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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섬유시장은소비자의라이프스타일의변화로인해정

장류 보다는 신속한 납기가 요구되는 고기능, 다기능의 캐주

얼웨어나 레저/스포츠웨어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환경의지능화, 환경친화적인생활, 고급화된삶의질을

추구하는미래사회에대처하는신기술의창조보다고급화된

자연친화적인 섬유 제품 개발로 활용 분야의 확대가 이루어

지고있다. 전세계적으로의류용섬유산업에있어친환경, 고

감성, 고기능성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Needs의 증가로 기

능성에서 감성적, 고급스러움 측면과 인체 친화적 측면을 표

현할수있는트렌드로변화되고있으며, 이러한특징은천연

섬유에 대한 고차적인 특성에 착안하여 개발되어 오고 있다.

이에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형 친환경 리사이클

섬유제품개발을통한섬유산업의고기능성녹색시장가치창

출및신성장동력화가요구되는시점으로현재고효율친환

경리사이클소재로및고기능성응용제품군개발을진행하

고 있다. 최근 기능을 넘어 환경까지 고려한 착한 소재가 주

목을 받고 있으며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

하면서 섬유 제품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 받고 있으므로

소비자니즈를만족할수있는Multi Life style 의류제품소

재에 리사이클 소재 적용을 위한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CO-Friendly Recycle Stretch 복합사

를 개발하여 우수한 신축 회복성을 가지고 형태안정성 및

Easy-care가 가능하며소비자의 쾌적함및 친환경성을부여

한소비자의니즈에맞는액티브스트리트 스타일의의류제

품소재개발을위하여 S/S 의류제품용잠재권축복합사소

재의 염색공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실험

2.1 Recycle Polyester 신축성 잠재권축 복합사

제조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POY를 제조하기 위하여 기초온도조

건및방사조건을토대로M/B를투입하여최종 50 de급리사

이클 폴리에스터 POY를 제조하였다. 친환경 신축성 발현을

위하여 Recycle PET/PTT잠재권축 50de를 선정하여친환경

신축성 잠재권축복합사 100De급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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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에서는리사이클폴리에스터와친환경신축성잠재권축복합사를활용하여신축성과친환경성을확보하여이를
활용한 S/S 의류제품 등에 사용되는 소재 개발을 위하여 복합소재에 관한 염색공정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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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친환경 신축성 잠재 권축복합사 사종 선정

 

소재원사 1 소재원사 2

Re-PET/PTT 잠재권축사 50de 급 Re-SD POY 50de 급

⇩

친환경 신축성 잠재권축 복합사

복합사 150de 급

2.2 친환경 신축성 잠재권축복합사 소재의 전처

리 및 염색공정 개발

 
소재의 특성상 저너리 조건에 있어서 백도향상과 형태안정

성, 필링 등의 불량 요인 방지를 위한 공정을 설계하였는데

특히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소재의 형태안정성, 균염성 등에

영향을 미치를 열처리 세팅에 대한 전처리 조건을 진행하였

다.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섬유는 분자배열이 매우 치밀하고

높은결정성과배향성을가지고있어장력하에열처리를하

게되면섬유를구성하고있는미세구조가변화하고내부의

비틀림이 완화되어 수축이 일어남으로써 가장 안정된 배열

상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처리 공정 전에

열처리를 시행하여 Curling 현상과 형태안정성, 균염성을 확

보하도록하기위하여 setting 온도조건에따른소재의변화

를 확인하였다.

[표 2] Tenter를 이용한 Setting 조건

Pick-up Preset 폭 Chamber온도 Overfeed 속도

건열처리 59-60”
110℃
130℃
150℃

20% 25m/min.

친환경 신축성 잠재권축복합사 소재의 염색 공정을 확인하

기 위하여 Single 조직으로 편직한 후 저온형과 고온형의 분

산염료 3원색을 이용하여 염착거동을 확인하였다. O사의 염

료를 이용하여 별도의 정제없이 상업화 염료 그대로 사용하

였으며 염색에 필요한 초산 등 시약은 1급 시약을 사용하였

다. 염색이 되는 과정에서 분산염료가 피염물에 흡진되는 거

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염료의 농도를 1% o.w.f, 액비 1:10으

로 상온에서 130℃까지 1.0℃/분의 속도로 승온한 후 40분간

유지하여 실시간 염료 잔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 2] 염착거동 측정 확인 조건

염료 염색 Recipe

E-Type

S-Type

(Red, Yellow, 

Blue)

3. 결과 및 고찰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POY를 제조하였고 Re-PET/PTT를

선정하여최종친환경신축성잠재권축복합사 100de를 제조

하였다. 개발사의물성을확인하기위하여섬도, 강도, 신도를

각각의 규격에 따르 확인하였으며 목표로 하는 값을 얻었다.

또한 개발사를 이용한 소재의 염착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저온형, 고온형 타입의분산염료 3원색을이용하여실시간염

료 잔액의 흡광도를 Dye-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저온형분산염료의경우 80%대의염착율을보였으며고온형

분산염료의 경우 90%대의 염착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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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저온형 분산염료의 염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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