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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자동차 내장재의 카시트용 소재로서 인조피혁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조피혁은 폴리에스터 극세사
를 기본 소재로 하여 폴리우레탄이 함침되어 제조되는 것이 일
반적인데, 천연피혁의 질감을 가지면서도 극세사 특유의 부드
러운 표면특성이 가미되어 고급차종을 위주로 전개가 활발해지
고 있다1-5). 이 소재의 염색에는 폴리에스터용 분산염료의 사용
이 필수적인데, 염색과정 중에 분산염료는 폴리에스터 소재뿐
만 아니라 함침되어 있는 폴리우레탄 소재에도 일부 염착 또는 
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원리적으로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폴리우레탄에 염착 또는 오염되어 있는 분산염료는 
폴리에스터에 염착한 분산염료에 비해 탈착이 용이함으로써 사
용중 인조피혁의 견뢰도 특성을 불량하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
나로 현장에서는 인식되어 오고 있다6). 이런 관점에서 견뢰도 

특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폴리에스터에 염착된 
염료는 최대한 남기고 폴리우레탄에 염착 또는 오염된 염료만
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염색 후 환원세정 등의 공정을 통해 표면 염착된 염료를 제거
하는 공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폴리우레탄에 어느 
정도 염료가 염착 또는 오염되어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확인하
는 방법이 연구되어 있지 못해 폴리우레탄에 오염된 염료의 제
거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내장재의 카시트로 사용되고 
있는 폴리우레탄 함침 폴리에스터 극세사를 대상으로 분산염료
에 의한 염색 후 폴리우레탄 성분과 폴리에스터 소재에 염착된 
염료의 상대염착률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확립된 방법을 활용하여 환원세정 조건에 따른 
성분별 상대염착률을 측정하고 폴리우레탄 성분에 대한 염료오
염의 최소화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환원세정의 조건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환원조제의 농도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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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method of relative adsorption of disperse dyes on impregnated 
polyurethane resin and polyester fiber separately was investigated. The solvents for 
extracting the dyes from polyurethane resin and polyester fiber were determined by 
acetone and DMF, respectively. By extracting the dyed fibers with acetone at room 
temperature within 30 minutes, the dyes adsorbed only on the polyurethane resin could 
be extracted. And then by additional extracting the same fabrics with DMF at 95℃ 

for longer than 1 hour, the dyes adsorbed on polyester fabrics was extracted. This 
means that the dyes adsorbed on polyurethane and polyester could be extracted 
separately and that relative adsorption of the dyes on the both components could be 
analyzed quantitatively. Using this analysis method, the relative adsorption of a 
disperse dye was investigated after reduction clearing with variou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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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변화, 그리고 환원세정시간에 따라 조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환원세정의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분산제의 
첨가농도에 따른 상대염착률을 함께 조사하였다.  

2. 실  험

2.1 시료 및 시약

  카시트용 인조피혁 섬유소재는 ㈜정산인터내셔널에서 제공된 
것으로 두께 1.1~1.2mm, 중량 480±30g/m2 트리코트 폴리에
스터 스웨이드로서 표면에는 0.15denier의 극세사가 노출되어 
있으며 이면에는 75denier/36filaments 원사에 의한 트리코트 
조직으로 이루어진 구조이며 폴리우레탄이 약 30% 정도 함침
된 소재가 기본적으로 사용되었다. 필요시 폴리우레탄이 함침
되지 않은 소재도 사용되었으며 이 경우 폴리우레탄을 제외하
면 앞과 동일한 폴리에스터 스웨이드 소재이다. 순수한 폴리우
레탄 소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함침용 폴리우레탄을 두께 약 
2mm의 필름상으로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염색에 사용된 분산염료는 C. I. Disperse Blue 56을 분산제
가 함유된 상업용 분산염료 그대로 사용되었다. 용매로는 
iso-propanol, ethanol, acetone, N,N-dimethylformamide 
(DMF)가 사용되었으며, 환원세정용 조제로는 thiourea, sodium 
carbonate, 그리고 분산제로는 비이온계의 polyoxyethylene-
sorbitan monolaurate가 사용되었으며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은 순도 95% 이상의 고순도 등급이 사용되었다.    

2.2 염색

  본 연구에서 염색이 필요한 시료는 필름 형태의 순수 폴리우
레탄, 그리고 폴리우레탄 미함침 폴리에스터 스웨이드와 폴리
우레탄 함침 폴리에스터 스웨이드 등 세 가지 종류이다. 이들
은 C. I. Disperse Blue 56 10% owf를 사용하여 욕비 1:30의 
조건으로 130℃에서 1시간 동안 염색하였다. 승온은 70℃ 이후
부터 2℃/min으로 조절하였으며 130℃에서 1시간동안 염색이 
진행된 후 2℃/min으로 70℃까지 냉각된 후 수세하였다. 

2.3 염료용액의 흡광도 분석 및 섬유의 측색

  용매내에 용해된 염료의 흡광도 조사는 일반적인 UV-VIS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섬유상 시료의 
측색은 측색기(Konica-Minolta CM-360d, Japan)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겉보기 색상강도의 척도로 사용하는 K/S로 나타내었
다7-11). 파장범위는 360~740nm였으며 D65광원으로 10도 시야
로 측정되었다.  

2.4 조건별 환원세정 

  후세정에 따른 염료의 상대염착률을 조사하기 위해 조건별로 
환원세정을 실시하였다. 환원세정은 실제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적절히 범위를 조절하였다. 환원세정 공정에 
사용된 조제는 thiourea와 sodium carbonate였으며 분산제

로 polyoxyethylenesorbitan monolaurate가 사용되었다. 환
원제 및 분산제의 농도는 0~20g/L의 범위내에서 조절되었으며, 
온도는 40~80℃, 시간은 10~60분으로 다양하게 조절되었다.   

2.5 폴리에스터 섬유에 대한 폴리우레탄 성분의 상대
염착률 조사

  염색된 후 적절하게 세정된 폴리우레탄 함침 폴리에스터 스
웨이드 원단 0.02g을 acetone 50mL에 침지한 후 밀폐시켜 교
반하면서 약 25℃의 상온에서 30분간 염료를 추출한다. 이때 
폴리에스터 섬유의 내부에 염색된 염료는 사실상 거의 추출되
지 않고 폴리우레탄 수지층에 염색된 염료만 거의 완전히 추출
된다. 폴리에스터 섬유의 최외곽 표면층에 염착된 염료가 이 
단계에서 추출될 수 있으나 그 양은 폴리에스터 섬유 전체 염
착량의 약 2~3% 정도에 해당하므로 이 정도를 오차범위로 산
정할 필요가 있다. 
  Acetone에 의해 폴리우레탄 수지층의 염료가 완전히 추출된 
폴리에스터 섬유를 건조하여 잔류 아세톤을 제거한 다음 다시 
50mL의 DMF에 다시 침지하고 밀폐한 후 95℃에서 최소 1시
간 이상 추출하여 폴리에스터 섬유 내부에 염착된 염료를 완전히 
추출해 낸다. 추출용매를 실온으로 냉각한 후 각각의 acetone 
추출액과 DMF 추출액을 분광흡수스펙트럼을 사용하여 흡광도
를 측정함으로써 추출염료의 상대농도를 측정한다. 이때 두 용
매가 다르므로 염료의 solvatochromism에 의한 효과를 제거
하기 위해 acetone 추출액의 경우에는 acetone 추출액 2mL
와 순수 DMF 2mL를 혼합하여 측정하고, DMF 추출액의 경우
에는 DMF 추출액 2mL와 순수 acetone 2mL를 혼합하여 최
종 측정되는 용매의 조건이 acetone : DMF = 50 : 50의 조건
으로 동일하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DMF 추출액(폴리에스터 
섬유로부터 추출된 염료)의 농도와 acetone 추출액(폴리우레탄 
수지층으로부터 추출된 염료)의 농도를 직접 비교하여 상대염
착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상의 방법을 수식(1), 수식(2)으로 나
타내면 아래와 같다. 

   


×     

                                                       (1)

  


×     

                                                       (2)

  where,
  RDUPU(%) : Relative dye uptake on PU
  RDUPET(%) : Relative dye uptake on PET
  Aace : Absorbance of dye extracted in acetone
  ADMF : Absorbance of dye extracted in DMF after 
         extraction with ace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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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순수 폴리우레탄의 염료추출 최적용매 선정

  분산염료로 염색된 폴리우레탄 함침 폴리에스터 섬유에서 폴
리에스터 섬유 부분에 염착된 염료는 사실상 추출하지 않으면
서 순수한 폴리우레탄 수지에 염착된 분산염료를 완전히 추출
하는데 최적인 용매를 찾기 위해 iso-propanol, ethanol, 
acetone이 조사되었다. 이를 위해 함침용으로 사용되는 폴리우
레탄을 필름형태로 제작하고 이를 분산염료로 염색한 후, 염색
된 0.05g의 순수 폴리우레탄 필름을 10mL의 iso-propanol, 
ethanol, acetone에 각각 담그고 밀폐한 후 약 25℃의 상온에
서 30분간 교반추출하였다. 이들 세가지 용매들은 실험에 사용
된 폴리우레탄 필름을 상온에서 팽윤은 시키지만 사실상 용해
는 시키지 않는 것으로 예비실험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들 세가
지 용매로 분산염료가 추출되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본 실험의 목적은 폴리에스터 섬유 부분에 염착된 염료는 사
실상 추출하지 않으면서 폴리우레탄 수지에 염착된 분산염료를 
사실상 완전히 추출하는 용매를 찾는 것이므로 염료가 완전히 
추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DMF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조
사되었다. 순수 폴리우레탄 필름은 DMF내에서는 상온에서도 
완전용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염색된 폴리우레탄 필름을 DMF에 
완전용해시킴으로써 폴리우레탄 필름에 염착된 염료를 모두 
DMF로 용해시켜내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Iso-propanol, ethanol, acetone에 추출된 염료용액의 흡광
도를 측정한 후, 염색된 폴리우레탄 필름을 완전용해시킨 DMF
의 흡광도와 비교하여 세가지 용매내에서 염료의 추출정도를 
비교하였다. 
  Figure 1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폴리우레탄 필름으로부터 
염료추출특성이 가장 우수한 용매는 acetone이었으며, ethanol
과 iso-propanol의 경우에는 본 실험의 조건에서는 염료의 완

전한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Acetone의 경우 추출용액의 흡광도가 가장 높다는 사실만으
로 염료가 완전히 추출되었다고 보증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더
욱 명확히 하기 위해 DMF 용매에서의 추출도 같이 조사되었
다. 사실상 염색된 폴리우레탄 필름은 상온에서도 DMF에 완전
히 용해됨으로써 염료가 완전히 추출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준다. Figure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acetone에서 추출된 염료
의 흡광도가 DMF에 용해된 경우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acetone에서는 폴리우레탄 필름에 염색된 염료가 사실상 거의 
완전히 추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은 acetone은 폴리우레탄 성
분으로부터는 염료를 완전히 추출해야 하지만 폴리에스터 섬유
내부에 염착된 염료는 사실상 전혀 추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이다. 그래야만 폴리우레탄 성분에 염착된 염료의 염착률과 폴
리에스터 섬유부분에 염착된 염료의 염착률을 구분해서 측정하
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폴리우레탄이 함침되지 
않은 폴리에스터 스웨이드를 염색한 후 acetone으로 상온에서 
추출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Figure 2에 의하면 염색된 폴리우레탄 미함침 폴리에스터 
섬유의 파장별 색상강도(K/S)가 상온의 acetone으로 30분간 
추출이 진행된 후에도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거의 일
치하는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폴리에스터에 염착된 염료는 
상온의 acetone에서는 사실상 거의 추출이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추출 후에 미미한 수준의 색상강도 감소는 발생하
고 있지만 그 정도가 약 2~3%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정도의 
수치는 분석오차범위로 설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3.2 폴리에스터 섬유의 염료추출 최적용매 선정

  앞의 실험을 통해서 폴리에스터 섬유부분에 염착된 염료는 
추출하지 않으면서 폴리우레탄 성분에 염착된 염료만 상온에서 

Figure 1. Absorbance of the dye extracted in solvents from 

polyurethane films. 

Figure 2. Comparison of dyed polyester fabrics between 

before extraction and after extraction with acetone at room 

temperature for 30 minutes.



124     전희정, 박수현, 이준헌, 김태경

한국염색가공학회지 제 32권 제 3호

완전히 추출할 수 있는 용매로 acetone이 결정되었다. 추가로 
필요한 것은 폴리에스터 섬유에 염착된 염료를 완전히 추출해 
낼 수 있는 용매와 추출조건을 찾는 것인데 이는 이미 여러 선
행연구들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다12-15). 예를 들어 약 90~10
0℃ 정도의 온도에서 100% DMF를 사용하면 폴리에스터 섬유
에 염색된 분산염료가 거의 대부분 추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적인 실험을 
실시하였다. 폴리우레탄이 함침되어 있지 않은 폴리에스터 섬
유를 분산염료로 염색하고 이를 100% DMF로 95℃에서 1시간 
염료를 추출한 후 염료가 완전히 추출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Figure 3에 염색을 전혀 하지 않은 폴리에스터 섬유의 파장
별 색상강도와 염색후 DMF로 염료를 완전히 추출하고 수세건
조한 폴리에스터 섬유의 파장별 색상강도를 제시하였다. 처음
부터 염색하지 않은 폴리에스터 섬유의 색상강도는 당연히 가
시광선의 전 파장범위에서 색상강도가 0.03 수준을 보이며 흰
색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염색후 DMF로 염료가 추출제거된 폴
리에스터 섬유의 색상강도는 약 600~650nm의 범위에서 약간
의 색상강도를 보이고 있어 푸른색으로 염색되었던 흔적이 남
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 수치가 0.06~0.07 정도의 K/S값을 
보임으로써 사실상 섬유상에 염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으
로 간주해도 무방한 수준임일 확인할 수 있다.   

3.3 환원세정조건에 따른 폴리우레탄/폴리에스터 상
대염착률 분석 

  앞에서 선정한 acetone과 DMF를 사용하면 폴리우레탄이 함
침된 폴리에스터 섬유에 분산염료로 염색이 된 경우 폴리우레
탄 수지부분에 염착된 염료의 상대염착률과 폴리에스터 섬유부
분에 염착된 염료의 상대염착률을 구분해서 정량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요약하면, 먼저 상온에서 acetone으로 30분간 염료
를 추출하면 폴리에스터 섬유부분에 염착된 염료는 사실상 거
의 추출되지 않으면서 폴리우레탄 수지부분에 염착된 염료만 
거의 완전히 추출할 수 있다. 그런 후 같은 시료를 다시 95℃
의 DMF에서 1시간 이상 추출하면 나머지 폴리에스터 섬유부
분에 염착된 염료를 완전히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일한 
염색시료로부터 추출된 두 가지 용매 중 acetone에는 폴리우
레탄에 염착된 염료만 포함되어 있고, DMF에는 폴리에스터 섬
유에 염착된 염료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앞의 2.5에서 설
명한 방법으로 UV-VIS spectrophotometer에 의해 흡광도를 
분석하면 각 성분에 대한 상대염착률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a)  (b)

Figure 4. Absorbance of extracted dyes from polyester and polyurethane, respectively (a) and relative adsorption of the dye on each 

component (b), after reduction clearing at different concentration(0~20g/L) of reducing agents at 60℃ for 20min. 

Figure 3. Color strength of undyed white polyester fabric 

and DMF-extracted polyester fabric after dy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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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확립한 상대염착률 분석방법을 사용하
여 폴리우레탄 함침 폴리에스터 스웨이드 섬유에 대한 분산염
료의 각 성분별 상대염착률을 조사하였다. 
  환원세정에 사용된 조제는 섬유소재를 제공한 기업의 현장에
서 사용하고 있는 조제로서 thiourea와 sodium carbonate가 
사용되었는데 일반적인 sodium hydrosulfite와 sodium hydroxide
에 비하면 다소 약한 환원세정 조제이며16-20), 이러한 약한 환
원세정 조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해당 소재가 극세사 소재이므
로 강한 환원세정 조제를 사용하면 세정에 의해 염료가 많이 
빠져나가 색상이 과도하게 약해지기 때문이다. 환원세정 조건
은 환원조제 농도별(5, 10, 15, 20g/L), 시간별(10, 20, 30, 
40, 50, 60분), 온도별(40, 50, 60, 70, 80℃), 그리고 분산제 
농도별(0, 5, 10, 15, 20g/L)로 조절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온
도와 시간은 60℃와 20분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환원조제의 농
도에 따른 환원세정을 실시한 후 함침되어 있는 폴리우레탄 성
분과 폴리에스터 섬유부분에 염착된 염료를 추출하여 흡광도를 
측정한 것을 Figure 4 (a)에 나타내었다. 
  Figure 4 (a)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폴리에스터 섬유부분
(PET)에 염착된 염료의 양이 폴리우레탄 성분(PU)에 염착된 염
료의 양에 비해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각각의 성분
에 대한 상대염착률로 계산한 것을 Figure 4 (b)에 나타내었는
데, 폴리에스터 섬유부분에 염착된 염료의 비율이 약 83~84%
였고 함침되어 있는 폴리우레탄 수지층에 염착된 염료의 비율
이 약 16~17% 정도로 나타났다. 예상과 다른 점은 각 환원조
제의 농도에 따라서는 상대염착률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5g/L 정도의 환원제 농도에서 이미 최
적농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
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어서 환원제의 각 농도(5g/L)와 온도(60℃)는 고정한 상태
에서 환원세정 시간별 상대염착률을 조사하였다. 시간은 10분

에서 60분까지로 조정하였으며 이때 얻어진 상대염착률을 
Figure 5에 나타내었다. 
  조제농도별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환원세정 시간이 10분이
상 길어짐에 따른 성분별 상대염착률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10분 정도의 시간에 이미 환원세정이 모두 완료됨을 확
인하였으며, 환원세정 자체는 상당히 빠른 시간내에 완료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환원제의 각 농도(5g/L)와 시간(20분)은 고정한 상
태에서 환원세정 온도를 40~80℃로 변화시켜가며 상대염착률
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Figure 6에 나타내었다. 

Temp.(℃) PU(%) PET(%)

40 16.94 83.05

50 16.31 83.68

60 16.75 83.25

70 15.70 84.29

80 15.01 84.98

Figure 6. Relative adsorption of the dye on polyester and polyurethane, respectively, after reduction clearing with 5g/L of reducing 

agents at different temperature(40~80℃) for 20min. 

Figure 5. Relative adsorption of the dye on polyester and 

polyurethane, respectively, after reduction clearing with 5g/L of 

reducing agents at 60℃ for various time(10~2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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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농도와 시간별 결과에서는 조건의 변화에 따른 일관된 
상대염착률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환원세정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실험의 범위내에서 약 2% 정도의 상대염착률
의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처럼 온도의 증가에 따
라 상대염착률의 차이가 커지는 이유는 환원세정의 효과가 향
상됨에 따라 견뢰도가 낮은 폴리우레탄에 염착된 염료의 세정
효과가 더 우수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환원제의 각 농도(5g/L)와 시간(20분), 그리고 온
도(60℃)는 고정한 상태에서 분산제의 사용 및 농도에 따른 상
대염착률을 조사하였다. 분산제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분산제를 
사용하는 경우 분산제의 화학구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화학구
조가 명확히 알려진 비이온계 계면활성제를 분산제로 사용하였
다. 분산제의 농도는 0, 5, 10, 15, 20g/L의 조절하여 환원세
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7에 나타내었다. 
  Figure 7에 의하면 다른 환원세정 조건에 비해 분산제의 혼
용이 상대염착률의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
는데, 예를 들어 분산제를 사용하지 않고 환원세정조제만을 사
용한 경우, 함침되어 있는 폴리우레탄 수지층에 염착된 염료의 
비율이 16.75%였던 것이 분산제를 20g/L 혼용한 경우에 14.15%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산제의 상대적으로 큰 
효과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소수성의 섬유에 염착된 소수성의 분산염료는 염색후 물속으
로 다시 용해되어 나오기는 힘들지만 세정액속에 분산제가 포
함되어 있을 경우 소수성의 염료라고 하더라도 용해 또는 분산
되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이어서 환원세정 조제에 노출됨으
로써 분해가 일어난다. 이때 폴리에스터 섬유의 경우에는 내부
구조가 상대적으로 치밀하므로 염착된 염료의 탈착이 어려운데 
비해 내부구조가 상대적으로 아주 유연하고 덜 치밀할 뿐 아니
라 소수성도 약한 폴리우레탄 수지의 경우에는 여기에 염착 또
는 오염된 분산염료가 상대적으로 쉽게 탈착됨으로써 환원세정 
조제에 보다 많이 노출된다. 결과적으로 환원세정 효과는 폴리

에스터 섬유에 비해 폴리우레탄 수지부분에 더욱 강하게 작용
하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환원세정 조건 중 온
도효과와 분산제 효과가 폴리우레탄의 상대염착률, 즉 오염도
를 더욱 감소시킨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해 확립
한 상대염착률 분석법을 통해 함침되어 있는 폴리우레탄 수지
부분에 대한 염료의 오염도를 적은 오차범위내에서 수치로 얻
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법을 활용하면 폴리우레탄
이 함침되어 있는 폴리에스터 소재기반의 자동차 내장소재 등
에 있어서 다양한 염료의 조합과 염색조건, 그리고 환원세정 
등의 후 공정에 따라 폴리우레탄의 염료 오염도를 분석함으로
써 폴리우레탄에 대한 염료의 오염도를 낮추어 결과적으로 보
다 견뢰도가 향상된 자동차 내장재를 개발하는데 활용이 가능
하다는 점이다.   

4. 결  론

  자동차 내장용 카시트 소재로 널리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함
침 폴리에스터 스웨이드 소재를 분산염료로 염색한 경우 폴리
우레탄 수지부분에 일부 염착 또는 오염된 염료의 비율을 알아
내기 위해 폴리우레탄 수지와 폴리에스터 섬유의 상대염착률을 
분석하는 방법을 확립하였다. 폴리우레탄 수지부분에 염착 또
는 오염된 염료만을 추출하는 용매로서는 acetone이 선정되었
으며 폴리에스터 섬유부분에 염착된 염료를 추출하는 용매로는 
DMF가 결정되었다. 
  Acetone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30분 이내에서 폴리우레탄에 
염착된 염료를 미리 추출해내고 다시 95℃의 DMF로 추가 추
출함으로써 폴리에스터 섬유부분에 염착된 염료를 추출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두 성분에 염착된 염료를 분리추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확립된 방법으로 다양한 조건에서 환원세정된 

Conc.(g/L) PU(%) PET(%)

0 16.75 83.25

5 15.84 84.16

10 14.76 85.24

15 14.73 85.27

20 14.15 85.85

Figure 7. Relative adsorption of the dye on polyester and polyurethane, respectively, after reduction clearing at 60℃ for 20min with 

5g/L of reducing agents and additionally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dispersing agent(0~20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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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시료들의 상대염착률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본 실험에서 
사용한 환원제의 경우에는 온도의 증가와 분산제의 사용이 폴
리우레탄 수지부분에 대한 염료오염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일관
되게 얻어졌다. 다만, 환원세정효과의 증가는 폴리우레탄 부분
과 폴리에스터 부분의 색상차로 인해 제품의 외관상 품질을 저
하시킬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범위에서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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