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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흡방습성 합성섬유, 이것을 이용한 교락혼섬사, 이것을 이용한 직편물, 및 이것을 이용한 부직포

요약

본 발명은 흡방습성 성분 및 섬유형성 중합체를 포함하는 흡방습성 합성섬유에 관한 것이며, 본 발명의 흡방습성 합성섬유

는 25℃×60% RH 환경 하에서 수분평형에 도달한 후에 34℃×90% RH환경 하에서 30분간 방치한 경우의 흡습율이 1.5%

이상이고, 34℃×90% RH 환경 하에서 수분평형에 도달한 후에 25℃×60% RH 환경 하에 30분간 방치한 경우의 방습율이

2% 이상이며, 또한 30일간 방치한 경우의 CIE-LAB 표색계에서 b값이 1~5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흡방습성 합성섬유, 이 섬유를 이용한 교락혼섬사, 이 섬유를 이용한 직편물, 및 이 섬유를 이용한 부직포의 투

명성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합성섬유는 면 등의 천연섬유보다 인장강도, 내마모성, 치수안정성, 속건조성 등에 있어서 우수하여, 옷감재료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합성섬유는 천연섬유만큼 흡습성이 우수하지 않으며, 착용시의 발한으로 피부에 대해 과습, 끈적

거림 등이 발생하여 천연섬유만큼 착용감이 좋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종래부터 합성섬유에 흡습성이나 흡수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다수의 시도가 행해져 왔다. 예

를 들면, 흡습성분으로 폴리에테르에스테르아미드를 사용한, △MR을 각각 2.5% 이상 또는 1.5% 이상의 값을 갖는 흡습

성 섬유가 일본특허공개 평9-41204호, 일본특허공개 평9-41221호 등에 개시되어 있다. △MR은 30℃, 90% RH의 분위

기 하에서 24시간 방치한 섬유의 수분율과, 20℃, 65% RH의 분위기 하에서 24시간 방치한 섬유의 수분율 사이의 차를 흡

방습계수로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MR은 다른 온습조건 하에서 24시간 방치한 후의 섬유의 각 수분율로부터 산출한 값이다. 온습조건이 변화될 경

우에 합성섬유가 신속하게 흡습 또는 방습하는 것이 실용상 중요하다. 일본특허공개 평9-41204호, 일본특허공개 평9-

41221호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일본특허공개 소63-227871호, 일본특허공개 소63-227872호에는 흡방습성을 보유하는 쾌적한 옷감재료가 제안되

어 있고, 또 그 재료를 20℃×65% RH의 환경에서 30℃×90% RH의 환경으로 이동한 경우의 15분 후 흡습율, 및

30℃×90% RH의 환경에서 20℃×65% RH의 환경으로 이동한 경우의 15분 후 방습율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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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에 언급되어 있는 기술은 폴리에스테르 섬유나 폴리아미드 섬유로 이루어진 직편물의 표면에 흡습성분을 그래프트 중

합에 의해 부착시키는 것으로, 촉감이 매끄럽지 않고, 미끈거리며, 염색불균일 및 흡습시 염색견뢰도(color fastness)가

현저하게 저하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우수한 흡습성이나 흡수성을 보유한 다수의 열가소성 중합체는 처음부터 착색되어 있거나 또는 시간

이 경과에 따라 착색되는 경향이 있어,섬유제품의 품질이나 품위가 저하된다. 예를 들면, 일본특허공개 평8-209450호 또

는 일본특허공개 평8-311719호 등에는 흡방습성이 우수한 복합섬유가 개시되어 있다. 이들 문헌에 있어서는, 우수한 흡

방수성을 가진 섬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흡방습성을 가진 성분으로서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변성물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문헌에는 폴리에틸렌옥사이드의 변성제로서 디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지만, 섬유재료의 변

색을 성공적으로 제어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실시예 등에 기재된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변성물(상품명:

아쿠아코크)은 방향족계 디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에 의해 변성된 것인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섬유의 색조가 변하는 문제

가 있다.

미국특허공개 4767825호에는 폴리옥시메틸렌 연성 분절과 경성 분절을 갖는 흡수성 중합체로 구성된 부직포가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직포는 흡방습성, 섬유특성 및 제섬성(fiber forming property)이 우수하기는 하지만,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 황변 또는 내후성 불량의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은 분위기의 온습도 조건에 따라 흡습 또는 방습기능을 발휘하고, 또 온습도 조건에 따라 반복적으로 흡습 및 방습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장기간 보관에 있어서도 색조변화, 특히 황변이 극히 적으며, 옷감재료로서 사용할 경우에는 촉감

이나 염색성의 문제가 없는 우수한 흡방습성을 갖는 합성섬유; 이 합성섬유를 이용한 교락혼섬사, 직편물 및 부직포를 제

공하는 것을 기술적인 과제로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의검토한 결과 달성되었다.

흡방습성 성분과 섬유형성 중합체를 함유하는 본 발명의 흡방습성 합성섬유는 25℃×60% RH 환경 하에서 수분평형에 도

달한 후에 34℃×90% RH 환경 하에서 30분간 방치한 경우의 흡습율은 1.5% 이상이고, 34℃×90% RH 환경 하에서 수분

평형에 도달한 후에 25℃×60% RH 환경 하에서 30분간 방치한 경우의 방습율은 2% 이상이다. 또 30일 동안 방치한 경우

의 CIE-LAB 표색계에서 b값은 -1~5이다.

본 발명의 교락혼섬사에 있어서는 상기 흡방습성 합성섬유로 이루어진 제1섬유와,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이루어진 제2섬

유가 교락하여 혼섬되어 있다. 상기 혼섬사의 혼합중량비는 (제1섬유)/(제2섬유)=20/80~80/20이고, 제1섬유가 제2섬유

보다도 비수수축율(沸水收縮率)이 높다.

본 발명의 직편물은 상기 교락혼섬사를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의 부직포는 흡방습성분이 심부(core)에 위치하고, 섬유형성 중합체가 초부(sheath)에 위치하는 구조를 갖는 흡방

습성 합성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흡방습성 성분은 폴리알킬렌옥사이드, 폴리올 및 지방족 디이소시아네이트의 반응

생성물로서 얻어진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이며, 상기 초성분의 섬유형성 중합체는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테르로

부터 얻어진다.

상기 심성분인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은 섬유 총중량에 대하여 5~30중량%의 중량비를 갖고, 부직포는 합성섬유의

초성분을 통한 결합구조 또는 합성섬유의 삼차원 교락의 소정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본 발명은, 분위기의 온습도 조건에 따라서 흡습기능 또는 방습기능을 발휘하고, 또 흡습도 조건에 따라 반복적으

로 흡습 및 방습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장기간 보관에 있어서도 변색, 특히 황변이 매우 적으며, 옷감재료로 사용하는 경

우에는 촉감이나 염색성의 문제가 없는 우수한 흡방습성을 갖는 합성섬유; 이 합성섬유를 이용한 교락혼섬사, 직편물 및

부직포를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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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흡방습성 합성섬유는 흡방습성 성분과 섬유형성 중합체를 함유한다. 이 섬유를 25℃×65% RH 환경 하에서 수

분평형에 도달하게 한 후에 34℃×90% RH 환경 하에서 30분간 방치한 경우의 흡습율은 1.5% 이상이고, 34℃×90% RH

환경 하에서 수분평형에 도달하게 한 후에 25℃×60% RH 환경 하에서 30분간 방치할 경우의 방습율은 2% 이상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34℃×90% RH의 온습도 조건은 초여름부터 한여름에 걸쳐서 사람이 의복을 착용하고 있을 때의 인체와 의복

사이의 온습도 조건에 대체로 상당한다. 25℃×60% RH의 온습도 조건은 일년 중 대체적으로 평균적인 온습도 상태나 실

내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25℃×60% RH 환경 하에서 수분평형에 도달하게 한 후에 34℃×90% RH 환경 하에서 30분간 방치한 경우의

섬유의 흡습율이 1.5% 이상, 바람직하게는 2.5% 이상이면, 의복의 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이 합성섬유는 인체로부터 배출

된 수증기 상태의 땀을 빠르게 흡습할 수 있다.

또한, 34℃×90% RH 환경 하에서 수분평형에 도달하게 한 후에 25℃×60% RH 환경 하에서 30분간 방치한 경우의 섬유

의 방습율이 2% 이상, 바람직하게는 3% 이상이면, 일단 흡습된 합성섬유는 일반적으로는 의복 내부공간으로부터 의복 내

부공간보다 온습도가 낮은 의복 외부공간으로 흡습된 수분을 빠르게 방습할 수 있다.

합성섬유는 인체로부터 배출된 수증기 상태의 땀을 흡습하면서 동시에 의복 외부로 방습하기 때문에 흡습성과 방습성을

별도로 측정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곤란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상기 흡습율 및 방습율의 정의가 그 지표가 된다.

상술한 대로, 본 발명의 합성섬유는 흡습율이 1.5% 이상이고, 방습율이 2% 이상일 필요가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방습율이

흡습율과 동등하거나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방습율이 흡습율보다 낮으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체로부터의

수증기 상태의 땀이 합성섬유에 축적되어 합성섬유의 흡습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흡습율이 1.5%

미만이거나, 또는 방습율이 2% 미만이면, 흡습량 또는 방습량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의복내부가 무더워지게 된다.

상기 흡방습성능은 본 발명의 합성섬유에 사용되는 흡방습성 성분에 의해서 제공된다. 이 흡방습성 성분으로는 상기 흡방

습율을 갖고, 또 후술하듯이 변색이 적은 것이 바람직하다. 이 흡방습성 성분으로는 폴리알킬렌옥사이드, 폴리올 및 지방

족 디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의 반응생성물로서 얻어지는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이 바람직하다. 특히, 하기 군에서 선

택되는 1종 이상의 화합물의 반응생성물로서 얻어진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이 섬유형성 중합체와 동시에 용융방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 폴리알킬렌옥사이드로는 폴리에틸렌옥사이드, 폴리프로필렌옥사이드 및 이들의 공중

합체가 있다. 폴리올로는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및 프로필렌글리콜 등의 글리콜류가 있다. 지방족 디이소시아네

이트로는 지환식 디이소시아네이트가 열거되고, 바람직하게는 디시클로헥실메탄-4,4'-디이소시아네이트, 1,6-헥사메틸

렌디이소시아네이트 등이 열거된다.

방향족 디이소시아네이트를 사용하는 것은 착색 또는 시간경과에 따른 황변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은 폴리알킬렌옥사이드, 폴리올 및 대칭성의 지방족 이소시아네이트의 반

응생성물로서 얻어진다. 특히, 중량 평균분자량 500~50만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가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중량 평균분자

량이 500 미만이면, 얻어지는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흡수성이 크게 저하하는 동시에, 용융점도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제섬능이 악화된다. 한편, 중량 평균분자량이 50만을 초과하면, 얻어지는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은 흡수시에

겔형태로 부직포로부터 용출될 수 있다. 상술한 중량 평균분자량을 보유하는 폴리알킬렌옥사이드로는 폴리에틸렌옥사이

드, 폴리프로필렌옥사이드, 에틸렌옥사이드/프로필렌옥사이드 공중합체 및 폴리부틸렌옥사이드, 또는 상기 중합체의 혼합

물이 바람직하다. 이들 폴리알킬렌옥사이드 중에서도 중량 평균분자량 2000~10만의 폴리에틸렌옥사이드, 폴리프로필렌

옥사이드 및 에틸렌옥사이드/프로필렌옥사이드 공중합체가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폴리올로는 그 분자 내에 수산기(-OH)를 2개 갖는 유기 화합물, 예를 들면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트리에틸렌글

리콜, 테트라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디프로필렌글리콜, 트리메틸렌글리콜, 1,3-부탄디올, 2,3-부탄디올, 1,4-부

탄디올, 1,5-펜타디올, 헥실렌글리콜, 옥틸렌글리콜, 글리세릴모노아세테이트, 글리세릴모노부티레이트, 1,6-헥산디올,

1,9-노난디올, 비스페놀A 등이 적합하고, 특히 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1,4-부탄디올, 1,6-헥산디올, 1,9-노난디

올이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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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알킬렌옥사이드 및 폴리올과 반응하는 대칭성의 지방족 이소시아네이트 로는 2개의 이소시아네이트기를 분자 내의

대칭부에 갖는 지방족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로, 예를 들면 디시클로헥실메탄-4,4'-디이소시아네이트 또는 1,6-헥사메

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가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이들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용융점도는 온도 170℃, 인가하중 50㎏/㎠ 하에서 1000~20000 포아즈인 것이 바람

직하다. 용융점도가 1000포아즈 미만이면, 흡수시에 고분자겔이 섬유표면으로 용출된다. 한편 용융점도가 20000 포아즈

를 초과하면, 폴리아미드 중합체 또는 폴리에스테르 중합체의 분산성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섬능이 악화하게 된다.

본 발명의 합성섬유는 30일간 방치한 경우 CIE-LAB 표색계에서의 b값이 -1~5이어야 한다.

이 b값은 최종 섬유제품으로 된 경우에도 변색이 거의 없고 상품가치를 저하시키지 않는 데에 필요한데, 바람직한 b값은

0~3이다.

합성섬유의 b값은 섬유형성 중합체에 사용되는 원료 중의 불순물, 중합조건, 방사조건 등에 따라 변한다. 현재에는 중합체

착색의 주요인은 흡방습성 성분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b값을 상기 범위내로 하기 위해서는, 흡방습성 성분을 개량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기 폴리알킬

렌옥사이드 변성물은 착색률이 매우 작아서 본 발명에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본 발명의 합성섬유는 흡방습성 성분과 섬유형성 중합체를 함유한다. 섬유의 형태로는 예를 들면 흡방습성 성분과 섬유형

성 중합체가 균일 또는 불균일하게 혼합된 섬유, 흡방습성 성분과 섬유형성 중합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심초형, 사이드

바이 사이드 형 또는 해도형 섬유: 한 성분이 다른 한 성분에 의해서 복수부로 분할된 다분할형 섬유 등의 각종 컨쥬게이트

섬유; 흡방습성 성분과 섬유형성 중합체의 혼합물을 주성분으로 하여 다른 섬유형성 중합체와의 컨쥬게이트한 컨쥬게이트

섬유가 제안된다.

흡방습성 성분은 섬유의 내부 및/또는 외부에 있어도 좋다. 상기 섬유가 옷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흡습시 미끈거리는

촉감, 염색불균일 및 염색견뢰도의 열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흡방습성 성분을 섬유표면 상에 노출시키지 않고, 내층(심부)

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성섬유에 있어서 흡방습성 성분과 섬유형성 중합체의 구성비율은 상기 흡습성과 방습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설정하

면 좋고, 또 섬유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설정하면 좋다. 예를 들면, 상기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을 사용하는 경우,

이 성분이 섬유 중량에 대하여 5~50중량%의 중량비인 것이 바람직하다.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변성물의 함유량이 5중량%

미만이면, 목적으로 하는 소정의 흡방습성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한편 함유량이 50중량%를 초과하면 제섬능에 문

제가 발생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섬유형성 중합체로는 나일론 6, 나일론 66 등의 폴리아미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등의 폴리에

스테르,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등의 폴리올레핀, 및 상기 중합체의 공중합체 등이 있지만, 이러한 것에 한정되는 것

은 아니다. 산화방지제, 광택제거제 또는 자외선 흡수제 등의 첨가제를 사용해도 좋다.

또한, 흡방습성 합성섬유의 단섬유의 섬도는 일반적으로 0.1~20 데니어 가 바람직하지만, 특별히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섬유의 단면형상은 어떤 형상이라도 좋다. 본 발명의 흡방습성 합성섬유는 멀티필라멘트의 연속섬유로 사용하는 것이 비

용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스테이플 섬유로 절단하여 방적사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합성섬유는 권축이 있는 권축가공사인 것이 바람직하다. 합성섬유를 직편물로 가공하는 경우, 이 방법

을 채용함으로써 직편물의 흡수성은 크게 향상된다.

직편물의 흡수성은 크게 2종류로 구분된다. 첫번째 것은 물이 직편물 또는 필라멘트 사이의 공극에 침투, 확산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흡수성이다. 두번째 것은 섬유자체가 물을 흡수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합성섬유에 권축이 부여되면, 필라멘트 사

이의 공극이 증가한다. 권축사를 사용한 직편물에 물이 닿으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 직편조직이나 필라멘트 사이의 공극으

로 물이 빠르게 침투하기 때문에 흡수성이 향상된다. 이것은 첫번째 흡수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흡방습성 합성섬유는 섬유 자체가 흡수성을 보유한다. 본 발명의 흡방습성 합성섬유는 두번째 흡수성도 보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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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권축가공사는 직편물로 한 경우, 실 또는 섬유 자체가 권축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편물의 표면에 물이

닿으면, 권축에 의한 흡수효과에 의해 직편조직이나 필라멘트 사이의 공극으로 빠르게 흡수되고, 그런 다음 이 물이 섬유

자체의 흡수성에 따라 섬유내부로 흡수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권축가공사는 흡수성의 상승효과에 의해 우수한 흡수성

을 가지며, 그 결과 천연섬유의 흡수성 또는 그 이상의 흡수성을 갖는다.

권축을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좋지만, 예를 들면 가연가공법, 압입권축가공법, 가열유체에 의한 압

입권축가공법 등이 있다.

이들 방법 중에서도, 가연가공법이 품질안정성이나 비용면에서 바람직하다. 핀타입이나 디스크 타입의 가연장치를 구비한

일반적인 가연가공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조건이 가연가공 조건으로서 채용된다. 일반적으로, 가연계수

1500~33000의 조건이 채용된다. 여기서, 가연계수는 가연수(T/m)와 섬유섬도(d)의 제곱근과의 곱으로 표시된다. 그러

나, 본 발명의 효과가 얻어지는 한 이상기 조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연가공 후에 토크를 제어하기 위해서 바연가공

하는 2단 히터 가연가공기를 사용하여 연속열처리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본 발명의 흡방습성 합성섬유로부터 교락혼섬사를 얻을 수 있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에 있어서, 교락

혼섬사는 상기 흡방습성 합성섬유로 이루어진 제1섬유와,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이루어진 제2섬유가 교락하여 혼섬된 것

이다. 상기 혼섬사의 혼합중량비는 (제1섬유)/(제2섬유)=20/80~80/20이며, 제1섬유가 제2섬유보다도 비수수축율이 높

다.

이 교락혼섬사에 있어서, 제1섬유가 높은 흡수성과 흡방습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34℃×90% RH의 조건에서 나일론 6의

1.5배 이상의 흡습율을 가진 폴리아미드계 섬유일 필요가 있다. 흡습율이 나일론 6의 1.5배 미만인 경우에는, 소망의 제전

성(制電性) 및 흡방습성이 얻어지지 않는다.

제1섬유에 있어서,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변성물에 사용되는 폴리아미드로서 나일론 6, 나일론 66, 나일론 11, 나일론 12,

나일론 MXD(폴리메타크실렌 아디포아미드)의 동종중합체 및 상기 나일론의 공중합체 또는 혼합물이 바람직하게 사용된

다.

제1섬유로서 심초형 복합섬유가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특히 섬유의 심성분을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변성물 단독이나 폴리

에틸렌옥사이드 변성물과 폴리아미드의 혼합물로 하고, 초성분을 폴리아미드로 한 섬유가 바람직하다. 폴리에틸렌옥사이

드 변성물과 폴리아미드의 혼합물을 선택한 경우에는, 두개의 중합체를 용융시켜 미리 혼합하여 마스터 칩으로 할 수 있

다.

폴리아미드계 섬유로 형성되는 제1섬유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폴리아미드계 섬유로서 상기 폴리에틸렌옥

사이드 변성물을 사용하는 상기 심초형 복합섬유를 사용하는 경우, 이 심초성분의 조성비는 사용되는 중합체나 요구성능

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조성비가 중량비로 15/85~85/15의 범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성분의 비율이 이 범위 미만

이면, 얻어지는 교락혼섬사의 제전성 또는 흡방습성이 불량하게 된다. 반면, 상기 비율이 그 범위를 초과하면, 제섬성이 손

상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함유하는 제2섬유의 중합체 성분으로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프로필렌 테레프탈레이

트,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등의 동종중합체가 사용된다. 또한, 상기 동종중합체를 주체로 하여 이소프탈산, 5-나트

륨술포이소프탈산, 나프탈렌디카르복실산 및 아디프산 등의 디카르복실산이나 다른 글리콜 성분과 공중합시킴으로써 얻

어지는 공중합체가 사용된다. 또는, 상기 폴리에스테르의 혼합물이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제2섬유를 구성하는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단섬유의 섬도는 특별히 한정하지 않는다. 단섬유의 섬도가 1.5데니어 이하인

멀티필라멘트사조를 사용하면, 직편물은 피치감(peach touch)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섬유의 흡수성도 향상된다.

폴리아미드섬유로 형성된 제1섬유와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형성된 제2섬유를 교락혼섬하는 경우에는, 에어젯 노즐, 인터

레이서(interlacer) 등을 사용한 통상의에어젯 가공기술을 채용할 수 있다. 교락 또는 인터밍글(intermingle)의 정도를 나

타내는 인터밍글수는 일반적으로 20~120개/m의 범위에 있으면 좋다.

교락혼섬사의 혼합중량비는 (제1섬유)/(제2섬유)=20/80~80/20의 범위, 바람직하게는 30/70~70/30의 범위에 있어야 한

다. 제1섬유의 혼합중량비가 20% 미만이면, 요구되는 제전성, 흡수성, 흡방습성이 얻어지지 않는다. 제1섬유의 혼합중량

비가 80%를 초과하면, 제2섬유를 구성하는 폴리에스테르의 촉감이 얻어지지 않는다. 또한, 혼섬사를 이용하여 제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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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니싱하여, 블라우스 및 셔츠용 섬유로 제조하는 데에 사용되는 가성처리에 있어서의 고도의 가성저감가공을 사용하기

곤란하다. 그 결과, 부드러운 촉감을 얻기 어렵다. 또한,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염색하는데 사용되는 분산염료가 폴리아미

드계 섬유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증가하여 염색견뢰도가 불량하게 될 수 있다.

교락혼섬사의 제1섬유인 폴리아미드계 섬유의 비수수축율은 제2섬유인 폴리에스테르 섬유보다 커야 한다.

상기 비수수축율은 하기 방법으로 측정되어 산출된다.

먼저, 타래기로 실을 일정한 길이로 감아올린 후, 초기 하중(0.1g/데니어) 하에서 타래길이(a)를 측정한다. 무하중 하에서

타래를 끓는 물에서 30분간 끓이고, 건조시킨다. 초기 하중(0.1g/데니어) 하에서의 타래길이(b)를 측정한다. 다음식으로

부터 비수수축율을 얻는다.

비수수축율(%)=[(a-b)/a]×100

폴리아미드계 섬유인 제1섬유의 비수수축율이 폴리에스테르섬유인 제2섬유와 동등하거나 또는 적으면, 폴리아미드계 섬

유의 표면에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구성단섬유로 이루어진 루프를 발현시키기 어렵게 되므로,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촉감이

얻어지지 않거나, 내광견뢰도가 불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폴리아미드계 섬유와 폴리에스테르 섬유 사이의 비수수축율 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정하지 않지만, 폴리아미드계 섬유가

폴리에스테르 섬유보다도 3%, 바람직하게는 5% 이상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건열수축율은 폴리아미드계 섬유보다도 작으며, 바람직하게는 2%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건열수축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측정되어 산출된다.

0.05g/데니어의 하중 하에서 약 30㎝의 실샘플의 길이(I0)를 측정한다. 그 다음, 하중없이 실을 160℃에서 30분 동안 방치

한다. 0.05g/데니어의 하중 하에서 실길이(I1)를 측정한다. 다음식으로부터 건열수축율을 산출한다.

건열수축율(%)=[(I0-I1)/I0]×100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건열수축율이 폴리아미드계 섬유보다 2% 미만, 특히 3% 미만이면, 직편물의 부피감이나 피치감이

크게 향상된다.

본 발명의 교락혼섬사는 제전성이 1000V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제전성은 본 발명의 교락혼섬사를 사용하여 원통 편물

로 형성한 후, 통상의 방법으로 염색한 샘플에 대해서 하기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에 따라 측정한 값이다.

마찰대전압: JIS L-1094 B법

샘플의 제전성이 1000V 이하인 경우는, 우수한 제전효과가 얻어져서 겨울철과 같은 건조한 환경에서도 정전기에 의해 의

복이 인체에 휘감기거나 들러붙거나, 또는 먼지가 부착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본 발명의 교락혼섬사는 흡수율이 150%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의된 흡수율은 샘플을 25℃×60% RH의 조건 하

에서 2시간 방치한 후 측량하여 중량 W를 얻은 다음, JIS L-1907 5.3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1분 흡수 후의 중량 W60을

측량하여 산출한다. 흡수율 R(%)은 하기 식으로부터 산출하였다.

R(%)=[(W60-W)/W]×100

흡수율이 150% 이상인 경우는, 착용중의 땀이 빠르게 의복에 흡수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교락혼섬사는 흡습율이 1.5%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흡습율은 25℃×65% RH 조건 하에서 2시간 방치

한 후의 수분함량과 34℃×90% RH에서 24시간 방치한 후의 수분함량의 차로 정의된다. 흡습율이 1.5% 이상인 경우, 착

용중의 수증기 형태의 땀은 섬유로 빠르게 흡습되어 과습을 느끼지 못하여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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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직편물은 상기 교락혼섬사를 주체로 구성된 직물 또는 편물이다. 이 직편물은 상기 교락혼섬사를 100% 사용하

여 얻을 수 있고, 또 본 발명의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교락혼섬사와 다른 사조를 교직 및 교편하는 방법으로 혼

섬하여 얻을 수 있다.

요약하면, 본 발명의 교락혼섬사에 있어서, 제2섬유로서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함께 교락혼섬사를 구성하는 제1섬유로서

폴리아미드계 섬유는 고흡방습성을 가진 나일론 4, 또는 폴리비닐피롤리돈, 폴리에테르에스테르아미드, 폴리에틸렌옥사

이드 변성물 등의 고흡방습성과 고흡수성의 중합체를 함유한다. 그러므로, 우수한 흡방습성 및 소정의 흡수성이 얻어진다.

또한, 본 발명의 교락혼섬사는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이 폴리에스테르 섬유보다도 비수수축율이 큰 폴리아미드계 섬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염색공정 시에 제공되는 열처리에 의해서 폴리아미드계 섬유의 표면에 주로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단섬유로 이루어진 공극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교착혼섬사는 흡수성을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상기 교락혼섬사를 주체로 한 직편물은 폴리에스테르의 촉감을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착용한 경우 땀을 흡수, 흡

습한 팽윤된 폴리아미드계 섬유는 피부와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습윤시 미끈거리거나 끈적거리는 촉감을 느낄 수 없는 쾌

적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폴리에스테르 섬유로서 단섬유의 섬도가 1.5데니어 이하이며, 또한 건열수축율이 폴리아미드계 섬유보다 작은 2%

이하인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사용하면, 직편물에 우수한 부피감이나 피치감을 부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교락혼섬사의 일부를 구성하는 폴리아미드계 섬유의 제전성은 마찰대전압이 2000V 정도이다. 일반적인 합성

섬유와 비교하면, 정전기가 발생하여도 의복이 피부에 휘감기지 않는 정도이기는 하지만, 정전기에 의한 먼지부착은 억제

되지 않는다. 마찰대전압이 1000V 이하이지 않으면, 먼지부착은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발명의 교락혼섬사로서 폴

리아미드계 섬유와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사용함으로써, 고제전성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본 발명

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삭제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의 대전서열에서, 폴리아미드에 정전기를 부여하면 양의 전하를 띤다. 한편, 폴리에스테르에

정전기를 부여하면 음의 전하를 띤다.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의 대전서열 사이에 면, 실크, 레이온, 아세테이트, 아크

릴 섬유가 위치한다. 이들 섬유와 접촉시킴으로써 일단 폴리아미드는 양전하, 폴리에스테르는 음전하를 띄지만, 그 다음

이들 전하는 서로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대전량이 낮아진다. 이 경우, 폴리아미드계 섬유와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혼합비율

에 따라 상쇄된 대전량이 달라지지만, 혼합비율이 상기 범위 내에 있다면 우수한 제전성이 제공된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부직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 부직포를 구성하는 스테이플 섬유의 초성분 또는 초성분의 일부로서 사용되는 폴리아미드로는 나일론 4, 나일론 6, 나

일론 46, 나일론 66, 나일론 11, 나일론 12, 나일론 MXD 6(폴리메타크실렌 아디포아미드), 폴리비스시클로헥실메탄데칸

아미드 등의 아미드계 중합체, 또는 이들 중합체를 함유하는 공중합체 또는 그 혼합물이 있다. 또한, 폴리에스테르의 산성

분으로는 테레프탈산, 이소프탈산, 나프탈렌-2,6-디카르복실산 등의 방향족 디카르복실산 및 아디프산, 세바신산 등의 지

방족 디카르복실산 또는 이들 산유래의 에스테르류가 제안된다. 글리콜 성분으로는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1,4-

부탄디올, 네오펜틸글리콜, 시클로헥산-1,4-디메탄올 등의 디올류가 제안된다. 또한, 이들 성분으로부터 얻어진 에스테르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가 사용된다. 또한, 상기 에스테르계 중합체로는 파라옥시벤조산, 5-나트륨술포이소프탈산, 폴리알

킬렌글리콜, 펜타에리스리톨 및 비스페놀A를 첨가하거나 또는 공중합시켜도 좋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이 사용된다.

본 발명의 부직포에서는, 부직포를 구성하는 스테이플 섬유의 심성분인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중량비는 섬유중량

의 5~30%중량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중량비가 5% 미만이면, 스테이플 섬유, 즉 부직포의 흡방습성이 열화된다. 한편, 이

비가 30%를 초과하면 흡방습성은 우수하지만, 스테이플 섬유의 인장강도가 저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본 발명의 부직포에 있어서, 초성분과 심성분의 조성비(초/심 조성비)는 심성분이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만으로 구성

된 경우에는, 초성분/심성분(중량비)=95/5~70/30이다. 또한, 초성분이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과 폴리아미드 또는 폴

리에스테르의 혼합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조성비는 특별히 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섬능 및 스테이플 섬유, 즉 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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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흡방습성을 고려하면, 초성분/심성분(중량비 )=60/40~40/60인 것이 바람직하다. 조성비가 상기 범위를 초과하면,

스테이플 섬유의 흡방습성은 양호하게 되기는 하지만, 제섬능이 불량해지고, 또 스테이플 섬유, 즉 부직포의 인장강도가

열화되어, 단섬유의 평평한 단면도 얻어지지 않는다. 한편, 심성분의 조성비가 상기 범위보다도 작으면, 섬유의 초성분이

지나치게 두꺼워지고, 심성분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 중에 과량의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테르가 분산되어 스테

이플 섬유의 흡방습성이 저하한다.

본 발명의 부직포에서는, 상기 스테이플 섬유가 실질적으로 심초형 조성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심성분에 의해서 스테이플

섬유에 흡방습성이 부여되므로, 부직포가 흡방습성을 보유한다. 또한, 초성분에 의해서 스테이플 섬유에 제섬능 및 인장강

도가 부여되므로, 부직포의 인장강도가 향상된다.

이 스테이플 섬유는 통상의 심초구조 이외에 다심형 심초구조를 가져도 좋다. 또한, 스테이플 섬유 전체의 단면형상은 스

테이플 섬유가 실질적으로 심초형 단면을 가지면 특별히 한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원형단면 이외에 다엽형 단면, 타원형

단면 등의 일반적으로 섬유에 채용되는 단면에서 선택해도 좋다. 이들 중합체는 용융시켜 미리 혼합하여 마스터 칩으로 하

여도 좋고, 또는 건조 혼합하여도 좋다.

본 발명의 부직포에서는 본 발명의 효과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심초형 스테이플 섬유의 심성분과 폴리

아크릴산 나트륨, 폴리-N-비닐피롤리돈, 폴리(메타)아크릴산 또는 상기 중합체의 공중합체 및 폴리비닐알콜 등을 배합하

여도 좋다.

또한, 심초형 스테이플 섬유의 심성분 및/또는 초성분을 본 발명의 효과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광택제

거제, 착색제, 난연제, 소취제, 광차단제, 내열제, 산화방지제 등의 각종 첨가제와 혼합하여 사용해도 좋다.

특히, 초성분에 벤조트리아졸계 광차단제를 사용하고, 심성분에 페놀계 산화방지제를 사용하는 것이 내열성과 내광성이

향상되어 바람직하다. 또한, 벤조트리아졸계 광차단제로는 2-(2-히드록시-3,5-디-t-아밀페닐)벤조트리아졸(시푸로 카

세이 가이샤 주식회사 제품의 「Seesorb 704」), 페놀계 산화방지제로는, 2-t-펜틸-6-(3,5-디-t-펜틸-2-히드록시벤

질)-4-t-펜틸페닐아크릴레이트(수미토모 케미컬 주식회사 제품의 「Sumilizer-GS」가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본 발명의 부직포에 있어서,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열압 접착영역에 있어서 각각의 구성섬유 사이를 열압접착에 의해서,

또 오븐에서 또는 다른 장치에서의 열처리에 의해 각각의 구성섬유 사이의 열융착 처리에 기초한 점융착에 의해서 부직포

구조가 유지된다. 즉, 심초형 섬유의 초성분을 통한 접착에 의해서 그 구조가 유지된다.

이 부분적 열압접착은 예를 들면 가열된 엠보싱롤과 표면이 매끄러운 금속롤 사이에 상기 재료를 가압함으로써 얻어진다.

엠보싱롤의 엠보싱 패턴에 접촉된 섬유는 상호 융착하여, 도트된 용융영역이 형성된다. 이 부분 열압접착에 의해서, 부직

포에 형태보존성, 치수안정성 및 인장강도 등의 기계적 특성이 제공된다.

또한, 열융착 처리에 의해서 구성섬유를 점융착하는 방법으로는, 공지된 방법이 사용된다. 열처리 장치로는 열풍순환 건조

기, 열풍관류 건조기, 석션 드럼 건조기, 양키 드럼 건조기 등이 사용된다. 섬유의 초성분의 용융점에 따라서, 열처리온도

및 시간이 적당하게 선택된다. 또, 열처리 전에 니들링(kneedling) 가공을 실시하여도 좋다.

이러한 종류의 열융착 처리를 이용하여 부직포를 얻는 경우는 구성섬유에 저용융점의 바인더 섬유를 첨가하여도 좋다. 이

경우, 바인더 섬유의 재료는 특별히 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인더 섬유를 구성하는 중합체는 복합섬유의 초성분과의

상용성이 좋고, 또 초성분 중합체보다도 융점이 5℃ 이상 낮은 중합체가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부직포는 구성섬유 사이의 3차원적 교락에 의해, 부직포로서의 형상을 유지한다. 예를 들면, 이 구성섬유

사이의 3차원적 교락은 웹에 고압액체류를 분사함으로써 형성된다. 이 3차원적 교락에 의해서 부직포에 형태보존성, 실용

상 충분한 인장강도 및 유연성이 부여된다.

본 발명의 부직포는 다음의 방법으로 효율이 좋게 제조될 수 있다.

스테이플 섬유의 초성분을 구성하는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테르, 및 심성분을 구성하는 상기 중합체, 즉 폴리알킬렌옥

사이드 변성물 또는 이 변성물과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테르의 혼합물을 개별적으로 용융시킨 후, 용융된 중합체를 공

지된 복합형 노즐을 사용하여 방사한다. 용융방사 필라멘트를 공지의 냉각장치로 냉각하고, 유처리한 다음, 롤로 필라멘트

등록특허 10-0574624

- 9 -



를 인수하여, 미연신사를 얻는다. 실을 인수한 즉시 권취하지 않고 연신한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연신사를, 예를 들면

스터핑(stuffing) 박스 등의 권축장치를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권축을 부여한 다음, 소정 길이로 절단하여 스테이플 섬유를

얻는다.

연신공정 시에는 비가열 또는 가열조건에서 1단 또는 다단의 연신기가 사용된다. 미연신사를 연신하는 단계에서의 연신배

율 및 연신온도는 사용하는 중합체의 종류 또는 심성분으로 사용되는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양에 따라서 적당하게

선택할 수 있다.

기계권축의 권축수를 8~35회/25mm, 바람직하게는 10~30회/25mm로 하는 것이 좋다. 권축수가 8회/25mm 미만이면,

다음의 카딩(carding)공정에서 미개섬부가 얻어지기 쉽다. 한편, 권축수가 35회/25mm를 초과하면 넵(nep)이 얻어지기

쉽다.

권축율은 5.0%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권축율이 5.0% 미만이면, 다음의 카딩공정에 있어서 섬유의 포합력이 악화되어

웹의 밀도가 불균일해지기 쉽다.

계속하여, 이 스테이플 섬유를 카딩기 등을 이용하여 카딩하여 카드웹을 얻는다. 얻어진 카드웹에 부분 열압접착처리를 실

시하여 구성섬유를 열압접착하고, 오븐에서 열처리함으로써, 또는 고압액체류 처리를 실시하여 구성섬유를 3차원적으로

교락시킴으로써 본 발명의 스테이플 섬유 부직포가 얻어진다.

카드웹의 섬유는 구성섬유를 카딩기의 기계방향으로 배열하는 평행섬유 웹, 구성섬유를 랜덤하게 배열하는 랜덤섬유 웹,

또는 구성섬유를 양 중간에 배열하는 세미랜덤 웹과 같은 방법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에 의해 배열될 수 있다.

웹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섬유, 즉 본 발명의 부직포의 구성섬유로는 상기 스테이플 섬유를 소정량 이상 함유해도 좋다.

따라서, 상기 스테이플 섬유를 단독으로 사용하여도 좋고 또는 다른 스테이플 섬유와 혼합하여 사용해도 좋다.

웹에 부분적 열압접착처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열된 엠보싱롤과 표면이 매끄러운 금속롤을 사용하여, 엠보싱롤의 엠

보싱 패턴과 접촉하는 섬유를 융착시켜 도트된 융착영역을 형성한다.

이 부분 열압접착점은 웹의 표면에 특정 영역을 보유하며, 각각의 압접착점은 반드시 원형일 필요는 없다. 이 점은

0.1~1.0㎟의 면적을 보유하고, 그 배치밀도, 즉 압접점밀도는 2~80점/㎠, 바람직하게는 4~60점/㎠이다. 이 압접점밀도

가 2점/㎠ 미만이면, 열압접착처리에 의해서 얻어지는 부직포의 형태보존성, 인장강도 또는 치수안정성 등의 기계적 특성

이 향상되지 않는다. 한편, 압접점밀도가 80점/㎠을 초과하면, 부직포의 유연성과 부피성이 저하하게 된다. 웹의 전체 표면

적에 대한 전체 열압접착면적 비율로서 정의된, 즉 열압접착면적율은 2~30%, 바람직하게는 4~20%이다. 상기 비율이

2% 미만이면, 열압접착처리에 의해 얻어지는 부직포의 형태보존성, 인장강도 또는 치수 안정성 등의 기계적 특성이 향상

되지 않는다. 한편, 상기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부직포의 유연성 및 부피성이 저하한다.

고압액체류 처리를 실시하여 구성섬유를 3차원적으로 교락시킬 경우에는 공지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직경이 0.05~1.0mm, 특히 0.1~0.4mm의 복수의 분사노즐의 어레이를 구비한 장치가 이용된다. 이 방법은 주

입압력이 4.0~100㎏/㎡G인 고압액체를 상기 분사노즐로부터 분사하는 방법이다. 노즐은 웹의 진행방향과 직교하는 방향

으로 열형상으로 배열된다. 이 분사처리는 웹의 한쪽 면이나 양면에 실시하여도 좋다. 특히 한쪽면 처리에 있어서, 분사노

즐을 복수열로 배열하고, 분사압력을 처음단계에서는 낮게 그 다음단계에서는 높게 설정하면, 균일하고 치밀한 교락되어

있고, 균일한 형태를 가진 부직포가 얻어진다.

고압액체로는 상온의 물 또는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사노즐과 웹 사이의 거리는 1~15cm가 바람직하다. 그

거리가 1㎝미만이면 웹의 형태가 무질서해져 바람직하지 않고, 그 거리가 15㎝를 크게 초과하면, 액체류가 웹에 충돌할 때

의 충돌력이 저하하여 섬유가 3차원적으로 충분히 교락하지 않게 된다. 또한, 이 고압액체류 처리는 연속방법으로 또는 분

리방법으로 행해져도 좋다.

고압액체류 처리를 실시한 다음, 웹으로부터 과량의 수분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공지된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 예를 들면,

맹글롤(mangle roll) 등의 압착장치를 사용하여 잔여분의 수분을 제거한 다음, 열풍건조기 등의 건조수단으로 건조한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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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실시예를 참조하여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들의 실시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 설명하는 실시예 및 비교예에 있어서, 각종 물성값의 측정은 이하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1)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용융점도

측정샘플로서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 1.5g을 사용하였고, 플로우 시험기(시마즈 주식회사 제품의 CFT-500D)를 사

용하여, 하중 50㎏/㎠, 온도 170℃, 다이 직경 1mm, 다이 길이 1mm의 조건 하에서 측정하였다.

(2)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흡수능

순수 200㎖ 중에, 측량한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 1g을 첨가하였다. 24시간 교반시킨 다음, 200메시의 금속거즈에 여

과시켰다. 여과된 겔의 중량을 흡수능[g(순수)/g(수지)]으로 정의하였다.

(3) 흡습성 및 방습성

(a) 원통편물 또는 부직포 샘플을 온도 105℃에서 2시간 건조시킨 후 측량하여 중량 W0를 얻었다.

(b) 그 다음, 온도 25℃×60% RH의 조건 하에서 24시간 방치한 샘플의 중량 W1을 측정하였다.

(c) 다음으로, 이 샘플을 온도 34℃×90% RH의 분위기로 이동시키고, 30분후의 샘플중량 W2를 측정하였다.

(d) W2을 측정한 후, 샘플을 같은 조건 하에서 24시간 방치하였다. 샘플중량 W3를 측정하였다. 그런 다음, 샘플을

25℃×60% RH의 분위기로 이동시켰다. 이샘플을 30분간 방치한 후 샘플중량 W4를 측정하였다.

(e) W4를 측정한 후, 시판의 세제 및 가정용 세탁기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세탁을 행한 후, 샘플을 옥외에서 일광건조시켰

다.

상기 (b)~(c)의 조작을 1사이클로서 5회 반복하고, n회 반복 후 흡습율 및 방습율을 하기식으로 구하였다.

흡습율 n(%)=[(W2-W1)/W0]×100

방습율 n(%)=[(W3-W4)/W0]×100

(4) b값

Macbeth사 제품의 MS-2020형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원통편물 또는 부직포의 광반사율을 측정하였다. 국제조명위원

회에서 정의한 색차식 CIEL-AB에 의해 b값을 구하였다(실제로는 분광광도계로 자동적으로 구해짐). 측정 시, 원통편물

이외의 것으로부터의 반사광의 영향을 가능한 한 작게 하기 위해서, 원통편물 또는 부직포를 접어서, 빛이 조직의 간극을

통과하지 않는 것을 목시 확인한 후에 측정을 행하였다.

상기 섬유를 제조한 후, 그 섬유를 온습도의 제어가 되지 않는 실내에서 태양광선은 입사하지만 직사광선은 들지 않는 장

소에서 30일간 방치하였다. 그 다음이 섬유를 사용하여 원통편물을 제조하였다.

(5) 염색견뢰도-1

JIS L 0844에 준하여 측정하였다(변퇴색이 표시됨)

(6) 흡습시의 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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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의한 관능검사를 행하였다. 미끈거리는 감이 없는 것을 O, 약간 미끈거리는 감이 있는 것을 △. 미끈거려 옷감으로 적

합하지 않은 것을 ×로 평가하였다.

(7) 흡수성-1

JIS L 1018(적하법 및 비렉(Byreck)법)에 준하여 행하였다. 비렉법은 3분후의 측정값이다.

(8) 흡수성-2

샘플을 25℃×60% RH의 조건 하에서 2시간 방치한 후, 흡수전의 샘플의 중량W을 측정하였다. JIS L-1907 5.3에서 규정

한 흡수율 측정법으로 1분 후의 흡수 샘플의 중량 W60을 측정하였다. 하기식으로 흡수율 R을 구하였다.

R(%)=[(W60-W)/W]×100

(9) 제전성

다음의 JIS에 근거하여 제전성을 측정하였다.

반감기 : JIS L-1094 A법

마찰대전압: JIS L-1094 B법

(10) 염색견뢰도-2

염색한 샘플에 대해서, 다음의 JIS에 근거하여 염색견뢰도에 있어서의 변퇴정도 및 오염정도를 구하였다.

내광견뢰도: JIS L-0842

세탁견뢰도: JIS L-0844

땀견뢰도 : JIS L-0848

마찰견뢰도: JIS L-0849

(11) 미끈거리는 감촉

샘플을 상기 흡수율-2의 방법을 사용하여 1시간 수분에 노출시킨 다음, 샘플촉감을 관능시험으로 유, 무의 2단계로 분류

하였다.

(12) 폴리에스테르의 촉감

폴리에스테르 촉감을 관능시험으로 유, 무로 평가하였다.

(13) 부피감

관능 및 목시시험으로 유, 무로 평가하였다.

(14) 폴리아미드의 상대점도

농도 96중량%의 황산을 용매로 사용하고, 샘플농도 1g/100cc, 온도 25℃의 조건 하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15) 폴리에스테르의 상대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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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과 사염화에탄의 등량 혼합용액을 사용하고, 샘플농도 0.5g/100cc, 온도 20℃의 조건 하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측

정하였다.

(16) 부직포의 중량

10㎝×10㎝의 표준상태의 부직포 샘플을 10점 만들고, 수분평형에 도달시킨 후, 중량을 측량하였다. 얻어진 중량을 단위

면적당 환산하여 중량(g/㎠)으로 하였다.

(17) 부직포의 인장강도

JIS-L-1096A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상세하게는 코스와 웨일 양 방향에 대해서 샘플길이 20㎝, 샘플폭 2.5㎝의 샘플

10점을 만들었다. 샘플을 정속 인장시험기(도요 발드윈 주식회사 제품의 Tensilon UTM-4-1-100)를 이용하여 샘플의

절지간격(grap interval) 10㎝, 인장속도 10㎝/분의 조건 하에서 측정하였다. 절단 시 하중에서 얻어진 하중값(g/2.5㎝폭)

의 평균값을 인장강도(g/2.5㎝폭)로 하였다.

(18) 부직포의 강연도

샘플(길이 10㎝, 폭 5㎝)의 5조각을 제조하였다. 각 샘플조각을 가로방향으로 구부려서 원통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샘플을

정속 인장시험기(도요 발드윈 주식회사 제품의 Tensilon UTM-4-1-100)를 이용하여 압축속도 5㎝/분의 조건 하에서 압

축하였다. 5개의 샘플 평균 최대하중값(g)을 부직포의 강연도(g)로 하였다.

실시예1~4

섬유형성 중합체로서 나일론 6 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하였다. 흡방습성 성분으로서 폴리에틸렌옥사이드

와 1,4-부탄디올 및 디시클로헥실메탄-4-4'-디이소시아네이트와의 반응생성물로서 얻어진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변성물

(흡수성 35g/g, 용융점도 4000 포아즈) 또는 이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변성물과 섬유형성 중합체의 혼합물을 사용하였다.

이 중합체를 심초형 노즐을 사용하여 용융방사하고 나서, 연신을 행하였다. 50데니어/24f의 연신사를 얻었다. 상기 폴리에

틸렌옥사이드 변성물을 일본특허공개 평6-316623에 기재된 공지된 흡수성 수지의 제법에 준하여 합성하였다.

그 방사조건과 평가결과를 표1에 표시한다. 표1에 있어서, 특별히 설명하지 않는 한 비율은 중량비를 나타낸다.

[표 1]

  실시예1  실시예2  실시예3  실시예4  실시예5

방

사

조

건

 초성분  중합체  N6+PEO  N6+PEO  PEO  PET+PEO  N6+PEO

 혼합비  70/30  80/20  100  70/30  80/20

 심성분  중합체  N6  N6  N6  PET  N6

 혼합비  100  100  100  100  100

 심/초비율  40/60  50/50  20/80  20/80  50/50

평

가

 흡습율1(%)  9.5  7.9  12.2  2.2  4.4

 방습율1(%)  10.7  9.2  14.4  2.6  4.8

 흡습율5(%)  9.8  8.0  12.0  2.4  4.5

 방습율5(%)  10.7  9.4  14.3  2.6  4.8

 b값  2.5  1.6  2.1  3.0  1.4

염색견뢰도

(급)

 4-5  5  3-4  4  5

 흡습시의 촉감  O  O  O  O  O

주) N6: 나일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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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O: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변성물

실시예5

실시예2에서 얻어진 흡방습성 합성섬유를 스터핑 박스를 사용한 스터핑에 있어서 권축가공을 행하였다. 그 후, 이 섬유를

길이 51mm로 절단하고, 단섬유의 섬도 2.2 데니어의 스테이플 섬유를 얻었다.

얻어진 스테이플 섬유와 일반적인 나일론 6 스테이플 섬유(길이 51mm, 단섬유의 섬도 2.5 데니어)를 50/50의 중량비로

혼섬하고, 40번수의 방적사를 얻었다.

사용된 방사조건과 평가결과를 표1에 표시한다.

표1로부터 알 수 있듯이, 실시예 1~5에서 얻어진 합성섬유 모두는 흡습성, 방습성이 우수하고, 장기보관에 의한 변색도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합성섬유는 옷감의 표지나 속지로 실용가능하다.

비교예1

실시예2에 있어서,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원료로서 디시클로헥실메탄-4-4'-디이소시아네이트 대신에, 방향족 고

리를 갖는 4,4'-디페닐메탄디이소시아네이트를 사용하였다. 그 외에는 실시예2와 동일한 방법으로 50데니어/24f의 연신

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의 흡방습성은 실시예2와 거의 동일한 범위 내에 있지만, 제조 30일 후의 b값은 13.7로, 섬유는 현저하게 황변

하였다.

비교예2, 3

흡방습성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일반적인 나일론 6 섬유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의 흡습율 및 방습율을 측정하

였다. 흡습율은 각각 0.9%, 0.3%이고, 방습율은 각각 0.7%, 0.2%였다.

실시예6~8

실시예1~5와 마찬가지로, 섬유형성 중합체로서 나일론 6 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하였다. 흡방습성 성분

으로서 폴리에틸렌옥사이드, 1,4-부탄디올 및 디시클로헥실메탄-4,4'-디이소시아네이트의 반응생성물로서 얻어진 폴리

에틸렌옥사이드 변성물(흡수율 35g/g, 용융점도 4000 포아즈)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섬유형성 중합체와 흡방습성 성분

의 혼합물을 사용하였다. 이 혼합물이 심부에 배치된 심초형 노즐을 사용하고, 방사속도 3600m/분으로 하여, 50데니어/

24f의 고배향 미연신사를 방사하였다. 상기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변성물을 일본특허공개 평6-316623에 기재한 공지된 흡

수성 수지의 제법에 준하여 얻었다.

얻어진 고배향 미연신 섬유는 피드 롤러, 가연 히터, 핀타입 연사 장치, 딜리버리 롤러, 권취장치를 순차적으로 구비한 가

연가공기를 이용하여 가연가공을 실시하였다.

방사 및 가연조건과, 얻어진 가연권축가공사의 평가결과를 표2에 표시한다. 또한,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비율은 중량비를

나타낸다.

[표 2]

  실시예6  실시예7  실시에8  실시예9  비교예4  비교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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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사

조

건

 심성분  중합체  N6+PEO  N6+PEO  PET+PEO  PEO  N6+PEO  N6

 혼합비율  70/30  85/15  70/30  100  85/15  100

 초성분  중합체  N6  N6  PET  N6  N6  N6

 혼합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심/초비율  40/60  50/50  20/80  20/80  50/50  50/50

 가연

조건

 연신배율  1.15  1.25  1.38  1.20  1.25  1.25

 온도(℃)  170  180  190  175  -  180

 가연수(T/m)  3100  4200  4600  3600  -  4200

 가연계수  21000  27000  28000  24000  -  27000

 가연후섬도(데니어)  44  41  37  43  42  41

평가

 흡습율1(%)  9.5  6.8  2.3  12.3  6.8  1.0

 방습율1(%)  10.7  7.8  2.7  14.6  7.8  0.8

 흡습율5(%)  9.7  7.0  2.2  12.4  6.8  0.9

 방습율5(%)  10.8  8.0  2.6  14.7  7.9  0.8

 흡수성  적하  1초미만  1초미만  1초미만  1초미만  50.6초  1초미만

 비렉  11.5㎝  10.4㎝  7.4㎝  13.9㎝  3.6㎝  5.6㎝

 b값  2.7  1.9  4.0  3.6  1.5  1.9

 염색견뢰도(급)  4-5  5  4  4  5  5

 흡습시의 촉감  O  O  O  O  O  O

주) N6: 나일론 6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O: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변성물

실시예9

심초배합 섬유의 심성분을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변성물만으로 형성하고, 초성분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형성하였

다. 심/초 비율을 중량비 20/80로 하였다. 그외에는 실시예 6~8과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가연권축가공사를 얻었다.

사용된 방사 및 가연조건과, 얻어진 가연사의 평가결과를 표2에 표시한다.

비교예4

실시예6의 고배향 미연신 섬유를 사용하였다. 가연가공하지 않고, 실시예6과 동일한 연신배율로 연신하여 연신사를 얻었

다.

비교예5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변성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외에는 실시예6과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나일론 6만으로 된 가연사를

얻었다.

비교예4, 5에 있어서의 방사와 가연조건 및 가연권축가공사의 평가결과를 합하여 표2에 표시한다.

표2로부터 확실히 알 수 있듯이, 실시예6~9에서 얻어진 가연사는 흡습성, 방습성 및 흡수성이 우수하고, 장기보관에 의한

변색도 적었다. 이것을 가공하여 직편물로 한 경우, 염색견뢰도가 우수하며, 흡습시의 촉감에 있어서도 미끈거림이 없고,

옷감용도에 있어서도 최적의 가공사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비교예4에서 얻어진 권축을 보유하지 않는 실은 흡수성이 불량하였다. 또한, 비교예5에 있어서 얻어진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변성물을 함유하지 않는 권축가공사는 흡습성과 방습성이 불량하였다.

실시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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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크레졸 용매 중에서 농도 0.5g/㎗, 온도 20℃의 조건 하에서 측정한 상대점도 2.6의 나일론 6 85중량부와,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1.4-부탄디올 및 디시클로헥실메탄-4,4'-디이소시아네이트의 반응생성물로서 얻어진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변

성물(흡수율 35g/g, 용융점도 4000 포아즈) 15중량부를 건조 혼합하였다. 이 건조 혼합물을 심성분으로서 사용하고, 상기

나일론 6을 초성분으로 사용하여, 용융방사하였다. 심성분/초성분의 중량비가 50/50인 심초형 복합섬유를 얻었다. 이 때,

12개의 노즐홀을 사용한 방사공정에 있어서 255℃에서 중합체를 용융방사하였다. 이 실을 18℃의 공기흐름에 의해 냉각

시키고, 유처리한 후 1300m/분으로 권취하였다. 그 다음 이 실을 3.0배의 연신을 행하여, 50데니어/12f의 심초형 복합섬

유를 얻었다. 상기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변성물을 일본특허공개 평6-316623에 기재된 공지된 흡수성 수지의 제법에 준하

여 마찬가지로 얻었다.

얻어진 폴리아미드계 섬유의 비수수축율은 12.8%, 건열수축율은 6.5%였다.

그 다음, 페놀과 테트라클로로에탄의 등비량 혼합용매중에 농도 0.5g/㎗, 온도 25℃의 조건 하에서 측정한 상대점도 1.38

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하여 용융방사를 행하였다. 방사공정에서, 36개의 둥근 홀을 가진 노즐을 사용하여

285℃에서 중합체를 용융방사하였다. 그 다음, 실을 18℃의 공기흐름에 의해 냉각하였다. 그 다음, 실을 유처리하고,

3600m/분의 속도로 권취하고, 1.5배의 연신을 행하여, 50데니어/36f의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얻었다.

얻어진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비수수축율은 5.1%, 건열수축율은 4.6%였다.

상기 방법에 의해 얻어진 폴리아미드계 섬유와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Dupont Chemical Co., Ltd. 제품의 Interlacer-JD-

1을 사용하여, 사속 600m/분, 공기압 1㎏/㎠, 오버 피드율 2.0%의 조건에서 교락처리를 실시하여 본 발명의 교락혼섬사

를 얻었다.

얻어진 교락혼섬사의 인터밍글수는 58개/m였다.

상기 혼섬사를 경사 및 위사로 사용하여, 경사밀도 120/2.54㎝, 위사밀도 87/2.54㎝의 평직물을 얻었다. 얻어진 생지직물

(gray fabrics)을 정련, 프리셋, 가성화(가성화 감량율 18.2%)시키고, Sumikaron Yellow ERPD(Sumitomo Chemical

Co., Ltd. 제품의 분산염료) 1% owf와 Lanaset Yellow 2R(Japan Ciba-Geygy Co., Ltd. 제품의 산성염료) 1% owf를 사

용하여 염색하였다(120℃, 30분간). 그 다음, 이 섬유를 환원세정처리를 행하고, 110℃에서 60분간 건조, 170℃에서 30초

동안 열처리를 행하였다. 본 발명의 섬유를 얻었다.

얻어진 교락혼섬사 및 섬유의 평가결과를 표3에 표시한다.

[표 3]

  실시예10  비교예6  비교예7  비교예8  비교예9

 방사

조건

혼섬사의 혼합중량비

A/B

 50/50  50/50  17/83  83/17  50/50

폴리아미드계섬유의

흡습성

(34℃×90% RH)

 12.6  5.4  12.6  12.6  12.4

비수

수축율

(%)

 폴리아미드계 섬

유

 12.8  11.6  12.3  13.8  4.7

 폴리에스테르 섬

유

 5.1  5.1  4.7  5.6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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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흡습율1(%)  4.4  1.8  1.5  6.9  4.3

 방습율1(%)  4.6  1.7  1.6  7.2  4.4

 흡습율5(%)  4.5  1.6  1.3  7.1  4.1

 방습율5(%)  4.8  1.8  1.5  7.3  4.1

 b값  1.2  1.4  0.4  2.6  1.1

 흡수율(%)  R  213.7  72.8  174.4  206.9  82.1

 제전성  반감기(초)  9  60↑  60↑  60↑  12

마찰대전압

(V)

 580  4200  4100  4500  680

염색견뢰도

변퇴정도/

오염정도(급)

 내광  4  4  4  4 미만  4 미만

 세탁  4-5/4  5/4-5  5/4-5  4/1-2  4-5/4-5

 땀(알칼리)  4-5/4  5/4-5  5/4-5  4-5/2  4-5/4-5

 마찰(습)  4  4  4  2-3  4

 미끈거리는 감  무  무  무  유  유

 폴리에스테르 촉감  유  유  유  무  무

 부피감  유  유  유  무  유

주) A: 폴리아미드계 섬유 B: 폴리에스테르 섬유

비교예6

실시예10에 비하여, 심성분으로 사용한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변성물과 나일론 6과의 혼합물을 나일론 6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그외에는 실시예10과 동일하게 하여 비교용의 직물을 얻었다.

비교예7,8

폴리아미드계 섬유의 섬도를 50데니어/12f에서 20데니어/4f(비교예7), 120데니어/24f(비교예8)로 각각 변경하였다. 동

시에,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섬도를 50데니어/36f에서 100데니어/68f(비교예7), 25데니어/12f(비교예8)로 각각 변경하였

다. 그외에는 실시예10과 동일한 공정을 행하여, 비교용 섬유를 얻었다.

비교예9

폴리아미드계 섬유의 비수수축율을 12.8%에서 4.7%로 변경함과 동시에, 건열수축율을 6.5%에서 2.3%로 각각 변경하였

다. 그외에는 실시예10과 동일한 공정을 하여, 비교용 섬유를 얻었다.

비교예6~9에서 얻어진 교락혼섬사 및 섬유의 평가를 표3에 표시한다.

표3에서 확실히 알 수 있듯이, 실시예10에서 얻어진 교락혼섬사는 우수한 흡방습성을 보유하고, 황변도 없었다. 또한, 이

교락혼섬사로부터 얻어진 섬유는 폴리에스테르의 촉감을 보유하면서, 우수한 흡수성, 흡방습성, 제전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이 섬유는 습윤 시 미끈거리는 감이 없고, 쾌적한 옷감재료로 바람직할 뿐 아니라, 피치감도 보유하고 있었

다.

폴리아미드계 섬유의 심성분에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변성물이 존재하지 않는 비교예6의 직물과 교락혼섬사에 소량의 폴리

아미드계 섬유를 가진 비교예7의 직물은 폴리에스테르의 촉감은 얻어지지만, 흡수성, 흡방습성, 제전성이 불량하였다. 교

락혼섬사에 있어서 과잉의 폴리아미드계 섬유를 가진 비교예8의 직물은 흡수성과 흡방습성은 우수하였다. 그러나, 그 섬

유는 제전성 및 염색견뢰도가 불량하고, 또 폴리에스테르의 촉감이 없으며, 습윤 시 미끄러운 감을 보유하고 있었다. 폴리

아미드계 섬유의 비수수축율이 폴리에스테르 섬유보다 작은 비교예9의 직물은 흡방습성, 제전성, 염색견뢰도가 우수하였

다. 그러나, 이 섬유는 흡수성이 불량하고, 또 폴리에스테르의 촉감이 없으며, 습윤 시 미끄러운 감을 보유하고 있었다.

실시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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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10과 동일한 방법으로 40데니어/12f의 폴리아미드계 섬유를 얻었다. 얻어진 폴리아미드계 섬유의 비수수축율은

12.8%, 건열수축율은 6.5%였다.

실시예10과 동일한 방법으로 40데니어/48f의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를 비접촉 히터를 사용하여 온도

350℃, 이완율 20%[(공급속도-인수속도)/인수속도 ×100], 속도 600m/분의 조건 하에서 열이완가공에 의해 처리하여,

실시예11의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얻었다. 얻어진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비수수축율은 1.6%, 건열수축율은 -3.4%였다.

상기와 같이 하여 얻어진 폴리아미드계 섬유와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Dupont Chemical Co., Ltd. 제품의 Interlacer-JD-

1을 이용하여 사속 600m/분, 공기압 3㎏/㎠, 오버 피드율 2.0%의 조건 하에서 공기 교락하여, 본 발명의 교락혼섬사를 얻

었다. 얻어진 교락혼섬사의 인터밍글수는 60/m였다.

다음으로, 이 교락혼섬사를 이용하여, 실시예10과 동일한 방법으로 직물을 얻었다.

얻어진 교락혼섬사 및 직물의 평가를 표4에 표시한다.

실시예12

비수수축율 1.9%, 건열수축율이 -2.5%의 40데니어/12f의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사용하였다. 그외에는 실시예11과 동일

한 방법으로 행하여 교락혼섬사 및 직물을 얻었다.

얻어진 교락혼섬사 및 직물의 평가를 표4에 표시한다.

실시예13

실시예10에서 얻어진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변성물(흡수능 35g/g, 용융점도 4000 포아즈)을 심성분으로서 사용하고, m-

크레졸 용매 중에서 농도 0.5g/㎗, 온도 20℃의 조건 하에서 측정한 상대점도 2.6의 나일론 6을 초성분으로서 사용하였다.

심성분/초성분의 중량비가 20/80인 심초형 복합섬유를 용융방사하였다. 이 방사공정에 있어서, 12개의 노즐홀을 사용하

여 255℃에서 중합체를 용융방사하였다. 이 실을 18℃의 공기흐름에 의해 냉각하고, 유처리한 다음, 1300m/분에서 권취

하였다. 그 다음, 이 실을 3.0배의 연신을 실시하여 50데니어/12f의 심초형 복합섬유를 얻었다.

이 폴리아미드계 섬유의 비수수축율은 15.8%, 건열수축율은 7.1%였다.

상기 얻어진 폴리아미드계 섬유와 실시예11에서 얻어진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Dupont Chemical Co., Ltd. 제품의

Interlacer-JD-1을 이용하여, 사속 600/분, 공기압 1㎏/㎠, 오버피드율 2.0%의 조건 하에서 공기 교착처리를 실시하여,

본 발명의 교락혼섬사를 얻었다. 얻어진 교락혼섬사의 인터밍글수는 54/m였다.

이 교락혼섬사를 이용하여 실시예10과 동일한 방법으로 본 발명의 평직물을 얻었다.

얻어진 교락혼섬사 및 직물의 평가결과를 표4에 표시한다.

비교예10

비수수축율이 15.3%, 건열수축율이 14.3%의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사용하였다. 그외에는 실시예11과 동일한 공정을 행하

여 비교용의 직물을 얻었다.

비교예11

실시예11에서 사용한 폴리아미드계 섬유 2개와 20데니어/16f의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사용하고, 실시예11과 동일한 방법

으로 교락혼섬사 및 직물을 얻었다.

비교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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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11에서 사용한 폴리아미드계 섬유와 180데니어/48f의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사용하고 실시예11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락혼섬사를 얻었다.

경사밀도 80/2.54㎝, 위사밀도 60/2.54㎝의 비교 평직물을 실시예11과 동일한 방법으로 얻었다.

비교예10~12에서 얻어진 교락혼섬사 및 직물의 평가를 종합하여 표4에 함계 표시한다.

[표 4]

  실시예11  실시예12  실시예13  비교예10  비교예11  비교예12

방사

조건

혼섬사의 혼합중량비

A/B

 45/55  50/50  50/50  50/50  83/17  17/83

폴리아미드계 섬유의

흡습성

(34℃×90% RH)

 12.6  12.6  14.6  12.6  12.6  12.6

폴리에스테르섬유의

단섬유의 섬도(데니어)

 1.0  3.3  1.0  0.83  2.5  2.9

비수

수축율

(%)

 폴리아미드계

섬유

 12.8  12.8  15.8  12.8  12.8  12.8

 폴리에스테르

섬유

 1.6  1.9  5.1  15.3  2.6  2.1

건열

수축율

(%)

 폴리아미드계

섬유

 6.5  6.5  7.1  6.5  6.5  6.5

 폴리에스테르

섬유

 -3.4  -2.5  -3.1  14.3  -0.5  -1.8

평

가

 흡습율1(%)  4.0  4.4  5.0  4.2  7.3  1.4

 방습율1(%)  4.2  4.6  5.2  4.4  7.6  1.5

 흡습율5(%)  3.9  4.5  4.9  4.3  7.1  1.4

 방습율5(%)  4.3  4.8  5.3  4.5  1.7  1.5

 b값  1.6  1.4  1.5  2.1  1.8  0.8

 흡수성(%)  R  235  180  257  195  160  145

 제전성  반감기(초)  11  10  8  12  29  60↑

마찰

대전압(V)

 610  590  520  700  2300  3900

염색

견뢰도

변퇴정도/

오염정도(급)

 내광  4  4  4  4  4  4

 세탁  5/4  4-5/5  4-5/4  4/3-4  4/3-4  4-5/5

 땀(알칼리)  4-5/4  4-5/4  4-5/4  4/2-3  4/2-3  5/4-5

 마찰(습)  4-5  4-5  4  3-4  3-4  4-5

 미끈거리는 감  무  무  무  유  유  무

 폴리에스테르 촉감  유  유  유  유  무  유

 부피성  유  유  유  무  무  유

주) A: 폴리아미드계 섬유 B: 폴리에스테르 섬유

표4로부터 확실히 알 수 있듯이, 실시예11, 12에서 얻어진 교락혼섬사는 우수한 흡방습성을 보유하고, 황변도 없었다. 또

한, 이 교락혼섬사로 이루어진 직물은 폴리에스테르의 촉감, 우수한 흡수성, 흡방습성, 제전성 및 부피감을 보유하고 있다.

습윤 시의 미끈거리는 감이 없어, 쾌적한 옷감재료로 바람직하다. 더욱이, 실시예12에서 얻어진 직물은 피치감도 보유하고

있었다.

실시예13에서 얻어진 교락혼섬사를 사용한 직물은 폴리에스테르의 촉감, 우수한 흡수성, 흡방습성, 제전성을 보유하고 있

다. 습윤 시의 미끈거리는 감도 없고, 쾌적한 옷감재료로 바람직하다. 또한, 파우더 촉감도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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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교예10의 직물은 흡수성과 흡방습성은 우수하였다. 그러나, 폴리아미드계 섬유의 비수수축율이 폴리에스테르 섬

유의 비수수축율 보다 크기 때문에, 폴리에스테르 촉감이 얻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염색견뢰도가 불량하며 부피감도 없었

다. 비교예11의 직물에 있어서, 교락혼섬사 중에 폴리아미드계 섬유의 중량비율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흡수성과 흡방습

성은 우수하지만, 제전성 및 염색견뢰도가 불량하였다. 또 폴리에스테르 촉감 또는 부피감이 없으며, 습윤 시에 미끈거리

는 감이 있었다. 비교예12의 직물에 있어서, 교락혼섬사에 있어서 폴리아미드계 섬유의 중량비율이 적기 때문에 폴리에스

테르 촉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흡수성, 흡방습성 및 제전성은 불량하였다.

실시예14

상대점도가 2.6인 나일론 6을 초성분으로서 사용하고, 상대점도가 2.6인 나일론 6과 흡수율 35g/g, 용융점도 4000 포아

즈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혼합물[(나일론 6/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중량비)=85/15]을 심성분으로서 사용

하였따. 심/초 중량비 50/50의 동심원상의 심초형 복합섬유를 용융방사하였다. 연신한 후, 기계적으로 권축하고, 소정의

길이로 절단해서 스테이플 섬유를 제조하였다.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은 중량 평균분자량 20000의 폴리에틸렌옥사

이드, 1,4-부탄디올과 및 디시클로헥실메탄-4,4'-디이소시아네이트의 반응생성물로서 얻었다.

상세하게는, 상기 중합체를 각각 용융시킨 다음, 방사온도 260℃, 각홀 당 1.04g/분의 방사속도의 조건 하에서 복합형 노

즐을 사용하여 용융방사하였다. 그 실을 통상의 냉각장치에 의해 냉각하고, 권취속도 1200m/분으로 권취하여 미연신사를

얻었다. 얻어진 미연신사를 복수개로 합사하고, 온도 60℃에서 연신율 2.6로 열연신하였다. 그 다음, 연신사를 스터핑 박

스에서 처리하여, 권축수 22/25mm의 기계권축을 얻고, 실길이 51mm로 절단하여 단섬유의 섬도 3.0 데니어의 스테이플

섬유를 얻었다.

다음으로, 이 스테이플 섬유를 랜덤 카딩기를 이용하여 카딩하여 웹을 얻었다. 그 후, 이 부직 웹에 열압접착 장치를 사용

하여 부분적인 열압접착처리를 실시하여, 중량 50g/㎡인 부직포를 얻었다.

이 열압접착처리에 있어서는, 돌기부 면적 0.6㎟, 압접점 밀도 20점/㎠, 압접착 면적율 13.2%의 엠보싱롤 및 표면이 매끄

러운 가열금속롤이 사용되었다. 처리온도, 즉 엠보싱롤과 표면이 매끄러운 금속롤의 표면온도는 190℃로 설정하였다.

얻어진 실과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를 표5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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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시예15

실시예14로부터, 섬유의 심성분 중의 나일론 6과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과의 혼합비를 표5에 표시한대로 변경하였

다. 그외에는 실시예1과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5에 표시한다.

실시예16

실시예15와 동일한 방법으로 얻어진 스테이플 섬유를 카딩기를 이용하여 카딩하여 웹을 얻었다. 얻어진 웹을 석션 드럼 건

조기를 이용하여 235℃에서 1분간 열처리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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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를 표5에 표시한다.

실시예17, 18

실시예14에 있어서, 심성분 중의 나일론 6과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혼합비율을 표5에 표시한대로 변경하였다.

그외에는 실시예16과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5에 표시한다.

실시예19

실시예15에서 얻어진 스테이플 섬유를 랜덤 카딩기를 이용하여 카딩하여 웹을 얻었다. 그 후, 이 부직웹을 이동속도 20m/

분으로 이동하는 70 메시의 금속 거즈상에 배치하고, 고압액체류 처리를 실시하였다. 맹글롤을 이용하여 얻어진 웹으로부

터 과잉수분을 제거하고, 그 웹을 열풍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하였다. 구성섬유가 서로 3차원적으로 교락한, 중량 50g/㎡

의 부직포를 얻었다.

이 고압액체류 처리에 있어서, 직경 0.1mm의 홀이 홀간격 0.6mm로 일렬로 배열된 원주상 고압수류장치를 사용하였다.

높이 50mm에서 2단계로 주상 수류를 부여하였다. 제1단계에서는, 수류의 압력을 30㎏/㎠G로 하고, 제2단계에서는 70㎏

/㎠G로 하였다. 제2단계에서는 표면측에서 4회 수류를 부여한 다음, 웹을 반전한 후 내면측에서 5회 수류를 부여하였다.

그 다음, 처리한 웹을 85℃로 건조하였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5에 표시한다.

실시예20

실시예19로부터, 심성분 중의 나일론6과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혼합비율을 표5에 표시한대로 변경하였다. 그외에

는 실시예19와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5에 표시한다.

비교예13

실시예14로부터, 섬유의 심성분 중의 나일론 6과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혼합비율을 중량비로 (나일론6/폴리알킬

렌옥사이드 변성물)=95/5로 하였다. 따라서, 섬유 중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함유량은 2.5중량%이다. 그외에는

실시예14와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부직포를 제조하였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5에 표시한다.

비교예14

실시예14로부터, 섬유의 심성분 중의 나일론6과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혼합비율을 중량비로 (나일론6/폴리알킬

렌옥사이드 변성물)=30/70로 하였다. 따라서, 섬유 중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함유량은 35.0중량%이다. 그외에

는 실시예14와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부직포를 제조하였다.

그 결과를 표5에 표시한다.

비교예15

실시예14의 방법으로부터, 심성분에 사용되는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을 중량 평균분자량 20000인 폴리알킬렌옥사

이드, 1.4-부탄디올 및 대칭성 방향족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인 4,4'-디페닐메탄디이소시아네이트의 반응생성물로 얻었

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흡수율 32g/g, 용융점도 5000 포아즈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을 사용하였다. 그외에는 실시

예14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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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5에 표시한다.

비교예16

실시예14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심성분에 배합된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을 중량 평균분자량 20000의 폴리알

킬렌옥사이드 25중량%, 중량 평균분자량이 15000의 에틸렌옥사이드/프로필렌옥사이드 공중합체(몰비 80/20) 75중량%,

1,4-부탄디올 및 디시클로헥실메탄-4,4'-디이소시아네이트의 반응생성물로서 얻었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흡수율 43g/

g, 용융점도 600 포아즈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을 사용하였다. 그외에는 실시예14와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부직포

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5에 표시한다.

비교예17

실시예14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성분에 사용되는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을 중량 평균분자량 11000 포아즈의 폴리에

틸렌옥사이드 50중량%와 중량 평균분자량 4000의 폴리프로필렌옥사이드 50중량%의 혼합물, 1,4-부탄디올 및 디시클로

헥실메탄-4,4'-디이소시아네이트의 반응생성물로 얻었다. 이렇게 얻어진 흡수율 30g/g, 용융점도 35000 포아즈의 폴리

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을 사용하였다. 그외에는 실시예14와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그 결과를 표5에 표시한다.

실시예14~20에서 얻어진 모든 부직포는 이 구성 스테이플 섬유로서 폴리아미드의 초성분 및 폴리아미드와 폴리알킬렌옥

사이드 변성물의 혼합물의 심성분을 갖는다. 심성분에 사용된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은 170℃에서, 인가하중 50kg/

㎠하에서, 용융점도 1000~20000 포아즈의 용매가용성 중합체이며, 전체 섬유 중의 중량비는 5~30중량%의 범위이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얻어진 부직포는 인장강도 등의 기계적인 특성이 높고, 흡방습성이 우수하였다. 또한, 이 폴리알킬렌옥

사이드 변성물은 폴리알킬렌옥사이드, 폴리올 및 대칭성 지방족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의 반응생성물이기 때문에, 얻어진

부직포는 내후성이 우수하였다.

반면, 비교예13에서 얻어진 부직포는 전체 섬유 중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중량비가 적어, 부직포의 흡방습성도

부족하였다. 비교예14에서는, 섬유 전체에 있어서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중량비가 과도하여 제섬능이 불량하여

스테이플 섬유를 얻을 수가 없었다. 비교예15에서 얻어진 부직포는 대칭성 방향족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을 사용한 폴리

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구성섬유의 b값이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황변이 발생하였다. 부

직포에 있어서, 비교예16에서 얻어진 섬유에 사용되는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용융점도가 너무 낮아서, 섬유 인장

강도가 불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실용성이 불량한 낮은 인장강도를 갖는다. 비교예17에서는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

물의 용융점도가 너무 커서 제섬능이 악화되어 스테이플 섬유를 얻을 수 없었다.

실시예21

상대점도 2.6의 나일론 6을 초성분으로 하고, 실시예14에서 사용한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만을 심성분으로 하고, 심/

초 중량비 7.5/92.5(전체 섬유 중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중량비는 7.5중량%)을 사용하여 용융방사하여, 동심원

상의 심초형 복합섬유를 얻었다. 스테이플 부직포를 얻었다.

상세하게는, 상기 나일론 6을 250℃에서 용융시키고, 또한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을 150℃에서 각각 용융시킨 다음,

260℃에서 복합형 노즐을 사용하여 용융방사하였다. 그외에는 실시예14와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6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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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실시예22

실시예21로부터, 심/초 중량비를 15.0/85.0으로 변경하고, 또한 전체 섬유 중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중량비를

15.0중량%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그외에는 실시예21과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6에 표시한다.

실시예23

실시예22와 동일한 방법으로 얻어진 스테이플 섬유를 카딩기를 이용하여 카힝하여 웹을 얻었다. 얻어진 부직웹을 석션 드

럼 건조로 235℃에서 1분간 열처리하였다. 그리고 섬유사이를 융착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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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6에 표시한다.

실시예24, 25

실시예23으로부터, 실시예24 중의 심/초 중량비를 5.0/95.0(전체 섬유 중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중량비는 5.0

중량%임)로 변경하고, 실시예25 중의 심/초 중량비를 30.0/70.0(전체 섬유 중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중량비는

30.0중량%임)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그외에는 실시예23과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6에 표시한다.

실시예26

실시예22에서 얻어진 스테이플 섬유를 랜덤 카딩기를 이용하여 카딩하여 웹을 얻었다. 그 후, 이 부직웹을 실시예 19와 같

이 고압액체류로 처리한 후, 건조하여, 구성섬유가 3차원적으로 교락한 중량 50g/㎡의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6에 표시한다.

실시예27

실시예26에 있어서, 심/초 중량비를 5.0/95.0(전체 섬유 중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중량비는 5.0 중량%임)로 변

경하였다. 그리고, 그외에는 실시예26과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6에 표시한다.

비교예18

실시예21로부터, 심초 중량비를 변경하고, 또한 섬유 전체 중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중량비를 2.5중량%로 변경

하였다. 그리고, 그외에는 실시예21과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6에 표시하였다.

비교예19

실시예21로부터, 심초 중량비를 변경하고, 또한 전체 섬유 중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중량비를 35.0중량%로 변

경하였다. 그리고, 그외에는 실시예21과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부직포를 제조하였다.

그 결과를 표6에 표시한다.

비교예20

비교예15에서 사용한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만으로 심성분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그외에는 실시예1과 동일한 방법

을 행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6에 표시한다.

비교예21

비교예16에서 사용한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만으로 심성분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그외에는 실시예21과 동일한 방법

을 행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6에 표시한다.

비교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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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예17에서 사용한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만으로 심성분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그외에는 실시예21과 동일한 방법

을 행하여 부직포를 제조하였다.

그 결과를 표6에 표시한다.

그 심성분이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만으로 이루어진 실시예21~27에서 얻어진 부직포는 인장강도 등의 기계적 성능,

흡방습성 및 내후성이 우수하였다.

한편, 전체 섬유 중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 함량이 적은, 비교예18에서 얻은 부직포는 흡방습성이 열등하였다. 또

한, 비교예19에 있어서는 전체 섬유 중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 함량이 과도하여, 제섬능이 불량하게 되었다. 스테이

플 섬유를 얻을 수가 없었다. 비교예20에서 얻어진 부직포는 대칭성의 방향족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로 이루어진 폴리알

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내후성이 열화되었다. 비교예21에서 얻어진 부직포는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

성물의 용융점도가 너무 낮아 인장강도가 저하하였기 때문에, 섬유의 인장강도가 열등하여 실용화할 수 없다. 비교예22에

서는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용융점도가 지나치게 높아 제섬능이 악화되었다. 그 결과, 비교예 22에서는 스테이플

섬유를 얻을 수 없었다.

실시예28

상대점도 1.38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초성분으로 사용하고, 상대점도 1.38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와 실

시예14에서 사용한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혼합물[(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중량

비)=85/15]을 초성분으로 사용하였다. 심/초 중량비를 50/50으로 하였다. 동심원상의 심초형 복합섬유를 용융방사하였

다. 용출방사한 섬유를 연신하고, 기계적으로 권축하고, 소정의 길이로 절단하여, 스테이플 섬유를 얻었다.

상세하게는, 상기 중합체를 각각 용융하고, 온도 290℃, 각 홀당 방사속도 1.28g/분의 조건 하에서 복합형 노즐을 사용하

여 용융방사하였다. 이 실을 공지의 냉각장치로 냉각하고, 권취속도 1200m/분으로 권취하여 미연신사를 얻었다. 다음으

로, 얻어진 미연신사를 복수개 합사하여, 90℃, 연신율 3.2로 열연신한 후, 160℃에서 열처리하였다. 그 다음, 이 실을 스

터핑 박스를 사용하여 권취수 22/25mm로 기계적으로 권축하였다. 그 다음, 이 권축사를 길이를 51mm로 절단하여 모노

필라민트섬도 3.0 데니어의 스테이플 섬유를 얻었다.

다음 단계에서, 이 스테이플 섬유를 랜덤 카딩기를 사용하여 카딩하여 웹을 얻었다. 그 다음, 열압접착 장치를 이용하여 이

부직웹에 부분적인 열압적착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중량 50g/㎡의 부직포를 얻었다.

이 열압접착공정에서는, 실시예14과 동일한 엠보싱장치를 사용하였다. 처리온도, 즉 엠보싱롤과 금속롤의 표면온도는

245℃로 설정하였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7에 표시한다.

등록특허 10-0574624

- 26 -



[표 7]

실시예29

실시예28로부터, 심성분에 있어서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와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혼합비율을 표7에 표시

한대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그외에는 실시예28과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부직포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강연성 등을 표7에 표시한다.

실시예30

실시예29와 동일하게 하여 얻어진 스테이플 섬유를 카딩기를 이용하여 카딩하여 웹을 얻었다. 얻어진 부직웹을 석션 드럼

건조기를 이용하여 275℃에서 1분간 열처리하였다. 섬유 사이를 융착시켜 부직포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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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7에 표시한다.

실시예31, 32

실시예30 에 있어서의 폴리에스테르와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혼합비율을 표7에 표시한대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그외에는 실시예30과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7에 표시한다.

실시예33

실시예29에서 얻어진 스테이플 섬유를 랜덤 카딩기를 이용하여 카딩하여 웹을 얻었다. 그 다음, 이 부직웹을 실시예19와

동일한 고압 액체류로 처리한 후 건조하여, 구성섬유가 3차원적으로 교락한 중량 50g/㎠의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7에 표시한다.

실시예34

실시예33으로부터, 심성분에 있어서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와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혼합비율을 표7에 표

시한대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그외에는 실시예33과 동일하게 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7에 표시한다.

비교예23

실시예28로부터, 섬유의 심성분에 있어서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와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혼합비율을 중

량비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95/5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섬유 중의 폴리알킬렌옥사

이드 변성물의 함유량은 2.5중량%이다. 그리고, 그외에는 실시예28과 동일하게 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7에 표시한다.

비교예24

실시예28로부터, 섬유의 심성분에 있어서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와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혼합비율을 중

량비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30/70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섬유 중의 폴리알킬렌옥

사이드 변성물의 함유량은 35.0중량%이다. 그리고, 그외에는 실시예28과 동일하게 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그 결과를 표7에 표시한다.

비교예25

실시예28로부터, 비교예15에서 사용된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을 심성분에 있어서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로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외에는 실시예28과 동일하게 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7에 표시한다.

비교예26

실시예28로부터, 비교예16에서 사용된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외에는 실시예28과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7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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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예27

실시예28로부터, 비교예17에서 사용된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외에는 실시예28과 동일하

게 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7에 표시한다.

실시예28~34에서 얻어진 부직포로 이루어진 모든 스테이플 섬유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초성분으로 하고, 폴리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와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혼합물을 심성분으로 한다. 심성분으로 사용된 폴리알킬렌옥사이

드 변성물은 170℃에서, 인가하중 50㎏/㎠ 하에서 용융점도 1000~20000 포아즈 범위의 용매가용성 중합체이고, 전체 섬

유 중의 비율은 5~30중량% 범위이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얻어진 부직포는 인장강도 등의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흡방

습성도 우수하였다. 또한, 이 부직포는 폴리알킬렌옥사이드, 폴리올 및 대칭성 방향족 이소시아네이트화합물을 반응시켜

얻은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부직포의 내후성이 우수하였다.

한편, 비교예23에서 얻어진 부직포는 전체 섬유 중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중량비가 작아서, 결과적으로 흡방습

성이 열등하였다. 또한, 비교예24에서는 전체 섬유 중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중량비가 과도하여, 제섬능이 악화

되었다. 그래서 스테이플 섬유를 얻을 수 없었다. 비교예25에 있어서, 그 부직포는 대칭성의 방향족 이소시아네이트 화합

물로 이루어진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내후성이 불량하였다. 비교예26에서 얻어진 부직포는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용융점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인장강도가 낮아서, 섬유의 인장강도가 열등하여 실용화

할 수 없다. 비교예27에서는,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용융점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제섬능이 악화되었다. 그래

서 그 결과, 스테이플 섬유를 얻을 수 없었다.

실시예35

상대점도가 1.38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초성분으로 사용하고, 실시예14에서 사용된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

물만을 심성분으로 사용하였다. 심/초 중량비를 7.5/92.5(전체 섬유에 있어서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중량비는 7.5

중량%임)로 하였다. 그 다음, 동심원상의 심초형 복합섬유를 용융방사하여, 스테이플 섬유 부직포를 얻었다.

상세하게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280℃에서 용융시키고, 또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을 150℃에서 용융시켰

다. 그 중합체를 290℃에서 복합형 노즐을 사용하여 함께 용융방사하였다. 그리고, 실시예28과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부

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8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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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실시예36

실시예35로부터, 심/초 중량비를 15.0/85.0으로 변경하고, 전체 섬유 중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중량비를 15.0

중량%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그외에는 실시예35와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8에 표시한다.

실시예37

실시예36과 동일한 스테이플 섬유를 카딩기를 이용하여 카딩을 행하여 웹을 얻었다. 얻어진 부직웹을 석션 드럼 건조기를

사용하여 275℃에서 1분간 열처리하였다. 섬유사이를 융착시켜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8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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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38, 39

실시예37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실시예38에서는 심/초 중량비를 5.0/95.0(전체 섬유 중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

물의 중량비는 5.0중량%임)로 변경하였다. 실시예39에서는 심/초 중량비를 30.0/70.0(전체 섬유 중의 폴리알킬렌옥사이

드 변성물의 중량비는 30.0중량%임)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이 변경외에는 실시예37과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부직포를 얻

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8에 표시한다.

실시예40

실시예36의 스테이플 섬유를 랜덤 카딩기를 이용하여 카딩을 실시하여 웹을 얻었다. 그 다음, 이 부직웹을 실시예19에서

와 동일한 고압 액체류로 처리한 후 건조하여 구성섬유가 3차원적으로 교락한 중량 50g/㎡의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8에 표시한다.

실시예41

실시예40으로부터, 심/초 중량비를 5.0/95.0(전체 섬유 중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중량비는 5.0중량%임)로 변경

하였다. 그리고, 이 변경외에는 실시예40과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8에 표시한다.

비교예28

실시예35로부터, 심초 중량비를 변경하고, 전체 섬유 중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중량비를 2.5중량%로 변경하였

다. 그리고, 이 변경외에는 실시예21과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8에 표시한다.

비교예29

실시예35로부터, 심초 중량비를 변경하고, 전체 섬유 중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중량비를 35.0중량%로 변경하였

다. 그리고, 이 변경외에는 실시예35와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그 결과를 표8에 표시한다.

비교예30

비교예15에서 사용된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만으로 심성분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 변경외에는 실시예35와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8에 표시한다.

비교예31

비교예16에서 사용된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만으로 심성분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 변경외에는 실시예35와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얻어진 섬유 및 부직포의 흡방습성, b값, 인장강도 및 강연도 등을 표8에 표시한다.

비교예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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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예17에서 사용된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만으로 심성분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 변경외에는 실시예35와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부직포를 얻었다.

그 결과를 표8에 표시한다.

심성분이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만으로 이루어진 실시예35~41에서 얻어진 부직포는 인장강도 등의 기계적 성능, 흡

방습성 및 내후성이 우수하였다.

한편, 전체 섬유 중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중량비가 작은 비교예28에서 얻어진 부직포는 흡방습성이 열등하였

다. 비교예29에 있어서는, 전체 섬유 중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함유량이 과도하여, 제섬능이 불량해 진다. 스테

이플 섬유를 얻을 수 없었다. 비교예30의 부직포는 대칭성의 방향족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로 이루어진 폴리알킬렌옥사

이드 변성물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내후성이 악화되었다. 비교예31에 얻어진 부직포는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용

융점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섬유의 인장강도가 열화하게 되어 실용화할 수 없었다.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용융점

도는 너무 높기 때문에, 제섬능이 열화되었다. 그 결과, 비교예32에서는 스테이플 섬유를 얻을 수가 없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의 흡방습성 합성섬유는 특히 옷감용도로 적합하다. 또한, 상기 섬유로 이루어진 부직포는 위생재료, 일반 생필품

또는 산업자재의 용도로 적합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흡방습성 성분과 섬유형성 중합체를 함유하는 흡방습성 합성섬유에 있어서, 25℃×60% RH 환경 하에서 수분평형에 도달

한 후에 34℃×90% RH환경 하에서 30분간 방치한 경우의 흡습율이 1.5% 이상이고, 34℃×90% RH 환경 하에서 수분평

형에 도달한 후에 25℃×60% RH 환경 하에서 30분간 방치한 경우의 방습율이 2% 이상이며, 또한 30일간 방치한 경우의

CIE-LAB 표색계에서 b값이 -1~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방습성 합성섬유.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흡방습성 성분은 폴리알킬렌옥사이드, 폴리올 및 지방족 디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의 반응에 의하여

얻어지는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방습성 합성섬유.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지방족 디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은 디시클로헥실메탄-4,4'-디이소시아네이트 또는 1,6-헥산메틸

렌디이소시아네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방습성 합성섬유.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은 온도 170℃, 인가하중 50㎏/㎠인 경우에 용융점도가 1000~20000

포아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방습성 합성섬유.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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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흡방습성 성분이 심부에 배치되고, 섬유형성 중합체가 초부에 배치되어 있는 심초형 복합섬유 구조

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방습성 합성섬유.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권축을 보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방습성 합성섬유.

청구항 7.

제1항에 기재된 흡방습성 합성섬유로 이루어진 제1섬유와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이루어진 제2섬유가 함께 교락되어 있는

교락혼섬사로서, 상기 혼섬사의 중량비 (제1섬유)/(제2섬유)는 20/80~80/20이며, 제1섬유의 비수수축율이 제2섬유보다

도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락혼섬사.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섬유는 폴리알킬렌옥사이드, 폴리올 및 지방족 디이소시아네이트의 반응에 의해 얻어진 폴리알

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을 폴리아미드에 함유시킨 폴리아미드계 섬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락혼섬사.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섬유는 심성분과 초성분을 보유한 심초형 복합섬유이고, 상기 심성분은 폴리알킬렌옥사이드, 폴

리올 및 지방족 디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의 반응에 의해 얻어진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 또는 상기 폴리알킬렌옥사이

드 변성물과 폴리아미드의 혼합물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초성분은 폴리아미드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락

혼섬사.

청구항 10.

제7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2섬유의 단섬유 섬도는 1.5 데니어 이하이고, 제2섬유의 건열수축율은

제1섬유보다도 작고, 그 값이 2%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락혼섬사.

청구항 11.

제7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전성은 1000V 이하, 흡수율은 150% 이상, 흡습율은 1.5% 이상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교락혼섬사.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흡방습성 합성섬유 또는 제7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교락혼섬사

를 주체로 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편물.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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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방습성 심초형 합성섬유로 형성되고, 그 스테이플 섬유의 초성분은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테르로 형성되며, 심성분

에 있어서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의 섬유 중의 중량비는 5~30중량%의 범위에 있는 부직포로서, 상기 부직포는 상

기 합성섬유의 초성분의 접착을 통해 또는 상기 합성섬유 사이의 3차원 교락에 의해 소정의 형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흡방습성 스테이플 섬유 부직포.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섬유의 심성분은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 대신에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과 폴리아미

드 또는 폴리에스테르와의 혼합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방습성 스테이플 섬유 부직포.

청구항 15.

제13항 또는 14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섬유의 심성분 중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을 구성하는 지방족 디이소시아네

이트는 디시클로헥실메탄-4,4'-디이소시아네이트 또는 1,6-헥산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방습

성 스테이플 섬유 부직포.

청구항 16.

제13항 또는 14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섬유의 심성분 중의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변성물은 온도 170℃, 인가하중 50㎏/㎠

인 경우에 용융점도가 1000~20000 포아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방습성 스테이플 섬유 부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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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2
명세서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3
  발명의 효과 6
청구의 범위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