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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3차원 입체무늬를 가지는 인공피혁의 제조 방법

요약

  본 발명은 3차원 입체무늬를 가지는 인공피혁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베이스 피혁 표면에 그라비아

인쇄 또는 전사인쇄를 하여 무늬인쇄층을 형성시키는 무늬인쇄공정, 상기 무늬인쇄된 베이스 피혁에 투명 또는 반투명 열

가소성 시트를 합포하는 합포공정, 상기 합포된 베이스 피혁을 엠보싱하여 열가소성 시트에 미세한 엠보스를 형성시키는

엠보싱공정을 포함하거나, 베이스 피혁 표면에 그라비아인쇄 또는 전사인쇄를 하여 무늬인쇄층을 형성시키는 무늬인쇄공

정, 이형지에 투명 또는 반투명한 피막용 합성수지 배합액을 1차로 도포한 후 가온 건조하여 경화시킨 다음, 상기 1차 경화

된 이형지에 접착용 합성수지 배합액을 2차로 도포하는 합성수지 도포공정, 상기 접착용 합성수지 배합액이 도포된 이형

지와 상기 무늬가 인쇄된 베이스 피혁을 서로 합포시킨 다음, 가온 건조하여 경화시키는 숙성공정, 상기 숙성된 베이스 피

혁으로부터 이형지를 박리시키는 이형공정, 상기 이형지가 박리된 베이스 피혁을 엠보싱하여 미세한 엠보스를 형성시키는

엠보싱공정을 포함하여, 종래 인공피혁에서 낼 수 없었던 3차원적인 입체무늬를 가지는 인공피혁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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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인공피혁, 3차원, 입체무늬, 폴리우레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투명 또는 반투명 합성수지 시트를 이용한 인공피혁 제조 공정도,

  도 2는 본 발명의 투명 또는 반투명 합성수지 시트를 이용한 인공피혁의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투명 또는 반투명한 피막용 합성수지 배합액을 이용한 인공피혁 제조 공정도,

  도 4는 본 발명의 투명 또는 반투명한 피막용 합성수지 배합액을 이용한 인공피혁의 단면도,

  도 5는 실시예 1에 의해 제조된 폴리우레탄 인공피혁의 단면 현미경 사진,

  도 6은 실시예 1에 의해 제조된 폴리우레탄 인공피혁의 평면 현미경 사진,

  도 7은 실시예 2에 의해 제조된 폴리우레탄 인공피혁의 평면 사진,

  도 8은 실시예 2에 의해 제조된 폴리우레탄 인공피혁 인쇄층의 도트와 상부층의 미세한 반구가 일치하는 부분의 표면 현

미경 사진,

  도 9은 실시예 2에 의해 제조된 폴리우레탄 인공피혁 인쇄층의 도트와 상부층의 미세한 반구가 엇갈리는 부분의 표면 현

미경 사진이다.

  * 도면의 주요부에 대한 설명

  1. 베이스 피혁 2. 무늬인쇄층

  3. 투명 또는 반투명 합성수지 시트

  4. 투명 또는 반투명 합성수지 코팅층

  5. 접착용 합성수지 코팅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신발, 가방, 핸드백, 잡화, 가구 등에 사용되는 인공피혁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3차원 입체무늬를 가지

는 인공피혁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공피혁은 부직포 등과 같은 원단에 합성수지를 코팅하여 제조하는 데, 코팅방법에는 습식법, 습건식법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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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습식법은 합성수지 함침액에 원단을 함침시켜 합성수지를 원단 내부에 침투시킨 다음 응고조에서 상기 합성수지를

응고시키고, 상기 응고된 함침포 위에 습식 은면코팅용 합성수지를 적당량 도포한 후 이를 다시 응고조에서 응고시키고,

상기 원단에 남아있는 잔여 용제를 수세한 후, 건조한 다음, 필요한 무늬를 인쇄하거나 음각과 양각으로 무늬가 새겨진 열

이 있는 롤(roll)을 이용하여 압착시켜 필요한 색상과 무늬를 가진 인공피혁 표면에 형성시키게 된다.

  그리고, 건식법은 이형지(Release Paper) 위에 건식 피막용 합성수지를 도포한 후 적정온도에서 가온 건조하여 경화시

키고, 상기 경화된 이형지에 접착용 합성수지를 도포하고 습식법에 의해 제조되는 합성피혁 원단과 합포한 다음 가온 건조

하여 이형지에 경화된 합성수지 피막과 원단을 접착시키고 나서 이형지(Release Paper)를 박리시켜 이형지(Release

Paper)의 무늬를 인공피혁 표면으로 전이시켜 필요한 무늬를 형성시키게 된다.

  이러한 종래 인공피혁 제품은 인공피혁 표면에 롤러(roller)에 의해 엠보싱에 의한 무늬 내기 및 그라비아(gravure) 롤

(roll)에 의한 무늬 내기 또는 이형지(release paper)에 의한 무늬 내기로 단순한 평면적인 무늬 또는 약간의 굴곡이 있는

정도의 무늬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종래 방법으로는 인공피혁의 표면에 3차원(dimension)적인 입체 무늬를 형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이 단순한 평면적인 무늬 또는 약간의 굴곡을 지닌 무늬만을 제공하는 종래 인공피혁의 문

제점을 해결하여 3차원 입체무늬를 가지는 인공피혁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3차원 입체무늬를 가지는 인공피혁 제조 방법은, 베이스 피혁 표면에 그라비아인

쇄 또는 전사인쇄를 하여 무늬를 형성시키는 무늬인쇄공정, 상기 무늬인쇄된 베이스 피혁에 투명 또는 반투명 열가소성 시

트를 합포하는 합포공정, 상기 합포된 베이스 피혁을 엠보싱하여 열가소성 시트에 미세한 엠보스를 형성시키는 엠보싱공

정을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3차원 입체무늬를 가지는 인공피혁 제조 방법은, 베이스 피혁 표면에 그라

비아인쇄 또는 전사인쇄를 하여 무늬를 형성시키는 무늬인쇄공정, 이형지에 투명 또는 반투명한 피막용 합성수지 배합액

을 1차로 도포한 후 가온 건조하여 경화시킨 다음, 상기 1차 경화된 이형지에 접착용 합성수지 배합액을 2차로 도포하는

합성수지 도포공정, 상기 접착용 합성수지 배합액이 도포된 이형지와 상기 무늬가 인쇄된 베이스 피혁을 서로 합포시킨 다

음, 가온 건조하여 경화시키는 숙성공정, 상기 숙성된 베이스 피혁으로부터 이형지를 박리시키는 이형공정, 상기 이형지가

박리된 베이스 피혁을 엠보싱하여 미세한 엠보스를 형성시키는 엠보싱공정을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3차원 입체무늬를 가지는 인공피혁 제조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투명 또는 반투명 합성수지 시트를 이용한 3차원 입체무늬를 가지는 인공피혁 제조 공정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투명 또는 반투명 합성수지 시트를 이용한 인공피혁의 단면도이다.

  본 발명의 3차원 입체무늬를 가지는 인공피혁 제조 방법은, 베이스 피혁(1) 표면에 그라비아인쇄 또는 전사인쇄를 하여

무늬인쇄층(2)을 형성시키는 무늬인쇄공정, 상기 무늬인쇄된 베이스 피혁에 투명 또는 반투명 열가소성 시트(3)를 합포하

는 합포공정, 상기 합포된 베이스 피혁을 엠보싱하여 열가소성 시트에 미세한 엠보스를 형성시키는 엠보싱공정을 포함한

다.

  상기 무늬인쇄공정에서 사용되는 베이스 피혁(1)은 종래 습식법 또는 습건식법 인공피혁 제조 방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

다.

  습식법에 의한 베이스 피혁은 일반적으로 원단을 합성수지, 디메틸 포름 아미드 용제, 계면활성제 및 안료가 적정비로 이

루어진 함침용 합성수지 배합액에 충분히 함침시킨 다음, 물이 담긴 응고조에 넣어 1차로 응고시키고, 인공피혁의 피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1차 응고된 원단에 과량의 합성수지, 소량의 디메틸 포름 아미드 용제, 계면활성제, 및 안료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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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습식 은면코팅용 폴리우레탄 배합액을 도포한 다음, 이를 다시 응고조에 넣어 2차로 응고시키고, 상기 2차 응고된 원

단을 수세조에서 충분히 수세한 다음, 건조시켜 제조된다. 이러한 베이스 피혁은 필요한 용도에 따라 후처리되어 완제품이

된다.

  습건식법에 의한 베이스 피혁은 이형지(release paper)에 건식 피막용 합성수지 배합액을 도포한 후 이를 건조시키고,

상기 건조된 이형지의 피막용 합성수지에 다른 종류의 접착용 합성수지 배합액을 도포한 다음 습식법에 의하여 제조된 베

이스 피혁을 합포시킨 후 고온(약 70 내지 80℃)에서 숙성시킨 다음 이형지를 박리시켜 제조된다.

  상기 무늬인쇄공정은 상기 습식 또는 습건식법에 의하여 제조된 베이스 피혁(1) 표면에 인쇄하고자 하는 무늬를 그라비

아 인쇄 또는 전사 인쇄 방법으로 인쇄하여 인쇄층(2)을 형성시킨다. 상기 인쇄공정에 의하여 베이스 피혁 표면에는 미세

한 도트(dot)형태의 무수히 많은 화소가 그려지게 된다.

  또 상기 무늬인쇄공정은 베이스 피혁 표면에 엠보싱을 하여 양각과 음각의 굴곡을 형성시킨 후, 양각 부분에 그라비아인

쇄 또는 전사인쇄를 하여 무늬를 형성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상기 합포공정에서 열가소성 시트(3)는 후술하는 엠보싱 공정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엠보싱에 의하여 베이스 피혁에 인쇄

된 무늬가 시트 표면에 투사되어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두께가 0.3mm 이상인 투명 또는 반투명한 합성수지

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열가소성 시트(3)는 폴리 우레탄, 실리콘수지, 폴리 에틸렌 등 각종 열가소성 수지

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엠보싱공정은 상기 열가소성 시트가 합포된 베이스 피혁을 100 내지 130℃온도에서 엠보싱 롤러를 이용하여 엠보

싱하게 되면 열가소성 시트는 고온에 의하여 엠보싱 롤러의 모양대로 성형된다. 3차원적 입체무늬를 형성하기 위하여 엠

보싱은 도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반구(hemisphere)형태로 성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기 무늬인쇄공정에서 인쇄된

미세한 도트(dot) 상층부에 반구(hemisphere)모양이 생기도록 열가소성 시트를 엠보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엠보싱공정에 의하여 형성된 엠보싱에 의하여 베이스 피혁의 인쇄무늬가 투명 열가소성 시트의 표면위로 확대되어

떠 있는 듯한 느낌의 3차원적 입체무늬를 가지게 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투명 또는 반투명한 피막용 합성수지 배합액을 이용한 3차원 입체무늬를 가지는 인공피혁 제조 공정도

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투명 또는 반투명한 피막용 합성수지 배합액을 이용한 인공피혁의 단면도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3차원 입체무늬를 가지는 인공피혁 제조 방법은, 베이스 피혁(1) 표면에 그라비아인쇄 또는 전사인쇄

를 하여 무늬인쇄층(2)을 형성시키는 무늬인쇄공정, 이형지에 투명 또는 반투명한 피막용 합성수지 배합액을 1차로 도포

한 후 가온 건조하여 경화시킨 다음, 상기 1차 경화된 이형지에 접착용 합성수지 배합액을 2차로 도포하는 합성수지 도포

공정, 상기 접착용 합성수지 배합액이 도포된 이형지와 상기 무늬가 인쇄된 베이스 피혁을 서로 합포시킨 다음, 가온 건조

하여 경화시키는 숙성공정, 상기 숙성된 베이스 피혁으로부터 이형지를 박리시키는 이형공정, 상기 이형지가 박리된 베이

스 피혁을 엠보싱하여 미세한 엠보스를 형성시키는 엠보싱공정을 포함한다.

  상기 피막용 합성수지 배합액의 성분비는 바람직하게는 아래와 같다.

  합성수지 100 중량부

  소수성 계면활성제 0 내지 10 중량부

  친수성 계면활성제 0 내지 10 중량부

  메틸 에틸 케톤 10 내지 60 중량부

  디메틸 포름 아미드 0 내지 50 중량부

  상기 접착용 합성수지 배합액의 바람직한 성분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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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수지 100 중량부

  경화제 5 내지 20 중량부

  촉진제 0 내지 10 중량부

  메틸 에틸 케톤 0 내지 60 중량부

  디메틸 포름 아미드 0 내지 80 중량부

  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의 3차원 입체무늬를 가지는 인공피혁 제조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이들 실시예는 본 발명의 예시일 뿐,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1) 원단을 폴리우레탄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친수성 계면활성제 2 중량부, 소수성 계면활성제 2 중량부, 디메틸 포

름 아미드 270 중량부, 안료 10 중량부가 혼합된 함침용 폴리우레탄 배합액에 함침시킨 후, 응고조로 이동시켜 4분 가량 1

차로 응고시킨 다음, 상기 1차 응고된 원단에 폴리우레탄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친수성 계면활성제 2 중량부, 소수성

계면활성제 1 중량부, 디메틸 포름 아미드 40 중량부, 안료 10 중량부가 혼합된 습식 은면코팅용 폴리우레탄 배합액을 도

포한 후, 이를 다시 응고조에서 2차로 응고시켰다. 상기 2차 응고된 원단을 수세조에서 세정하여 원단에 잔류하는 디메틸

포름 아미드를 제거한 다음, 약 130 내지 140℃의 건조기 내에서 건조시켜 습식 베이스 피혁을 제조하였다.

  2) 상기 습식 베이스 피혁 표면에 안료 100중량부, 처리제 30중량부, 수지 10중량부의 배합액을 그라비아 롤을 이용하여

미세한 도트(dot)들을 인쇄하고 건조시켰다.

  3) 투명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hermoplastic polyurethane)을 압출기를 이용하여 0.35mm 두께의 폴리우레탄 시트로

압출시킴과 동시에 상기 폴리우레탄 시트를 상기 인쇄된 베이스 피혁과 합포한 다음, 100 내지 130℃온도에서 엠보싱 롤

을 이용하여 상기 미세한 도트 상층부에 미세한 반구(hemisphere)모양이 생기도록 폴리우레탄 시트 표면을 엠보싱하여 3

차원적인 입체 무늬가 있는 폴리 우레탄 인공 피혁을 제조하였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의해 3차원적인 입체무늬를 가지는 폴리우레탄 인공피혁의 단면 현미경 사진이고, 도 6은

평면 현미경 사진이다.

  [실시예 2]

  1) 실시예 1에서 제조된 습식 베이스 피혁을 130 내지 180℃ 에서 엠보싱 롤로 1차 무늬 내기를 한 후 베이스 피혁 표면

의 양각 부분에 안료 100중량부, 처리제 30중량부, 수지 10중량부의 배합액을 그라비아 롤을 이용하여 미세한 도트(dot)

들을 인쇄하고 건조시켰다.

  2) 투명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hermoplastic polyurethane)을 압출기를 이용하여 0.35mm 두께의 폴리우레탄 시트로

압출시킴과 동시에 상기 폴리우레탄 시트를 상기 인쇄된 베이스 피혁과 합포한 다음, 100 내지 130℃온도에서 엠보싱 롤

을 이용하여 상기 미세한 도트 상층부에 미세한 반구(hemisphere)모양이 생기도록 폴리우레탄 시트 표면을 엠보싱하여 3

차원적인 입체 무늬가 있는 폴리 우레탄 인공 피혁을 제조하였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의해 제조된 인공피혁 사진이다.

  도 8, 도 9는 본 인공피혁의 표면 현미경 사진으로, 도7은 인쇄층과 폴리우레탄 시트 표면의 엠보싱 무늬와 일치하는 현

미경 사진이며, 도8은 인쇄층과 폴리우레탄 시트 표면의 엠보싱 무늬가 엇갈리는 현미경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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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인쇄층과 엠보싱 무늬가 일치하는 부분은 인쇄층의 미세한 도트(dot)층을 반구(hemisphere)모양의 엠보싱층에

의해 확대되어 표면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인쇄층과 엠보싱 무늬가 엇갈리는 부분은 미세한 도트(dot)가 엠보싱 무늬

와 일치하지 않아 도트(dot)가 확대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3차원적인 입체무늬가 형성된

다.

  [실시예 3]

  1) 이형지에 폴리우레탄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메틸 에틸 케톤 40 중량부, 디메틸 포름 아미드 30 중량부 및 안료 10

중량부가 혼합된 건식 피막용 폴리우레탄 배합액을 1차로 도포한 다음 약 90 내지 100℃의 건조기에서 가온 건조하여 경

화시킨 후, 상기와 동일 방법으로 2차 도포후 가온 건조하여 경화 시킨후 상기 1차 경화된 이형지를 폴리우레탄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경화제 10 중량부, 촉진제 3 중량부, 메틸 에틸 케톤 20 중량부, 디메틸 포름 아미드 10 중량부가 혼합된

접착용 폴리우레탄 배합액으로 도포하여 3차로 도포한 후, 실시예 1에 의하여 생산된 습식 베이스 피혁과 서로 합포시키

고, 상기 합포된 원단을 숙성실에서 약 24시간 숙성시킨 다음, 상기 원단으로부터 이형지를 박리시켜 습건식 베이스 피혁

을 제조하였다.

  2) 상기 습건식 베이스 피혁 표면에 안료 100중량부, 처리제 30중량부, 수지 10중량부의 배합액을 그라비아 롤을 이용하

여 인쇄하고 건조시켰다.

  3) 투명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hermoplastic polyurethane)을 압출기를 이용하여 0.35mm 두께의 폴리우레탄 시트로

압출시킴과 동시에 상기 폴리우레탄 시트를 상기 인쇄된 베이스 피혁과 합포한 다음, 폴리우레탄 시트 표면에 100 내지

130℃온도에서 엠보싱 롤을 이용하여 미세한 반구(hemisphere)모양으로 엠보싱하여 3차원적인 입체 무늬가 있는 폴리

우레탄 인공 피혁을 제조하였다.

  [실시예 4]

  1) 실시예 1에서 제조된 습식 베이스 피혁 표면에 130 내지 180℃ 엠보싱 롤로 1차 무늬 내기를 한후 제품 표면의 양각

부분에 안료 100중량부, 처리제 30중량부, 수지 10중량부의 배합액을 그라비아 롤을 이용하여 인쇄하고 건조하였다.

  2) 투명성이 높은 에나멜 이형지에 폴리우레탄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메틸 에틸 케톤 40 중량부, 디메틸 포름 아미드

10 중량부가 혼합된 건식 피막용 폴리우레탄 배합액을 1차로 도포한 다음 약 90 내지 100℃의 건조기에서 가온 건조하여

경화시킨 후, 상기와 동일 방법으로 2차 도포후 가온 건조하여 경화 시켰다.

  3) 상기 2차 경화된 이형지를 폴리우레탄 수지 100중량부에 대하여 경화제 10중량부, 촉진제 3중량부, 메틸 에틸 케톤

13중량부, 디메틸 포름 아미드 10중량부가 혼합된 접착용 폴리우레탄 배합액으로 도포하여 3차로 도포한 다음, 상기 인쇄

된 습식 베이스 피혁과 서로 합포시키고, 상기 합포된 베이스 피혁을 숙성실에서 약 24시간 숙성시킨 다음, 상기 베이스 피

혁으로부터 이형지를 박리시켜 투명층이 있는 폴리우레탄 인공피혁을 제조하였다.

  4) 상기 투명층이 있는 폴리우레탄 인공피혁 표면에 100 내지 130℃온도에서 엠보싱 롤을 이용하여 미세한 반구

(hemisphere)모양으로 엠보싱하여 3차원적인 입체 무늬가 있는 폴리 우레탄 인공 피혁을 제조하였다.

  도 5, 도 6, 도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실시예 1, 2에 의해서 제조된 인공피혁은 종래 생산되는 인공피혁과는 달리 입체

무늬가 뚜렸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인공피혁은 종래 인공피혁에서 낼 수 없었던 3차원적인 입체무늬를 부여함으로써, 종래 엠보싱

롤러에 의한 단순 평면 무늬 및 이형지에 의한 단순 평면 무늬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다양한 이중의 입체 무늬를 가진 인

공피혁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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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피혁(1) 표면에 그라비아인쇄 또는 전사인쇄를 하여 무늬인쇄층(2)을 형성시키는 무늬인쇄공정; 상기 무늬인쇄된

베이스 피혁에 접착용 폴리우레탄 배합액을 도포한 다음 폴리우레탄 수지로 이루어진 투명 또는 반투명 열가소성 시트(3)

를 접착시키는 합포공정; 상기 합포된 베이스 피혁을 100 내지 130℃에서 롤러로 가압하여 열가소성 시트에 미세한 엠보

스를 형성시키는 엠보싱공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입체무늬를 가지는 인공피혁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무늬인쇄공정은 베이스 피혁(1) 표면에 엠보싱을 한 후, 그라비아인쇄 또는 전사인쇄를 하여 무늬인쇄

층(2)을 형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입체무늬를 가지는 인공피혁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무늬인쇄공정에서 무늬인쇄층은 상기 베이스 피혁에 미세한 도트(dot)들로 인쇄되고,

상기 엠보싱공정에서 미세한 엠보스는 반구(hemisphere)모양으로 상기 미세한 도트(dot) 상층부에 형성되도록 엠보싱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입체무늬를 가지는 인공피혁 제조 방법.

청구항 4.

  베이스 피혁(1) 표면에 그라비아인쇄 또는 전사인쇄를 하여 무늬인쇄층(2)을 형성시키는 무늬인쇄공정; 이형지에 투명

또는 반투명한 피막용 폴리우레탄 배합액(4)을 1차로 도포한 후 가온 건조하여 경화시킨 다음, 상기 1차 경화된 이형지에

접착용 폴리우레탄 배합액(5)을 2차로 도포하는 폴리우레탄 도포공정; 상기 접착용 폴리우레탄 배합액이 도포된 이형지와

상기 무늬가 인쇄된 베이스 피혁을 서로 합포시킨 다음, 가온 건조하여 경화시키는 숙성공정; 상기 숙성된 베이스 피혁으

로부터 이형지를 박리시키는 이형공정; 상기 이형지가 박리된 베이스 피혁을 100 내지 130℃에서 롤러로 압력을 가압하

여 열가소성 시트에 미세한 엠보스를 형성시키는 엠보싱공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입체무늬를 가지는

인공피혁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피막용 폴리우레탄 배합액(4)은 폴리 우레탄 100 중량부에 대하여 소수성 계면활성제 0 내지 10

중량부, 친수성 계면활성제 0 내지 10 중량부, 메틸 에틸 케톤 10 내지 60 중량부 및 디메틸 포름 아미드 0 내지 50 중량부

의 배합액이고, 상기 접착용 폴리 우레탄 배합액(5)은 폴리 우레탄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경화제 5 내지 20 중량부, 촉

진제 0 내지 10 중량부, 메틸 에틸 케톤 0 내지 60 중량부, 디메틸 포름 아미드 0 내지 80 중량부의 배합액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3차원 입체무늬를 가지는 인공피혁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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