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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높은 반사율을 가진 검정색 피혁의 제조 방법 및 그방법에 의해 제조된 검정색 피혁

요약

본 발명은 염료 및/또는 안료를 다단계로 처리하여 염색 안정성이 우수한 피혁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스펙트럼

반사율이 높은 염료 및/또는 안료를 사용하는 경우, 본 발명의 제조 방법에 따라 제조된 피혁은 검은 색이라도 종래의 검은

색 피혁에 비해 30% 이상 온도 상승 비율이 낮고, 피혁의 수축률도 종래의 검은색 피혁이 80℃에서 11% 이상 수축 되는

데 반해 본 발명의 제조 방법에 따른 검은색 피혁은 6% 이내의 수축률을 나타낸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피혁 제조 방법은

종래의 피혁 제조 공정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 설비가 필요치 않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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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혁, 검은색, 반사율, 온도 상승, 수축률, 제조 방법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피혁의 제조 방법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공정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제조 방법에 따라 제조된 트러스트의 파장에 따른 빛 반사율을 종래 제품의 빛 반사율과 함께 나타

낸 그래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제조 방법에 따라 제조된 피혁의 자외선 조사에 따른 온도 상승률을 종래 제품의 온도 상승률과 함

께 나타낸 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염색 안정성이 우수한 피혁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염료 및 안료를 다단계로 처

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혁의 제조 방법, 특히, 검은 색상을 나타내면서도 반사율이 높아 여름에도 표면 온도가 기존

검정색 피혁에 비해 월등히 낮고 수축률도 현저히 낮은 피혁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동물로부터 벗겨 낸 피부를 '가죽'이라 하며, 가죽에서 털을 제거하고 무두질(일반적으로 가죽의 가공 공정을 총칭하여 무

두질이라 한다)한 제품을 '유피'라 한다. 무두질을 하지 않은 생피(生皮)에서 유피까지 포함하여 피혁(皮革)이라고 총칭하

며, 원피·무두질·마무리 등의 공정에 따라 성질이 다른 제품을 얻을 수 있다.

동물 가죽은 표피(表皮)와 진피(眞皮)의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지방(脂肪)을 많이 함유한 피하조직(皮下組織)이 붙어 있

다. 표피층은 케라틴질(質)로서 털·땀샘·피지선(皮脂腺)등이 표피계에 속하고, 진피 속에 함입(陷入)된 형태로 되어 있다.

표피층은 무두질 공정(工程) 전에 탈모처리로써 제거된다. 진피는 가죽의 주체로, 주로 콜라겐 섬유로 되어 있으며, 무두질

로써 유피가 되는 부분이다. 원피(原皮)로는 소·양·염소·말·돼지·사슴 등의 포유류 외에 악어·도마·뱀 등의 파충류의 가죽이

사용된다. 동물로부터 벗겨 낸 상태의 생피는 부패하기 쉬우므로 즉시 건조시킨 건피(乾皮), 소금절임한 염장피(鹽藏皮),

소금에 절인 후 건조시킨 염건피(鹽乾皮), 방부제 처리 후 건조시킨 약건피(藥乾皮) 등의 상태로 보존된다(큐어링). 염장피

가 가장 많고, 성우피(成牛皮)의 경우는 포화식염수용액(飽和食鹽水溶液)에 2시간 침지(浸漬)하는 방법인 브라인큐어가

행해지고 있다. 또 양·염소는 탈모한 가죽을 소금과 황산의 혼합액에 담근 피클피(皮)가 많고 근년에는 크롬 무두질까지 한

미완성 유피(웨트 블루; wet blue)가 국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피혁 제품은 일반적으로 보온성·흡습성(吸濕性)·방습성·통기성·흡음성(吸音性)·차음성(遮音性) 등이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피혁의 경우 복사열을 흡수하여 피혁의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피혁이 팽창하고, 다시 온도가 떨어지면 수축하는 과정을 반

복하게 되어 염색 자체가 손상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예를 들어, 자동차용 검은색 피혁 시트 커버의 경우, 복

사열을 흡수하여 자동차 내부 온도가 85℃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하여 승객이 좌석에 앉기도 불편하고, 핸들 커브용 가죽의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기에도 장애가 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급격한 열의 상승은 콜라

겐 단백질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천연 가죽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열에 의해 가죽이 수축되는 현상

을 야기시켜 차량 전체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자들은 예의 연구를 거듭한 결과, 피혁 제조 방법 중에서 중화 후, 재유성 후 및 가지 단계에서 각각 다단계로

염색함으로서 염색 안정성이 우수한 피혁을 제조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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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가로, 피혁 제조 공정 중에서 마무리 공정에서 안료를 베이스 코팅 및 미디움 코팅 단계에서 각각 다단계로 사용함

으로서 더욱 우수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도 밝혀내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목적에 따른 피혁의 제조 방법은 다음의 단계들을 포함한다:

준비 공정, 탄닝 공정, 염색 공정 및 마무리 공정을 포함하는 피혁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알칼리 수용액에 침적시켜 pH 4.5~6.5로 중화된 웨트 블루 가죽에 웨트 블루 원료피 중량에 대하여 염료의 고형분 기준으

로 1 내지 5 중량%의 염료로 처리하여 1차 염색하는 단계;

상기 단계에서 1차 염색한 웨트 블루 가죽을 재유성(retanning)하는 단계의 마지막 공정에서 추가로 웨트 블루 원료피 중

량에 대하여 염료의 고형분 기준으로 1 내지 5 중량%의 염료로 처리하여 2차 염색하는 단계; 및

상기 재유성 공정 및 가지 공정을 거친 결과물을 염료 침투제로 처리한 후 추가로 웨트 블루 원료피 중량에 대하여 염료의

고형분 기준으로 1 내지 5 중량%의 염료로 처리하여 3차 염색하여 크러스트를 제조하는 단계.

삭제

삭제

삭제

이하에서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에 본 발명에 따른 반사율이 높은 검정색 피혁을 제조하는 방법을 통상의 피혁 제조 공정과 관련지어 도식화하여 나타

내었다.

도 1을 참조하여 종래의 피혁 제조 공정을 먼저 설명한다. 종래의 통상적인 피혁 제조 공정은 크게 나누어 준비 공정, 탄닝

공정, 염색 공정 및 마무리 공정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진다. 각 세부적인 단계와 그 단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각 세부 단계의 처리 조건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

부 단계들은 순서가 바뀌거나, 생략되거나, 또는 다른 단계와 함께 진행되기도 한다.

1)준비공정

A)수적(SOAKING):수적의 주목적은 원피로부터 보존에 사용되었던 소금을 제거하며 부착되어 있는 오물을 제거함으로써

원피가 가지고 있던 즉 원래의 원피상태로 환원시켜주는 데 있다. 이 때, 원피의 수분 함량은 35% ~ 45%에서 약 64%로

복귀된다.

B)이타(FLESHING):가죽의 이면(FLESH SIDE)에 있는 지방 및 육(고기조각)과 결체조직 등 불필요한 기름기를 제거한

다.

C)석회작업(LIMING):원피를 석회의 포화 용액에 침적시켜 탈모를 용이하게 하고 동시에 알칼리에 의해 조직을 팽창

(PLUMPING)시키며 원피의 털이나 상피층 등 기타 불필요한 단백질(PROTEIN)을 제거시켜 주는 작업이다.

D)세정(RINSING): 이후의 공정을 위해 깨끗이 씻어주는 과정이다.

E)할피(SPLITTING):원피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제품에 맞는 두께를 1차 결정하여 두께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F)재석회(RELIMING):석회작업을 다시 한번 거쳐서 원피의 털이나 오물 등을 완전 제거함으로써 다음 공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피혁을 더욱 부드럽게 하기 위한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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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탄닝공정(TANNING PROCESS)

A)탈회(DELIMING):알칼리를 중화시키고, 구형 단백질을 제거하여 가죽의 유연성을 높여주며 다음 공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준다.

B)효해(BATING):불결한 단백질을 제거시키며 은면을 곱게 함과 동시에 평을 많이 얻게 하는 작업 과정이다.

C)침산(PICKLING):박테리아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죽의 영구성을 위한 탄닝을 하기 전에 펠트(PELT)를 산성화

해줌으로써 탄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

D)유성(TANNING):단백질을 부패하지 않는 안전한 물질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크롬, 알루미늄, 식물유(VEGETABLE

OIL), 미모사 등으로 탄닝을 해줌으로써 가죽의 형태로 만들어 준다.(침산이 끝날 때까지는 LEATHER라고 하지 않고

PELT 라고 부름.)

E)탈수(SAMMING):탄닝이 끝난 후 숙성까지 끝난 가죽의 수분을 제거함으로서 쉐이빙(SHAVING)시 두께 조절을 정확히

하기 위한 과정이다. 물짜기를 하여 수분 함량을 30~45%로 조절한다.

F)쉐이빙(SHAVING 또는 GRADING):할피 단계에서 1차로 조절한 두께를 정확하게 재조정하는 작업 과정이다.

G)중화(NEUTRALIZATION):염색 및 가지작업(기름 먹이는 작업)에 맞도록 PH를

조정하는 작업 과정이다.

H)재유성(RETANNING):탄닝만 끝난 가죽도 다음 작업으로 제품화 할 수 있으나 크롬 탄닝후 쉐이빙에 의하여 일어나는

불균일한 탄닝 효과는 염색시 염반(염색거부 반응으로써 불균일하게 염색되는 것을 말함)을 초래하고 부분마다 질의 차이

를 유발하므로 이를 보완하고 제품의 용도에 따라 그 성질을 부여해주고 유연성과 미려한 가죽을 얻기 위해 즉 고급의 가

죽을 얻기 위해 해주는 추가의 탄닝 작업 과정이다.

3)염색공정

A)염색(DYEING):피혁의 염색이란 온도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용기(태고)에서 수용성 염료를 가지고 가죽과 혼합시

켜 물리적인 조작을 가하여 가죽에 균일하게 착색시켜 여러 가지 색깔을 내는 작업 과정이다.

B)가지(加脂:FAT LIQUORING):염색이 끝난 가죽을 건조하면 너무 딱딱하여 사용에 부적합하므로 유제를 섬유사이에 충

진시켜 마찰을 감소시키며 윤활제로 작용시키는 것으로써 유연성을 보존하고 수율을 증대시키며 풍요한 가죽을 얻는 외에

가죽을 보호하는 역할(방수성부여)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과정이다.

4)완성공정

A)건조(DRYING):공기를 반복 순환시켜 가죽 섬유 속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을 증발시켜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정으로

자연건조와 인공건조로 나눌 수 있다. 건조 후 수분 함량은 대략 8~14% 수준이다.

B)조습(CONDITIONING):건조후 가죽의 섬유구조가 수축되어 딱딱해진 상태에서 수분을 침투시켜 밀링시 마찰을 적게

하며 모공이 파손되지 않고 가죽의 섬유들을 원상태로 만들어 유연성을 얻기 위한 준비공정이다. 조습후 수분 함량은 대략

18~22% 수준이다.

C)밀링(MILLING):수분의 증발로 딱딱해진 섬유구조를 이완 시키며 가죽의 유연성을 얻고 폐쇄되어 있는 모공을 열어주

어 약품처리 및 다음 공정을 용이하게 해 주는 준비공정이다.

D)토글링(TOGGLING):가죽의 표면을 품위 있고 평활하게 하여 제품의 수율을 늘리고 피혁제품을 만들었을 때 팽창하지

않는 가죽을 만든다.

E)도장(SPRAYING):염료,안료 및 광약을 도포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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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프레스 및 엠보싱(PRESS & EMBOSSING):물리적 성질을 좋게 하며 표면을 매끈하고 평활하게 한다.

G)계평(MEASURING):수량을 내는 과정이다.

본 발명에 따른 피혁의 제조 방법은, 이상과 같은 종래의 피혁 제조 방법에서 탄닝 공정 중에서 중화 단계 후에 1차 염색하

며, 재유성 후에 2차 염색하고, 종래의 염색 공정에서 3차 염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때, 염료로는 스펙트럼 반사율

이 높은 염료, 예를 들어, 스위스 TFL Leather Technology사의 SELLA COOL BLACK™ 흑색 염료를 사용하는 경우, 피

혁의 온도 상승을 감소시켜 본 발명의 목적인 피혁 염색 안정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반사율이 높은 검정색 피혁의 제조 방법에서, 1차 염색 단계는 피혁 제조 공정인 수적, 석회적, 탈회 및 효

해, 탄닝 공정을 거친 웨트 블루를 의산소다(Sodium formate) 또는 중조(Sodium bicarbonate)와 같은 알칼리 물질을 투

입하여 pH를 4.5~6.5로 조정한 물에 3시간 내지 24시간 동안 침적시켜 중화된 웨트 블루가 들어있는 드럼(Drum)에 염

료, 예를 들어, 스펙트럼 반사율이 높은 검정색 염료의 일종인 독일 TFL Leather Technology사의 SELLA COOL

BLACK™ 흑색 염료를 원료피의 중량에 대하여 염료의 고형분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를 투입하고 침적함으로서 수행된

다. 1차 염색은 통상적으로 실온의 대기압 하에서 약 1시간 동안 침적 처리함으로서 수행된다. 상기 염료는 1중량% 미만

으로 사용되는 경우 염색 효과가 미미하고, 상기 염료를 5중량%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염색 효과는 우수하나 사용량 증

가에 따른 그 효과의 상승이 미미하고 제조 원가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피혁의 제조 방법에서, 2차 염색 단계는 재유성이 끝난 가죽을 드럼에 투입하고 염료, 예를 들어, 스펙트럼

반사율이 높은 검정색 염료의 일종인 SELLA COOL BLACK™ 흑색 염료를 원료피의 중량에 대하여 염료의 고형분 기준

으로 1 내지 5중량%를 투입하고 침적함으로서 수행된다. 2차 염색 과정도 통상적으로 실온의 대기압 하에서 약 1시간 동

안 침적 처리함으로서 수행된다. 상기 염료는 1중량% 미만으로 사용되는 경우 염색 효과가 미미하고, 상기 염료를 5중

량%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염색 효과는 우수하나 사용량 증가에 따른 그 효과의 상승이 미미하고 제조 원가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 염료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널리 알려진 염료를 요구되는 피혁의 색상 기타 물성에 따라 적의 선택할 수 있지

만, 다음의 화학식으로 표시되는 흑색 염료 또는 스펙트럼 반사율이 높은 독일 TFL Leather Technology사의 SELLA

COOL BLACK™ 흑색 염료를 사용할 수 있다.

화학식 1

화학식 2

화학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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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4

화학식 5

화학식 6

상기 식에서, X 또는 X1은 서로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알칼리 금속이다.

본 발명에 따른 피혁의 제조 방법에서, 3차 염색 단계는 가지(fat liquoring)가 끝난 가죽을 드럼에 투입하고 염료, 예를 들

어, 스펙트럼 반사율이 높은 검정색 염료의 일종인 SELLA COOL BLACK™ 흑색 염료를 원료피의 중량에 대하여 염료의

고형분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를 투입하고 침적함으로서 수행된다. 3차 염색 과정도 통상적으로 실온의 대기압 하에서

약 1시간 동안 침적 처리함으로서 수행된다. 상기 염료는 1중량% 미만으로 사용되는 경우 염색 효과가 미미하고, 상기 염

료를 5중량%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염색 효과는 우수하나 사용량 증가에 따른 그 효과의 상승이 미미하고 제조 원가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피혁의 제조 방법은, 또한, 마무리 공정 중에서 도포 공정에 베이스 코팅 단계, 미디움 코팅 단계 및 탑 코팅

단계를 포함하는 코팅 공정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피혁의 제조 방법에서, 안료 코팅 단계 중 베이스 코팅 단계는 토글(toggling)이 끝난 피혁의 표면에 안료,

예를 들어, 스펙트럼 반사율이 높은 검정색 안료의 일종인 독일 TFL Leather Technology사의 RODA COOL BLACK™

흑색 안료를 원료피의 중량에 대하여 안료의 고형분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를 포함하는 베이스 코팅 용액을 스프레이 또

는 롤 코팅(roll coating)하고 건조함으로써 수행된다. 베이스 코팅 용액은 상기 안료 이외에 물, 필러(filler), 소광제 및 바

인더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이스 코팅 용액은 물 400~600중량부, 필러 50~100 중량부, 소광제 30~90중량

부, 폴리우레탄 바인더 50~150중량부, 아크릴 바인더 200중량부, 안료 50~300중량부 및 기타 첨가제로 구성될 수 있다.

안료는 카본 블랙 기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널리 알려진 안료를 요구되는 색상 기타 물성에 따라 적의 선택할 수

있지만, 다음의 화학식으로 표시되는 스펙트럼 반사율이 높은 흑색 안료, 또는 독일 TFL Leather Technology사의 RODA

COOL BLACK™ 흑색 안료를 사용할 수 있다.

화학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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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코팅 용액은 상기의 각 성분들을 균질로 혼합함으로서 제조된다. 상기 베이스 코팅 단계는 통상적으로 실온의 대기

압 하에서 수행된다. 상기 안료는 1중량% 미만으로 사용되는 경우 착색 효과가 미미하고, 상기 안료를 5중량%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착색 효과는 우수하나 사용량 증가에 따른 그 효과의 상승이 미미하고 제조 원가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

다.

본 발명에 따른 피혁의 제조 방법에서, 안료 코팅 단계 중 미디움 코팅 단계는 베이스 코팅이 끝난 피혁의 베이스 코팅 층

위에 안료, 예를 들어, 스펙트럼 반사율이 높은 검정색 안료의 일종인 독일 TFL Leather Technology사의 RODA COOL

BLACK™ 흑색 안료를 원료피의 중량에 대하여 안료의 고형분 기준으로 1 내지 5중량%를 포함하는 미디움 코팅 용액을

스프레이 또는 롤 코팅(roll coating)하고 건조함으로써 수행된다. 미디움 코팅 용액은 베이스 코팅과 바인더의 조성이 다

를 뿐이며, 베이스 코팅 용액과 마찬가지로 안료 이외에 폴리우레탄 바인더, 아크릴 바인더, 왁스, 침투제, 필러, 물 및 기타

첨가제를 포함할 수 있다. 미디움 코팅 용액은 상기의 각 성분들을 균질로 혼합함으로서 제조된다. 상기 미디움 코팅 단계

는 통상적으로 실온의 대기압 하에서 수행된다. 상기 안료는 1중량% 미만으로 사용되는 경우 착색 효과가 미미하고, 상기

안료를 5중량%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착색 효과는 우수하나 사용량 증가에 따른 그 효과의 상승이 미미하고 제조 원가

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피혁의 제조 방법에서, 안료 코팅 단계 중 탑 코팅 단계는 미디움 코팅이 끝난 피혁의 미디움 코팅 층 위에

용제 또는 에멀젼 타입의 바인더를 스프레이 또는 롤 코팅과 같은 통상의 코팅 방법에 따라 수행된다.

실시예 1

염장 처리된 우피를 탈지제로서 폴리옥시에틸렌알킬페놀 종류로 만들어진 탈지제를 염장피 중량 기준 0.5 중량% 농도로

용해된 실온(25℃)의 물에 18시간 동안 수적시킨 후 플레싱하여 지방 등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Ca(OH)2) + 유화 소다(Na2S) + 수유화 소다(NaHS) + 탈지제(폴리옥시에틸렌알킬페놀계)가 용해된 물에 우피를 24시

간동안 침지하여 석회적 공정을 행하여 탈모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피의 섬유 구조는 팽윤 상태로 된다. 그 후 밴드 나

이프(Band knife)를 이용하여 은면과 육면을 분리하고, 은면피를 은면피 중량의 1%에 해당하는 소석회를 용해시킨 물에

24시간 동안 침지하여 재석회하였다. 재석회적한 은면피를 세정하고, 염안((NH4)2SO4)과 유안(NH4Cl) 이 각각 2% 농도

로 용해된 물에 2시간 동안 침적하여 탈회 공정을 행하였다. 단백질 분해 효소를 이용하여 1시간 동안 효해 공정을 행하고

수세한 후 24시간 동안 피클링 공정을 행하였다. 피클링 공정에서는 황산(H2SO4)을 이용하여 pH를 약 2.8이 되게 조정하

였다.

그 후 7%(나피(PELT) 중량 기준)의 크롬을 사용하여 8시간 정도 드럼(Drum)에서 회전시켜 탄닝 공정을 행하여 동물성

원피를 광물질화하고, 중조(NaHCO3)를 이용하여 pH를 약 4.0 으로 조정하였다. 드럼에서 탄닝 처리된 웨트 블루(WET

BLUE)를 꺼내어 쉐밍 공정을 거쳐 물을 탈수 시킨 후 후도(두께)를 조절하는 쉐이빙 공정을 통하여 후도를 1.0~1.2mm로

조정하였다. 그 후 의산소다(HCOONa) 및 중조를 이용하여 12시간동안 중화 공정을 행하여 pH를 4.2로 조정 하였다. 이

중화 공정에서 독일 TFL Leather Technology사의 검정색 염료 (상품명 : SELLA COOL BLACK™)를 쉐이빙 처리된 웨

트 블루 중량에 대하여 염료의 고형분 기준으로 1중량%를 첨가하여 1차 염색을 행하였다. 1차 염색 처리된 가죽을 웨트

블루 중량 기준 페놀계 탄닝제 4중량%, 멜라민계 탄닝제 3중량%, 아크릴계 탄닝제 3중량%, 미모사 3중량% 등으로 리탠

닝 공정을 행하였다. 이 리탠닝 공정에서 독일 TFL Leather Technology사의 검정색 염료(상품명 : SELLA COOL

BLACK™)를 웨트 블루 중량에 대하여 염료의 고형분 기준으로 2중량%를 첨가하여 2차 염색을 행하였다.

상기에서와 같이 2차 염색을 완료한 결과물을 가지 공정에 투입하였다. 염료 침투제인 나프탈렌을 2중량% 및 웨트 블루

중량에 대하여 염료의 고형분 기준으로 3중량%의 SELLA COOL BLACK™를 용해한 60℃의 물에 상기 결과물을 1 시간

동안 침적시켰다. 그 후, 개미산을 이용하여 pH를 3.3으로 조정하였다. 수세한 후 콜라겐의 고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2중

량%(웨트 블루 중량 기준)의 크롬 설페이트(Chrome sulfate)를 1:10(크롬:물)의 비율로 물에 녹인 용액을 40℃의 온수에

20분간 침적 처리하였다. 그 후 다시 수세 공정을 행하고 1일 동안 숙성시켜 3차 염색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통상의 가죽

처리 공정, 즉, 셋팅, 진공 건조(Vacuum drying), 저온 건조(40℃) 및 바이브레이션을 행하여, 검정색이면서도 반사력이

우수한 크러스트 가죽을 얻었다. 이 크러스트의 빛 반사율을 측정(측정 장비 : Gloss meter, 모델명; Minolta,조도: C Lit,

측정 시간 : 5min )하고 도 2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실시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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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제조한 크러스트의 표면에 안료를 다음과 같이 코팅하였다. 먼저, 스펙트럼 반사율이 높은 안료 RODA COOL

BLACK™ 100 중량부, 폴리우레탄 바인더 100 중량부, 아크릴 바인더 200 중량부, 물 420 중량부, 에멀젼 형태의 왁스

30 중량부, 알콜 침투제 100 중량부 및 유기 필러 50 중량부를 혼합하여 제조한 베이스 코팅 용액을 크러스트 표면에 50

g/m2의 비율로 1회 스프레이하고, 건조시킨 후 RODA COOL BLACK™ 안료 100 중량부, 폴리우레탄 바인더 200 중량

부, 아크릴 바인더 100 중량부, 왁스 30 중량부, 필러 50 중량부 및 물 420 중량부를 혼합하여 제조한 미디움 코팅 용액을

스프레이 코트(Spray coater)를 이용하여 베이스 코팅 층의 표면에 50 g/m2의 비율로 2회 도포하고 건조시킨 후 물 300

중량부 및 폴리우레탄 톱바인더 에멀젼을 50/m2의 비율로 미디움 코팅 층 위에 코팅하고 건조시켜 피혁 제품을 제조하였

다. 이렇게 제조된 피혁의 온도 상승 정도를 UV(자외선)를 조사하면서 시간에 따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종래의 검정색 피

혁의 온도 상승 정도와 비교하여 도 3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라 염색 안정성이 우수한 피혁의 제조 방법이 제공되며, 그에 따라 고온과 같은 피혁의 가혹한 사용 조건 하에

서도 안정한 피혁이 제공된다. 특히, 스펙트럼 반사율이 높은 염료 및 안료를 본 발명의 제조 방법에 사용하는 경우 검정색

이면서도 반사력이 우수하여 장시간의 일광 노출에도 온도 상승을 감소시켜 사용자의 사용감과 안전성이 증진되고 피혁의

수축이 완화되어 염색의 안정성이 더욱 향상되고 피혁의 수명이 연장되는 피혁 제조 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의 피혁 제조 방법은 종래의 피혁 제조 공정에 기초를 두기 때

문에 새로운 시설 설비가 필요치 않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준비 공정, 탄닝 공정, 염색 공정 및 마무리 공정을 포함하는 피혁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알칼리 수용액에 침적시켜 pH 4.5~6.5로 중화된 웨트 블루 가죽에 웨트 블루 원료피 중량에 대하여 염료의 고형분 기준으

로 1 내지 5 중량%의 염료로 처리하여 1차 염색하는 단계;

상기 단계에서 1차 염색한 웨트 블루 가죽을 재유성(retanning)하는 단계의 마지막 공정에서 추가로 웨트 블루 원료피 중

량에 대하여 염료의 고형분 기준으로 1 내지 5 중량%의 염료로 처리하여 2차 염색하는 단계; 및

상기 재유성 공정 및 가지 공정을 거친 결과물을 염료 침투제로 처리한 후 추가로 웨트 블루 원료피 중량에 대하여 염료의

고형분 기준으로 1 내지 5 중량%의 염료로 처리하여 3차 염색하여 크러스트를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염료는 하

기와 같은 화학식을 갖는 흑색 염료중에서 일종 이상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혁의 제조 방법:

화학식 8

화학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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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10

화학식 11

화학식 12

화학식 13

상기 식에서, X 또는 X1은 서로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알칼리 금속이다.

청구항 2.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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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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