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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융점 복합사를 이용한 열융착 직물의 제조(I) 
- 헤드타이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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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of Thermal Bonding Fabric by using- low-melting-point 

Bicomponent Filament Yarn - Head t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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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the hardness of polyester(PET) fabric by thermal bonding with low
melting component of bicomponent fiber and to describe the change of physical properties of thermal bonded PET fabrics.
The PET fabrics were prepared with regular PET fiber as warp and bicomponent fiber as weft. The bicomponent fiber
of sheath-core type were composed with a regular PET core and low melting PET sheath. The thermal bonding of PET
fabric was carried out in pin tenter from 120 to 195

o

C temperature range for 60 second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physical properties and melting behavior of PET fiber and the effect of the temperature of the pin tenter on the ther-
mal bonding, mechanical properties. Melting peak of warp showed the thermal behavior of general PET fiber. However,
melting peak of weft fiber(bicomponent fiber) showed the double melting peak. The thermal bonding of the PET fabric
formed at about temperature of lower melting peak. The optimum thermal bonding conditions for PET fabrics was applied
at 190~195

o

C for 60seconds by pin tenter. On the other hand, the tensile strength of the PET fabric decreased with an
increasing temperature of thermal b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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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헤드타이(Head tie) 및 다마스크용 직물지를 제조하는 경·

위사에 열융착 복합사를 혼합하여 경사, 위사 또는 금속사 사

이에 열융착 복합사를 배치하여 제직한 후 tentering 함으로써

합성수지 코팅이 필요 없는 헤드타이용 직물지 등에 활용이 가

능하다. 헤드타이는 스카프나 천으로 머리를 감싸 목뒤에서 묶

어 고정시키거나, 머리에 맞게 모자 모양으로 만든 원단을 의

미하고, 아프리카 여성 또는 남성들이 중요한 행사시에 그 행

사를 빛내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머리에 감아 사용하여 온

전통 의상용 소품이다(Head tie, 2008). 기존의 헤드타이는 천

연사와 합성사로 이루어진 경사와 금사, 은사와 같은 금속사로

이루어진 위사로 구성되고, 경사사이를 위사가 교차하여 무늬

를 형성시킨다(윤정현, 윤창한, 2003; 윤정현, 윤창한, 2002;

Nigeria-Textiles Marketing, 2005).

그러나 통상의 헤드타이용 직물지는 원단의 구성이 매우 얇

아 무늬가 선명하지 못하여 고급스럽지 못하며, 선염이 불가능

하여 제직 후 염색을 해야 한다. 또한 원단의 평활도가 매우

낮아 외관상 아름답지 못하고 터치감이 좋지 못하며, 제직 후

에 테두리부위의 금속사가 잉여되어 잘라내야 하는 번거로움과

자원 낭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 기존의 헤드타이용 직물지의 제

조공정 특징은 경·위는 화섬사를 사용하며, 자카아드 무늬 부

분에는 금속사를 사용, 화려한 금속무늬를 형성시키며 염색 후

코팅처리 원단에 경도를 부여하여 헤드타이 등의 제품에 활용

하고 있다. 이 코팅공정은 헤드타이용 직물지 제조에 있어 제

조원가의 상승은 물론 제품의 품질 등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헤드타이는 아프리카 지역 주민들, 특히 나이지리아 주민들

의 전통의상에 사용되는 직물의 일부로 한정되어 국내외적으로

연구 및 관련 기술은 주로 개인 혹은 소규모 융단업체에서 연

구개발한 것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특허 “헤어타이 및 그 제

조 방법”(윤정현, 윤창한, 2003)에서는 사용된 직물에 있어 경

사는 좌연 혹은 우연인 60~80denier의 나일론 필라멘트사, 위

사는 무연인 200~230denier의 나일론 필라멘트사를, 별위사로

는 섬유의 직경이 10~15미크론인 금속사를 무늬용으로 준비하

여 이들 무늬부분은 위사와 금속사를 2/2으로 제직하되 금속사

가 표출되도록 하고, 바탕조직은 무연의 나일론 필라멘트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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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1방식으로 제직함으로써 색상이 선명하고 입체감이 있

으며, 금속이 탈리되어도 제품에 큰 손상이 없는 장점이 있다.

대한민국특허 “고발색 고염색성의 헤드타이 및 다마스크”(이종

원, 2006)에서는 무기미립자인 이산화티탄 혹은 이산화규소 화

합물을 폴리에스테르 개질중합체의 섬유내부에 균일하게 분포

시킨 후 알칼리 용해처리하여 섬유표면에 미다공과 같은 요철

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섬유를 이용하여 제직된 직물지는 기

존의 직물지에 비하여 직물표면의 미세다공성에 의하여 고발색

및 고염색성의 직물지 제조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공정도 후

가공공정인 염색, 우레탄 코팅 등의 추가공정이 필요하며, 이들

공정에 의해 제품원가의 상승, 품질의 저하, 친환경 직물지 제

조 등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특허 “헤드타이 또는 다마스크 원단 및 그 제조 방

법”(동영상, 2007)에 관한기술도 기존의 헤드타이 제조기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술로 화섬사와 금속사를 제직하고,

화섬사와 화섬사를 제직하여 두개의 직물지를 제작한 후 이 2

종류의 직물지를 교차하여 무늬를 형성시킨 것으로 무늬가 선

명하고, 고급스러우며, 선염이 가능하여 제직 후 염색을 시행하

지 않아도 되며 원단의 평활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기술도 직물지를 형성시킨 후 제품으로 사용하기위해서는 우레

탄 코팅 등의 추가공정이 필요하여 이들 공정에 의해 제품원가

의 상승, 품질의 저하, 친환경 직물지제조 등에 문제점을 지니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헤드타이용 직물의 생산원가 및 품질

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코팅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열융착에 의

해 경도(hardness)를 부여할 수 있는 저융점 복합사로 구성된

복합교직물을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직물의 제 특성을 조사하였

다. 또한 복합교직물의 열융착 온도에 따른 열융착 특성, 치수

안정성 등을 조사하였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2.1. 원사, 복합사 및 교직물의 특성

연구에 사용된 일반 폴리에스테르(PET)원사와 sheath-core구

조(sheath : 저융점 폴리에스테르, core : 일반 폴리에스테르)의

복합사 필라멘트는 (주)효성으로부터 구매하였으며 무연이며 원

사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헤드타이용 직물지 제조는 Table

2와 같이 경사는 2합 150denier 일반 폴리에스테르사, 위사는 2

합 280denier 저융점 복합사로 평직으로 제직하여 사용하였다.

위사로 사용된 저융점 복합사의 굵기는 통상의 헤드타이 등에

서 요구되는 두께 약 0.25 mm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약

280denier의 복합사를 사용하였다.

2.2. 실험

2.1절에서 제직한 교직물의 열융착 특성을 조사하기위하여

tenter온도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및 195
o

C,

직물이동 속도 1m/min의 pin tenter에서 1분 동안 tentering을

하였다. 교직물에 사용된 필라멘트와 교직물의 치수안정성은 온

도 50, 60, 70, 80, 90 및 100
o

C의 열수에 1분간 침지, 침지전

후의 경·위사방향의 치수변화로부터 계산하였다.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열적 특성은 DSC(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TA 4000/Auto 2910)를 이용하여 승온속

도 10
o

C/min로 실온에서 300
o

C까지 분석하였다. 저융점 복합사

의 인장특성은 인장시험기(Textechno Fafegraph-M, Textechno

Co., Germany)를 사용하여 KS K 0520-1995에 따라 각 시료

당 5회 측정하여 평균하였다. 교직물의 인장특성은 만능재료시

험기(ZWICK-Z005, Zwick Roell Group, Germany)를 이용

ASTM D 5035에 준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시료 당 경사방향으

로 5회 측정하여 평균하였다. Tentering에 의한 직물표면의 열융

착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Model:S-4300. Japan)을 사용하여 15kV의

전압에서 50배 확대하여 각각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원사 및 복합사의 특성

3.1.1. 복합사의 굵기 및 특성

Fig. 1은 본 연구를 위하여 제직한 직물의 사진이다. 직물에

Table 1. 열융착 직물지 제조를 위한 저융점 폴리에스테르 복합사의 특성

저융점 복합사 필라멘트의 굵기 필라멘트수(fila.) 단사의 굵기 (denier) 복합사 성분비(%) (일반/저융점)

SDY 50 24 2.08 80/20

SDY 75 24 3.13 80/20

SDY 140 48 2.83 80/20

SDY 150 36 4.17 80/20

Table 2. 열융착 직물의 특성

직물

경사×위사
직물조직

필라멘트의 번수(denier) 직물밀도 (threads/cm)

경사 위사 경사 위사

일반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

저융점 복합사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평직 150/2 280/2 1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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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사는 regular type의 150 denier 일반 폴리에스테르 필라

멘트(75denier, 2합)를 사용하였으며, 위사는 core부분에 일반융

점의 폴리에스테르, sheath부분에 저융점 폴리에스테르가 구성

된 sheath-core type복합사를 사용하여 코팅없이 열처리

(tentering)에 의해 표면 열융착이 가능하도록 원사를 구성하였

다. Fig. 1의 오른쪽 그림은 위사로 사용된 sheath-core type의

저융점 복합사 단면 scheme을 나타낸 것이다. scheme에서 11

과 12는 각각 저융점 폴리에스테르와 일반 폴리에스테르를 나

타내고 있다.

본 연구 개발을 위해 (주)효성에서 생산하고 있는 sheath-

core type의 저융점 폴리에스테르 복합사(core : 일반 폴리에스

테르, sheath : 저융점 폴리에스테르) 4종에 대하여 헤드타이용

직물지 생산을 위한 필라멘트의 특성을 조사·검토하였다. 헤

드 타이용 직물생산을 위해 경사에 150denier(75 denier, 2합)

일반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므로 최종제품의 두께(약 0.25 mm)

및 섬유간의 열융착 특성 등을 고려하면 위사로 사용되는 저융

점 복합사의 경우 140denier 이상의 위사가 요구되었다. Table

1에서 알 수 있었듯이 효성으로부터 구매한 4종의 복합사 필라

멘트의 경우 전체 굵기(total denier)가 50, 75, 140 그리고

150denier였다. 이들 필라멘트로부터 본 연구의 헤드타이용 직

물지 제조를 위해서 50 및 70denier의 복합사를 사용할 경우

각각 적어도 3합사 혹은 2합사해야만 헤드타이용 직물 제조를

위한 위사로 사용 가능하므로 본 연구의 헤드타이 직물지 개발

을 위한 위사 사용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40 및 150denier의 경우 직물의 두께 조건을 만족하

기 위해서는 모두 전체 굵기를 만족하지만 150denier의 경우,

필라멘트수가 적고 그 결과 필라멘트를 구성하는 단사(mono

filament)의 섬도가 4.17denier로 증가하여 융착에 필요한 용융

접점의 수가 감소, 본 연구에서는 적합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

단된다. 140denier의 경우 필라멘트를 구성하는 단사의 수가

48개로 단사의 굵기가 약 2.83denier로 150denier의 단사 굵기

4.17denier보다 가늘고 필라멘트수가 많아 융융접점 증가에 기

인한 경도를 가진 직물지 제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과 Fig. 2는 각각 본 연구에 사용한 섬유의 제 특성

과 단면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의 헤드타이용 직물지

개발을 위해 구매한 4종의 저융점 폴리에스테르 복합사

50(SDY 50), 75(SDY 75), 140(SDY 140), 그리고 150(SDY

150)denier의 muliti filament의 실제 측정 굵기는 각각 50.5,

68.5, 135.8, 그리고 148.2denier로 제공받은 수치와 유사하였다.

필라멘트의 가닥수를 고려하면 이들 필라멘트의 단사 굵기는 각

각 2.1, 3.1, 2.8, 그리고 4.2denier이므로 표면의 용융에 의한 융

착 접촉면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사 굵기가 가는 SDY 50 >

SDY 140 > SDY 75 > SDY 150순으로 본 연구에 적합할 것

으로 판단된다. 강도 및 초기탄성율은 SDY 140 > SDY 75 >

SDY 50 > SDY 150순으로 높아 본 연구에서의 강도 및 경도

증가가 기대된다. 뿐 만 아니라 사용한 경사특성과 본 연구의 헤

드타이용 직물지에서 요구되어지는 두께 특성을 고려하면 위사

로 사용가능한 저융점 복합사의 최소 굵기는 140denier 이상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 개발을 위한 최적의 저융점 폴리에

스테르 복합사는 단사 굵기 2.8denier, 48 fila.의 total denier

가 140인 SDY 140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3.1.2. 일반 및 저융점 폴리에스테르 복합사의 열적특성

교직물의 경사는 일반 폴리에스테르사이고, 위사는 sheath-

core type의 저융점 복합사이다. 본 연구의 직물지 개발은 상기

복합사에서 sheath부분의 저융점, 즉 낮은 온도에서 용융하는

성질을 이용해 경위사 구성사간의 열융착을 통해 코팅이 불필

요한 열융착 직물을 제조하게 된다(정태기, 2007). 교직물의 제

Fig. 1. 헤드타이 제조를 위한 직물구성도 및 저융점 복합사 scheme

Table 3. 저융점 폴리에스테르 복합사의 인장 특성분석

저융점 복합사 필라멘트의 굵기
분석 의뢰한 결과(분석치)

굵기(denier) 강도(gf/d) 신도(%) 초기탄성율(gf/d)

SDY 50

(24 fila)

multi 50.5 4.27 34.5 78.68

mono 2.1 4.66 39.4 62.16

SDY 75

(24 fila)

multi 68.5 4.88 46.2 81.71

mono 3.1 4.73 45.8 63.04

SDY 140

(48 fila)

multi 135.8 4.89 42.9 80.27

mono 2.8 5.45 48.1 66.42

SDY 150

(36 fila)

multi 148.2 3.56 50.2 66.99

mono 4.2 3.85 56.5 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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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사용된 경사 및 위사의 구성사 간의 용융 융착특성을 조

사하기위하여 각 구성사의 DSC에 의한 용융거동을 조사하였

으며 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에서 알 수 있듯

이 경사로 사용된 일반폴리에스테르사의 경우, 일반 폴리에스

테르사의 열적 거동과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었으며, 온도 약

256
o

C에서 주 용융 피크를 나타내었다. 위사로 사용된 sheath-

core type의 저융점 복합사의 경우 약 250
o

C의 일반 폴리에스

테르가 가지는 주 용융피크 외에 190
o

C 부근에서 용융으로 판

단되는 피크가 하나 더 나타나고 있다. 250
o

C부근에서 나타나

는 용융피크는 sheath-core type의 저융점 복합사에 있어 약

80%를 점하고 있는 core의 일반폴리에스테르 성분에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되며, 190
o

C 부근에서 나타나는 용융 흡열피크는 복

합사에 있어 sheath 부분의 구성성분인 저융점 폴리에스테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온도 전후에서 tentering에 의한 용

융 융착이 기대된다.

3.1.3. 복합사의 열수 안정성

Fig. 4는 3.1.1의 복합사에 있어 끊는 물에서 복합사 종류에

따른 열수 수축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복합사 중 150denier(36

fila., 단사 4.17denier)의 경우 다소 높은 6%의 수축율을 나타

내었지만 50, 75denier는 물론 본 연구 개발에 주로 사용된

140denier의 경우는 수축율이 4%이하였다. 한편, 이들 복합사

도 제직되어 직물이 되면 경사와 위사의 교차점 등에 의하여

치수 변화는 줄어 들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본 연구의 헤드타

이 직물지 제조공정상 염색가공 및 세탁 등은 tentering에 의한

열융착 후에 행하므로 본 항에서의 복합사의 열수에 대한 치수

안정성은 최종 제품의 치수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직물 및 열처리된 직물의 치수안정성 등

은 각각 교직물의 치수안정성과 tentering한 후 염색조건에서의

tentering 온도에 따른 직물의 치수 안정성을 언급하는 것이 바

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교직물의 특성

3.2.1. 교직물의 열융착 온도

교직물이라 명명한 것은 헤드타이용 직물 제조에 있어 경사

는 일반 폴리에스테르사를 사용하고 위사는 tentering에 의해

열융착을 하기 위해 sheath-core type 저융점 복합사를 사용하

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헤드타이용 직물지 제조를 위한 공

정도는 Fig. 5와 같다.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직물지 제조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 적합한 경사 및 위사를 선정 준비하고, 준

비된 경사 및 위사를 이용하여 Table 2의 제직 조건에 의해 직

Fig. 2. 복합사의 단면사진

Fig. 3. 교직물에 사용된 경사 및 위사의 DSC에 의한 열분석

Fig. 4. 복합사의 열수 수축율(total filament)

Fig. 5. 헤드타이용 열융착 직물지 제조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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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제직한다. tentering에 의해 제직된 교직물의 열융착 특성

을 조사하여 tentering 조건이 결정되고 열융착된 직물의 제특

성 조사 및 염색가공에 의해 최종 제품이 완성된다.

헤드타이용 직물은 열융착에 의해 어느 정도의 경도

(hardness)를 가짐은 물론 다양한 색상으로의 염색이 요구된다.

따라서 tentering에 의해 열융착된 직물일지라도 염색공정 중에

염색조건 및 환경에 의해 직물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

고 3.1.2항의 DSC열분석에서 설명하였듯이 190
o

C 전·후에서

tentering을 하면 열융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과 통

상의 폴리에스테르 분산염료 염색조건에서의 열적 안정성을 고

려한 열융착 조건 검토가 선행 요구된다. 

Fig. 6은 각 tentering 온도조건에 따른 통상의 폴리에스테르

분산염료 염색조건인 130
o

C 포화수증기압에서 tentering 열융착

온도에 따른 교직물의 경사 및 위사 방향의 직물 수축율의 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경사와 위사 방향 모두 열융착 tentering

온도 증가와 함께 직물의 수축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약 190
o

C

에서는 수축율이 0.2%이하로 치수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약 190
o

C이상에서 위사로 사용된 저융점 복합

사의 열융착과 열고정에 의해 경위사간 접점증가와 치수안정화

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열융착을 위한 적정

tentering온도는 190~195
o

C로 판단되며 이것은 DSC열분석 결

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3.2.2. 교직물의 열수에 대한 치수안정성

교직물의 수축특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물의 온도에

따른 직물의 경위사 방향으로의 수축 특성을 Fig. 7에 나타내

었다. 경위사 방향 모두 50
o

C이하에서는 직물의 변형이 나타나

지 않았으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축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경사보다는 위사의 경우가 온도 상승과 함께 수축율이 많

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약 100
o

C(끊는 물)에서는 약

3%의 수축율을 나타내었다. 경사보다 위사가 열수에 대한 수

축율이 큰 것은 위사로 사용한 저융점 복합사의 sheath부분인

저융점 폴리에스테르성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2.3. 교직물의 tentering온도에 따른 인장강력 변화

Fig. 8은 헤드타이용 직물지의 tentering온도에 따른 강력

(strength)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8에서 알 수 있듯이

직물의 경사방향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강력 저하는 거의 없음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직물 구성에 있어 경사를 구성하는 필

라멘트로 일반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위사 방향의 경우 열처리 온도에 따른 강력의 변화

는 열처리 온도 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위사로 사용된 실이 sheath-core type 저융점 복합사

이므로 저융점 성분으로 구성된 sheath 부분의 열처리에 따른

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직물의 경사 및 위사

방향의 강력은 제품에서 요구되어지는 인장강력(25×16kg-f)의

2배 이상으로 헤드타이 제조를 위한 특성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Fig. 6. 교직물의 tentering온도에 따른 수축율

Fig. 7. 교직물의 열수 수축율

Fig. 8. 헤드타이용 직물의 tentering온도에 따른 강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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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교직물의 tentering온도에 따른 초기탄성률 변화

Fig. 9는 헤드타이용 직물지의 tentering온도에 따른 초기탄성

률(initial modulus)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경사로 사용된 일

반 폴리에스테르의 경우는 tentering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탄성률은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섬유형성시 연신에 의해 형성

된 배향 결정성 고분자들이 승온에 따라 배향성의 완화에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섬유공학회, 2001). 본 연구에서의 교

직물의 경도부여는 저융점 폴리에스테르 복합사가 사용된 위사

의 열융착에 기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사방향의 초기탄성률

은 tentering온도가 증가와 함께 초기탄성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위사로 사용된 저융점 복합사의 sheath부분인 저융점 성

분이 tentering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많이 용융되어 경위사간의

열융착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2.5. 교직물의 tentering온도에 따른 표면형상고찰

Fig. 10은 헤드타이용 직물지의 tentering온도에 따른 열융착

직물의 표면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열융착을 하지 않은 (a)직물

의 경우 경사 사이로 지나간 위사의 형상이 느슨하며, 경사도

위사의 인입에 의해 형성된 굴곡이 선명함을 알 수 있다.

tentering온도 190 및 195
o

C에서 pin tenter로 열융착시킨 직물

의 경우 위사의 열수축에 의한 긴장과 열융착에 의해 편평화

되었음은 물론 이것에 기인하여 경사의 굴곡도 거의 사라져 편

평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위사로 사용한 저융점 복

합사의 경우 190 내지 195
o

C에서 열융착이 일어남은 물론 pin

tenter의 핀에 의해 긴장 열처리함으로서 위사방향으로 긴장 열

수축이 일어남에 따라 위사의 장력증가와 열융착에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헤드타이용 직물의 생산원가 및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코팅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열융착에 의해 경도(hardness)를 부

여할 수 있는 저융점 복합사를 위사로 사용한 복합교직물을 제

조하였으며 복합 교직물에 사용된 필라멘트의 특성, 치수안정

성 및 열적특성, 제조된 교직물의 열융착 온도에 따른 열융착

거동 및 교직물의 특성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헤드타이용 직물지 제조를 위해 경사는 150denier(75denier,

2합사) 일반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를 사용하였으며, 열융착을 위

해 사용한 위사는 140denier(단사의 수가 48fila. 단사의 굵기 약

2.83denier) sheath-core type의 저융점 폴리에스테르 복합사(core :

일반 폴리에스테르, sheath : 저융점 폴리에스테르)가 적합하였다. 

2) 경사로 사용된 일반폴리에스테르사의 용융점 분석결과 약

256
o

C에서 주 용융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사로 사용된

sheath-core type의 저융점 복합사의 경우 약 250
o

C의 일반 폴

리에스테르가 가지는 용융피크 외에 190
o

C 부근에서 sheath 부

분의 용융으로 판단되는 용융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상기 1)항의 교직물에 있어 pin tenter에 의한 적정 용융

열융착 tentering온도는 약 190~195
o

C였으며 열융착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염색조건(130
o

C 포화수증기압)에서의 수축율은 감소

하여 적정 용융 열융착온도에서는 치수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4) 교직물의 열수에 수축율은 경위사 방향 모두 50
o

C 이하

에서는 직물의 변형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수축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사는 열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축율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위사는 열수의Fig. 9. 헤드타이용 직물의 tentering온도에 따른 초기탄성률변화

Fig. 10. 헤드타이용 직물의 tentering온도에 따른 전자현미경(SEM) 사진 ((a) : 무처리, (b) : 190
o

C, (c) 195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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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도 상승과 함께 수축율이 증가하여 약 100
o

C(끊는 물)에서

는 약 3%의 수축율을 나타내었다.

5) 직물의 경사방향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강력 저하는 거의

없었다. 반면 저융점 복합사를 위사로 사용한 위사 방향의 경

우 열처리 온도에 따른 강력의 변화는 열처리 온도 증가와 함

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6) 인장시험에서의 직물의 초기탄성율은 저융점 복합사가 사

용된 위사방향의 경우 tentering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위사의

열융착과 긴장에 의해 직물은 편평화를 나타내어 경도가 부여

된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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