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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견뢰도 증진방법

요약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견뢰도 증진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견뢰도 증진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폴리에틸렌글리콜의 
특성중의 하나인 염료를 용해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염색후 표면에 잔류하는 미고착 
염료를 제거하여 제반 견뢰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는 폴리에스터 직물을 분산염색후 직물 표면에 남아 있는 미고착 염료를 제거하기 위해 환원제를 
사용하거나 견뢰도가 좋은 염료를 선택하여 견뢰도를 증진하였으나 환원제 사용은 염료의 환원 전위가 개
개 다르기 때문에 공정 조건에 따라 색상이 민감하게 변하는 문제점이 있고 견뢰도가 좋은 염료를 사용하
는 것은 그 선정 범위가 좁고 가격이 비싸며 색상의 범위가 좋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서, 포리에틸렌글리콜이 염료를 용해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염색후 표면에 잔류하는 미고착 염료를 제거하여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견
뢰도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하, 본 발명은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분자량이 190 이상인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사용하여 염색된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미고착 염료
를 제거함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견뢰도 증진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글리콜의 평균분자량이 190 미만일 경우에는 폴리에스테르에 염착된 염
료까지 용해시키므로 190 이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색상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처리온도, 욕비가 클수록 효과가 양호하였으나 생산 비용면에서 온도와 욕비를 무한정 높힐수는 없
으므로 첨가량을 조절하였다.

폴리에틸렌글리콜의 첨가량은 3~10%(o.w.f.)가 적정하였는 바, 첨가량이 3%(o.w.f.) 미만일 경우는 염색
지의 색농도가 담, 중 , 농에 따라 최저 첨가량은 달라지며(예 : 담 1%, 중 3%, 농 5%), 본 실험에서 사
용된 염색지는 중색인 바, 3%가 적당하며, 3% 미만시 잔류된 염료와 제거가 불충분하여 견뢰도가 증진되
지 않는다.

또한, 10%(o.w.f.)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증진되지 않는다.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폴리에스테르 직물은 색상의 변화없이 특히 세탁, 마찰 견뢰도가 적어도 4급 이상
으로 되어 기존 폴리에스테르 극세사 직물의 견뢰도 문제가 해결되어 최종 제품의 품질이 향상된 것이다.

본 발명에서 견뢰도 측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마찰견뢰도 : KSK 06650

· 세탁견뢰도 : KSK 0430

· 일광견뢰도 : KSK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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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8]

0.13데니어의 폴리에스테르 원사로 제직된 직물을 염색(Lumacron  Red  FB  200%)  1.4%(o.w.f.),  Miketon 
Yellow F3G(200%) 2.25%(o.w.f.), Dianix FBL-E 1.2%(o.w.f.) 120℃×15분)하고 수세(60℃×10분, 2회), 
건조(130℃×2분), 열고정(160℃×2분)하였다.

폴리에스테르 직물을 폴리에틸렌글리콜을 사용하여 온도, 첨가량을 변화하여 처리하였다. 염색된 시료의 
각 특성치를 표 1에 나타내었다.

[비교예 1]

폴리에스테르 직물(0.13데니어)을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수세, 건조, 열고정 처리한 후 견뢰도를 측정하
였다. 염색된 시료의 특성치는 표 1에 나타내었다.

[비교예 2]

염색된 폴리에스테르 직물을 환원제(수산화나트륨, 하이드로설파이트)를 사용하여 처리한 후 수세 건조하
고 실시예와 비교하였다. 염색된 시료의 각 특성치(견뢰도 급수)는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분자량이 190 이상인 폴리에틸렌글리콜을 사용하여 염색된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미고착 염료를 제거함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견뢰도 증진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폴리에틸렌글리콜의 첨가량은 3~10%(o.w.f.)임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견
뢰도 증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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