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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High 

Functional Stretch Yarns and Woven Fabrics to produce the 

high value added textile goods and to meet the consumer's 

needs. For the study 8 yarns and 10 fabrics were made with 

three develop machine and the thermal-stress properties of 

the sample were tested and analysed.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sample fabrics kept their stretch performance 

regardless of conventional process. EDY(elastic DTY) had 

higher stretch than that of DTY(drawn textured yarn). 

Especially Macel yarn had higher stretch than that of DTY 

compared with the same condition of yarn. With time course 

behavior the  elongation of DTY and EDY had stabled 

tendency without variation. The above results show that 

wearing sensation and comfort properties of fabrics are 

changed depending on the end-use. and thus, above results 

can be used to manufacture of fabrics for specific end-use 

with high comfort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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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목

  최근 생활수 의 향상과 더불어 의류제품

에 한 소비자의 요구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

는 상이다. 한  스포츠 의류산업의 활성화

와 기능성부여 기술의 발 추세는 우리 의류

산업분야의 기 가능성마  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선진국의 패션트 드 경향은 

경량성  신축성과 더불어 부드러움을 동시

에 발 하는 의복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특허기술에 의한 

이론  배경과 복합사가공기술이 축 된 신합

섬소재개발 메이커의 생산기술을 연계하여 생

산된 고신축성 직물을 상으로 세섬도용 고

신축성과 합섬사를 이용한 신소재를 생산하여 

고기능성 의류소재에 용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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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 1. Mechanism of In-Draw and Out-D  

         Stretch-Zone System

1.2.2. 가 연기 의 장 치 개 요  

Fig 2. Schematics of False Twist M/C 

 1.2 세 섬 도 고 신 축 성 개 발 사  작 업  개 요

 1.2.1 연신 사  개 발

 연신 가연 방법에는 인 드로(in-draw) 방식 

 아웃 드로(out-draw) 방식이 있다.  인 드로

는 동시 가연 이라고도 하며, 연신 존 내에 가

연장치가 있어서 연신  가연이 동시에 이루

어지는 것을 말한다. 아웃 드로 방식을 귀결 가

연(consequential texturing)이라고도 하며, 연신 

존 바깥에 가연 장치가 있어서 연신이 이루어

진 후에 가연이 이루어진다. 즉 이 방법은 종

의 방사-연신-가연의 3단계에서 2단계로  것

처럼 보이나 동일한 기계에 연신과 가연을 각

각 가지고 있으므로 기능은 단계별 기능을 모

두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축성의 발 이 우수한  인 

드로 방식을 채택하여 원사를 제조하 다. 개요

를 보면 그림 1과 같고 체 개요도는 그림 2

에 나타냈다.

제 2장  시 료   실 험 방 법   

 2.1 시 료

  2.1.1 원 사

   2.1.1.1 사

시생산조건(사속, 연신비, Twist비, Nip Belt 

각도, 온도, 장력비)을 변화시켜 제조한 Non- 

Torque 원사 , 기본 물성실험을 실시한 후, 

본 개발에 최 조건의 제품 6종과, 연신공정의 

Unbalance를 부여하여 제조한 Macel 원사등 

총 8종의 원사를 사용하 으며, 표 1에 사용된 

사의 특성을 나타냈다.

   2.1.1.2 경 사

DTY, ITY, Macel 등의 원사를 사용하 고, 

규격을 표 1에 제시하 다.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Samples

 2.1.2 제직   

   2.1.2.1. SIZ ING

Sizing은 THUTAKOMA(日) KS-J TYPE 

기계에서 chamber 온도 115℃, 115℃, 

cylinder 온도 90℃, 90℃, 90℃의 온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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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ing 속도 110yd/min의 속도로 작업하 으

며, 이때 부여된 장력은 creel 장력 0.03g/d, 

chamber내 장력 0.16g/d, 권취장력 0.15g/d의 

조건으로 하 다. 

작업완료 후 S.P.U(Sizing pick up)은  9 ～ 

10%로 하 다.

  2.1.2.2 제직

제직은 Dobby가 장착된 Water Jet Loom 

(日. NISSAN)에서 R.P.M 500으로 표 1에 나

타난 시료spec과 동일한 설계 조건으로 작업 

하 다.

2.1.3 염 색 가 공 공 정

   2.1.3.1 정 련 공 정 ( Rotary W asher)

원사  원단의 제조단계에서 부착된 유제, 

호제 등 오염물과 직물의 가공축을 부여하기 

하여 rotary washer(삼일기계제작)에서 12

0℃×30 min의 공정조건으로 처리하 다.

 

2.1.3.2 P re-set 공 정

정련  응력완화된 원단의 주름을 제거하

고 사폭을 열고정 시킬 목 으로 pre-set가

공을 실시하 는데 200℃에서 55yd/min으로 6 

chamber인 Sun super(일성기계)에서 작업하

다.

 2.1.3.3 염 색  공 정

염색은 래피드염색기(日. Onomori제작)에서 

각 color별 온도조건에 따라 염색하 다.

2.2 원 사 물 성 실 험

 2.2.1 열 응 력 ( T hermal Stress)

열응력 측정기(Kanebo社製의 KE-2)를 이용

하여 열응력 측정기를 승온범  30～270℃, 승

온속도 3℃/sec으로 설정하고, 길이를 50mm의 

타래를 이용하여 0.03g/d의 하 을 걸어 최

 열응력, 최  열응력 발 온도를 측정하

다. 시험 횟수는 각각 5회로 하 다.

2.2.2 Scouring Simulation

(주) 국내제조(삼일산업)의 염색기, 모델명 

SIDL-24에서 아래의 조건으로 시행하 다.

제 3 장  결 과   고 찰

열응력특성은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의 

변화인데, 체로 물질은 열을 받으면 물리  

성질의 변화와 형태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부분의 고분자 물질은 열을 받으면 그 길이

가 어들게 되는데, 이것은 열에 의해 구성분

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져 보다 random한 

conformation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

때 수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해하면 항력

이 발생할 것이고, 이 힘을 회복력(retractive 

force) 는 수축력(shrinkage force)이라고 한

다.

한편 열응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열응력(thermal stress)=(회복력 는 수축

력)/(섬유의 단면  는 섬도) 즉, 단 섬도에 

한 힘을 열응력이라 정의하며, 이는 일정길

이에 고정한 실을 가열했을 때 섬유축 방향에 

발생하는 힘이 된다.  섬유의 열응력은 각 온

도에 따라서 값이 변화하게 되는데, 온도와 열

응력과의 계를 나타낸 것이 열응력-온도곡

선(Thermal stress-Temperature curve)이다. 

합성섬유에 있어서 이 곡선의 형태는 주로 열

이력에 의하여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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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POY DTY 
75

DTY 
150

DTY 
300

EDY 
75

EDY 
150

EDY 
300

Macel 
300

 Max 94 212 205 204 239 232 251 243

Mean 92 208 201 200 237 230 248 238

 Min 90 205 197 198 234 228 247 235

Table. 2 Thermal-Stress of various high- 

stretch polyester yarns

(단 :℃)

Fig. 3. Thermal-Stress of various high- 

stretch polyester yarns

사와 직물의 수축특성은 수축률과 수축력이 

동시에 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사상태에서

의 열응력 시험은 미지의 섬유  제직, 염색

의 공정조건 등 여러 정보를 제공해 다. 본 

실험 데이터에서는 30 ~ 270oC에서 사의 용융

온도까지 약 3oC/sec 간격으로 승온시키면서 

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응력의 크기를 측정

하여 최  열응력 크기와 그때의 온도 즉 어

느 온도에서 최  열응력이 발생하는가를 측

정하 다.  그림 3을 보면  DTY보다 EDY의 

peak 의 온도가 약 35℃ 정도 높은 값을 보

이고 있다. 이것은, 가연 가공 시 1st heater의 

온도가 DTY보다 높게 설정된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 

한, 가연시 고온 열처리를 함에 따라 농염

과 이염이 쉬운 경향을 보이므로 levelling 온

도와 시간설정이 균염과 농염에 요한 항목

이라 고찰된다.

Table. 3 Thermal-Stress of various high- 

stretch polyester yarns at peak temperature

(단  : ℃)

구분 DTY  
 75

DTY  
 150

DTY  
 300

EDY  
 75

EDY  
  150

EDY  
 300

Max 245 247 243 241 232 236

Mean 243 243 240 240 229 232

Min 239 241 238 238 228 228

Fig. 4. Thermal-Stress of various high- 

stretch polyester yarns

그림 4는 정련 후 열응력 시험결과를 나타

낸 것으로 peak 의 온도가 EDY는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으나, DTY는 약 40℃ 정도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한 정련 에는 DTY

의 peak 이 EDY보다 낮았으나 정련 후에는 

이 수치가 역 됨을 보 다. 이는 사 제조 시 

EDY사에 비해 DTY에 가해진 온도와 장력이 

낮기 때문에 정련공정에서 가해지는 온도와 

beating의 향이 DTY에 보다 극 으로 작

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이러한 수치

는 EDY의 물성이 정련 후에 변화가 없이 

일정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물로 되었을 시 

EDY직물의 형태안정성이 양호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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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OY DTY 
75

DTY 
150

DTY 
300

EDY 
75

EDY 
150

EDY 
300

Macel 
300

Max 0.22 0.14 0.15 0.14 0.10 0.13 0.10 0.04

Mean 0.21 0.14 0.14 0.14 0.09 0.12 0.09 0.03

Min 0.20 0.13 0.12 0.13 0.08 0.11 0.08 0.02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maximum 

temperature and processing conditions

 (단  : ℃)

구  분 DTY EDY KEY

Unset 200 248 208

Sizing 212 213 204

Scouring 240 245 236

Setting 230 233 240

Fig. 5. Thermal-Stress of various high- 

stretch polyester yarns by changing 

processing condition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maximum 

temperature and processing conditions at 

peak temperature

  (단  : ℃)

그림 5는  DTY, EDY, KEY사 별로 공정

(sizing, scouring, setting)에서의 열처리 

simulation후 공정별 최  peak 의 온도 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열응력과 열수축률이 높은 값을 가질 때 고

신축사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물상태에

서도 이 특성을 유지하게 된다. 그림에서 보면 

EDY사의 최  peak치가 DTY사에 비해 모두 

높은 수치를 나타내 본 연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고신축성사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Fig. 6. Thermal-Stress of various high- 

stretch polyester yarns

그림 6은 DTY, EDY, Macel의 열응력 곡선 

최 응력 비교 시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

림에서 EDY(약 0.1g/d)가 DTY(0.14g/d) 보다 

약 0.04g/d 정도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 의미는 EDY가 DTY보다 열에 한 안

정화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

로 즉, 열에 한 칫수 안정화가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은  DTY, EDY, KEY 사별로 공정

(sizing, scouring, setting)에서의 열처리 

simulation후 공정별 최  peak 의 응력 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 DTY사에 비해 EDY

사의 각 공정별 응력변화가 건열에서는 유사

한 수치를 나타내나 습열에서는 15~30% 정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DTY사 제조

시의 공정조건에서 가연장력과 해연장력의 비

(K)가 큰 경우로서, 공정 시 필라멘트의 변형과 

인장을 많이 받음으로써 응력완화 수축인 습

열수축률 값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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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rmal-Stress of various high- 

stretch polyester yarns 

(단  : g/d)

구  분 DTY EDY KEY

Unset 0.14 0.09 0.01

Sizing 0.15 0.11 0.14

Scouring 0.07 0.06 0.07

Setting 0.05 0.05 0.06

Fig. 7. Thermal-Stress of various high- 

stretch polyester yarns by changing 

processing condition

제 4장  결   론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경량성 

 신축성과 더불어 부드러움을 동시에 발

하는 의복개발을 목표로 합섬 가연사를 개발, 

이를 의복에 용하여 분석하 다. 假撚機의 

가공인자인 섬유재료와 온도  장력과의 상

분석 등 기존의 연구결과를 기 로 미세한 

單絲크림 를 최 로 부여한 가공사  부분 

미해연과 동시에 교호로 배열시킨 원사

(MACEL)를 이용, 총 8종의 직물을 생산하

다. 이 시료를 이용하여 열응력 시험을 한 결

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일반 DTY사에 비해 고신축성을 나타냈고, 

특히 MACEL 원사는 동일 굵기의 DTY사에 

비교하여 50% 이상의 높은 신축특성을 보

다. 

2. 絲와 織物의 단면 측정결과 기존의 Reg.   

DTY Polyester사 제품에 비해 Crimp가 크게 

발 하여 벌키성이 우수하고 신축성이 우     

수함을 확인 하 다.

3. 열응력과 열수축률이 높은 값을 가질 때 

고 신축사의 특성을 나타내며 이는 직물로 되

었을 때에도 동일한 특성을 유지하 다.

4. 본 가연기로 생산한 제품의 범용성은 원사

의 생산범  다양성(원사별: Polyester 50~300D, 

NP, 기타 복합사 등)  직기의 종류(W.J.L, 

A.J.L, Rapier 등)면에서 매우 효과 일 것으로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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