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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 66년동안전세계에서생산된플라스틱은 83억톤으로

이가운데 63억 톤이쓰레기로폐기되고폐기된쓰레기중약

9%만이재활용되고나머지는소각, 매립되거나자연에버려

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의 플라스틱 생산량의 증가

추세로볼때폐기되는쓰레기의양또한급증할것으로예상

된다. 국내 Recycle 섬유 관련공정및제품군의기술수준은

아직장섬유용 PET Flake 및 PET Recycle Chip 공장이없고

대부분 일본, 대만, 중국 대비 제품 경쟁력이 부족하다. 따라

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폐플라스틱 자원의 선순황 구조를 구

축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 Recycle

Flake를 바로 최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기술을

적용한 고부가 제품 용도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 PET

Flake를 직접 원료로사용하고고객이원하는다양한기능성

을부여가가능한중공 POY사개발공정에관한연구를진행

하였다.

2. 실험

2.1 폐플라스틱 PET Flake 선정

폐플라스틱 PET Flake 선정을 위하여 국내, 대만, 일본

Flake를 조사하여 Tm 측정과방사성확인을위하여점도및

수분율을 측정하였다.

<국내> <대만>
 
2.2 Recycle 중공 PET POY사 개발
 
친환경의 다기능성 Recycle 중공 PET POY사 개발을 위하

여 Flake 균질화(건조온도, 건조시간, 용융, 이물질제거, 고유

점도) 및 방사온도, 방사속도, 냉각온도, 냉각풍향, 권취속도

조건을 설계하였다. 또한 Recycle PET Flake 건조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기초온도 조건을 활용한 제조 조건 설계를 진

행하였다. 다기능성의 원사 개발을 위하여 기초온도조건 및

방사조건을 토대로 항균 기능성의 M/B 투입 조건을 설계하

여 105De급의 Recycle 항균 중공 PET POY사 개발 공정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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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에서는폐플라스틱을재활용한 Recycle PET 중공 POY사방사공정연구를진행하였으며그결과를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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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친환경 및 다기능성 Recycle 중공 POY사 제조 모식도

[그림 2] 72Hole 방사구금 설계도

2.3 물성분석

Recycle PET 중공 POY사의 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섬도

(KSK 2060), 강도(KSK 0412), 신도(KSK 0412)규격을 통하

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Recycle PET 중공 POY 원사제조를 위한 최적의 방사공정

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Flake의 건조시스템 조건을 설계하

였으며 연계한 최적 조건 설정을 위하여 공정인자인 건조온

도, 방사온도, 방사속도, 냉각온도, 냉각속도 등을 조절하여

중공 단면의 72Hole Size의 구금을 활용하였다. 항균 리사이

클 PET M/B 건조시스템을도입하여수분율을조정하였으며

소재원사에 1~3wt% 함량을 조절하여 방사조건을 설계하였

다. 폐플라스틱의 Flake를 적용한 항균 기능성의 리사이클

PET 중공 POY사 섬도 105De, 강도 1.85g/de, 신도 20.1%

물성을 갖는 POY사 개발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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