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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Flocking 공정은 aspect ratio가 큰 단섬유를 플라스틱 등의 기판에 접착시키는 기술이다. 이 연구에서

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자동차의 콘솔박스 상에 접착제를 코팅하고 이후에 전기장을 가하여 섬유를 기

판 상에 수직으로 접착시킬 경우 섬유조직의 발달과 불량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품질 개선을 도

모하고자 한다.

1. 서론

1.1 플로킹 기술의 정의와 응용
플로킹은 플라스틱 사출품에 전기장에 의하여 인조 섬유를

다량으로 심어 마치 표면에 융단 모양으로 코팅한 촉감을 갖

도록하는공정기술 [1-3] 을 말하며자동차내장부품인콘솔

박스의 내부는 대부분 플로킹 기술에 의해제작되고 있다. 주

로습기의흡착, 기계적소음감소, 소음실내벽재, 감촉이중요

한 핸들이나 공구의 표면 개질, 단열재, 흡착재, 마찰 방지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플로킹 공정의 핵심기

술은 플라스틱 기판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섬유에 전기

장을 인가하여 기판에 도달 하도록 유도하는 기술이

다. [4-7] 그러나, 플로킹된 제품의 섬유부착과정이나

형성 등에관한 이해가 부족하여 고부가가치의 제품 생

산에 어려움이 있어 이 연구에서는 플로킹된 부품을

sampling하여 섬유들의 배향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점

을 찾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자동차의 콘솔박스로 사용되고 있는 부품을 sampling

하여 그림1과 같이 나타냈다.

flocking 전 flocking 후

[그림 1] flocking 전 과 후 자동차 콘솔박스 부품  

2.2 연구방법
플로킹 공정을 조사하여 공정상에서 기술적인 문제점을 문

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제품(콘솔박스)의 표면을

관찰하기 위해 제품을 절단하여 표면 및 단면 시료를 준비하

였다. 관찰은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3. 연구결과

3.1 플로킹 공정도
제조 공정은 그림2와 같다. 먼저 플라스틱 콘솔박스를 물과

에탄올로세척한다. 다음으로 primer와 binder를 도포한다. 이

들 접착제는 스프레이 타입이다. 다음으로 식모를 실시한다.

식모는 2가지 공정으로 실시된다. 에어스프레이 방식과 정전

기 방식이다. 전자는 노즐과 호퍼를 통해 공기압으로 분출시

키는방식이고, 후자는 플라스틱 하단및 후면에전기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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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인조섬유를분출시키는방법으로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전기장 때문에 aspect ratio가 큰 인조 단섬유들은 방향성을

갖게 된다. 식모공정 후에 건조과정에서 섬유들과 접착제가

curing되면 섬유들은플라스틱기판에고착된다. 식모 과정에

서접착제상부에쌓인섬유를제거하는제모공정이이어진다.

이렇게제모된제품은건조실에서숙성과정을통해완전한제

품으로 완성된다.

[그림 2] flocking 공정도

3.2 섬유의 접착 및 조직 발달
그림3은 플라스틱 기판에접착제를 도포한후 에어스프레이

방식으로 제조한 시료의 표면 및 기판을 관찰한 사진이다. 섬

유들은 기판에 대해 경사를 이루고 있었으며, 기판 접착제가

다층으로분사되면서겹쳐진부분이나타났다. 이렇게두꺼운

부분에섬유끝부분이 dipping되면서 섬유모근위로과도하

게피복된형상을나타냈다. 그림4는이러한시료의단면을관

찰한 사진이다. 대부분의 섬유들이 기판에 대하여 경사진 형

태로배향되어 있었다. 접착제 두께도제어가되지 못하고 있

었다. 그림 5는정전기방식으로 flocking된 시료의섬유의표

면 및 단면조직을 나타낸다.

표면 조직 기판 접착제

확대된 섬유조직

[그림 3] 에어스프레이 방식으로 flocking된 시료의 섬유조직

[그림 4] 에어스프레이 방식으로 flocking된 시료의 단면조직

표면 조직

단면조직

[그림 5] 정전기 방식으로 flocking된 시료의 섬유조직

에어스프레이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게 섬유들이 주로 기판

에 수직하게 발달하였다. 섬유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전

기방식이유리함을알수있다. 이러한이유를다음의그림6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정전기력에 의해 기판에 수직방향으로

정렬된 섬유들이 기판과 수직하게 충돌한다. 이 과정에서 일

부의섬유들은기판과수평방향으로기울어질수있으나에어

스프레이 방식에 비해 배향성이 우수하다. 즉섬유 간에 공간

적여유가있어섬유들을조밀하게기판에식모를할수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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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표면감촉이우수하고치밀한구조의 flocking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전기 방식이 필수적이고, 접착제 등의

두께를 균일화해야 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그림 6] flocking된 시료의 섬유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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