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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섬유산업은 그 제조 스트림이 높은 오염 부하와 에너지 다소비를 특징으로 하여 환경규제에 따라

기존 시장의 위축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섬유산업의 주요 스트림 중의 하나인 염색가공 공.
정은 섬유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심미한 색상과 사용 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부여하는 단계로 섬유

제조 공정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단계이나 고온의 물과 다양한 화공약품을 많이 사용

하고 그 처리온도가 비교적 높아 이상 대표적인 폐수 발생 공정이자 에너지 다소비 공정이다(100 ) .℃
섬유의 염색 방법 중 반연속방법인 염색은 반응성 염료와 알칼리의 혼합액으로CPB(Cold Pad Batch)
구성된 염액에 원단을 패딩한 후 상온에서 수 시간 배칭하고 수세 및 후처리하여 염색하는 방법으로

작업공정관리 설비관리가 간편하고 에너지소비량 절감 높은 생산성의 장점이 있다 염색법은, , . CPB
주로 직물에 적용되어 보편화 되었으며 작업공정 중 장력의 향을 많이 받는 니트 소재에 적용되,
는 사례는 드물다 직물류의 염색가공법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연구진행이 활발히 이루어지. CPB ･
고 있어 국내 대 정도의 관련 장비가 직물제품에 한정되어 가동되고 있는 반면 니트100 CPB , CPB
관련 염색 가공 업체는 곳에 불과한 실정이나 니트류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니트1
소재에 대한 염색 적용은 시의적절한 필수요소라고 판단된다CPB .
니트 소재에 대한 염색가공 적용 시 나타나는 문제점은 작업원단의 변부 말림현상 발생 전폭CPB ,

상태에서의 색상차이인 현상 원단의 첫도입부분과 끝부분의 색상차이인 현상이며 반복되listing , tailing ,
는 작업 시 염색재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염색 시 장치의 방식 즉 와 에 따른 염색 시CPB CPB Head Padding , trough Nip type

알칼리와 염료 투입에 따른 염색 재현성 알칼리 안정성 을 비교해 보았으며 이에(Build up, Ending, ) ,
따른 염색제품의 물성 및 견뢰도를 확인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식을 선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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