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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선염사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로 구성된 선염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는 나일론 섬유가 지닌 유연성과 폴리에스테르 섬유가 지닌 기계적 물성을 가
지고 있으며, 스트레치성 (신장 용이성과 신장후의 회복 용이성) 이 우수한 특징을 갖는 섬유로, 의료 (衣料)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의료용 분야에서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로 구성된 직편물은 직편물로 만든 다음에 염색이 실시
된, 이른바 후염이 이루어져, 유연한 촉감이나 스트레치성이 우수한 직편물을 얻고 있다.

그러나, 후염에서는, 실과 실 사이에 배색을 바꿔 모양을 형성하는, 고급스러운 패션성이 우수한 직편물은 얻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실을 염색한 후에 직편물로 만드는, 이른바 선염사에 의한 직편물에 대한 요망이
높아지고 있지만,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가 본래 갖고 있는 유연한 촉감이나 스트레치성을 충분히 살
리고, 치수 안전성이 우수하며, 직편물 용도에 적합한 선염사는 지금까지 얻고 있지 못하다.

또, 후염에 의해, 가연 가공 등의 실 가공으로 권축을 부여한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를 사용하여, 스
트레치성, 벌키성이 우수한 직편물을 얻고 있다. 그러나, 가연 가공 등의 실 가공으로 권축을 부여한 폴리트리메틸
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선염사로는, 권축 신장률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어, 직편물로
만들었을 경우, 후염에 의해 얻은 직편물에 비해 스트레치성, 벌키성이 떨어지는 직편물밖에 얻을 수 없다. 이 때문
에, 스트레치성, 벌키성이 우수한 직편물을 얻을 수 있는, 권축 신장률이 높은 선염사가 요망되었다.

한편, 셀룰로스계 섬유나 울 섬유는 우수한 흡습성, 독특한 촉감을 갖고 있어 염색된 실로서 요망이 높다. 그러나, 셀
룰로스계 섬유나 울 섬유만으로는, 직편물로 만든 경우, 치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잘 주름진다는 결점이 있다.

이와 같은 결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공개 특허 공보 평8-170238 호 등에는 재생 셀룰로스 섬유와 폴리에스테
르 섬유를 조합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조합함으로써 치수 안전성이나 주름 방지성
은 개선되지만, 촉감이 뻣뻣해지고, 또 폴리에스테르의 촉감이 되는 등, 셀룰로스계 섬유나 울 섬유가 지닌 촉감을
크게 손상시키고 스트레치성도 불충분하였다.

따라서, 셀룰로스계 섬유나 울 섬유가 지닌 촉감을 가지며, 스트레치성, 치수 안전성이 우수한 선염사가 요망되었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은 다음과 같다.

1. 염색된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로 구성되고, 10 % 신장시 탄성 회복률이 60 % 이상이며, 비등수 수
축률이 4 %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염사.

2. 상기 실이 권축 신장률이 10 % 이상인 권축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1 에 기재된 선염사.

3. 상기 실이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와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 이외의 섬유로 구성되
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1 또는 2 에 기재된 선염사.

4.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 이외의 섬유가 셀룰로스계 섬유, 울 섬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3 에
기재된 선염사.

5. 상기 실이 0.8826 cN/dtex 하중하에서 신장도가 5 %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1 내지 4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선염사.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

본 발명의 과제는 다음 (1), (2),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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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트레치성, 치수 안정성이 우수하고 촉감이 부드러운 편직물을 형성할 수 있는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
트 섬유의 선염사를 제공하는 것,

(2) 특히, 권축사로 이루어진 선염사에서는, 추가로 권축 신장률이 높고 벌키성이 우수한 편직물을 형성할 수 있는
선염사를 제공하는 것,

(3) 셀룰로스계 섬유나 울 섬유의 혼용사에서는, 셀룰로스계 섬유나 울 섬유가 지닌 촉감을 손상시키기 않는 편직물
을 형성할 수 있는 선염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자들은 상기 과제에 대해서 예의 검토한 결과,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로 구성된 실을 염색할
때에, 특정 염색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상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발견하여, 본 발명에 도달하였다.

다음에,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란,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단위를 주된 반복 단위로 하는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말하며,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단위를 약 50 몰% 이상, 바람직하게는 70 몰% 이상, 보
다 바람직하게는 80 몰%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90 몰% 이상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제 3 성분으로서 다른 산 성분 및/또는 글리콜 성분의 합계량이 약 50 몰% 이하, 바람직하게는 30 몰% 이
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20 몰%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10 몰% 이하의 범위로 함유된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
이트를 포함한다.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는 테레프탈산 또는 그의 기능적 유도체와 트리메틸렌글리콜 또는 그의 기능적 유
도체를 촉매의 존재하에서 적당한 반응 조건하에 결합시킴으로써 합성된다. 이 합성 과정에서, 적당한 1 종류 또는
2 종류 이상의 제 3 성분을 첨가하여 공중합 폴리에스테르로 하거나, 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등과 같은 폴
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이외의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과,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블렌딩하거나
복합 방사 (시스/코어, 사이드 바이 사이드 등) 할 수도 있다.

복합 방사에 관해서는, 일본 특허 공보 소43-19108 호, 일본 공개 특허 공보 평11-189923 호, 일본 공개 특허 공보
2000-239927 호, 일본 공개 특허 공보 2000-256918 호 등에 예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 1 성분으로 폴리트리
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하고, 제 2 성분으로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등과 같은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을 사용하여, 제 1 성분과 제 2 성분을 병렬적 또는 편
심적으로 배치한 사이드 바이 사이드형 또는 편심 시스ㆍ코어형으로 복합 방사한 것이 있다.

그 중에서도,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와 공중합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조합이나, 극한 점도가
상이한 2 종류의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조합이 바람직하다. 특히, 일본 공개 특허 공보 2000-239927
호에 예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극한 점도가 상이한 2 종류의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하며, 저점도
측이 고점도측을 둘러싸도록 접합면 형상이 만곡되어 있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형으로 복합 방사한 것은, 고도의 스
트레치성과 벌키성을 겸비하는 것으로 특히 바람직하다.

첨가되는 제 3 성분으로는, 지방족 디카르복실산 (옥살산, 아디프산 등), 지환족 디카르복실산 (시클로헥산디카르복
실산 등), 방향족 디카르복실산 (이소프탈산, 소듐술포이소프탈산 등), 지방족 글리콜 (에틸렌글리콜, 1,2-프로필렌
글리콜, 테트라메틸렌글리콜 등), 지환족 글리콜 (시클로헥산디메탄올 등), 방향족을 함유하는 지방족 글리콜 (1,4-
비스(β-히드록시에톡시)벤젠 등), 폴리에테르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프로필렌글리콜 등), 지방족 옥시카
르복실산 (ω-옥시카프론산 등), 방향족 옥시카르복실산 (p-옥시벤조산 등) 등이 있다.

또, 1 개 또는 3 개 이상의 에스테르 형성성 관능기를 갖는 화합물 (벤조산 등 또는 글리세린 등) 도, 중합체가 실질
적으로 선형인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산화티탄 등의 광택 소거제, 인산 등의 안정제, 아세트산코발트 등의 블루잉제, 히드록시벤조페논 유도체
등의 자외선 흡수제, 탈크 등의 결정화 핵제, 에어로질 등의 윤활제, 힌더드 페놀 유도체 등의 항산화제, 난연제, 제
전제, 안료, 형광 증백제, 적외선 흡수제, 소포제 등이 함유되어 있어도 된다.

본 발명에서,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의 방사에 대해서는, 1500 m/분 정도의 권취 속도로 미연신사를
얻은 다음에, 2∼3.5 배 정도로 연사하는 방법, 방사-연사 공정을 직결한 직연법 (스핀드로법), 권취 속도 5000 m/
분 이상의 고속 방사법 (스핀 테이크업법), 방사후에 일단 수욕에서 냉각시키고 연신하는 방법 등, 어느 방법을 채택
할 수도 있다.

섬유 형태는 장섬유이거나 단섬유일 수도 있고, 길이 방향으로 균일한 것이나 굵고 가는 것일 수도 있으며, 단면 형
상은 환형, 삼각, L 형, T 형, Y 형, W 형, 팔엽형, 편평, 도그본형 등과 같은 다각형형, 다엽형, 중공형이나 부정형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실 형태로는, 원사, 가연사 (POY 의 연신 가연사를 포함함), 선연 가연사 (예컨대, S 방향 또는 Z 방향으로
600∼1000 T/m 선연하고, Z 방향 또는 S 방향으로 3000∼4000 T/m 가연한 것), 공기 분사 가공사, 링 방적사, 오
픈 엔드 방적사 등과 같은 방적사나 멀티필라먼트 원사 (극세사를 포함함), 혼섬사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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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염색전의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는 파단 강도 2.2∼4.0 cN/dtex, 파단 신장도
30∼55 %, 영률 14∼24 cN/dtex, 20 % 신장시 탄성 회복률 60∼95 %, 비등수 수축률 4∼20 % 인 것이 바람직하
다.

총 섬도는 20∼550 dtex 가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30∼220 dtex 이며, 또 단사 섬도는 0.1∼12 dtex 가
바람직하고, 특히 0.5∼5 dtex 가 유연한 촉감을 얻을 수 있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은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으면 된다. 따라서,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가 적어도 20 wt%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30 wt%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다 바람
직하며, 50 wt% 이상이 더욱 바람직하다. 20 wt% 이상이면, 스트레치성이 양호한 직편물을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을 구성하는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 이외의 섬유로는, 울, 면, 마, 견 등으로 대표되는 천
연 섬유, 비스코스 레이온, 큐프라 등과 같은 재생 셀룰로스 섬유, 아세테이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아
미드, 아크릴로 대표되는 합성 섬유 등, 어떠한 섬유이어도 된다.

본 발명의 선염사는 10 % 신장시의 탄성 회복률이 60 % 이상이고, 60 % 이상 95 %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며, 70 %
이상 95 % 이하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10 % 신장시의 탄성 회복률이 60 % 이상이면, 스트레치성이 양호한 편직
물을 얻을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10 % 신장시 탄성 회복률이 95 % 를 초과하는 실을 실제로 얻기는 어렵다.

본 발명의 선염사는 비등수 수축률이 4 % 이하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3 % 이하, 특히 바람직하게는 2 % 이하이
다. 또, 비등수 수축률은 JIS-L-1013 의 열수 수축률 측정 B 법에 준하여, 열수 온도를 100 ℃ 로 하고 측정한 값이
다. 비등수 수축률이 4 % 이하이면, 편직물에 있어서의 그레이 편직물량과 피니쉬드 편직물량의 변화가 거의 없어
가공 관리가 쉽고, 편직물의 세탁에 의한 신축이 거의 없어 치수 안전성이 우수한 제품을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에서 말하는 선염사는 타래나 치즈 등과 같은 상태로 염색된 실로, 특히 편직물에 바람직하게 사용되는 실을
말하며, 제직이나 제편 등을 행한후에 포백 상태에서 염색하고 실로 분해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선염사를 얻기 위해서는, 이른바 치즈 염색 또는 타래 염색으로 실을 염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즈 염색의 경우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한다.

치즈의 권취 밀도는 0.1∼0.5 g/㎤ 가 바람직하고, 0.25∼0.4 g/㎤ 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권취 밀도가 0.1 g/㎤
이상이면, 치즈 형태가 안정적이어서, 치즈 염색기에 세팅하고 염색하는 경우,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고, 실의 이완
이 균일해져, 염색액이 균일하게 통과되고 염색된다. 또, 권취 밀도가 0.5 g/㎤ 이하이면, 정련, 염색 중에 실이 열수
축되어도 치즈의 권취 밀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으므로, 염색액의 통액성이 양호하고, 치즈의 내외층에서의 염착 얼
룩이 발생하지 않으며 비등수 수축률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는다.

치즈 염색으로 균염성을 얻기 위해서는, 치즈의 권취 밀도를 0.1∼0.50 g/㎤ 로 하는 것 이외에도, 지관에 소프트 와
인딩한 후, 치즈 염색시에 지관보다 외경이 작은 염색 튜브로 교체하여, 염색시 실 수축에 의해 치즈의 권취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염색 튜브로의 교체율은 5∼30 % 가 바람직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10∼20 % 범위이며, 실의 수축률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하면 된다. 또, 교체율 (%) 은 권취
지관의 외경을 A, 염색 튜브의 외경을 B 로 한 경우에, 다음 식으로 구한 값이다.

교체율 (%) = (1-B/A) ×100

치즈 염색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즈 염색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정련은 통상 행해지고 있는 바와 같이, 원사
오일제 등이 세정되는 조건이면 되고, 예컨대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탄산소다 등의 존재하에 50∼90 ℃ 에서
10∼30 분간 행한다.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를 염색하기 위해서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분산 염료로 염색하는 방법을 채택하면 된다. 예컨대, 염색 온도는 90∼130 ℃, 시간은 15∼120 분
범위이면 되지만,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는 유리 전이점이 낮아서, 90∼120 ℃ 와 같이 종래의 폴리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의 경우보다 저온에서 염색해도, 우수한 발색성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실이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이외의 섬유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섬유를 통상 염색할
때의 염색 조건을 채택하고,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를 염색하기 전후 또는 동시에 염색하면 된다.

본 발명에서는, 실의 편물성,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오일링 오일제 (oiling agent)
등을 치즈 형태나 실에 부여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타래 염색의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타래 염색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공정을 채택하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타래 감기 →전처리 →정련 →염색 →
탈수 →건조 →콘 감기 공정으로 실행된다.

타래 감기로는, 일반적인 타래기를 사용할 수 있고, 타래 길이가 1∼3 m 이고 50 g ∼ 2 ㎏ 인 타래를 제조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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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로서, 타래를 릴랙스시키기 위해서는, 열풍 건조기, 타래 연속 열처리기 등으로 바람직하게는 50∼100 ℃, 보
다 바람직하게는 60∼90 ℃ 에서 5∼30 분간 건열 처리하면 된다. 또, 오토클레이브, 스팀 세터, 스팀 박스 등으로
바람직하게는 60∼130 ℃, 보다 바람직하게는 80∼110 ℃ 에서 5∼30 분간 증기 처리하면 된다.

정련, 염색은 회전백 염색기, 분사식 염색기, 패키지 염색기 등을 적절하게 선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정련은 통상 행
해지고 있는 바와 같이, 원사 오일제 등이 세정되는 조건이면 되고, 예컨대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탄산소다 등의 존
재하에 50∼90 ℃ 에서 10∼30 분간 행하면 된다.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를 염색하기 위해서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분산 염료로 염색하는 방법을 채택하면 되고, 예컨대 염색 온도는 90∼130 ℃, 시간은 15∼120 분
범위이면 된다. 또, 실이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이외의 섬유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섬유
를 통상 염색할 때의 염색 조건을 채택하고,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를 염색하기 전후 또는 동시에 염
색하면 된다.

탈수, 건조 공정은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행하면 된다.

콘 감기로는, 일반적인 권취기로 와인딩하면 되지만, 타래로부터의 권취 장력이 안정되지 않으면, 직편물로 만들었
을 때에 경근이나 위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타래로부터 콘 감기한 다음에 다시 콘에 리와인딩하거나, 권취 장
력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송출 롤러가 부착된 권취기로 콘 와인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의 편물성,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오일링 오일제 등을 타래 형태나 콘 감
기시에 부여해도 된다.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에 비해 올리고머가 많고, 이 올리고머 부
착에 의해 선염사의 광택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련 공정에서 알칼리제를 사용 (예컨대, 탄산나트륨, 수산
화나트륨을 0.5∼5 g/ℓ첨가함) 하거나, 알칼리 내성이 있는 분산 염료로 pH 8∼11 의 알칼리성측에서 염색하는 방
법 등을 채택하여, 올리고머 부착을 경감시킬 수도 있다. 이 때, 배수는 정련, 염색 온도와 동일한 고온에서 배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선염사는 권축 신장률이 10 %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15∼500 %, 더욱 바람직하게
는 20∼300 %, 특히 바람직하게는 50∼150 % 이다. 권축 신장률이 이 범위이면, 스트레치성이나 벌키성이 우수한
직편물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은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로 이루어진 권축사로 구성되어 있다.

권축사로는, 현재 (顯在) 권축 및/또는 잠재 권축을 갖는 복합 섬유사 (시스/코어 또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등으로 복
합 방사한 실), 또는 가연 가공, 밀어넣기 가공, 니트 드 니트 가공 등으로 권축을 부여한 것이 예시된다.

권축사의 물성으로는, 권축 신장률이 10 %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20 % 이상, 더욱 바람직하
게는 50 % 이상이다. 권축 신장률이 이 범위인 실을 사용함으로써, 권축 신장률이 10 % 이상인 선염사를 얻을 수 있
다. 또, 여기에서 말하는 권축 신장률은 2.6 ×10-4 cN/dtex 의 하중하에서 90 ℃ ×15 분간 건열 처리하여 하룻동
안 방치한 후, JIS-L-1090 신축성 시험 방법 (A 법) 에 준하여 측정한 것이다.

특히, 권축사로는, 높은 권축 신장률을 얻기 쉬운 가연 가공사가 바람직하다. 가연 가공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핀 타입, 프릭션 타입, 닙 벨트 타입, 에어 가연 타입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것이어도 된다. 또, 1 히터 가연, 2 히
터 가연, 어느 것이어도 된다. 또한, POY 의 연신 가연이어도 된다.

가연 히터 온도는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임의로 설정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제 1 히터의 출
구 직후의 실 온도를 100 ℃ 이상 200 ℃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120 ℃ 이상 180 ℃ 이
하, 특히 바람직하게는 130 ℃ 이상 170 ℃ 이하의 범위이다.

또, 필요에 따라, 제 2 히터로 열세팅하여 2 히터 가연사로 만들 수도 있다. 제 2 히터 온도는 100 ℃ 이상 210 ℃ 이
하가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제 1 히터의 출구 직후의 실 온도에 대하여 -30 ℃ 이상, +50 ℃ 이하의 범위
이다. 제 2 히터내의 오버피드율 (제 2 오버피드율) 은 +3 % 이상, +30 %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연수 T 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계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가연 가공으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범위여도 되
고,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가연수의 계수 K 값이 17600∼35000 범위인 것이 바람직하고, 가연 가공사에
의해 바람직한 가연수 T 가 결정된다.

T(T/m) = K/{가연 가공사의 섬도 (dtex)}0.5

또, 다른 바람직한 권축사로서, 현재 권축 및/또는 잠재 권축을 갖는 복합 섬유중에서도, 극한 점도가 다른 2 종류의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하며, 저점도측이 고점도측을 둘러싸도록 접합면 형상이 만곡되어 있는 사
이드 바이 사이드형으로 복합 방사한 복합 섬유를 사용하면, 가연 가공사와 동일한 정도의 높은 권축을 갖는 선염사
를 얻을 뿐만 아니라, 가연 가공사 특유의 잔류 토크가 없어, 타래 염색 공정에서의 타래 취급성이 쉬워져 바람직하
다. 또한, 권축 부여 공정을 생략할 수 있어 비용의 합리화도 가능해진다.

등록특허 10-0471706

- 5 -



또, 권축사는 본 발명의 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상 80 wt% 이하, 바람직하게는 70 wt%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50 wt% 이하이고, 울로 대표되는 천연 섬유 등, 다른 섬유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의
필라먼트 원사나 단섬유도 포함함) 를, 혼방 (사이로 필 등), 교착 혼섬 (고수축사와의 이수축 혼섬사 등), 교연, 복합
가연 (신장도차 가연 등), 2 피드 유체 분사 가공 등의 수단으로 혼용할 수도 있다.

또한, 권축사는 치즈나 타래 염색 공정에서의 취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권축사 1 개 또는 2 개 이상 (가연 가공
사의 경우에는, 가연 방향은 같은 방향, 다른 방향 어느 것이어도 됨) 을 합쳐, 추가로 연사 (추가 가연) 를 50∼1000
T/m, 바람직하게는 50∼300 T/m 행할 수도 있다. 상기 범위에서 추가 가연을 행함으로써 실끼리 거의 얽히지 않
고, 특히 타래 염색하는 경우에는, 콘 감기하는 공정에서 염색된 타래에서 실이 끊기는 것이 경감되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가연 방향이 한 방향만의 가연 가공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사 방향으로는, 가연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연사하면, 선염사의 권축 신장률을 높일 수 있어 바람직하다. 연사 장치로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이탈리아 연
사기, 링 연사기, 더블 트위스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통상, 폴리에스테르 섬유나 폴리아미드 섬유는 연사를 실시하면 연사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토크가 발생하기 때
문에, 토크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연사후에 트위스트 고정 세팅을 한다. 그러나,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
탈레이트 섬유는 토크가 잘 경감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의 열 수축이
높기 때문에, 긴장 상태에서 트위스트 고정 세팅을 하면 비결정 부분이 수축되고, 이 수축 응력에 따라 결정부가 확
장된다. 이 결정부는 트위스트 고정 세팅을 해도, 거의 완전 탄성체이므로 토크가 경감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
으로 잔류 토크가 높은 실밖에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는 유연하므로, 잔류 토크가 높은 실을 사용하여 타래를 제조하면, 토크가 국
부적으로 집중됨으로써 이곳을 지점으로 스널 (부분적으로 실이 꼬이는 현상) 이 발생하고, 이 스널에 의해 실끼리
얽혀, 실 분리가 악화되는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본 발명자들은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의 경우, 연사수가 300 T/m 미만이면, 트위스트 고정 세팅을
하지 않고 타래를 제조해도, 실을 구성하고 있는 필라먼트에서 토크가 흡수되므로, 국부적으로 토크가 집중되지 않
고, 스널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타래를 얻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권축 신장률이 10 % 이상인 물성을 갖는 선염사를 얻기 위해서는, 트위스트 고정 세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연사수가 많은 경우 등, 어떻게 해서라도 트위스트 고정 세팅을 하여 토크를 경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 트위스트 고정 세팅을 해도 상관없다. 이 경우,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
이트 섬유는, 긴장 상태에서는 트위스트 고정 세팅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을 이완시키면서 트위스트 고정
세팅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알루미늄제 테두리가 달린 실린더 내부층에 골판지제 더미
쿠션재를 감은후에 되감아, 실을 충분히 이완시키면서 트위스트 고정 세팅을 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 감기량으로는
사관 감기에서는 세팅을 함으로써 감기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하면 상관없다. 세팅을 충분히 잘 이루어지
게 하기 위해서는, 0.1 cN/dtex 이하의 감기 장력으로 감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팅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 진공 세터 등의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충분한 세팅 효과와 권축 발현 및 에너지적인 효
율면에서, 처리 온도는 60∼110 ℃ 가 바람직하고, 또 처리 시간은 통상 10∼60 분이 바람직하다.

또, 권축사는 실에서 잠재 권축을 현재화시켜 권축을 높이기 위해서, 연사하기 전후에 벌킹해도 상관없다. 특히, 치
즈 염색에서는, 염색시에 충분히 권축사를 릴랙스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유효하다. 이와 같이 벌킹하는 장치로
는, 예컨대 사카모토 렌센사 제조의 bulone 이나 Superba 사 제조의 연속 벌킹 장치 등을 들 수 있다.

가공 조건으로는, 오버피드율을 50∼200 % 행하면 되고, 릴랙스의 열원으로는, 건열, 증기 등을 사용하며, 바람직
하게는 60∼200 ℃, 더욱 바람직하게는 90∼190 ℃ 에서 처리하면 된다. 이와 같이 벌킹을 실시한 실은 비등수 수
축률이 4 % 이하가 되고, 권축 신장률도 50 % 이상이 된다. 이것은, 치즈 염색시에 실 수축이 약간밖에 일어나지 않
아, 수축에 따라 권축이 확장되지 않아, 높은 권축 신장률의 선염사를 얻는다.

다음에, 본 발명의 특정 권축 신장률을 갖는 실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타래 염색 방법의 경우에는, 상기 기술한 염색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면 되지만, 타래 형상에서의 전처리 또는 추가
로 정련, 염색 공정에서, 타래를 건열이나 습열 (증기, 열수) 로 릴랙스시키는 (장력을 되도록 가하지 않도록 하여 권
축을 발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타래를 전처리에서 릴랙스시키는 경우에는, 열풍 건조기, 타래 연속 열처리기 등을 이용하여, 바람직하게는
50∼100 ℃, 보다 바람직하게는 60∼90 ℃ 에서 5∼30 분간 건열 처리를 실시하면 된다. 또, 오토클레이브, 스팀 세
터, 스팀 박스 등을 이용하여, 바람직하게는 60∼130 ℃, 보다 바람직하게는 80∼110 ℃ 에서 5∼30 분간 증기 처
리하면 된다. 그러나, 타래를 틀축에 고정시키거나, 타래를 포대 등에 고밀도로 넣고 타래 그 자체를 구속한 상태에
서 전처리하면, 권축을 충분히 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한편, 정련, 염색 공정에서 타래를 릴랙스시키는 경우에는, 타래에 텐션이 잘 가해지지 않는 회전 백, 분사식 염색기
등을 이용하여, 50∼130 ℃ 에서 5∼60 분간 열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분사식 염색기는 타래 길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상하에 고정 바가 부착된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은 장치 경우에는, 처리시에 타래를 릴랙스시킬 수
있도록, 되도록 고정 바의 간격을 좁혀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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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염색의 경우에는, 상기 기술한 염색 방법에 준하여 행하면 되지만, 권축사의 잠재 권축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벌킹한 권축사를 사용하면, 높은 권축 신장률의 선염사를 얻을 수 있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은, 특히 면, 마 등과 같은 천연 셀룰로스 섬유, 큐프라, 비스코스 레이온, 폴리노직 레이온 등과 같은 재
생 셀룰로스계 섬유, 리오셀 (직접 방사 셀룰로스 섬유) 등과 같은 셀룰로스계 섬유, 양모, 알파카, 모헤어, 앙고라,
캐멀, 캐시미어 등과 같은 울 섬유를 혼용한 실이, 셀룰로스계 섬유나 울 섬유가 지닌 촉감을 효과적으로 살리며, 또
치수 안정성, 스트레치성이 우수한 선염사를 얻을 수 있어 바람직하다.

또한, 큐프라나 비스코스 레이온 등과 같은 재생 셀룰로스 섬유 멀티필라먼트와 혼용한 것은, 직편물로 만든 경우,
재생 셀룰로스 섬유 멀티필라먼트의 광택감을 얻어 바람직하고, 특히 비등수 수축률이 -3∼5 % 인 재생 셀룰로스
섬유 멀티필라먼트를 혼용하면, 염색으로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와의 수축 차이가 커져, 셀룰로스의
촉감이 상실되고 스트레치성도 잘 발현되어 바람직하다.

재생 셀룰로스 섬유로는, 그 방사 방법 등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행크법, 케이크법, 넷 프로세스법, 연방법 등
어떠한 방법으로 제조된 섬유여도 되지만, 비등수 수축률이 -3∼5 % 인 재생 셀룰로스 섬유 멀티필라먼트를 얻기
위해서는, 행크법, 케이크법, 넷 프로세스법 등에 의한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들 실을 2 종류 이상 조합하여 합사하거나 또는 교착시킬 수도 있고, 목적에 따라 산화티탄 등의 광택 소거제
나 공지된 각종 첨가제를 함유시킨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단사 섬도가 바람직하게는 0.1∼12 dtex, 특히 바람직하게는 1∼5 dtex 의 셀룰로스계 섬유나 울 섬유를 폴리트리
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와 혼용하면, 가공성이 우수하고 실의 촉감도 유연해져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와 다른 섬유를 혼용하는 방법으로는, 각 섬유가 일체가 될 수 있
는 방법이면 되고,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예컨대, 합연, 커버링, 가연, 유체 분사 가공, 정방 교연 등과 같은 수단
으로 혼용할 수 있다. 커버링, 신장도차 가연, 2 피드에서의 유체 분사 가공과 같이 실이 시스/코어 구조를 취하는 경
우에는, 코어사에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를 사용하면 스트레치성을 쉽게 얻을 수 있어 바람직하다.

가연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가연 가공기로서 벨트 닙, 프릭션, 핀의 어떠한 타입을 이용해도 되지만, 가연 온도로는,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의 융점을 고려하면 140∼180 ℃ 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연을 실
시한 실에는, 집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50∼1000 T/m 의 추가 가연을 행할 수도 있다. 추가 가연 방향으로는,
가연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추가 가연을 행하면 스트레치성이 향상되어 바람직하다.

또, 합연하는 경우의 합사수, 연수, 연사 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모든 연사와 같이 포스트 트위스
트와 세컨드 트위스트를 행하는 경우에는, 합연사의 잔류 토크가 남지 않도록 트위스트 밸런스를 취하는 것이 바람
직하고, 예컨대 2 자 연사의 경우, 포스트 트위스트 회수 1 에 대하여 세컨드 트위스트 회수를 0.6∼0.8 배로 하여,
되도록 트위스트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와
다른 섬유를 포스트 트위스트한 합연사를 다시 2 개 합쳐 합연한 모든 연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커버링하는 경우의 커버링 개수, 커버링 수, 커버링 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폴리트리메틸
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의 가연 가공사를 커버링사로 하고, 더블 커버링하는 경우에는, 커버링사의 잔류 토크를 경
감시키기 위해서 가연 방향이 다른 가연 가공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셀룰로스계 섬유 또는 울 섬유와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가 혼용된 실을 얻는 방법으로는, 예컨
대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와 셀룰로스계 섬유 또는 울 섬유를 합연하는 방법,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
탈레이트 섬유를 코어로 하여, 셀룰로스계 섬유 또는 울 섬유를 감도록 커버링하는 방법, 코어사에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 시스사에 셀룰로스계 섬유 또는 울 섬유로 유체 분사 가공하는 방법,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
탈레이트 섬유와 셀룰로스계 섬유 또는 울 섬유를 합사하여 가연하는 방법, 그리고 가연 가공전 또는 후에 인터레이
스 노즐로 교착시키는 방법이 있다. 또, 면이나 울 섬유 등의 단섬유의 경우에는, 방적 공정중의 정방 시점에서,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를 복합한 정방 교연사로 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상기와 같은 혼용 방법에서는,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를 1∼5 % 정도 신장시키면서 셀룰로스계 섬유
또는 울 섬유와 복합하면, 실의 스트레치성이 향상되어 바람직하다. 셀룰로스계 섬유 또는 울 섬유와 폴리트리메틸
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의 구성 비율은, 질량비로 80:20∼20:80 이 바람직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70:30∼40:60
이다. 셀룰로스계 섬유 또는 울 섬유의 구성 비율이 상기 범위이면, 치수 안정성, 스트레치성이 우수하고, 셀룰로스
계 섬유 또는 울 섬유가 지닌 촉감이 효과적으로 발휘된다.

본 발명의 선염사는 0.8826 cN/dtex 의 하중하에서 신장도가 5 % 이상 50 %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고, 더욱 바람직
하게는 10 % 이상 30 % 이하이다. 이 범위이면, 스트레치성이 양호한 선염사가 되고, 제편, 제직시에도 실 끊김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셀룰로스계 섬유 또는 울 섬유 등과 복합한 선염사에서는, 셀룰로스계 섬유 또는 울 섬유가
시스,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가 코어가 되는 시스/코어 구조로 되어, 셀룰로스계 섬유 또는 울 섬유
등이 지닌 촉감을 유효하게 살린 선염사가 된다.

또, 0.8826 cN/dtex 의 하중하에서 신장도가 20 % 이상인 경우에는, 혼용된 섬유가 이완을 갖는 일체성이 낮은 복
합사 형태가 되므로, 포백의 표면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염색된 복합사를 더 50∼1000 T/m 추가 가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태양의 대표예로는, 재생 셀룰로스 필라먼트와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라먼트의 질
량 혼합율을 30:70∼60:40 으로 하고,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라먼트 가연사를 코어사로 하여 재생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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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로스 필라먼트를 권취사로 하여 커버링하거나, 또는 재생 셀룰로스 필라먼트와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라먼트를 합사하여 인터리스 가공한 후에 가연 가공하고, 이어서 얻은 실을 권취 밀도가 0.1∼0.5 g/㎤ 인 치즈로
만들고, 염색 튜브로의 교체율을 10∼20 % 로 하여 치즈 염색하는 방법이나, 타래를 제조하여 분사 타래 염색기로
타래 염색하는 방법이 있다.

본 발명의 선염사는 적어도 이음매 등이 없이 500 m 이상 연속된 실인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0
m 이상이다. 이와 같은 실이면, 직편물로 만드는 경우에 제직, 제편시에 실 끊김 등과 같은 문제가 없고, 결점이 없
는 생지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선염사는 반경이 2 ㎜ 이상인 크림프가 2.54 ㎝ 당 5 개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고, 1 개 이하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크림프 수가 이 범위이면, 표면 품위가 우수한 편직물을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선염사가 아니라, 일단
직편물로 만들고 염색하고, 그 다음에 이 직편물을 분해시켜 뽑아낸 실에서는, 이 크림프 수가 5 개를 넘는다.

또, 크림프 수는 JIS-L-1015 의 권축수에 준하여 측정한 것으로, 선염사 전체에 초기 하중을 0.18 mN/dtex 로서
2.54 ㎝ 사이에 있는 크림프를 조사하여, 반경이 2 ㎜ 이상인 크림프 수를 센다. 이것을 실 길이 방향으로 랜덤하게
10 점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산출한다.

본 발명의 선염사는 직물 (태피터, 트윌, 새틴 및 각종 변화 조직) 이나 편물 (경편, 환편, 횡편, 팬티스타킹편 등) 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카펫 표면 (입모부) 에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횡편용 실로 사용하면, 횡편지를 호프만 프레스
마무리로 세팅하기 쉬워진다는 이점이 있다. 편물 조직으로는, 평직 (plain stitch), 평직 모스 (plain stitch kanoko),
고무, 펄, 양면, 펀치 로마, 밀라노리브 및 이들 변화 조직 등을 들 수 있고, 제품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하면 된
다.

또, 본 발명의 선염사는 횡편 (세터 등), 환편, 직물 (아우터, 이너 등), 레이스, 리브 톱이나 칼라부용 부속품, 브레이
딩 머신, 몰사, 가는폭 테이프, 양말, 서포터, 팬티스타킹, 타이츠, 파일 직편물 (아우터, 카 시트 등), 카펫 등에 사용
할 수 있다.

실시예

다음에, 실시예를 들어 본 발명을 더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실시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또, 측정 방법, 평가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환원 점도 (ηsp/c)

중합체를 90 ℃ 에서 o-클로로페놀에 1 g/㎗ 농도로 용해시켜 수득된 용액을 오스트발트 점도관에 옮기고 35 ℃ 에
서 측정하여,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ηsp/c = [(T/T0)-1]/C

(식에서, T 는 시료 용액의 낙하 시간 (초), T0 은 용제의 낙하 시간 (초), C 는 용액 농도 (g/㎗) 를 나타냄)

(2) 강신도 특성

토요 볼드윈사 제조의 텐시론을 사용하고, 시료 길이 20 ㎝, 인장 속도 20 ㎝/분 조건에서, 인장 강도 (cN/dtex), 인
장 신장도 (%), 초기 탄성률 (cN/dtex) 을 측정한다. 또, 응력-변형 곡선에서 0.8826 cN/dtex 하중하에서 신장도
(%) 를 측정한다.

(3) 비등수 수축률

JIS-L-1013 열수 수축률 측정법 (B 법) 에 준하여 측정한다. 또, 열수 온도는 100 ℃ 로 한다.

(4) 권축 신장률

섬유에 2.6 ×10-4 cN/dtex 의 하중을 부가한 상태에서, 타바이사 제조의 퍼펙트 오븐에서 90 ℃ ×15 분간 건열 처
리하고, 하루동안 방치한 후, JIS-L-1090 신축성 시험 방법 (A 법) 에 준하여 측정한다.

(5) 크림프 수

JIS-L-1015 의 권축수 측정법에 준하여 측정한다.

선염사 전체에 초기 하중을 0.18 mN/dtex 로 하고, 2.54 ㎝ 사이에 있는 크림프를 조사하여, 반경이 2 ㎜ 이상인 크
림프 수를 센다. 이것을 실 길이 방향으로 랜덤하게 10 점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산출한다.

(6) 탄성 회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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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를, 척간 거리가 20 ㎝ 이고 0.0294 cN/dtex 의 초기 하중을 부가하여 인장시험기에 넣고, 인장 속도 20 ㎝/분
으로 신장률 20 % 까지 신장시키고, 1 분간 방치시킨다. 그 다음에, 다시 동일한 속도로 수축시켜 응력-변형 곡선을
그린다. 수축중에 응력이 0.0294 cN/dtex가 되었을 때의 신장도를 잔류 신장도 (A) 로 한다.

20 % 신장시 탄성 회복률은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20 % 신장시 탄성 회복률 (%) = [(20-A)/20] ×100

또, 10 % 신장시 탄성 회복률은, 초기 하중 및 잔류 신장도를 판독하는 응력을 0.08826 cN/dtex 로 하고, 신장률을
10 % 까지로 하여, 상기와 동일하게 하여,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10 % 신장시 탄성 회복률 (%) = [(10-A)/10] ×100

(7) 횡편지의 스트레치성

JIS-L-1018 의 신장 탄성률 측정법 (A 법 : 정상 신장법) 에 준하여 실시한다.

자기 장치가 장착된 정속 인장 시험기를 사용하며, 10 ㎝ 폭 ×15 ㎝ 길이의 시험편을 사용하고, 초기 하중 2.942
cN 을 부가한 후, 쥠 폭 2.5 ㎝, 쥠 사이의 거리 10 ㎝ 이고, 속도 10 ㎝/분으로 신장률 100 % 가 될 때까지 신장시키
고, 1 분간 방치한다. 그 다음에, 재차 동일한 속도로 수축시켜 응력-변형 곡선을 그리고, 수축중에 응력이 초기 하
중과 동일한 응력이 되었을 때의 잔류 신장을 L (㎜) 로 하여, 다음 식에 따라 회복률을 구한다.

회복률 (%) = [(100-L)/100] ×100

수득된 횡편지의 회복률로부터, 스트레치성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랭킹을 매긴다.

◎ : 회복률이 90 % 를 초과함

○: 회복률이 85 % 이상 90 % 미만

△ : 회복률이 80 % 이상 85 % 미만

×: 회복률이 70 % 미만

(8) 횡편지의 유연성, 벌키성, 촉감

섬유 연구에 종사하는 10 명의 검사원의 손에 닿는 관능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랭킹을 매긴다.

(유연성)

○: 부드러운 느낌

△ : 약간 부드러운 느낌

×: 뻣뻣한 느낌

(횡편지의 벌키성)

○: 벌키성이 있음

△ : 약간 벌키성이 있음

×: 벌키성이 없음

(촉감)

○: 셀룰로스계 섬유 또는 울 섬유 비슷한 촉감을 느낌

(드라이감, 흡습성, 드레이프성이 있음)

△ : 약간 셀룰로스계 섬유 또는 울 섬유 비슷한 촉감을 느낌

×: 거의 셀룰로스계 섬유 비슷한 촉감을 느끼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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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횡편지의 치수 안정성

JIS-L-1018 수축률 측정법 (D 법) 에 준하여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랭킹을 매긴다.

○: 세로, 가로의 수축률이 -3.0∼5.0 % 이내임

△ : 세로 또는 가로 중 하나가 수축률이 -3.0∼5.0 % 를 초과함

×: 세로, 가로 모두 수축률이 -3.0∼5.0 % 를 초과함.

[실시예 1]

ηsp/c = 0.8 의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칩을 사용하고, 방사 온도 265 ℃, 방사 속도 1200 m/분으로 미연
신사를 수득한다. 이어서, 핫롤 온도 60 ℃, 열판 온도 140 ℃, 연신 배율 3 배, 연신 속도 800 m/분으로 연사하여,
167 dtex/72f 원사를 수득한다.

수득된 원사의 물성은, 강도 3.5 cN/dtex, 신장도 45 %, 탄성률 22 cN/dtex, 20 % 신장시 탄성 회복률 85 % 이다.

수득된 167 dtex/72f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멀티필라먼트 원사를 이탈리아 연사기로 1000 T/m 가연하
여 실 (권축 신장률 0 %) 을 수득한다.

수득된 실을 카미츠사 제조의 소프트 와인더로 지관 직경이 81 ㎜ 인 지관에 권취 밀도 0.40 g/㎤ 로 1 ㎏ 감는다.
이 치즈를 외경이 69 ㎜ 인 염색 튜브로 교체하여 (교체율 14.8 %), 치즈 염색기 (히사카 제작소㈜ 제조, 소형 치즈
염색기) 에 세팅하고, 카오사 제조의 스코어롤 FC-250 (1 g/ℓ) 을 첨가하며, 유량 40 ℓ/분으로 상온에서 2 ℃/분의
승온 속도로 60 ℃ 까지 승온시키고, 60 ℃ 에서 10 분간 정련한다.

정련후, 탈수, 물로 세정하고, 분산 염료 (Dianix Blue AC-E) 1 % omf, 분산제 (디스퍼 TL) 0.5 g/ℓ를 첨가하고, 다
시 아세트산으로 pH 5 로 조정한 후, 유량 40 ℓ/분으로 인-아웃으로 염색액을 순환시키고, 승온 속도 2 ℃/분으로
120 ℃ 까지 승온시키며, 120 ℃ 에서 30 분간 염색한다. 염색후, 탈수, 물로 세정하고 수산화나트륨 1 g/ℓ, 하이드
로술파이트 1 g/ℓ, 선몰 RC-700 (닛카 화학사 제조) 1 g/ℓ로, 유량 40 ℓ/분, 승온 속도 2 ℃/분으로 80 ℃ 까지 승온
시키고, 80 ℃ 에서 20 분간 환원 세정한다.

환원 세정후, 탈액, 중화수 세정하여, 실리콘계 유연제 (론사이즈 K-22, 잇포샤㈜ 제조) 를 5 % omf 첨가하고,
50 ℃ 에서 20 분간 오일링 처리한다. 탈수후, 건조시켜 선염사를 수득한다. 수득된 선염사는 치즈의 내외층에서의
균일 염색성이 우수하고, 표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물성을 갖는다.

횡편기 (코포㈜ 제조, 14 게이지) 를 사용하며, 상기에서 수득한 선염사를 3 개 합사하여, 24 코스, 20 웰의 평조직
을 갖는 횡편지를 제조하고, 호프만 프레스기 (코베 전기 공업㈜ 제조, 코베 프레스) 로 스팀 마무리하여 횡편지를
수득한다.

수득된 횡편지는 표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스트레치성, 치수 안전성이 우수하고, 촉감도 부드럽다.

[실시예 2]

실시예 1 에서 수득한 167 dtex/72f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멀티필라먼트 원사를, 이시카와 제작소㈜ 제
조의 핀 가연기 IVF338 을 사용하여, 실 속도 190 m/분, 가연수 2280 T/m, 가연 가공 온도 170 ℃, 1st 피드
0.0 %, TU 피드 4.1 % 조건에서 가연 가공하여, 권축 신장률이 200 % 인 실을 수득한다.

수득된 실을 카미츠사 제조의 소프트 와인더로 외경이 69 ㎜ 인 염색 튜브에 직접 감아, 권취 밀도 0.25 g/㎤ 로 1
㎏ 감은 치즈로 만든다. 수득된 치즈를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치즈 염색, 마무리한다. 수득된 선염사의 물성
을 표 1 에 나타낸다.

이 선염사를 사용하여,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횡편지를 수득한다. 수득된 횡편지는 표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
이, 스트레치성, 치수 안정성이 우수하고, 촉감도 부드럽다.

[실시예 3]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84 dtex/36f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멀티필라먼트 원사를 수득한다. 수득된
원사의 물성은, 강도 3.2 cN/dtex, 신장도 46 %, 탄성률 24 cN/dtex, 20 % 신장시 탄성 회복률 85 % 이다.

수득된 84 dtex/36f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멀티필라먼트 원사를, 이시카와 제작소㈜ 제조의 핀 가연기
IVF338 을 사용하여, 실 속도 190 m/분, 가연수 3400 T/m, 가연 방향 Z, 가연 가공 온도 170 ℃, 1st 피드 0.0 %,
TU 피드 4.1 % 조건에서 가연 가공한 후, 이탈리아 연사기로 S 방향으로 120 T/m 가연하여 실을 수득한다. 수득된
실의 권축 신장률은 156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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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득된 실을, 이시카와 제작소사 제조의 타래기를 사용하여, 타래 길이 180 ㎝, 권취량이 250 g 인 타래를 제조한
다. 이 타래를 열풍 건조기로 80 ℃ 에서 20 분간 건열 릴랙스 처리한 후, 패키지 염색기 (히사카 제작소㈜ 제조) 에
채워 세팅하고, 카오사 제조의 스코어롤 FC-250 (1 g/ℓ) 로 60 ℃ 에서 10 분간 정련한다.

정련후, 탈수, 물로 세정하고, 분산 염료 (Dianix Blue AC-E) 1 % omf, 분산제 (디스퍼 TL) 0.5 g/ℓ를 첨가하고, 다
시 아세트산으로 pH 5 로 조정한 욕에서 110 ℃ 에서 30 분간 염색한다. 염색후, 탈수, 물로 세정하고, 수산화나트
륨 1 g/ℓ, 하이드로술파이트 1 g/ℓ, 선몰 RC-700 (닛카 화학사 제조) 1 g/ℓ로, 80 ℃ 에서 20 분간 환원 세정한다.
환원 세정후, 탈액, 중화수 세정하여, 실리콘계 유연제 (론사이즈 K-22, 잇포샤㈜ 제조) 를 5 % omf 첨가하고,
50 ℃ 에서 20 분간 오일링 처리한다.

탈수후, 건조시킨 타래를 와인더로 콘에 감아 선염사를 수득한다. 수득된 선염사의 물성을 표 1 에 나타낸다.

횡편기 (코포㈜ 제조, 14 게이지) 를 이용하여, 상기에서 수득한 선염사를 6 개 합사하여, 평조직의 횡편지를 제조하
고, 호프만 프레스기 (코베 전기 공업㈜ 제조, 코베 프레스) 로 스팀 마무리하여 횡편지를 수득한다.

수득된 횡편지는 표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스트레치성, 치수 안전성, 벌키성이 우수하고, 촉감도 부드럽다.

[실시예 4]

실시예 3 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연 방향이 Z 방향과 S 방향 2 종류인 84 dtex/36f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멀티필라먼트 가연 가공사를 수득한다. 수득된 2 종류의 가연 가공사 (Z 가연과 S 가연) 를 합사하고, 이탈리아 연사
기로 S 방향으로 120 T/m 가연하여 합연사를 수득한다. 이 실의 권축 신장률은 184 % 이다.

수득된 실을 사용하며, 염색 온도를 98 ℃ 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3 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염사를 수득한다.
수득된 선염사의 물성을 표 1 에 나타낸다.

수득된 선염사를 3 개 합사하여,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횡편지를 수득한다. 수득된 횡편지는 표 1 에 나타내
는 바와 같이, 스트레치성, 치수 안전성, 벌키성이 우수하고, 촉감도 부드럽다.

[실시예 5]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167 dtex/48f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멀티필라먼트 원사를 수득한다. 수득
된 원사의 물성은, 강도 3.8 cN/dtex, 신장도 46 %, 탄성률 23 cN/dtex, 20 % 신장시 탄성 회복률 88 % 이다.

수득된 원사를 사용하며, 가연수를 2800 T/m 으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3 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연 방향이
S 방향과 Z 방향의 2 종류인 가연 가공사를 수득한다. 수득된 가연 가공사 (Z 가연과 S 가연) 를 합사하고, 이탈리아
연사기로 S 방향으로 100 T/m 가연한 후, 함몰된 지관에 감고, 오토클레이브에서 110 ℃ 에서 20 분간 트위스트 고
정 증기 세팅을 하여 합연사를 수득한다. 이 실의 권축 신장률은 78 % 이다.

수득된 실을 사용하며, 실시예 3 과 동일한 방법으로 타래를 제조하고, 이 타래를 분사식 염색기에서, 실시예 3 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련, 염색, 환원 세정, 오일링 처리, 콘 감기를 행하여 선염사를 수득한다. 수득된 선염사의 물성을
표 1 에 나타낸다.

수득된 선염사를 사용하며, 실시예 4 와 동일한 방법으로 횡편지를 수득한다. 수득된 횡편지는 표 1 에 나타내는 바
와 같이 스트레치성, 치수 안전성이 우수하고, 약간 벌키성이 있으며, 촉감도 부드럽다.

[실시예 6]

실시예 4 에서 수득한, 가연 방향이 Z 방향과 S 방향의 2 종류인 84 dtex/36f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멀티
필라먼트의 가연 가공사를 2 개 합사하고, S 방향으로 120 T/m 가연하여 합연사로 만든 실을, Superba 사 제조의
연속 벌킹 장치로 실 속도 500 m/분, 오버피드율 160 %, 릴랙스 온도 90 ℃, 치즈 와인딩은 권취 밀도가 0.15 g/㎤
이고 직경이 69 ㎜ 인 염색 튜브에 1 ㎏ 감는 조건에서 가공하여 치즈를 수득한다.

수득된 치즈를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치즈 염색, 마무리하여 선염사를 수득한다. 수득된 선염사의 물성을 표
1 에 나타낸다.

이 선염사를 사용하며, 실시예 4 와 동일한 방법으로 횡편지를 수득한다. 수득된 횡편지는 표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
이, 스트레치성, 치수 안전성, 벌키성이 우수하고, 촉감도 부드럽다.

[비교예 1]

실시예 1 에서 167 dtex/72f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멀티필라먼트 원사 대신에, 167 dtex/72f 폴리에틸
렌 테레프탈레이트 원사 (아사히 화성㈜ 제조, 강도 3.9 cN/dtex, 신장도 35 %, 탄성률 97 cN/dtex, 20 % 신장시
탄성 회복률 25 %, 권축 신장률 0 %) 를 사용하며, 치즈 염색 온도를 130 ℃ 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1 과 동
일한 방법으로 선염사를 수득한다. 수득된 선염사의 물성을 표 1 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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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염사를 사용하며,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횡편지를 수득한다. 수득된 횡편지는 표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
이, 스트레치성이 떨어지고, 촉감도 뻣뻣하다.

[비교예 2]

실시예 1 에서 167 dtex/72f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멀티필라먼트 원사 대신에, 155 dtex/48f 나일론66
원사 (아사히 화성㈜ 제조, 강도 4.2 cN/dtex, 신장도 36 %, 탄성률 27 cN/dtex, 20 % 신장시 탄성 회복률 65 %,
권축 신장률 0 %) 를 사용하여, 치즈 염색시 염료를 산성 염료, 염색 온도를 110 ℃ 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염사를 수득한다. 수득된 선염사의 물성을 표 1 에 나타낸다.

이 선염사를 사용하며,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횡편지를 수득한다. 수득된 횡편지는 표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
이, 치수 안정성, 스트레치성 모두 실시예 1 에 비해 약간 떨어진다.

[비교예 3]

실시예 3 에서 84 dtex/32f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멀티필라먼트 원사 대신에, 84 dtex/36f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원사 (아사히 화성㈜ 제조, 강도 3.9 cN/dtex, 신장도 35 %, 탄성률 97 cN/dtex, 20 % 신장시 탄
성 회복률 25 %) 를 사용하며, 가연 조건을 실 속도 190 m/분, 가연수 3200 T/m, 가연 방향 Z, 가연 가공 온도
220 ℃, 1st 피드 0.0 %, TU 피드 4.1 % 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3 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연 가공과 가연을
실시한 실을 수득한다. 수득된 실의 권축 신장률은 145 % 이다.

수득된 실을 사용하며, 염색 온도를 130 ℃ 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3 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염사를 수득한
다. 수득된 선염사의 물성을 표 1 에 나타낸다.

수득된 선염사를 사용하며, 실시예 3 과 동일한 방법으로 횡편지를 수득한다. 수득된 횡편지는 표 1 에 나타내는 바
와 같이, 치수 안정성과 벌키성은 우수하지만, 스트레치성이 떨어진다.

[실시예 7]

실시예 5 에서 수득한 167 dtex/48f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멀티필라먼트 원사와 110 dtex/75f 큐프라
멀티필라먼트 원사 (아사히 화성㈜ 제조, 벰베르크 (등록 상표), 비등수 수축률 0.9 %) 를, 이시카와 제작소㈜ 제조
의 핀 가연기 IVF338 을 사용하며, 인터레이스를 에어압 1.6 kgf/㎤ 로 에어 교착시킨 후, 실 속도 100 m/분, 가연
수 1400 T/m, 가연 가공 온도 170 ℃, 1st 피드 0.0 %, TU 피드 4.0 % 조건에서 가연 가공한다. 이 가연사를 이탈
리아 연사기로, 가연 방향과는 반대인 S 방향으로 300 T/m 추가 가연을 행한다. 이 실의 권축 신장률은 52 % 이다.

수득된 실을 카미츠사 제조의 소프트 와인더를 사용하며, 지관 직경이 90 ㎜ 인 지관에 권취 밀도 0.33 g/㎤ 로 1 ㎏
감아 치즈를 수득한다.

이 치즈를 외경이 72 ㎜ 인 염색 튜브로 교체하여 (교체율 20 %),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련, 분산 염료 염
색, 환원 세정을 실시한다. 환원 세정후, 탈액, 중화수 세정하고, 반응 염료 (Sumifix Supra Blue BRF) 에 망초 50
g/ℓ를 첨가하고, 유량 40 ℓ/분으로 인-아웃에서 염색액을 순환시키며, 승온 속도 2 ℃/분으로 60 ℃ 까지 승온시키
고, 60 ℃ 에서 탄산나트륨 15 g/ℓ를 분할 첨가하면서, 45 분간 염색한다.

염색후, 탈액, 물로 세정, 소핑, 픽스, 물로 세정한 후, 고융점 왁스계 유연제 (론사이즈 N-700, 잇포샤㈜ 제조) 를
5 % omf 첨가하고, 50 ℃ 에서 20 분간 오일링 처리한다. 탈수후, 건조시켜 선염사를 수득한다. 수득된 선염사의 물
성을 표 1 에 나타낸다.

횡편기 (코포㈜ 제조, 14 게이지) 를 사용하며, 상기에서 수득한 선염사를 2 개 합사하여, 24 코스, 20 웰의 평조직
을 갖는 횡편지를 제조하고, 호프만 프레스기 (코베 전기 공업㈜ 제조, 코베 프레스) 로 스팀 마무리하여 횡편지를
수득한다. 수득된 횡편지는 표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스트레치성, 치수 안정성이 우수하고, 부드러우며, 큐프라
가 지닌 독특한 촉감을 갖고 있는 등 우수하다.

[실시예 8]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56 dtex/24f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멀티필라먼트 원사를 수득한다. 수득된
원사의 물성은, 강도 3.7 cN/dtex, 신장도 44 %, 탄성률 23 cN/dtex, 20 % 신장시 탄성 회복률 86 % 이다.

수득된 원사를 사용하며, 가연수를 3780 T/m 으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2 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연사를 수
득한다.

수득된 가연사와 110 dtex/40f 비스코스 레이온 멀티필라먼트사 (아사히 화성㈜ 제조, Silmax (등록 상표), 비등수
수축률 2.0 %) 를, 이탈리아 연사기로 Z 방향으로 800 T/m 가연하여 복합 가연사를 수득한다. 또한, 이 복합 가연
사 2 개를 이탈리아 연사기로 S 방향으로 580 T/m 가연하여 실을 수득한다. 수득된 실의 권축 신장률은 35 % 이다.

수득된 실을 실시예 3 과 동일한 방법으로 타래 제조, 릴랙스 처리한 후, 분사 타래 염색기 (Sinko 사 제조) 를 사용
하며, 실시예 1 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분산 염료로 95 ℃ ×45 분간 염색하고, 환원 세정, 물로 세정하고,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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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반응 염료에서 60 ℃ ×45 분간 염색하고, 소핑, 픽스, 오일링 처리하여 선염사를 수득한
다. 수득된 선염사의 물성을 표 1 에 나타낸다.

이 선염사를 사용하며, 실시예 5 와 동일한 방법으로 횡편지를 수득한다. 수득된 횡편지는 표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
이, 스트레치성, 치수 안정성이 우수하고, 부드러우며, 비스코스 레이온이 지닌 독특한 촉감을 갖고 있는 등 우수하
다.

[실시예 9]

실시예 5 에서 수득된 167 dtex/48f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멀티필라먼트 가연 가공사를 코어사로 하고,
커버링기로 60 번수 (영국식 면 번수) 의 면 원사로 더블 커버링 (제 1 커버링 : S 가연 800 T/m, 제 2 커버링 가연 :
Z 가연 650 T/m) 을 행하여 실을 수득한다. 수득된 실의 권축 신장률은 80 % 이다.

수득된 실을 실시예 8 과 동일한 방법으로 타래 염색하여 선염사를 수득한다. 수득된 선염사의 물성을 표 1 에 나타
낸다.

이 선염사를 사용하여, 실시예 5 와 동일한 방법으로 횡편지를 수득한다. 수득된 횡편지는 표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
이 스트레치성, 치수 안정성이 우수하고, 부드러우며, 면이 지닌 독특한 촉감을 갖고 있는 등 우수하다.

[실시예 10]

실시예 9 에서, 코어사를 60 번 (모 번수) 의 울 섬유, 커버링사를 실시예 3 에서 수득한 84 dtex/36f 폴리트리메틸
렌 테레프탈레이트 멀티필라먼트 가연 가공사로 변경하여, 더블 커버링을 실시한 실을 수득한다. 수득된 실의 권축
신장률은 10 % 이다.

수득된 실을 사용하며, 실시예 5 와 동일한 방법으로 횡편지를 수득한다. 수득된 횡편지는 표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
이, 스트레치성, 치수 안정성이 우수하고, 부드러우며, 울이 지닌 독특한 촉감을 갖고 있는 등 우수하다.

[비교예 4]

실시예 7 에서, 167 dtex/48f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멀티필라먼트 원사 대신에, 비교예 1 에서 사용한 것
과 동일한 167 dtex/48f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원사를 사용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7 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
염사를 수득한다. 수득된 선염사의 물성을 표 1 에 나타낸다.

이 선염사를 사용하여, 실시예 7 과 동일한 방법으로 횡편지를 수득한다. 수득된 횡편지는 표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
이, 치수 안정성은 양호하지만, 스트레치성이 나쁘고, 촉감도 뻣뻣하며, 벰베르크가 지닌 독특한 촉감이나 광택감을
느낄 수 없다.

[비교예 5]

실시예 7 에서, 167 dtex/48f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멀티필라먼트 원사 대신에, 비교예 2 에서 사용한 것
과 동일한 155 dtex/48f 나일론66 원사를 사용하고, 분산 염료를 산성 염료로, 염색 온도를 110 ℃ 로 변경한 것 이
외에는, 실시예 7 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염사를 수득한다. 수득된 선염사의 물성을 표 1 에 나타낸다.

이 선염사를 사용하며, 실시예 7 과 동일한 방법으로 횡편지를 수득한다. 수득된 횡편지는 표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
이, 치수 안정성과 스트레치성이 떨어지고, 촉감도 뻣뻣하며, 벰베르크가 지닌 독특한 촉감이나 광택감을 느낄 수
없다.

[비교예 6]

실시예 2 에서, 167 dtex/72f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멀티필라먼트 원사 대신에, 167 dtex/50f 비스코스
레이온 멀티필라먼트 원사 (아사히 화성㈜ 제조, 실맥스 (등록 상표), 비등수 수축률 2.1 %) 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2 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연한 실을 수득한다. 이 실의 권축 신장률은 7 % 이다.

수득된 실을 분산 염료 염색, 환원 세정하지 않은 것 이외에는, 실시예 7 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염사를 수득한다. 수
득된 선염사의 물성을 표 1 에 나타낸다.

이 선염사를 사용하며, 실시예 2 와 동일한 방법으로 횡편지를 수득한다. 수득된 횡편지는 표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
이, 스트레치성, 치수 안정성이 떨어진다.

[비교예 7]

실시예 1 에서, 치즈 와인딩 조건을 외경이 69 ㎜ 인 염색 튜브에, 권취 밀도 0.55 g/㎤ 로 하고, 교체하지 않은 것
이외에는,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염사를 수득한다. 수득된 선염사는 치즈의 내외층에서 염색 얼룩이 발생
한다. 이 실의 물성을 표 1 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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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염사를 사용하며,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횡편지를 수득한다. 수득된 횡편지는 표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
이, 선염사의 비등수 수축률이 4.5 % 이고, 횡편지의 치수 안정성이 떨어진다.

표 1.
  선염사의 물성  횡편지의 물성

 10 % 신장시 탄
성 회복률 (%)

 권축 신
장률 (%)

 정하중하의
신장도 (%)

 비등수 수
축률 (%)

 크림
프수

 스트
레치성

 치수
안정성

 유
연성

 벌
키성

 촉
감

 실시
예 1

 84  1.1  10.0  1.5  0  ◎  ○  ○  ×  -

 실시
예 2

 85  1.3  10.5  1.7  0  ◎  ○  ○  ×  -

 실시
예 3

 82  91  11.0  0.6  0  ◎  ○  ○  ○  -

 실시
예 4

 86  120  11.3  0.9  1  ◎  ○  ○  ○  -

 실시
예 5

 84  24  10.1  0.7  0  ○  ○  ○  △  -

 실시
예 6

 80  66  10.7  0.5  0  ○  ○  ○  ○  -

 비교
예 1

 30  0.5  4.5  0.6  0  ×  ○  ×  ×  -

 비교
예 2

 50  0.8  7.0  1.7  0  △  △  △  ×  -

 비교
예 3

 29  75  8.5  0.5  1  △  ○  ×  ○  -

 실시
예 7

 80  25  13.3  1.0  0  ○  ○  ○  △  ○

 실시
예 8

 82  30  19  1.3  0  ◎  ○  ○  △  ○

 실시
예 9

 73  19  23  1.9  0  ○  ○  ○  ○  ○

 실시
예 10

 87  10  18  1.5  0  ○  ○  ○  △  ○

 비교
예 4

 45  12  6.5  1.0  0  ×  ○  ×  ×  ×

 비교
예 5

 55  15  6.8  2.5  0  △  △  △  ×  ×

 비교
예 6

 13  3  6.2  3.7  0  ×  ×  △  ×  ○

 비교
예 7

 85  0.5  7.2  4.5  0  ○  ×  ○  ×  -

 주) 정하중하의 신장도란 0.8826 cN/dtex 하중하에서의 신장도를 말함.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의 선염사는 스트레치성, 치수 안정성이 우수하고, 촉감이 부드러운 염색된 실로, 직편물에 유용하다. 특히,
권축사로 이루어진 실에서는 권축 신장률이 높기 때문에, 벌키성이 우수한 직편물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셀룰로
스계 섬유나 울 섬유와의 혼용사에서는 셀룰로스계 섬유나 울 섬유가 지닌 촉감을 효과적으로 살리므로, 스트레치
성, 촉감이 우수한 직편물을 형성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염색된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로 구성되고, 10 % 신장시의 탄성 회복률이 60 % 이상이며, 비등수 수
축률이 4 %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염사.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실이 권축 신장률이 10 % 이상인 권축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염사.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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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실이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와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 이외의 섬유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염사.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 이외의 섬유가 셀룰로스계 섬유, 울 섬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염사.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실이 0.8826 cN/dtex 하중하에서의 신장도가 5 %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염사.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실이 0.8826 cN/dtex 하중하에서의 신장도가 5 %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염사.

요약

본 발명은 염색된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로 구성되고, 10 % 신장시의 탄성 회복률이 60 % 이상이며,
비등수 수축률이 4 %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염사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선염사는 스트레치성, 치수 안정성
이 우수하고, 촉감이 부드러워, 직편물에 유용하다.

색인어

선염사, 비등수 수축률, 권축 신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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