수용품의 평면도를 대표적으로 도시한다.

도 10은 추가적인 별법의 스트랩 부재의 한 말단 부위를 예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도 2와 유사한 확대 평면도를 대표

적으로 도시한다.

<바람직한 실시태양의 상세한 설명>
도 1, 2, 6 및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흡수용품을 예시의 목적으로 한쌍의 스트랩 부재(50)을 함유하는

부착 시스템에 의해 착용자 몸 둘레에 유지되는 성인 실금용 일회용 속옷(20)으로서 도시한다. 본원에서 사용된 바와

같 이, 용어 '일회용'은 세탁하거나 재사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고 사용후 폐기되는 것을 포함한다. 사용 중에 취하게

되는 속옷의 위치를 예시하기 위하여 도 6에서 속옷(20)을 도시한다. 본 발명은 또한 다른 일회용 흡수용품, 재사용가

능한 흡수용품 등의 다른 종류의 가먼트에서 구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속옷(20)은 속옷(20) 상에 배치된 제1 연동식 체결 성분(52) 및 스트랩 부재(50)에 결합된 제2 연동식 

체결 성분(54)를 포함한다. 제2 연동식 체결 성분(54)는 대향하는 근위 및 원위 연부(84 및 86) 및 근위 연부와 원위 

연부 사이에 연장하는 측면 연부(88 및 89)를 갖는다(도 2). 제2 연동식 체결 성분(54)는 지지 구조(72) 및 지지 구조

로부터 돌출되는 다수의 속박 구성요소(78)을 포함한다. 속박 구성요소(78)은 전적으로 제1 부착 구역(96) 및 제2 부

착 구역(97 및 98)에 배치된다. 제1 연동식 체결 성분(52)로부터 제2 연동식 체결 성분의 제거를 용이하게하기 위하

여 제2 연동식 체결 성분(54)의 그래스핑 구역(92)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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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도 7을 참조하면, 예시된 속옷(20)은 화살표(22)에 의해 표시된 종방향 축 또는 중심선, 및 화살표(24)에 

의해 표시된 횡방향 축 또는 중심선을 정의한다. 종방향 축(22)는 일반적으로 제조시에 가먼트의 기계 방향 및 제품의

가장 큰 평면 치수 방향에 해당한다. 속옷(20)은 대향하는 전면 및 후면 종방향 말단 연부(26 및 27) 및 종방향 말단 

연부 사이에서 연장하는 종방향 측면 연부(28)을 갖는다. 속옷(20)은 제1 또는 전면 허리 영역(30), 제2 또는 후면 허

리 영역(32) 및 전면 및 후면 허리 영역 사이를 연결하며 그 사이에 위치한 중간의 가랑이 영역(34)를 포함한다.

속옷(20)의 외측 연부는 종방향으로 연장하는 측면 여백을 (38)로 표기하고 측방향으로 연장하는 말단 여백을 (39)로

표기하는 주변부(36)을 한정한다. 말단 연부(26 및 27) 및 측면 연부(28)은 일반적으로 직선으로서 도시되나, 경우에

따라 곡선 또는 체형 윤곽을 띨 수 있다.

전면 허리 영역(30)은 전면 말단 연부(26)과 인접하여 그로부터 속옷(20)의 횡방향 중심선(24)를 향하여 종방향으로 

안쪽으로 연장된다. 후면 허리 영역(32)는 후면 말단 연부(27)과 인접하여 그로부터 횡방향 중심선(24)를 향하여 종

방향으로 안쪽으로 연장된다. 허리 영역(30 및 32)는 착용했을 때 착용자의 허리 또는 중간 하체를 완전히 또는 일부 

덮거나 둘러싸는 속옷(20)의 상단부를 이룬다. 중간의 가랑이 영역(34)는 착용했을 때 착용자의 다리 사이에 위치하

고 착용자의 하체를 덮는 속옷(20)의 일부를 이룬다. 따라서, 가랑이 영역(34)는 전형적으로 소변의 실례가 속옷 또는

다른 일회용 흡수용품에서 발생하는 부위이다.

속옷(20)은 실질적으로 액체 불투과성 습기 배리어(40), 습기 배리어 상에 배치된 흡수성 어셈블리(42), 및 그들 간에

흡수성 어셈블리가 끼여 있도록 습기 배리어에 결합된 실질적으로 액체 투과성 신체측 라이너(44)를 포함한다(도 7).

습기 배리어(40) 및 신체측 라이너(44)는 바람직하게는 흡수성 어셈블리(42)보다 길고 넓어 초음파처리 본드, 열적 

본드, 접착제 또는 다른 적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습기 배리어 및 신체측 라이너의 주변부를 함께 결합시킬 수 있도록 

한다. 습기 배리어(40) 및 신체측 라이너(44)의 주변부는 전형적으로 속옷(20)의 측면 및 말단 여백(38 및 39)를 형

성한다. 흡수성 어셈블리(42)는 초음파처리 본드, 열적 본드, 접착제, 또는 다른 적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습기 배리어(

40) 및(또는) 신체측 라이너(44)에 직접 결합시킬 수 있다. 본원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용어 '결합된(bonded)'은 2가

지 구성요소의 접착(joining), 부착(adhering), 연결(connecting), 첨부(attaching) 등을 의미한다. 2개의 구성요소는 

이들이 서로에 직접 결합되거나 각각이 중간 구성요소에 직접 결합되는 등의 서로 간접적으로 결합될 때 함께 결합되

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용어 '배치된', '위에 배치된', '와 함께 배치된', '에 배치된', '근처에 배치된' 및 그의 파생어

는 한 구성요소가 또다른 구성요소와 일체형일 수 있거나 또는 한 구성요소가 또다른 구성요소에 결합되거나 또는 그

와 함께 놓여 있거나 근처에 놓여 있는 별개의 구조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의도된다.

습기 배리어(40)은 바람직하게는 액체 불투과성이 되게 형성되거나 처리된 재료를 포함한다. 별법으로, 습기 배리어(

40)은 액체 투과성 재료를 포함할 수 있으며, 흡수성 어셈블리(42)와 관련된 액체 불투과성 층(도시되지 않음)과 같은

흡수성 어셈블리로부터 액체 움직임을 방해하도록 다른 적당한 수단이 제공될 수 있다. 습기 배리어(40)은 또한 흡수

성 가먼트를 사용하는 동안 마주친 기체가 그의 표면적 전체 또는 일부 상에서 보통의 사용 조건하에서 재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기체 투과성일 수도 있다.

습기 배리어(40)은 단일층의 재료 또는 2개 이상의 별도의 재료층의 라미네이트를 포함할 수 있다. 적당한 습기 배리

어 재료는 필름, 직포, 부직포, 또는 필름, 직포, 및(또는) 부직포의 라미네이트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습기 배리어

(40)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 또는 유사 물질 등의 플라스틱 필름의 얇고 실질적으로 액체 불투과

성인 웹 또는 시트를 포함할 수 있다. 습기 배리어 재료는 투명하거나 불투명할 수 있으며 엠보싱 또는 매트 표면을 

가질 수 있다. 습기 배리어(40)에 대한 한 특정 재료는 공칭 두께가 약 0.025 mm이고 전체에 매트 엠보싱된 패턴을 

갖고 양측면 상에 코로나 처리된 폴리에틸렌 필름이다. 또다른 적당한 습기 배리어 재료는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으로 형성된 캐스트 또는 블로운 필름을 포함하는 접착성 또는 열적 라미네이트, 및 50/50 사이드-바이-사이드 배

열로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에틸렌 이성분 섬유로 형성된 스펀본드 웹이다.

흡수성 에셈블리(42)는 배설액을 흡수하고 보유하도록 조절된 재료를 포함한다. 흡수성 어셈블리(42)는 여러가지 흡

수성 재료, 예를 들면 셀룰로스성 섬유의 공기 형성 솜(즉, 목재 펄프 플러프) 또는 셀룰로스성 섬유 및 합성 중합체 

섬유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코폼 재료를 포함할 수 있다. 중합체 섬유는 예를 들면 딕켄손(Dickenson) 등에게 1993. 

7. 13에 허여된 미국 특허 제5,227,107호에 기술된 방식으로 혼입시킬 수 있다. 흡수성 어셈블리(42)는 또한 그의 흡

수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화합물, 예컨대 물 중에서 통상 그의 중량의 적어도 약 15배, 바람직하게는 25배 이상을 흡

수할 수 있는, 0-95 중량%의 유기 또는 무기 고흡수성 재료를 포함할 수도 있다. 적당한 고흡수성 재료는 본원에서 

참고로 인용삽입되어 있는, 켈렌버거(Kellenberger) 등에게 1987. 10. 13에 허여된 미국 특허 제4,699,823호 및 켈

렌버거에게 1992. 9. 15에 허여된 동 제5,147,343호에 기술되어 있다. 고흡수성 재료는 여러 제조 회사, 예를 들면 

다우 케미칼 캄파니, 훽스트 켈라니즈 코포레이션 및 얼라이드 콜로이즈, 인크사로부터 시판된다. 흡수성 어셈블리(4

2)는 또한 섬유상 흡수제의 일체성을 유지하거나 또는 액체를 수송하도록 보조하기 위하여 티슈층 또는 획등층 또는 

분배층을 포함한다(도시되지 않음).

신체측 라이너(44)는 액체 투과성 물질로 형성되어 배설액, 및 가능하다면 준고체 배설물도 라이너를 통과하여 흡수

성 에셈블리(42)에 의해 흡수될 수 있도록 한다. 적당한 신체측 라이너(44)는 습식 강도 티슈 페이퍼의 부직 웹 또는 

시트,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계 등의 합성 중합체 필라멘트 또는 섬유로 이루어진 스펀본디드, 멜트

블로운 또는 본디드-카디드 웹 또는 레이욘 또는 면과 같은 천연 중합체 필라멘트 또는 섬유의 웹을 포함할 수 있다. 

추가로, 바람직하게는 신체측 라이너(44)는 비탄성이며 액체 수송을 돕기 위하여 계면활성제로 처리될 수 있다. 본 발

명의 한 구체적인 실시태양에서는, 라이너(44)는 약 2.8 내지 3.2 데니어 섬유로 구성된 스펀본드 폴리프로필렌 부직

포로 이루어져 기초 중량이 약 22 gsm이고 밀도가 약 0.06 gm/cc인 웹을 형성한다. 직물의 표면은 상표명 트리톤(Tr

iton) X-102로 롬 및 하스(Rohm and Hass) 캄파니에서 시판되는 계면 활성제 약 0.28 중량%로 처리된다. 본원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용어 '직물'은 직조, 편직조 및 부직 섬유상 웹 모두를 일컫는 것으로 사용된다. 용어 '부직 웹'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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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위빙 또는 편물 공정의 도움이 없이 형성되는 재료의 웹을 의미한다.

도 7에서 펼쳐지고 평평한 상태로 놓인 속옷(20)은 직사각형 주변부(36)을 갖는 것으로 예시된다. 물론, 속옷(20)은 

경우에 따라 모래시계형, I-형, T-형, 또는 불규칙한 모양일 수 있다. 흡수성 어셈블리(42)의 일반적인 형태는 속옷(2

0)의 형태에 상응하거나 상이한 형상을 띨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목이 '허리 영역 건도가 개선된 흡수용품 및 그의 제

조 방법'으로서 엘. 레마히에우(LeMahieu) 등에 의해 1995. 8. 15에 출원되고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미국 출

원 일련 번호 제08/515,505호(대리인 사건 번호. 12,248호)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속옷(20)은 허리 영역 안에서 비

교적 짧은 흡수성 어셈블리 및 별도의 액체 취급층(도시되지 않음)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도, 속옷(20)은 또한 다리 탄성 부재(46)(도 7)을 포함하여 착용자의 다리에 대하

여 속옷(20)의 측면 여백(38)을 끌어당기고 고정하여 밀봉을 형성한다. 본원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용어 '탄성적', '탄

성화된' 및 '탄성'은 변형을 일으키는 힘이 제거된 후에 물질의 성질로 인하여 그의 원래 크기 및 형상을 회복하는 경

향이 있는 물질의 성질을 의미한다. 신장된 다리 탄성 부재(46)은 전면 및 후면 말단 연부(26 및 27)쪽을 향하여 연장

하여 각 측면 여백(38) 내에서 종방향으로 배향된다. 다리 탄성 부재(46)은 습기 배리어(40) 및 신체측 라이너(44) 사

이에 예시된 실시태양으로 위치된다. 초음파처리 본드, 접착제, 열적 본드, 또는 다른 적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다리 

탄성 부재(46)은 직선 또는 만곡된 형태로 습기 배리어(40), 신체측 라이너(44) 또는 양자에 신장된 상태에서 부착된

다. 별법으로, 다리 탄성 부재(46)은 습기 배리어(40), 신체측 라이너(44) 또는 양자의 주름진 부위에 이완된 상태에

서 부착될 수 있다.

다리 탄성 부재(46)은 이. 아이. 듀폰 디 네모아 앤드 캄파니사에서 시판되 는 상표명 LYCRA(등록상표)로 판매되는 

건식 방사 합체 멀티필라멘트 엘라스토머 스레드(thread)로 제조될 수 있다. 별법으로, 탄성 부재는 속옷 제조 분야에

서 사용된 다른 대표적인 탄성물, 예를 들면 천연 섬유의 얇은 리본, 한쌍의 스펀본드 폴리프로필렌 부직 웹 사이에 끼

여 있고 이에 결합된 예비신장시킨 탄성 멜트블로운 내부층을 포함하는 스트레치 본디드 라미네이트 재료 등으로 형

성될 수 있다. 또한 습기 배리어(40) 및 라이너(44) 사이에 핫 멜트 엘라스토머 접착제를 압출 성형시켜 흡수용품에 

탄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다른 적당한 탄성 개더링 수단은 메섹(Mesek)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938,754호 및 메

섹 등에게 허여된 동 제4,388,075호에서 기술되어 있다.

예시된 실시태양에서의 부착 시스템은 전면 및 후면 허리 영역(30 및 32)에 탈착가능하게 부착되어 착용자의 신체에 

대해 속옷(20)을 유지시켜 주는 한쌍의 스트랩 부재(50)을 포함한다. 이런 일반적인 유형의 부착 시스템은 본원에서 

참고로 인용삽입되어 있는 볼릭(Bolick)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B1 4,315,508호에서 기술되어 있다. 지금부터는 사용

동안 팝-오프의 수를 최소로 하면서 스트랩 부재(50)을 속옷(20)에 탈착가능하게 부착시켜 착용자가 벗기 쉽도록 디

자인된 본 체결 시스템을 좀더 상세히 기술할 것이다.

예시된 체결 시스템은 서로에 재체결가능하게 연결되도록 적용되는 다수의 제1 및 제2 연동식 체결 성분(52 및 54)

를 포함한다. 제1 연동식 체결 성분(52)는 습기 배리어(40)에 결합된 4개의 별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며, 제2 연동

식 체결 성분(54)는 2개의 스트랩 부재(50)에 결합된 4개의 별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연동식 체결 성분(52 및 54)는 재체결가능하게 연결될 수 있는 표면을 갖는다. 본원에서는 용어 '재체결가능하게 연

결가능한' 및 그의 파생어는 표면이 반복적으로 탈착가능하게 서로를 속박하도록 조절되는 것을 의미하도록 사용된

다. 특별히, 각각의 연동식 체결 성분(52 및 54)의 한 표면은 표면에서 돌출하는 다수의 속박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하나의 연동식 체결 성분(52 또는 54)의 속박 구성요소는 다른 연동식 체결 성분의 속박 구성요소를 반복적으로 속박

하고 연결을 풀도록 적용된다. 이러한 연동식 용구에 적당한 속박 구성요소는 후크, 루프, 벌브(bulb), 버섯모양, 화살

촉, 볼 온 스템(ball on stem), 암수 결합 성분 등의 자가 속박 기하 형상 용구를 포함한다. 본원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 용어 '탈착가능하게 속박된' 및 그의 파생어는 구성요소가 구성요소의 하나 또는 양자에 인가된 분리력이 없이 연결

된 채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도록 2개의 구성요소가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연결가능하며, 사실상 영구적인 변형 또는 

파괴가 없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을 지칭한다.

성분(52 및 54)의 속박은 접착식 보다는 기계식으로 수행되며, 성분은 전단 모드로는 탈착되지 않으면서도 박리 모드

로는 여전히 서로가 비교적 쉽게 풀리도록 조절된다. 체결구 탈착의 전단 모드는 성분의 부착 평면에서 성분들에 반

대힘이 가해질 때 기계식 연동식 체결 성분(예를 들면 후크-및-루프 용구)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 힘을 의미하며, 

체결구 탈착의 박리 모드는 한 성분에 성분들의 부착 평면에 대해 수직인 힘이 가해질 때 기계식 연동식 체결 성분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 힘을 지칭한다. 본원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용어 '힘'은 움직이기에 자유로운 물체의 가속 및 

움직이기에 자유롭지 못한 물체의 변형을 일으키는, 한 물체에 의해 또다른 물체 상에 가해진 물리적 영향을 포함한

다.

예시된 실시태양에 있어서, 제1 연동식 체결 성분(52)는 루프 용구로 형성되며 루프 체결구(52)로서 지칭되기도 할 

것이고, 제2 연동식 체결 성분(54)는 후크 용구로 형성되며 후크 체결구(54)로서 지칭되기도 할 것이다. 상기 체결구(

52 및 54)는 후크-및-루프 체결 시스템의 상보적인 교접 성분으로 이루어진다.

용어 '루프 용구'는 기재 또는 지지 구조 및 지지 구조의 적어도 한 표면으로부터 상방으로 연장하는 다수의 루프 부재

를 갖는 임의의 직물을 의미하도록 의도된다. 예시된 루프 용구(60)은 대표적으로 도 8에서 도시된다. 루프 용구(60)

은 제1 주표면(61) 및 제2 주표면(62)로 표기된 대향하는 주표면을 갖는 가요성 직물 재료이다. 루프 용구(60)은 속박

구성요소 즉 루프(66)이 직물 지지체(68)로부터 직립하도록 직물이 안정화되는 상승된 루프 구조를 제공하도록 배열

되는 사(64)를 포함한다. 본원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용어 '가요성'은 고분고분하고 착용자 신체의 일반적인 형상 및 

윤곽에 쉽게 맞추어지는 재료를 의미한다.

루프 용구(60)은 아크릴계, 나이론 또는 폴리에스테르 등의 임의의 적당한 재료로 형성될 수 있으며, 날실 편직(warp

knitting), 스트치 본딩 또는 니들 펀칭과 같은 방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루프 용구(60)은 개별 루프(66)이 직물 기

재(68)로부터 직립하도록 냅핑(napping), 열경화 등을 통하여 안정시킬 수 있다. 루프 용구(60)은 연무(mist) 침착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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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적당한 수단에 의해 지지체(68)에 약 4 중량% 미만의 최종 농도로 도포되는, 상표명 RESYN 5904로 네셔날 

스타치 및 케 미칼 코포레이션사로부터 구입가능한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사이징(sizing)와 같은 사이징(도시되

지 않음)을 임의로 포함할 수 있다.

한 바람직한 실시태양에서는, 제1 연동식 체결 성분(52)는 폴리에스테르 사가 21 내지 41 코스/인치(8-16/cm)이고 

26 내지 46 웨일(wale)/인치(10-18/cm)인 상태의 2개의 바 날실 니트 구성을 갖는 루프 용구(60)으로 형성된다. 특

히, 사의 약 15-35 %가 그 안에 약 1 내지 30개의 개별 필라멘트를 갖고 사 데니어가 약 15 내지 30 d(데니어)의 범

위 내에 있는 사로 구성될 수 있다. 추가로, 사의 약 65-85 %는 사 안에 약 1 내지 30개의 개별 필라멘트를 갖고 사 

데니어가 약 20 내지 55 d 사이에 있는 사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루프는 특히 높이가 약 2 내지 약 2.5 mm로 형성

될 수 있다. 루프 캘리퍼스는 약 0.010 내지 약 0.040 인치(0.25 내지 1 mm)일 수 있고 기초 중량은 약 1.0 내지 약 3

.0 온스/야드 2 (30 내지 102 g/m 2 )일 수 있다. 루프 체결구(52)에 적당한 것으로 알려진 한 특별한 루프 용구는 N

o. 19902로서 식별되며 미국 노쓰 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 소재의 귈포드 밀즈사에서 시판된다.

도 6 및 도 7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연동식 체결 성분 또는 루프 체결구(52)는 신체측 라이너(44)에서 멀리 떨어

진 습기 배리어(40)의 표면에 결합된다. 별법으로는 루프 체결구가 사각형, 라운드, 달걀형, 만곡형상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직사각형이 아닌 형상일 수 있지만, 각각의 루프 체결구(52)는 직사각형이다. 각각의 허리 영역(30 및 32)에서

의 루프 체결구(52)는 바람직하게는 서로 분리되어 대향하는 측면 연부(28)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바람직하게는 필수

적인 것은 아니라도, 루프 체결구(52)는 전면 및 후면 말단 연부(26 및 27) 및 측면 연부(28)로부터 적어도 약 0.25 

인치(6.5 mm) 정도 이격되기도 한다. 별법으로, 제1 및 제2 허리 영역 안에 배치된 적어도 하나의 연동식 체결 성분

이 존재하는 한 습기 배리어(40)(도시되지 않음)에 결합된 루프 체결구(52)의 수가 많거나 적을 수 있다. 더욱 별법으

로는, 습기 배리어는 스트랩 부재(50)이 습기 배리어에 직접 부착될 수 있도록 그 자체가 연동식 재료로 제작될 수 있

다(도시되지 않음).

전면 및 후면 허리 영역(30 및 32)의 루프 체결구(52)는 동일 크기일 수 있고 대칭적으로 위치될 수 있다. 그러나, 더

욱 바람직하게는 본원에서 개시된 특정 루프 체결구(52)는 부착 시스템에 대한 조절성을 제공하고 동시에 착용자에 

대해 속옷(20)의 적절한 배향을 도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특히, 루프 체결구(52)는 바람직하게는 속옷(20)의 종

방향 및 횡방향 축(22 및 24)에 관련하여 특정 각으로 부착되어 착용자에 대한 속옷의 적절한 배향을 도모한다.

전면 허리 영역(30)에서의 루프 체결구(52)는 바람직하게는 대략 1.25 인치 x 3.38 인치(3 cm x 9 cm)로 측정되는 

직사각형 형상이다. 전면 허리 영역(30)에서의 각 루프 체결구(52)는 체결구의 종방향 축이 일반적으로 속옷(20)의 

가장 가까운 코너쪽을 향하면서 횡방향 축(24)에 대해 약 25 내지 약 45도 범위의 각을 형성하도록 습기 배리어(40)

에 결합된다. 체결구(52)를 참조하여 용어 '종방향 축'은 체결구의 가장 긴 치수에 평행한 축을 의미하도록 사용된다.

후면 허리 영역(32)에서의 각 루프 체결구(52)는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1 인 치 x 1 인치(25 mm x 25 mm)이며, 표면

적은 적어도 약 1 in 2 (6.45 cm 2 )이다. 예를 들면, 후면 허리 영역(32)에서의 루프 체결구(52)는 직사각형일 수 있

으며, 1.5 인치 x 2.0 인치(38 x 51 mm)로 측정되며 체결구의 가장 긴 치수가 속옷(20)의 횡방향 축(24)에 대해 정렬

된다. 별법으로, 후면 허리 영역(32)에서의 루프 체결구(52)는 후면 허리 영역(32)을 가로질러 부착된 단일 패드의 루

프 용구로서 형성될 수 있다(도시되지 않음).

루프 체결구(52)의 루프 팁 배향은 부착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람직한 루프 용구(60)은 

단일 방향으로 루프 팁 배향(도시되지 않음)을 가질 것이다. 본원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루프 팁 배향'은 루프 부재(6

6)의 팁이 구부러진 일반적인 방향을 지칭한다. 루프 용구의 평면에 있게 되는 이 방향은 루프 용구를 제조하기 위하

여 이용된 냅핑 공정에 의해 유발된다. 그러나, 루프 팁 배향은 브러싱, 스크랩핑, 닙핑, 롤링, 프레싱, 차동의 크레이

핑, 컴바잉 등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루프 용구의 루프 팁 배향은 업계에서 공지된 적절한 제조 방

법 및 설비를 선택하여 수립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전면 허리 영역(30)에서의 어느 하나의 루프 체결구(52)의 루프 팁 배향은 일반적으로 체결구의 종방

향 축에 수직이며 속옷(20)의 전면 말단 연부(26) 쪽으로 향한다. 또한, 후면 허리 영역(32)에서의 어느 하나의 루프 

체결구(52)의 루프 팁 배향은 바람직하게는 일반적으로 속옷(20)의 종방향 축(22)에 평행하며 속옷의 대향하는 또는 

전면 말단 연부(26) 쪽으로 향한다. 그러나, 별법으로 후면 허리 영역(32)에서의 어느 하나의 루프 체결구(52)의 루프

팁 배향은 일반적으로 속옷(20)의 횡방향 축(24)에 평행하며 후면 허리 영역에서의 다른 루프 체결구(52) 쪽으로 향

할 수 있다. 루프 체결구의 또다른 배열은 본원에서 참고로 인용삽입되어 있는 쿠엔(Kuen)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386,595호에 개시되어 있다.

바람직하게는 필수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루프 체결구(52)는 접착제 물질을 사용하여 습기 배리어(40)에 결합된다. 

접착제 물질은 핫 멜트 등의 임의의 적당한 접착제를 포함할 수 있다. 예시하기 위하여, 접착제 물질은 로진 에스테르 

태키파이드(tackified) 수지를 함유하는 접착제 기재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고무 블럭 공중합체를 포함할 수 있다.

한 적당한 접착제는 상표명 H2122로 미국 위스콘신주 와우와토사 소재의 핀드레이 어드헤시브, 인크사로부터 구입

가능하다. 접착제 물질은 상이한 기초 중량의 접착제를 갖는 대(zone) 또는 본원에서 참고로 인용삽입되어 있는 다타

(P. Datta)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476,702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다른 유익한 배열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도 1, 2 및 6을 참조하여, 스트랩 부재(50)은 각각 대향하는 전방 및 후방 말단 부위(70 및 71)을 갖는 일반적으

로 직사각형인 끈모양 재료이다. 스트랩 부재(50)은 바람직하게는 그의 이완된 길이의 2.8 내지 3배로 신장할 수 있는

탄성 재료로 형성된다. 스트랩 부재(50)은 바람직하게는 약 6 인치 내지 약 16 인치(15 내지 41 cm)의 보다 긴 길이 

치수 및 약 0.5 인치 내지 약 2 인치(1 내지 5 cm)의 보다 작은 폭 치수를 갖는다. 예를 들면, 각 스트랩 부재(50)은 

길이가 10.5 인치(26.7 cm)이고 폭이 1.5 인치(3.8 cm)일 수 있다. 스트랩 부재(50)의 절단된 말단부는 초음파처리 

본드, 접착제 또는 다른 적당한 수단에 의해 결합되어 풀리는 것이 방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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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동식 체결 성분 또는 후크 체결구(54)는 스트랩 부재의 동일한 측면 상에서, 각 스트랩 부재(50)의 각 말단 부

위(70 및 71)에 부착된다. 후크 체결구(54)는 바람직하게는 단면 후크 용구를 포함하며 후크-및-루프 부착 시스템의

후크 성분을 형성한다. 용어 '후크 용구'는 기재 또는 지지 구조 및 이 지지 구조의 적어도 한 표면으로부터 상방으로 

연장하는 다수의 후크 부재를 갖는 임의의 직물 또는 재료를 의미하도록 의도된다.

바람직하게는 가요성 직물을 포함하는 제1 연동식 체결구(52)와 대비하여, 제2 연동식 체결 성분이 변형되어 의복 또

는 다른 물품을 붙드는 결과로서 체결구 성분의 의도하지 않은 풀림을 최소화하도록 제2 연동식 체결구(54)는 유리하

게는 탄력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본원에서 사용한 바와 같은 용어 '탄력있는'는 상보적인 교접 연동식 용구로부터 속

박되고 연결이 풀린 후 소정의 형상을 되찾도록 연동식 용구의 소정의 형상 및 성질을 갖는 연동식 용구를 지칭한다.

특히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각 후크 체결구(54)는 제1 주표면(74) 및 대향하는 제2 주표면(76)을 갖는 지지 구조(

72)를 포함한다. 후크(78) 형태에서의 다수의 속박 구성요소는 제1 주표면(74)로부터 상방향으로 돌출한다. 각 후크 

체결구(54)는 평평하게 놓여있을 때 스트랩 부재(50)의 길이 치수에 평행한 종방향 축 또는 중심선(80) 및 90도 각에

서 종방향 축과 교차하는 횡방향 축 또는 중심선 (82)를 갖는다. 별법의 실시태양에서는, 지지 구조(72)는 안쪽으로 

만곡된 형상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종방향 및 횡방향 축(80 및 82)는 더욱 적절하게는 후크 체결구의 제1 및 

제2 경선으로 간주된다. 후크 체결구(54)에 대한 상기 만곡된 형상은 제목이 '흡수용품 체결 시스템 및 그의 제조 방

법'으로서 피. 다타(P. Datta) 등이 1995. 12. 27에 출원하고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미국 특허 출원 일련 번호 

제08/579,394호에서 개시되어 있다.

각 후크 체결구(54)는 근위 연부(84), 근위 연부로부터 종방향으로 이격된 원위 연부(86), 및 근위 연부 및 원위 연부 

사이에서 연장되는 제1 및 제2 측면 연부(88 및 89)를 포함한다. 근위 연부(84)는 스트랩 부재(50)의 대향하는 말단 

부위 중앙 부분 가까이에 위치하지만, 후크 체결구의 원위 연부(86)은 탄성 스트랩 재료의 말단을 넘어서 배치되는 것

과 같이 본 실시태양에서 예시된다.

본 발명의 한 측면에서는, 각 후크 체결구(54)의 원위 연부(86) 및 제1 및 제2 측면 연부(88 및 89)는 둥근 코너(90)

을 형성한다. 특히, 코너(90)의 형상은 반경이 약 0.6 내지 약 1.75 cm, 더욱 구체적으로는 반경이 약 1.3 내지 약 1.7

5 cm인 원호와 유사하다.

도 2에서 최선으로 예시한 바와 같이, 각 후크 체결구(54)는 그래스핑 구역(92) 및 부착 구역(94)를 포함한다. 그래스

핑 구역(92)는 후크(78)이 없으며 후크 체결구(54)를 잡아 루프 체결구(54)와의 속박을 제거하기에 편리한 표면을 제

공한다. 그래스핑 구역(92)는 지지 구조(72)의 원위 연부(86)과 인접하여 부착 구역(94)까지 안쪽으로 종방향으로 연

장한다. 적당하게는 그래스핑 구역(92)의 표면적 은 적어도 약 0.4 cm 2 , 구체적으로는 적어도 약 0.8 cm 2 , 예를 

들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약 0.8 내지 약 1.6 cm 2 이다. 그래스핑 구역(92)의 형태는 끝이 잘려진 반원으로서 

예시되며,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약 1.5 cm의 횡방향 축(82)에 평행하게 측정된 최대 폭 치수 및 적어도 약 0.6 cm의 

종방향 축(80)에 평행하게 측정된 최대 길이 치수를 갖는다. 적당한 최대 길이 치수는 적어도 약 0.3 cm이나, 바람직

하게는 약 0.6 내지 약 2.0 cm이다. 최대 폭 치수는 바람직하게는 약 1.6 내지 약 2.0 cm이다. 그래스핑 구역(92)는 

후크 체결구(54)의 종방향 축(80)을 따라 위치하여 그래스핑 구역에 인가된 상방향 힘이 루프 체결구(52)로부터 박리

모드 풀림을 시작하도록 한다.

각 후크 체결구(54)의 부착 구역(94)는 제1 부착 구역(96) 및 한쌍의 제2 부착 구역(97 및 98)으로 이루어진다. 제1 

부착 구역(96)은 후크 체결구(54)의 그래스핑 구역(92) 및 근위 연부(84) 사이에 종방향으로 배치된다. 각 후크 체결

구(54)의 제2 부착 구역(97 및 98)은 그래스핑 구역(92) 및 각각의 제1 및 제2 측면 연부(88 및 89) 사이에 횡방향으

로 배치되어 있는 후크 체결구의 부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상, 제2 부착 구역(97 및 98)은 그래스핑

구역(92)로부터 횡방향으로 바깥을 향하는 후크 체결구의 부위만으로 이루어지며 그래스핑 구역의 종방향 정도를 넘

어서 배치되는 후크 체결구의 어떤 부위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스핑 구역(92)는 제1 및 제2 측면 연부(88 및 89) 각

각으로부터 횡방향으로 내부를 향하여 이격되어 있으며 제2 부착 구역(97 및 98) 사이에 위치되어 있다.

제1 및 제2 부착 구역(96, 97 및 98) 각각은 다수의 후크(78)을 포함한다. 따라서, 그래스핑 구역(92)이 후크(78)이 

없기 때문에, 후크는 전적으로 제1 부착 구역(96) 및 제2 부착 구역(97 및 98) 내에 배치된다.

후크 체결구(54)는 여러가지 형상 및 크기,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는 최대 길이 치수가 약 3.3 cm이고 최대 폭 치수가 

약 3.5 cm인 직사각형으로 형성될 수 있다. 루프 체결구(52)에 대한 후크 체결구(54)의 확실한 속박을 촉진하기 위하

여, 적당하게는 제1 부착 구역(98)은 총 사용가능한 표면적의 적어도 약 60 %, 특정하게는 약 60 내지 약 90 %, 예컨

대 약 80 %의 표면적을 갖는다. 추가로, 체결구 팝-오프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당하게는 제2 부착 구역 각

각은 총 사용가능한 표면적의 약 2 % 이상, 예를 들면 약 5 내지 약 10 %의 표면적을 가지며, 코너(90)은 상술한 바와

같이 반경이 확장된 상태로 형성된다.

후크 체결구(54)는 스트랩 부재(50)(도시되지 않음)과 완전히 대면한 상태로 위치될 수 있거나, 또는 후크 체결구가 

스트랩 부재의 말단부를 지나서 연장하도록 위치될 수 있다(도 1 및 도 2). 후크 체결구(54)는 초음파처리 본드, 접착

제, 스티치 또는 다른 적당한 수단에 의해 스트랩 부재(50)에 부착될 수 있으며, 후크가 없는 부착 영역(99)를 포함할 

수 있다(도 2). 예를 들면, 후크 체결구(54)는 근위 연부(84)에 인접하여 존재하는 후크가 지지 구조(72) 안에 융용되

어 부착 영역(99)를 형성하는 공정 동안 스트랩 부재(50)에 초음파처리하여 결합될 수 있다. 본원에서는 용어 '사용가

능한 표면적'은 부착 영역(99)를 제외한 후크 체결구의 표면적을 의미하도록 사용된다.

적당한 후크 용구는 나이론, 폴리프로필렌 또는 다른 적당한 물질의 몰드된 또는 압출성형된 것일 수 있다. 후크 용구

의 바람직한 강성도(stiffness level)는 굴곡률(flexural modulus)이 약 70,000 내지 120,000 파운드/인치 2 (4.83 x

10 8 내지 8.27 x 10 8 nt/m 2 )이고 쇼어(shore) 경도값이 약 D-40 내지 D-80, 예컨대 D-61의 범위 내에 있는 중

합체 재료로부터 얻을 수 있다. 도 2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후크 체결구(54)는 후크의 기계 방향이 종방향 축(80)에 

대해 정렬되고 후크는 스트랩 부재(50)의 대향하는 말단 부위(71) 쪽으로 향한 상태인 단일방향 후크를 포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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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크 체결구(54)를 위한 하나의 적당한 단면 후크 용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의 벨크로 인더스트리즈 베.

브. 또는 그의 계열사에서 시판되며 단일방향 후크 패턴 형태로 22 시리즈 후크를 갖는 HTH-840이 그것이다.

후크의 형태, 밀도 및 중합체 조성물은 후크 체결구(54) 및 루프 체결구(52) 사이의 바람직한 박리력 및 전단력 저항 

값을 얻도록 선택될 수 있다. 당업계의 숙련가는 예를 들면 좀더 공격적인 후크 용구는 후크의 평균 높이가 더 크고 

방향을 갖는 정렬된 후크의 백분율이 더 크거나, 또는 더 공격적인 후크 모양을 한 용구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인

식할 것이다. 한 예로서, 후크 부재의 밀도는 50개 후크/인치 2 (8개/cm 2 ) 이상, 더욱 구체적으로는 약 440 내지 약

1040개 후크/인치 2 (68 내지 161개/cm 2 ), 예를 들면 약 740개 후크/인치 2 (115개/cm 2 )일 수 있다. 줄 밀도는 

약 20 내지 약 60 줄/인치(폭)(8-20줄/cm), 예를 들면 약 40 줄/인치(폭 )(16줄/cm)의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 후크 

부재는 후크형, 버섯모양형, 화살형 또는 임의의 다른 바람직한 모양일 수 있다.

사용시에, 속옷(20)은 착용자의 신체 상에 위치하여 부착 시스템을 사용하여 위치에 고정된다. 착용자는 후면 허리 

영역(32) 내의 루프 체결구(52) 중 하나를 사용하여 각 스트랩 부재(50)의 하나의 후크 체결구(54)를 속박할 수 있다.

스트랩 부재(50)를 신장시키거나 이완시켜 그안에서 바람직한 장력을 얻은 후, 착용자는 전면 허리 영역(30)에서의 

대응하는 루프 체결구(52) 중 하나를 사용하여 각 스트랩 부재(50)의 대향하는 후크 체결구(52)를 속박할 수 있다. 루

프 체결구(52)를 기울어지게 배향하면 착용자가 후크 체결구(54)를 신속히 고정시켜 스트랩 부재(50)이 전면 루프 체

결구(52)의 종방향 축과 정렬되어 유익하게는 스트랩 부재가 착용자의 힙쪽을 향하여 위치되게 한다.

후크 체결구(54)의 형태는 이들이 사용중에 의복, 침구 등에 부딪치는 등의 결과로서 상응하는 루프 체결구(52)로부

터 우연히 풀리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만곡의 반경이 비교적 큰 코너(90)을 조합시키고 제2 부착 구역(97 및 9

8) 내에 후크(78)를 삽입하면 코너가 걸려서 후크가 루프로부터 예기치 않게 풀려지게 되는 가능성이 줄어든다. 추가

로, 그래스핑 구역(92)의 위치는 착용자가 쉽게 접근가능한 곳이다. 그래스핑 구역(92) 아래로 착용자가 손가락 또는 

손톱을 삽입하여 루프 체결구(52)로부터 후크 체결구(54)를 풀기 위한 박리 동작을 개시하기 쉽다.

후크 체결구(100)의 형태로 된 별법의 제2 연동식 체결 성분이 도 3 내지 도 5에 예시되어 있다. 이전에 기술한 성분

과 유사한 성분은 동일한 참조 부호로 제공되었다. 체결구(100)은 제1 주표면(74) 상의 지지 구조로부터 돌출하는 다

수의 후크(78)을 갖는 지지 구조(72)를 포함한다. 후크(78)은 전적으로 제1 부착 구역(96) 및 제2 부착 구역(97 및 9

8)에 배치되어 있으나 그래스핑 구역(92)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 2의 실시태양과는 대조적으로 후크(78)은 후크 체결구(54)의 근위 연부(84) 쪽으로 향하는 후크 및 후크 

체결구의 원위 연부(86) 쪽으로 향하는 후크 모두를 포함한다. 후크 체결구(100)의 부착 구역(94)는 중앙 영역(102) 

및 한쌍의 측면 영역(104 및 105)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측면 영역(104 및 105)는 후크 체결구(100)의 

각각의 측면 연부(88 및 89)와 인접하며 각 측면 연부로부터 횡방향으로 안쪽으로 향하는 적어도 약 5 내지 10줄의 

후크를 포함한다. 도 3 및 도 5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측면 영역(104 및 105) 안의 실질적으로 모든 후크(78),

예컨대, 100 %의 후크는 후크 체결구(100)의 원위 연부(86) 쪽으로 향한다. 도 5는 후크 체결구(100)의 측면 영역(1

05)를 관통하는 단면도를 예시하며, 보다 분명하게는 후크(78)의 방향을 예시한다. 후크(78)의 방향은 후크의 바닥과

관련하여 후크의 헤드의 위치를 지칭한다.

후크 체결구(100)의 중앙 영역(102)는 측면 영역(104 및 105) 사이에 배치되는 부착 구역(94)의 모든 나머지 부위로

구성된다. 도 3 및 도 4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중앙 영역(102)에서의 모든 후크(78), 가장 바람직하게는 1

00%의 후크는 후크 체결구(100)의 근위 연부(84) 쪽으로 향하고 있다. 중앙 영역(102)와 비교하여 측면 영역(104 및

105)에서의 후크(78)의 방향을 반대로 함으로써, 후크 체결구(100)은 체결구의 꼭대기 위를 통과할 수 있는 의복 또

는 다른 대상에 대해 더 안정화된다. 도면에서 후크(78)를 묘사하는 것은 본 발명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후크의 수나 크기를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에 따른 별법의 흡수용품이 도 9에서 기저귀(110)으로 예시된다. 기저귀(110)은 습기 배리어(40), 신체측 라

이너(44), 및 습기 배리어와 신체측 라이너 사이에 배치된 흡수성 어셈블리(42)를 포함한다. 기저귀(110)은 경우에 

따라 허리 탄성물(112) 및 다리 탄성물(114)를 포함할 수 있다. 기저귀(110)은 또한 기저귀에 결합된 제조업자가 결

합시킨 말단부(118) 및 착용자의 허리 주위에 기저귀를 고정시키도록 조절된 사용자용 말단부(120)을 갖는 체결 탭(

116)을 포함한다. 루프 체결구(52)와 같은 제1 연동식 체결 성분은 체결 탭(116)에 대향하여 허리 영역 안에서의 습

기 배리어(40)에 결합된다.

사용자용 말단부(120)은 소비자가 착용자의 허리 주위에 기저귀를 체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체결 탭(116)의 일부를

지칭한다. 사용자용 말단부(120)은 루프 체결구(52)에 재체결가능하게 부착되도록 적용되는 도 2 또는 도 3에서 예

시된 후크 체결구(54)와 같은 연동식 체결 성분을 포함한다. 후크 체결구(54)는 바람직하게는 도 2와 관련하여 상술

한 바와 같이 그래스핑 구역(92), 제1 부착 구역(96), 및 제2 부착 구역(97 및 98)을 갖도록 형성된다. 추가로, 후크 

체결구(54)는 또한 중앙 영역(102)와 관련하여 기술한 바와 같은 역배향 후크(78) 및 도 3 내지 도 5의 측면 영역(10

4 및 105)를 포함할 수도 있다.

추가의 별법의 후크 체결구(120)이 도 10에서 예시되어 있다. 체결구(120)은 제1 주표면(74) 상의 지지 구조로부터 

돌출하는 다수의 후크(78)을 갖는 지지 구조(72)를 포함한다. 후크(78)은 전적으로 제1 및 제2 측면 부착 영역(122 

및 124)에 배치되어 있으나 그래스핑 구역(126)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후크 체결구(120)의 지지 구조(72)는 제1 및 제2 측면 부착 영역(122 및 124), 그래스핑 구역(126) 및 부착 영역(99)

를 포함한다. 그래스핑 구역(126)은 근위 연부 및 원위 연부(84 및 86) 사이에 배치되며 원위 연부(86) 및 부착 영역(

99) 및(또는) 근위 연부(84)와 인접하고 있다. 따라서, 후크 체결구(120)의 종방향 축(80)을 따르는 영역 안에 존재하

는 후크(78)은 없다. 제1 측면 영역(122)는 제1 측면 연부(88)과 인접하여 그로부터 그래스핑 구역(126)까지 횡방향

으로 안쪽을 향하여 연장한다. 제2 측면 영역(124)는 제2 측면 연부(89)와 인접하여 그로부터 그래스핑 구역(126)까

지 횡방향으로 안쪽을 향하여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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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 체결구(120)의 그래스핑 구역(126)은 체결구의 총 사용가능한 표면적의 약 25 내지 약 60 %의 표면적, 구체적

으로는 총 사용가능한 표면적의 약 25 내지 약 50 %의 표면적을 가진다. 적당하게는 각각의 측면 영역(122 및 124)

는 체결구의 총 사용가능한 표면적의 약 20 내지 약 40 %, 구체적으로는 총 사용가능한 표면적의 약 25 내지 약 35 

%의 표면적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상술한 특성을 갖는 연동식 체결 성분(54)는 다양한 일회용 흡수 제품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기저귀 형

태의 예는 예를 들면 문헌[미국 특허 출원 일련 번호 제08/168,615호, T. Roessler 등, 1993. 12. 16 출원, 제목 'Dy

namic Fitting Diaper'(대리인 사건 번호 제10,961호); 미국 특허 출원 일련 번호 제08/288,167호, E.D. Johnson 등,

1994. 8. 12 출원, 제목 'Diaper With Improved Lateral Elongation Characteristics'(대리인 사건 번호 제11,629호

)]에 기술되어 있다. 연동식 체결 성분(54)는 또한 벨트 또는 단일 스트랩 시스템(도시되지 않음)을 사용하는 흡수용

품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 꼭 맞는 단순한 형태의 예는 다미코(Damico)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500,316호에 개시

되어 있다.

본 발명의 전술한 또는 유사한 실시태양 각각은 개별 성분 각각을 제공하고 이들을 상기에서 기술된 방식으로 함께 

결합시켜 만들 수 있다. 제2 연동식 체결 성분(54)는 임의의 적당한 절단 및 스탬핑 조작에 의해 바람직한 형상으로 

절단될 수 있다. 체결 성분(54)의 그래스핑 구역(92)는 초기에 후크가 없는 체결구의 영역을 생성하거나 별법으로 영

역으로부터 후크를 없앰으로써 그래스핑 구역을 만들어 형성시킬 수 있다. 예컨대, 후크는 체결구의 영역으로부터 제

거되어 그라인딩, 초음파처리 용융, 또는 다른 적당한 수단에 의해 그래스핑 구역(92)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본 발명 및 이의 제조 방법을 기술한 후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예들을 제조하였다. 이 

예 및 이들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 과정을 하기에서 기술한다. 구체적인 양, 비율, 조성 및 인자들은 대표적인 것이며, 

본 발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모의 사용 조건하에서 종래의 통상적인 후크 체결구를 사용하는 스트랩 부재 와 본 발명의 한 실시태양에 따른 후크 

체결구를 갖는 스트랩 부재의 조작을 비교하기 위하여 시험을 행하였다. 도 7에서 도시한 바와 같은 일반적인 형태를 

갖는 동일한 속옷(20)을 사용하여 실험실에서 스트랩 부재를 시험하였다. 도 2에서 도시된 종류의 후크 체결구(54)를

갖는 스트랩 부재(50)은 실시예 A 스트랩으로 지칭되며, 종래의 후크 체결구를 갖는 스트랩 부재는 대조용 A 스트랩

으로 표기된다.

본 시험에서 사용된 속옷(20)은 폴리에틸렌 필림 내층 및 스펀본드 부직 외층의 접착성 라미네이트로 이루어진 습기 

배리어(40)을 포함하였다. 흡수성 어셈블리(42)가 습기 배리어(40) 상에 배치되었으며, 스펀본드 폴리프로필렌 신체

측 라이너(44)는 흡수성 어셈블리 상에 배치되었다. 신체측 라이너(44), 흡수성 어셈블리(42) 및 습기 배리어(40)을 

제작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함께 결합시켰다. 또한, 속옷은 가먼트의 2개의 측면 여백(38)을 따라 고정된 다리 탄성 부

재(46)을 포함하였다.

속옷용 체결 시스템은 핫 멜트 접착제를 사용하여 습기 배리어(40)에 결합된 루프 체결구(52)의 형태로 4개의 제1 연

동식 체결 성분을 포함하였다. 루프 체결구(52)는 귈포드 밀즈(No. 33517)로부터 구입한 트리코 와프 니트인 브러시

된(냅핑된) 폴리에스테르 사 직물로 이루어졌다.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사이징(네셔날 스타치 및 케미칼 코포레

이션사 제품인 RESYN 5904)을 루프 용구의 후면 상에 연무 침착시키고 열처리하여 약 4 중량% 미만의 최종 농도를

얻었다. 전면 허리 영역(30)에서의 2개의 루프 체결구(52)의 치수는 1.25 x 3.37 인치(3.18 x 8.56 cm)로서 횡방향 

축에 대해 약 33도의 각을 형성하도록 위치되었다. 후면 허리 영 역(32)에서의 2개의 루프 체결구(52)의 치수는 1.5 

x 2.0 인치(3.8 x 5.1 cm)이고, 가먼트의 횡방향 축(24)에 대해 정렬되었다.

대조용 A 스트랩은 미국 노쓰 캐롤라이나주 셀비 소재의 셀비 엘라스틱스(Shelby Elastics)사 제품인 탄성 재료로 형

성된 2개의 탄성 스트랩 부재를 포함하였다. 대조용 A 스트랩의 길이는 약 10.5 인치(26 cm)이고 폭은 약 1 인치(2.5

cm)이었다. 스트랩 말단부는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음파처리식으로 결합시켰다. 제2 연동식 체결 성분은 스트랩

부재의 말단부에서 결합된 후크 체결구의 형태이었다. 후크 용구는 벨크로 유에스에이(Velcro USA)로부터 구입되었

으며 22 시리즈 후크를 포함하는 No. HTH-840으로 인식되었다. 후크 체결구의 치수는 0.876 x 1.625 인치(2.23 x 

4.13 cm)이며 스트랩의 중심쪽을 가리키는 단일방향 후크를 가졌다. 대조용 A 스트랩의 각 후크 체결구는 그래스핑 

구역을 형성하기 위하여 측면 연부 사이에서 초음파처리하여 변형된 원위 연부에 인접하는 3줄의 후크를 가졌다. 대

조용 A 스트랩은 1995년 8월에 상표명 디펜드(등록상표) 이지핏트 언더가먼트(DEPEND EasyFit Undergarments)

로 시판되는 성인용 실금용품으로서 미국 위스콘신주 니나 소재의 킴벌리-클라크 코포레이션에 의해 공급되는 대표

적인 스트랩이었다.

실시예 A 스트랩은 후크 체결구(54)를 제외하고 대조용 A 스트랩과 동일하였다. 실시예 A 스트랩의 각각의 후크 체

결구(54)는 후크가 없고 체결구의 원위 연부와 인접하는 그래스핑 구역을 포함하였다. 각 후크 체결구(54)는 또한 도 

2와 관련하여 기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제1 및 제2 부착 구역(96, 97 및 98)을 포 함하였다. 후크는 전적으로 제1

및 제2 부착 구역에서 배치되었다.

본 시험은 25명의 여성 참가자에 대해 실행되었다. 각 참가자는 한쌍의 실시예 A 스트랩이 있는 한벌의 속옷 및 한쌍

의 대조용 A 스트랩이 있는 한벌의 속옷을 착용하였다. 한쌍의 스트랩 부재를 갖는 각각의 속옷을 착용한 후, 참가자 

각자는 속옷의 상단 위에 적절하게 사이즈가 맞추어진 한쌍의 면 언더웨어를 입었다. 참가자들은 무릎 아래 및 허리 

위로 연속적으로 총 4회 언더웨어를 끌어 당긴 후 후크 체결구의 그래스핑 구역을 그래스핑하여 후크 체결구를 제거

하고 전면 및 후면 루프 체결구에 재부착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면 언더웨어를 위아래로 끌어당기고 체결구를 탈착시

키고 재부착시키는 각 사이클을 1일 동안 총 8회 반복하였다. 새로운 속옷 및 한쌍의 새로운 스트랩 부재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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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에 이 과정을 반복하였다.

과정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대조용 A 스트랩 및 실시예 A 스트랩 모두의 경우 팝-오프의 발생을 관찰하여 기록하도

록 요청받았다. 실시예 A 스트랩은 12회의 팝-오프가 일어났고, 대조용 A 스트랩은 48회의 팝-오프가 일어났으며, 

이는 기계식 체결구 디자인 사이의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전술한 상세한 설명은 예시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취지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많은 변형 및 변

화를 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실시태양의 일부로서 기술한 별법의 또는 임의의 특징들을 사용하여 또다른 실시태

양을 만들 수 있다. 추가적으로, 2개의 명칭된 성분들은 동일한 구조의 일부를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기술된 특정 실시태양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 니며, 단지 청구범위에 의해 한정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및 제2 허리 영역, 및 허리 영역을 서로 연결하는 중간 구역을 갖는 가먼트;

상기 제1 및 제2 허리 영역에 배치된 하나 이상의 제1 연동식 체결 성분; 및

각각 대향하는 전방 및 후방 말단부위를 가지며, 상기 각각의 전방 및 후방 말단부위에 결합되고 제1 연동식 체결 성

분을 재체결가능하게 속박하도록 조절된 제2 연동식 체결 성분을 포함하고, 상기 제2 연동식 체결 성분은 각각 종방

향 축, 근위 연부, 근위 연부로부터 종방향으로 이격된 원위 연부 및 근위 연부와 원위 연부 사이에서 연장하는 제1 및

제2 측면 연부를 가지며, 지지 기재(원위 연부와 인접하는 그래스핑 구역, 그래스핑 구역과 근위 연부 사이에서 종방

향으로 배치된 하나의 제1 부착 구역, 및 그래스핑 구역과 각각의 제1 및 제2 측면 연부 사이에 배치된 제2 부착 구역

들을 가짐) 및 다수의 직립 속박 구성요소(상기 제1 부착 구역 및 각각의 제2 부착 구역에 전적으로 배치됨)를 포함하

는 것인 한쌍의 스트랩 부재

를 포함하는 흡수용품.

청구항 2.
제1 및 제2 허리 영역, 및 허리 영역을 서로 연결하는 중간 구역을 갖는 가먼트;

상기 제1 허리 영역에 배치된 하나 이상의 제1 연동식 체결 성분; 및

종방향 축, 근위 연부, 근위 연부로부터 종방향으로 이격된 원위 연부, 및 근위 연부와 원위 연부 사이에서 연장하는 

제1 및 제2 측면 연부를 가지며, 지지 기재(상기 원위 연부에 인접하는 그래스핑 구역, 그래스핑 구역과 근위 연부 사

이에서 종방향으로 배치된 하나의 제1 부착 구역, 및 그래스핑 구역과 각각의 제1 및 제2 측면 연부 사이에 배치된 제

2 부착 구역들을 가짐) 및 다수의 직립 속박 구성요소(상기 제1 부착 구역 및 각각의 제2 부착 구역에 전적으로 배치

됨)를 포함하고, 제2 허리 영역에 결합되고 제1 연동식 체결 성분을 재체결가능하게 속박하도록 조절된 하나 이상의 

제2 연동식 체결 성분

을 포함하는 흡수용품.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각각의 제2 부착 구역의 표면적이 총 사용가능한 표면적의 약 2 % 이상인 흡수용품.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각각의 제2 부착 구역의 표면적이 총 사용가능한 표면적의 약 5 내지 약 10 %인 흡수용품.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각각의 그래스핑 구역의 표면적이 총 사용가능한 표면적의 약 10 % 이상인 흡수용품.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각각의 그래스핑 구역의 표면적이 총 사용가능한 표면적의 약 10 내지 약 25 %인 흡수용품.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각각의 그래스핑 구역의 최대 폭 치수가 약 1.5 cm 이상이고, 최대 길이 치수가 약 0.6 cm 이상인 

흡수용품.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각 제2 연동식 체결 성분의 원위 연부 및 제1 및 제2 측면 연부가 반경이 약 1.3 내지 약 

1.75 cm인 둥근 코너를 형성하는 흡수용품.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제1 연동식 체결 성분이 가요성 직물로 이루어지는 흡수용품.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제1 연동식 체결 성분이 루프 용구를 포함하고, 제2 연동식 체결 성분이 후크 용구를 포함하는 흡수

용품.

청구항 11.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가먼트가 액체 불투과성 습기 배리어 및 액체 투과성 신체측 라이너 사이에 배치된 흡수

성 어셈블리를 포함하는 흡수용품.

청구항 12.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지지 기재가 제1 부착 구역 및 제2 부착 구역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부착 구역을 가지며, 상기 부착 구역은 중앙 영역, 

제1 측면 연부와 인접하는 제1 측면 영 역, 및 제2 측면 연부와 인접하는 제2 측면 영역(각 측면 영역은 각 측면 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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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중앙 영역 사이에 배치됨)으로 정의되며,

근위 연부쪽으로 향한 다수의 직립 속박 구성요소가 상기 중앙 영역 내에 배치되고,

원위 연부쪽으로 향한 다수의 직립 속박 구성요소는 상기 각 제1 및 제2 측면 영역에 배치되는 흡수용품.

청구항 13.
제1 및 제2 허리 영역, 및 허리 영역을 서로 연결하는 중간 구역을 갖는 가먼트;

상기 제1 및 제2 허리 영역에 배치된 하나 이상의 제1 연동식 체결 성분; 및

각각 대향하는 전방 및 후방 말단부위를 가지며, 상기 각각의 전방 및 후방 말단 부위에 결합되고 제1 연동식 체결 성

분을 재체결가능하게 속박하도록 조절된 제2 연동식 체결 성분을 포함하고, 상기 제2 연동식 체결 성분은 각각 종방

향 축, 근위 연부, 근위 연부로부터 종방향으로 이격된 원위 연부, 및 근위 및 원위 연부 사이에서 연장하는 제1 및 제

2 측면 연부를 가지고, 지지 기재(상기 근위 연부와 원위 연부 사이에 배치된 그래스핑 구역, 제1 측면 연부와 인접하

는 제1 측면 영역, 및 제2 측면 연부와 인접하는 제2 측면 영역을 가짐) 및 다수의 직립 속박 구성요소(상기 제1 및 제

2 측면 영역에 전적으로 배치됨)를 포함하는 것인 한쌍의 스트랩 부재

를 포함하는 흡수용품.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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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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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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