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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처리(정련및표백) 공정은원단내에잔존하고있는불순

물을제거하고원단의백도를향상시켜 염색/가공을위해반

드시 필요한 공정이다.

특히, 면섬유의경우면화의특유의노란색상과면딱지제

거가필요한데, 일반적으로알칼리와과산화수소를이용하여

전처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단백질 섬유인 실크와 복합되는

경우알칼리는실크에상해를입힐수있어전처리조건의변

경이 필요하게 된다.

본연구에서는전처리방식, 전처리횟수에따라단백질섬

유인 실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원단 조직

에 따른 영향 유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본론
2.1 면/실크복합 원단의 준비

면/실크복합원단은니트소재로 4개의 조직으로 각각의

원단에서실크의함량은약 10% 내외로 [표1]에서보는것과

같이 준비하였다.

[표 1] 실험 원단 list
원단 조직 면 / 실크 함량

Single jersey 89.1 / 10.9

Double jersey 87.5 / 12.5

Rib 87.8 / 12.2

Pique 87.4 / 12.6

2.2 면/실크 복합 원단의 전처리

원단조직의형태에따른영향을보기위해전통적인전처

리 방식인 침염 전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준비된 4종의 각각

의 원단을 전처리를 상압 염색기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이

때, 처방은 [표2]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2] 침염 전처리 recipe
소다회 정련제 과수 과수안정제

20g/L 4g/L 20g/L 4g/L

전처리는 욕배 1:10, 처리온도는 90~95℃를 유지하며 90분

간 진행하였다.

90~95℃ 90min.

2℃/min.

40℃ 40℃

[그림 1]침염 전처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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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방식에 따른 영향을 보기 위해 대표적인 원단인

single jersey 원단을이용하여 CPB전처리를진행하였다. 이

때 처방은 [표3]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3] CPB 전처리 recipe
정련제 NaOH 과수

과수

안정제
침투제

20g/L 20g/L 50g/L 15g/L 2g/L

전처리액처리된 원단은 18시간동안상온에서숙성하였으

며, 연속수세기를 이용하여 수세를 진행하였다.

특히, single jersey 원단의 경우 추가적인 알칼리 가공에

의한 영향을 보기 위하여 각각의 전처리 원단에 액체암모니

아 가공을 진행하였다.

2.3 평가
전처리된 각각의원단은실크가알칼리에의해상해를입

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혼용율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표백

정도를확인하기위해백도를측정하였다. 또한, 정련후 흡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의 침투성을 확인하였다.

3. 결론
원단의 조직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침염 전처리된

원단 4종의 혼용율 분석결과 실크의 감소가 낮은 순서는

Single jersey > Double jersey > Pique ≧ Rib 조직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이 조밀하지 않은 원단이 알칼리에 접촉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상해를 받기 쉬운 것으로 판단된다.

백색도는 Rob > Pique > Double jersey > Single jersey

순으로실크감량율과반대로나타났는데, 이는알칼리및과

수에 의해실크가 상해를더 만이받은 만큼 면에 표백 효과

를 증대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됨다.

4종의 원단은 전처리 후 물을 바로 흡수하여 침투성은 모

두뛰어난 것으로나타나불순물제거는잘된 것으로확인되

었다.

원단의 처리 방식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처리된

Single jersey 원단의 혼용율 분석 결과 실크의 감소는 침염

전처리보다 CPB전처리가낮은결과를보였는데, CPB전처

리가 더 강한 알칼리 조건으로 처리되지만 상온에서 처리되

기 때문에 실크의 상해를 적게 준 것으로 판단됨다.

반면, 전처리후강한알칼리처리공정인액체암모니아처

리시실크의감소율은침염전처리한원단이 CPB 전처리한

원단보다 낮은 실크 감소율을 보이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백도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전처리 후 액체암모니

아 처리시 백도가 다소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현재 연구된 부분은 실크의 함량이 10%내외인 원단으로

실크의함량이증가함에따라그효과는다르게나타날것으

로판단된다. 향후연구를통하여실크의함량이면보다높은

경우 알칼리에 의한 상해 정도를 파악할 예정이며, 면/실크

원단에 적합한 전처리 공정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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