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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내화성 및 내화학성이 우수한 현무암사의 표면에 회분식 방법에 의한 테프론 코팅 연구의 결
과를 토대로 연속식 코팅 공정 인자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무암사를 7,5 wt% 트리에톡시트리플루오로실란(TMTFPS)으로 연속적으로 전처리 한 후, 침투제로 
0.25 wt% bis(2-ethylhexyl)sulfo succinate (DOS-Na)가 함유된 20 wt% 테프론 수분산액으로 딥 코팅
한 후 2 m의 120 oC 건조 챔버에서 12 m/mim의 속도로 건조한 후 2 m의 380 oC 소성 챔버에서 40
초간 소성하여  최종 3.4 gf/D의 인장 강도와 2.3 gf/D의 루프강도를 가지는 테프론이 코팅된 고내열 
재봉사용 현무암사를 제조하였다.

  Abstract : On the basis of our previous research results concerning a batch Teflon coating  
process on the surface of basalt fiber which has superior fire-resistance and chemical resistance, we 
have tried to set up suitable operating conditions for continuous polytetrafluoroethylene(PTFE) 
coating process. The basalt fiber was continuously pre-treated with 7.5 wt%(6.5% of DPU) of 
triethoxytrifluoropropylsilane(TMTFPS) and then coated with 20 wt% of PTFE dispersions 
containing 0.25 wt% of penetrating agent sodium bis(2-ethylhexyl)sulfo succinate (DOS-Na) to get 
the highest tensile and loop strengths. After dipping process, the PTFE coated basalt fiber was 
dried under 2 m drying chamber at 120 oC with 12 m/min of winding speed and consequently 
sintered under 2 m sintering chamber at 380 oC for 40 s. Conclusively, PTFE coated basalt fiber 
whose tensile and loop strengths were to 3.4 gf/D and 2.3 gf/D, respectively, applicable to high 
temperature sewing thread could be continuously prepared with our pilot scale process under 
optimum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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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세기에 미싱이 발명되면서 산업용 재봉사는 
의복뿐 아니라 신발, 가방 등 봉제 산업체 전반
에 걸쳐 섬유제품에 실용적인 기능을 부여하고 
산업자재에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
다. 이러한 재봉사에 요구되는 일반적 특성은 산
업용 섬유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내마모성, 염색
성, 세탁성이 우수해야하며, 적절한 강도와 신도
가 일차적으로 요구되며, 이에 더하여 합연 및 
꼬임을 위한 강연성이 특히 요구된다. 
  기존의 일반 산업용 재봉사는 유기섬유계를 많
이 사용하였으나, 500oC가 넘는 고온에서의 활용
을 위하여는 최근에는 폴리벤즈아졸 섬유와 같은 
유기계도 알려져 있으나[1], 실리콘카바이드[2-8] 
및 타이타니아[9] 등 무기섬유의 활용이 필수적
이다.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복합재 주요 성
분으로 이용된 무기섬유 소재는 유리섬유가 주종
이었으며, 최근에는 기능성에 대한 강화된 제품 
사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석면에 대한 
대체 소재뿐 만이 아니라, 유리섬유보다 우수한 
단열성, 내열성, 흡음성, 불연성, 방화성, 원적외
선 방사성 등 기능성을 보유한 현무암사 시장 규
모는 일반 섬유보다 훨씬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현재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활
용을 위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무암사
는 현무암을 녹여서 매우 간단한 공정을 통하여 
만들어진다[10-13]. 이를 이용한 제품의 산업적 
용도는 배터리 분리막, 환경필터, 콘크리트 강화
섬유, 고강도 복합재, 방화재, 해양/수산용 복합
재, 건축용 방화벽, 내화성 천정소재, 고온 작업
복 및 장갑, 용접복, 장갑차의 방탄막, 탱크의 방
탄타일, 군사시설 구조재 등 매우 다양하다
[14-15].
  또한 본 연구의 코팅에 사용된 불소계 고분자
인 테프론은 자체로도 우수한 기계적 성질, 내후
성, 고온에서의 장시간 사용도 가능한 소재로 이
를 분산시킨 코팅액을 이용하여 무기섬유에 코팅
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키거나[16-17], 의학 분야
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속 와이어 표면에 코팅시
켜 생체 적합성을 조사한 논문도 발표된 바가 있
다[18].
  본 연구실에서도 현무암사의 표면을 테프론 분
산액으로 코팅하여 루프강도가 우수한 고온용 재

봉사로의 활용을 위한 회분식 코팅 조건 설정에 
관한 기초 결과를 국내외 학회에서 발표한 바가 
있다[19-20]. 
  본 연구에서는 공업화를 위한 연속식 방법에 
의하여 우수한 slip특성 및 향상된 굴곡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회분식 결과에서 얻은 자료를 기
초로 공정 최적 조건 설정을 위한 연구 및 최종 
연속 공정에 의하여 제조된 테프론 코팅 현무암
사의 인장 및 루프 강도와 열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실 험

2.1. 원사 및 시약

  현무암사는 한국의 (주)세코텍의 섬유를 40 
Tex, 3 Ply로 연사(Z=300 TPM, Z/S=0.85)한 
섬유를 사용하였으며 화학 조성은 Table 1에 나
타낸 바와 같다. 기본 현무암사의 용융온도는 
1450 ℃이고 Mohs 경도는 5~9, 내열특성은 
700~1000 ℃의 열에 견디며, 사용 가능온도는 –
265 ℃에서 700 ℃이다. 섬유의 꼬임수 측정 단
위로 TPM(Twists per meter)을 사용하였으며 이 
단위는 섬유의 단위 길이(1 m) 당 섬유의 꼬임수
를 의미한다. 
  전처리용 실란화합물은 Aldrich사의 tri- 
ethoxytrifluoropropylsilane (TMTFPS)이며, 침투
제(Penetrating agent)는 한농화성의 sodium 
bis(2-ethylhexyl)sulfo succinate (DOS-Na)이었
다. 최종 불소 처리용 수지는 DuPont Fluoro 
Technology사의 TE-3893 테프론 수분산액(60 
wt%)을 사용하였다.

2.2. 연속식 코팅 공정

  현무암사에 연속적 PTFE 처리를 위해 pilot 규
모의 열처리 장치를 이용하였다. Pilot 장치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건조 chamber와 소결 
chamber의 길이는 각각 2 m이며, 연속 코팅 조
건은 열풍의 풍량은 1.3 m3/min이고 섬유의 이
동속도는 12 m/min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얻은 
결과를 기존에 발표한 회분식 코팅 결과[20]와 
비교하여 최적 연속 코팅 조건 설정 시험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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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Schematic diagram of continuous 
          coating proccess.

Table 1. The Composition of Inorganic Element 
of Basalt Fiber

Element Weight % Atomic %
O 55.67 71.50
Na 1.86 1.67
Mg 1.82 1.54
Al 7.02 5.35
Si 18.38 13.45
K 1.10 0.58
Ca 4.68 2.40
Ti 0.35 0.15
Fe 9.12 3.36

Total 100 100

2.3. 분석 및 평가 방법

  원사 및 코팅 처리 후 섬유의 기계적 물성을 
평가하기 위해 절단 신율과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및 굴곡강도(Loop strength)를 Instron
사의 만능재료시험기(UTM, Model-3366)로 KS 
K0412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시편의 물림 간격
을 250 mm, 인장 속도를 300 mm/min으로 설
정하였다. 
  하연(Original twist) 및 상연(Secondary twist)
의 꼬임수를 측정하기 위해 Fig. 2와 같은 자체 
제작한 꼬임수 측정기를 사용하였으며 섬유 길이 
50 cm에 대한 꼬임수를 측정하여 환산하였다.

  Fig. 2. Twist measuring instrument.

  현무암사의 질량을 기준으로 코팅된 액량은 
DPU(Dipped pick-up)로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DPU(%) = {(Wt – Wo)/Wo} x 100

  여기서, Wt는 처리 후 무게이며, Wo는 원 섬
유의 무게이다.
  또한, 섬유의 표면을 분석하기 위하여 광학현
미경(DIMIS-D, Siwon Optical Tech.)을 사용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연속식 공정의 전처리제 농도 영향

  회분식 시험을 통해 선정된 최적의 전처리제인 
TMTFPS의 연속식 공정의 최적 농도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된 전처리 및 PTFE 코팅 조건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Conditions of the Pre-treating and 
PTFE Coating 

Pre-
treatment

 Treating solution TMTFPS

Conc. 5%

Dry temp. (℃) 120

Dry time (sec) 30

PTFE 
coating

Coating solution TE-3893

Conc. (%) 20

Dry temp.(℃) 120

Set temp.(℃) 380

  Fig. 3은 TMTFPS의 농도에 대한 최종 처리 
후 현무암사의 DPU를 나타낸 그래프로 
TMTFPS의 농도가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DPU
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기울기가 비교적 작아 
최종 DPU의 변화 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연속식 공정에서의 
DPU에 대한 인장 강도 및 굴곡 강도의 변화를 
회분식 시험 결과와 비교하면 최종 DPU가 6.5 
% 이상일 경우 인장 강도 는 크게 변하지 않으
나, 굴곡 강도는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즉 실란계 
전처리제는 축합 반응에 의해 섬유 표면에 불소
층을 형성하여 최종 테프론 코팅액과의 상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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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단일층 형성을 위한 
최소량의 전처리제만 필요하게 된다. 즉 6.5 %의 
DPU면 충분하게 현무암사 표면에 불소층을 도입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Fig. 3. The effect of concentration of TMTFPS 
as pre-treating material on final DPU.

Fig. 4. The effect of final DPU on tensile and 
loop strength between continuous and 
batch processes.

  전처리제 시험 결과를 종합하면 연속식 공정에
서 TMTFPS의 최적 농도는 7.5 wt% (DPU 
6.5%)였으며 이 조건에서 인장 강도 및 루프 강
도가 최대치를 나타내었다. 전처리액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pH는 약 3.0으로 고정하였다. 

3.2. 연속식 공정의 PTFE의 DPU 영향

  DPU 변화에 따른 인장 강도 및 루프 강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PTFE 분산액의 농도를 변
화시켜 DPU를 조절하였다. PTFE 분산액의 농도
를 10~60 wt% 범위 내에서 변화시켜 처리한 현
무암사의 DPU 값을 Fig. 5에 나타내었으며 회분
식 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동일한 처리 농도에 
대해 회분식으로 처리된 섬유의 DPU가 5~10% 
높았다. 연속식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DPU 

값이 나타나는 이유는 PTFE 분산액과의 짧은 접
촉시간, 섬유에 가해진 장력에 의한 액의 침투량 
감소, 기타 처리 공정상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Fig. 5. The variation of DPU values with 
concentration of PTFE dispersion 
between continuous and batch 
processes.

  연속식과 회분식 코팅 공정에 의한 인장 및 굴
곡 강도의 변화를 DPU에 대하여 도표로 나타낸 
결과,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장 및 루프 
강도의 경향성은 유사하였다. 

Fig. 6. The effect of DPU on tensile and loop 
strength between continuous and batch 
coating processes.

  이러한 결과는 전처리제를 사용하지 않고 
PTFE 단독 처리시 DPU가 인장 및 굴곡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회분식 시험 결과와 연속식 시험 결과의 호환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분식 시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속식 처리 
공정에서 최적의 DPU는 5~10 %이며 연속식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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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공정의 최적 PTFE 처리액 농도는 회분식 처
리에서의 최적 농도(약 15 wt%) 보다 높은 농도
인 약 25 wt%로 나타났다.

3.3. 연속식 공정의 침투제의 영향

  연속식 조건에서 DOS-Na의 적정 농도를 확
인하기 위해 pH 3으로 고정된 7.5 wt% 
TMTFPS 수용액을 전처리제로 사용하였으며 20 
wt% PTFE 분산액에 DOS-Na의 첨가량을 변화
시켜 그 영향을 확인하였다.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연속식 및 회분식 
코팅 시험 결과 두 경우 모두 침투제 증량에 따
라 DPU가 증가하나, 0.25 wt% 이상의 침투제를 
첨가한 경우 DPU의 증가는 그리 크지 않았으며, 
경향은 매우 유사하였다. 침투제는 화학적으로 계
면활성제에 해당하여 테프론 코팅액의 분산을 용
이하게 하는데 이 때 최적 마이셀 형성 농도는 
0.25 wt%면 충분하였다.

Fig. 7. The variation of final DPU values with 
DOS-Na between continuous and 
batch processes.

  연속식 코팅에서 DOS-Na의 농도 변화에 따
른 인장 강도 및 루프 강도의 변화를 보면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소량(0.25 wt%, DPU 7.5 
%) 첨가 시 인장 및 굴곡 강도가 상승하지만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오히려 침투제 증량에 따른 
강도 저하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회
분식 코팅 시험 결과와 동일하며, 그 원인은 침
투제인 계면활성제에 의한 접착력 저하에 기인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The effect of final DPU on tensile and 
loop strength between continuous and 
batch processes.

3.4. 연속식 공정의 건조 및 소성 온도

  연속식 처리에서 최적의 건조 온도 조건을 설
정하기 위해 20 wt% PTFE 분산액을 사용하여 
연속 코팅 처리된 섬유를 건조 온도만 60 ℃에서 
180 ℃로 변화시키면서 시험을 실시하였다. 건조 
온도가 80 ℃ 이하이거나 160 ℃ 이상인 경우에
는 처리 표면에 약간의 기포가 관찰되었으며, 건
조 온도가 이보다 낮은 경우 잔류 수분이 소성 
과정에서 증발되면서 섬유의 표면에 기포를 발생
되었으며, 반대로 건조 온도가 과도하게 높은 경
우에도 순간적인 수분 증발로 인해 섬유 표면의 
불균일해 졌다. 이러한 결과는 회분식 처리 시험 
결과와도 유사하다. 

Fig. 9. The effect of sintering temperature on 
tensile and loop strength of basalt 
fiber treated under continuous porcess.

  또한, 건조 온도를 120 ℃로 설정하고 소성 온
도를 200 ℃에서 400 ℃로 변화시킬 때 인장 강
도 및 굴곡 강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Fig.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회분식 시험 결과에서 입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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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소성 온도가 340℃보다 낮은 경우에는 
PTFE 입자의 용융이 충분하지 않아 표면이 불균
일하며 PTFE 처리에 의한 인장 강도 및 루프 강
도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PTFE 수지의 용융 온도가 약 337 ℃이므로 용
융온도 이상에서의 소결이 필수적이며 그 온도를 
기준으로 인장 강도 및 루프 강도가 증가됨을 확
인하였다. 소성 온도가 350 ℃ 이상인 경우 유사
한 물성을 나타내지만 충분한 용융을 위해 소성 
온도를 380 ℃로 설정하여 소성 시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소성 시간을 
10~120초 범위 내에서 시간 변화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10. The effect of sintering time on tensile 
and loop strength of basalt fiber 
treated with PTFE dispersion.

380℃×10 s 380℃×20 s

380℃×30 s 380℃×40 s

Fig. 11. The pictures of PTFE coated basalt 
fibers (50X).

  소성 시간이 30초 이하인 경우 소성시간이 부
족한 것을 판단되며 불완전하게 용융된 PTFE 입
자가 관찰되었으며 처리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그 
양이 감소되었다. 처리시간 증가에 따른 섬유 표

면의 변화는 Fig. 11과 같다. 40초 이상의 소성 
시간으로 처리한 경우 유사한 인장 강도 및 루프 
강도를 나타내었다. 처리시간이 증가에 따른 미세
한 강도 저하현상이 발생되는데 그 원인은 현무
암사 및 코팅된 PTFE 수지의 열적 노화에 의한 
현상으로 추정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사 및 합사된 현무암사(40 
Tex, 3 ply, Z=300 TPM, Z/S=0.85)의 표면을 
테프론 에멀젼으로 연속적인 코팅 공정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공정 인자를 도출하였다. 

1. 연속 코팅 공정의 최적 조건은 20 wt% PTFE 
분산액(TE-3893)으로 처리하는 경우 최적의 
DPU는 약 6.5%이며 이 값은 회분식 시험 결
과와 동일하며 이 때 PTFE 분산액의 농도는 
약 22%로 회분식 최적 농도(약 15%)보다 높
았다. 

2. 불소 코팅액의 침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DOS-Na를 첨가한 경우 연속식의 경우도 
0.25 wt%에서 가장 우수한 인장 강도와 굴곡 
강도를 나타내었다.

3. 건조 온도 및 소성 온도 변화 시험에서도 연
속식 및 회분식 시험 결과의 유사성이 확인되
었으며, 연속 코팅 후의 건조 온도는 120℃, 
소성 온도 및 시간은 380℃에서 40초가 가장 
적절하였다.

4. 불소 수지를 이용한 현무암사의 연속 코팅 공
정을 통하여, 최적 조건에서 인장 강도 3.4 
gf/D와 루프강도 2.3 gf/D의 섬유를 연속적으
로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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