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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니트 소재의 로프식 - 초음파 전처리 공정 기술개발

이창석, 최신애, 안상욱1

(주)이주, 1영진전문대학

1. 서   론

소비자의 기호에 따른 섬유제품은 고급스러운 감촉 및 착용감, 신축성 등 기능성 측면이 증대되어 의류 및 

인테리어용에 니트제품 및 극세사 직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니트제품은 조직이 복잡하며 정련 

중 장력에 의해 형태변화가 심해 제품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특수조직이나 단위중량이 낮으며 

스판 함량이 높은 니트의 경우 외력에 의한 손상 및 스판 정련이 큰 변수로 작용함으로 그에 따른 정련조건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섬유의 정련 시 신축성과 형태안정성 향상을 위해 스판덱스를 사용할 경우 스판덱스의 

탄성력이 감소하여 최종제품 품질저하가 빈번히 발생하고, 니트 제품 내의 방사유제, 올리고머 등 불순물 제거

가 용이하지 않아 장시간의 처리가 필요로 하는 등 아직까지 니트 제품에 대한 전처리 공정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니트 제품에 대한 처리공정을 기술력 확보 없이 진행하는 경우 

제품생산에 손실이 발생되기 쉬워 제품개발에 대한 기피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니트 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정련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기술개발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한 정련기술을 니트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 제품의 형태안정성 유지 

및 기계적 외력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존 래피드 염색기에 연결 가능한 초음파 설비를 개발하여 로프식 초음파 

전처리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니트 및 초극세사 제품 전처리 공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기존의 염색 및 정련에 사용되는 장치(래피드 염색기)에 초음파 장치 연결을 통해 니트제품의 형태안정성을 유지

하고 기계적 외력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 래피드 염색기의 성능을 향상 시키고자 하였으며, 그에 따른 초음파

를 이용한 정련기술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정련은 15.7kHz의 초음파를 발생시켜 NaOH 1.8g/l, H2O2 6.3g/l로 130도

에서 35분 처리하였으며, 초음파 처리에 따른 정련 및 염색시료의 평가는 SEM분석 및 견뢰도 테스트로 측정하였다. 

3. 결   과

3.1 초음파 정련기기 설치

액류염색기 내의 위치 및 초음파 진동자 수 등을 확인하여 샘플 염색기 사전 장착 및 테스트를 통한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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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조건 확인하고, 샘플 염색기 설치 데이터를 통한 래피드, 빔의 설치조건을 확립 하였다. 래피드, 빔 염색

기의 옆 몸통에 초음파발진기를 부착하여, 컨트롤판넬 염색기 장착하였으며, 최적 공진주파 확립 및 초음파 

정련기기 설치하였다.

3.2 최적 초음파 정련조건 확립

초음파 처리에 따른 정련, 염색 시간을 조정한 결과, 정련 및 염색 시간이 기존에 비해 단축되었으며(그림 X, 

그림 X), 가공약제 사용 조건(처리량)의 경우, 가성소다 및 과수 사용량이 10%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X).

           

      a) 공정 전 (PET)         b) 공정 후 (PET)               a) 공정 전 (T/C)       b) 공정 후 (T/C)

Fig. 1. PET  T/C의 음 공정 ㆍ후 비교.

3.3 초음파를 이용한 최적의 현장 정련공정 확립

정련 효과 확인을 위해 SEM 분석 결과 합성섬유에 대한 정련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동일한 염색조건에

서 초음파처리를 하면 심색효과가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T able 1. CCM 측정값  표면 분석 결과

Ill /Obs L* a* b* c* h 표면 분석

초음파 미접목

(폴리스판)

1 16.01 0.13 -2.47 2.47 273.13

2 15.77 -0.92 -2.96 3.10 252.80

3 15.91 0.52 -2.36 2.41 282.43

초음파 접목

(폴리스판)

1 14.66 0.30 -1.73 1.75 279.83

2 14.57 -0.34 -1.97 2.00 260.19

3 14.61 0.36 -1.64 1.68 282.54

조 건 Ill/Observer Conditions 1) D65 10 Deg  2) F11 10 Deg  3) A 10 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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