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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공피혁용 초극세 폴리트리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복합섬유 및 그 제조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폴리트리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와 알카리 용액에 용해성이 뛰어난 이용성 폴리에스테르를 방사용 팩 장치의
분배판에서 혼합한 뒤 노즐을 통해 방사하고 방사한 원사를 부직포나 직, 편물로 가공 후 알카리 수용액에서 이용성 폴리
에스테르를 용해시켜서 제조한 인공피혁용 초극세 폴리트리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 복합섬유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PTT 복합섬유는 내 알카리 특성, 낮은 영 모듈러스(Young's Modulus)에 의하여 나일론과 유사한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
며 저온 상압 분산염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피혁으로 가공시 우수한 촉감 및 농 염색성을 갖는 인공 피혁의 제조가 가
능하다.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공피혁용 폴리트리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 복합섬유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폴리트리메틸렌테레
프탈레이트(PTT)와 알칼리 이용성 폴리에스테르를 복합방사 팩 장치의 분배판에서 혼합한 뒤 노즐을 통하여 방사하고 방
사된 원사를 부직포나 직, 편물로 제조한 다음 알카리 수용액에서 이용성 폴리에스테르를 용해하므로써 우수한 촉감, 저온
상압 농염색이 가능한 기능성 인공피혁을 제조할 수 있는 인공피혁용 초극세 폴리트리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 복합섬유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폴리트리메틸렌을 사용한 극세 복합섬유로는 한국특허 공개 제 1999-0076028과 1990-0076036호에 제시된
것 등이 있지만, 이들은 PTT 이외의 제 2성분으로 폴리에틸렌을 사용하거나 공중합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한 것으로 해성
분으로 폴리에틸렌을 사용할 경우 도성분인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혹은 폴리트리메틸렌과의 용융온도의 차이가 커서
도성분과, 해성분의 용융점도차가 커서 방사 공정성이 불량하며 해성분 용출후의 강도가 용출전의 원사 강도보다 저하하
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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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선행기술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초극세 폴리트리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 복
합섬유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상기의 과제를 해결한 본 발명은 촉감이 우수하고 염색성이 우수한 인공피혁을 제조할 수 있으며, 섬도가 초극세 섬도 범
위인 0.1~0.001 데니어의 범위에 있는 초극세 폴리트리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TT) 복합 섬유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
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그러므로 본 발명에 의하면, 고유점도 0.8∼1.2인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PTT)를 매트릭스 성분(A)으로 하고,
고유점도 0.4∼0.7인 알카리 이용성 폴리에스테르를 용해 성분(B)으로 하는 복합 섬유로서, A/B 비율이 40/60∼90/10 중
량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피혁용 초극세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복합 섬유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고유점도 0.8∼1.2인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PTT)를 매트릭스 성분(A)으로 하고, 고유점도
0.4∼0.7인 알카리 이용성 폴리에스테르를 용해 성분(B)으로 하여 각각 압출기로 A/B 비율을 40/60∼90/10 중량비 비율
로 용융압출하여 방사용 블록으로 공급한 후 방사팩의 분배판에서 혼합하여 연신비 1.5~3.5, 방사권취속도
2,500~5,000m/min로 하여 방사하며, 방사과정 중 연신 열처리를 가하여 원사를 제조한 뒤 알카리 처리하여 되며, 섬도가
0.1~0.001데니어이고, 감량 후에 감량전 원사의 강도 유지율이 90%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피혁용 초극세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복합섬유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섬유 형성성 매트릭스 성분인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와 이용성 성분인 이용성 폴리에스테르를 각각
압출기를 사용하여 일정비율로 균일하게 방사용 블록으로 공급한 뒤 방사팩의 분배판에서 균일하게 혼합하여 토출공을 통
하여 방사하며 방사과정 중에 연신 열처리를 가하여 원사를 제조한 뒤 알카리를 사용하여 이용성 폴리에스테르를 용해함
으로서 섬도가 0.1~0.001 데니어인 인공피혁용 폴리트리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이하, "PTT"라 함) 복합섬유에 관한 것이
다. 여기서, 상기 이용성 폴리에스테르는 주성분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폴리에틸렌글리콜 또는 5-소디움술포이
소프탈산 또는 이들의 혼합물 3~20 몰%를 공중합한 것이다.

  본 발명의 2성분계 복합섬유는 통상의 복합 방사용 방사장치에 부착된 압출기를 사용하여 PTT와 이용성 폴리에스테르
를 각각 용융 압출하여 각각의 기어펌프를 통하여 일정비율로 토출시키고 방사팩의 분배판에서 혼합하여 토출공을 통하여
방사하고, 연신 열처리를 가하여 연신사를 제조하면 PTT 성분이 이용성 폴리에스테르 내에 섬유 축방향을 향하여 배열되
어 있는 단면 형태의 복합 섬유를 제조한다. 이때 이용성 폴리에스테르가 PTT 극세 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보이며
용융된 매트릭스 성분(A)과 용해 성분(B)의 비율은 용해성분을 알카리로 용해하였을 때 발현되는 매트릭스 성분의 섬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였을 때 A/B 비율은 40/60~90/10 중량비가 적절하고 바람직하게는 60/40~80/20 중량비인 것이 더
욱 좋다. 이때, 상기 용해성분의 비율이 60을 초과하면 섬도 범위를 낮출 수 있으나 용해되는 중량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알
카리를 과량 소비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10미만으로 하여 원사를 제조하게 되면 섬도 범위가 높아져 인공피혁의 촉감이
딱딱해 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제조된 원사의 해성분 감량 후 강도 저하를 막기 위해 각 성분을 압출하는 압출기 온도와
방사 온도를 제어하므로써 원사 감량 후 강도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이때, 압출기의 온도는 245 ~ 285℃인 것이 바람직하
고, 방사온도는 250 ~ 285℃인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상기 압출기의 온도가 245℃미만일 경우 불완전 용융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고, 285℃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열로 인한 열분해가 일어나 분자량이 저하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상기 방사온
도가 250℃미만일 경우 방사 공정성이 불량한 단점이 있고, 285℃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종 원사의 물성이 저하하는 단점
이 있다.

  이하,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예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으며, 본 발명이 하기 실시예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본 발명에서 각종 물성측정/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촉감: 관능평가법을 적용하여 5명의 전문가가 알카리 용해를 실시한 것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불량, 매우 불량
의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4명 이상이 좋다고 판단시 매우 우수, 3명이 좋다고 판단시 우수, 2명이 좋다
고 판단시 보통, 1명 이하가 좋다고 판단시 불량으로 평가하였다.

  * 염색성: 각각의 경편 시료를 분산염료로 상압 100℃에서 염색하고 수세한 뒤 각 시료를 표준 색상표와 비교하여 5에서
부터 1까지의 갑으로 염색성을 평가하며 값이 높을수록 염색성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 강도유지율: 알칼리 감량 후 원사의 강도 유지율은 다음 식 1에 의해 구해진다.

  식 1 --------- 강도유지율(%)=(A/B)×100

  (여기서, A는 95℃ 가성소오다 수용액(1% 농도)에서 30분간 처리한 해도형 극세사의 강도이고, B는 상기 가성소오다 수
용액에서 처리하기전 해도형 극세사의 강도이다.)

  * 인장강도 : 인장강도는 다음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시료를 인장강도 시험기를 사용하여 파지거리 50㎜, 인장속도 12
㎜/min로 하여 절단시의 강력을 측정하여 시료의 섬도로 나누어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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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도 : 섬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랩릴(Wrap reel; 1m/한바퀴)을 사용하여 90회(90m)를 권취한다.
권취한 시료의 중량을 측정하여 이 값에 100을 곱하여 섬도를 측정한다.

  [실시예 1]

  고유점도 0.5 수준의 이용성 폴리에스테르를 용해성분으로 하고, 고유점도 1.0 수준의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를 매트릭스 성분으로 사용하여 표 1에 나타난바와 같은 압출기의 온도 환경에서 용해성분/매트릭스성분비를 30/70 중량
비로 하여 방사용 블록으로 공급한 뒤 방사팩의 분배판에서 균일하게 혼합한 후, 방사온도 270℃에서 모노 3데니어로 총
48홀의 토출공이 있는 노즐을 사용하여 방사속도 4000m/분으로 복합방사하여 원사를 제조하였다. 상기 원사를 알카리를
사용하여 감량처리 후 0.06데니어의 굵기를 갖는 인공피혁용 초극세 폴리트리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 복합섬유를 제조하
였다. 상기 복합섬유를 경편기를 사용하여 경편물을 제조하고 알카리를 사용하여 이용성 폴리에스테르를 용해하므로써 초
극세 매트릭스 성분이 발현되도록 한 뒤 각종물성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2]

  용해성분/매트릭스 성분의 비율을 20/80 중량비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하한 조건 및 공정으로 원사와 경
편물을 제조하여 각종물성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3]

  총 72홀의 토출공이 있는 노즐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조건 및 공정으로 원사와 경편물을 제조하
여 각종물성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표1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4]

  방사온도를 265℃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조건 및 공정으로 원사와 경편물을 제조하여 각종물성을 측
정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5]

  방사온도를 275℃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조건 및 공정으로 원사와 경편물을 제조하여 각종물성을 측
정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나타내었다.

  [비교예 1]

  매트릭스 성분의 압출기 온도를 285℃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사와 경편물을 제조하여 각
종물성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구분  압출기온도(℃) 방사온도

(℃)
 촉감 원사

섬도
 원사인장강도 강도

유지율
(%)

 염색성
 이용성폴리에스테르  매트릭스 감량 전

인장강도
(g/d)

감량 후
인장강도
(g/d)

 실시예 1  275  260  270  매우우수  0.06  3.2  3.3  103  4
 실시예 2  275  260  270  우수  0.07  3.0  3.0  100  4
 실시예 3  275  260  270  매우우수  0.04  3.3  3.3  100  5
 실시예 4  275  260  265  매우우수  0.06  3.2  3.4  106  4
 실시예 5  275  260  275  매우우수  0.06  2.9  2.9  100  5
 비교예 1  275  285  270  우수  0.06  3.0  2.6  87  4

  상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섬도 0.1~0.001 데니어의 초극세 섬도를 갖는 인공피혁용 초극세 폴리트
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복합 섬유를 얻을 수 있었고, 용액에 용해성이 뛰어난 폴리에스테르를 복합방사 팩 장치의 분배
판에서 혼합한 뒤 노즐을 통하여 방사하고 방사된 원사를 부직포나 직, 편물로 제조한 다음 알카리 수용액에서 이용성 폴
리에스테르를 용해 하므로써 우수한 촉감, 저온 상압 농염색이 가능한 기능성 인공피혁을 제조할 수 있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인공피혁용 초극세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는 섬도가
0.1~0.001 데니어로서 초극세 섬도를 가지며 용액에 용해성이 뛰어난 폴리에스테르를 복합방사 팩 장치의 분배판에서 혼
합한 뒤 노즐을 통하여 방사하고 방사된 원사를 부직포나 직, 편물로 제조한 다음 알카리 수용액에서 이용성 폴리에스테르
를 용해 하므로써 우수한 촉감, 저온 상압 농염색이 가능한 우수한 염색성을 갖는 인공피혁을 제조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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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고유점도 0.8∼1.2인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PTT)를 매트릭스 성분(A)으로 하고, 고유점도 0.4∼0.7인 알카
리 이용성 폴리에스테르를 용해 성분(B)으로 하는 복합 섬유로서, A/B 비율이 40/60∼90/10 중량비이고, 감량 후에 감량
전 원사의 강도 유지율이 90%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피혁용 초극세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복합 섬유.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알카리 용해 후의 섬도가 0.1~0.001 데니어임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피혁용 초극세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복합 섬유.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용해성분(B)인 알카리 이용성 폴리에스테르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폴리에틸렌글리콜
및/또는 5-소디움술포이소프탈산 3~20 몰%를 공중합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피혁용 초극세 폴리트리메틸렌 테레
프탈레이트 복합 섬유.

청구항 4.

  고유점도 0.8∼1.2인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PTT)를 매트릭스 성분(A)으로 하고, 고유점도 0.4∼0.7인 알카
리 이용성 폴리에스테르를 용해 성분(B)으로 하여 각각 압출기로 A/B 비율을 40/60∼90/10 중량비 비율로 용융압출하여
방사용 블록으로 공급한 후 방사팩의 분배판에서 혼합하여 연신비 1.5~3.5, 방사권취속도 2,500~5,000m/min로 하여 방
사하며, 방사과정 중 연신 열처리를 가하여 원사를 제조한 뒤 알카리 처리하여 되며, 섬도가 0.1~0.001데니어이고, 감량
후에 감량전 원사의 강도 유지율이 90%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피혁용 초극세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복
합섬유의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압출기의 온도는 245 ~ 285℃이고, 방사온도는 250 ~ 28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피혁용 초극
세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복합 섬유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매트릭스성분(A)과 용해성분(B)의 A/B 비율이 60/40~80/20 중량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
피혁용 초극세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복합섬유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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