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지와 레이온 복합사 편성물의 물성

김수미·송화순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The Physical Properties of Knitted Fabric with Hanji/Rayon

Su Mi Kim · Wha Soon Song
†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접수일(2012년 7월 19일), 수정일(2013년 1월 23일), 게재확정일(2013년 1월 24일)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basic knitted fabric data on the use of ply yarn with rayon yarn and eco-friendly/

high-valued Hanji yarn. Physical properties (gauge, thickness, burst strength, air permeability, stiffness, Qmax,

dimensional stability and surface image) of Hanji 100%, rayon 100% and Hanji/rayon 50:50 knitted fabrics

are investiga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Course direction of gauge decrease in the following order: rayon

100% > Hanji/rayon 50/50 > Hanji 100%. In addition wale direction of gauge decrease in the following or-

der: Hanji 100% > Hanji/rayon 50/50 > rayon 50/50. Thickness and air permeability decrease in the follow-

ing order: Hanji 100% > Hanji/rayon 50/50 > rayon 100%. Burst strength decrease in the following order:

rayon 100% > Hanji 100% > Hanji/rayon 50/50. Stiffness and Qmax decrease in the following order: rayon

100% > Hanji/rayon 50/50 > Hanji 100%. Laundry for dimensional stability is knitted fabric with Hanji/ray-

on 50/50 than rayon 100% and Hanji 100% improved using neutral detergent and stable at 20
o
C. From sur-

face image observation, the cracks of Hanji 100% and fibrils of rayon 100% decrease when using knitted

fabric with Hanji/rayon 50/50.

Key words: Rayon, Hanji, Knitted fabric, Qmax, Dimensional stability; 레이온, 한지, 편성물, 접촉냉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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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편성물 의류 소비시장은 스포츠 레저문화의 영

향으로 급속히 증대되어 2000년도부터 10여 년간 매년

7.9%씩 성장하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편성물의 수요

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편성물은 기능성과 실용성

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용되는 편사의 소재 및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

다. 그 중 독특한 질감 및 감성을 지닌 세 번수의 한지

사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친환경 섬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한지사는 한지를 일정한 폭으로 잘라 꼬임을 주어 만

든 실로 일반적으로 5수 미만의 태번수 지사로 제조되

어 지승공예 등 예술작품 소재로서 사용되어 왔다. 그

러나 최근 굵기를 메리야스 편성사 수준인 25~40수의

세 번수 한지사 제조가 가능해지면서 섬유패션분야에

서 한지사를 포함한 지사에 대한 연구(Park et al., 2005;

Park & Jeon, 2008, 2009)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

지사는 단섬유를 원료로 하지만 필라멘트사로 분류되

며, 모우가 적어 쾌적한 촉감을 유지할 수 있는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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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로 항균성, 소취성, 흡수성, 흡습성, 통기성 및 제습

성이 탁월하고 가벼워 하절기 패션소재로 매우 적합한

소재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기능성에도 불구하고 한지

사는 일반적으로 고강성이며 저 신도 때문에 편직 효율

이 크게 떨어지며, 한지사 단사로 편직된 편성물은 외

관이 불량하여 제품으로써의 가치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

다. 이러한 현상은 세 번수일수록 현저히 나타나기 때문

에 다른 실과의 합연사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타 섬

유와의 합연이 한지사의 단점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생각되어 한지사와 타 섬유와의 합사부분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지를 이용한 편성물에 대한 선행연구는 한지 테이

프사와 필라멘트사를 이용한 합연사 및 편성물의 특성

변화(Park, 2009)에서 은나노 폴리에스터사와 은나노 나

일론사를 한지 테이프사와 합연하여 편성물의 편성효

율과 인장특성 및 외관을 비교한 결과, 한지 테이프사

와 은나노 나일론사로 구성된 합연사가 보다 높은 편성

효율을 나타내었으며, 인장특성과 외관에서도 한지테

이프사와 은나노 나일론사로 구성된 합연사가 우수함

을 확인하였다. 한지사와 필라멘트사의 합연사로 제조

된 편성물의 물성평가(Park, 2010)에서 한지사를 은나

노 폴리에스터사와 은나노 나일론사로 각각 합연하고

편성 시 면사와 교편하여 외관평가, 염색견뢰도, 수축률,

소취율 등을 평가한 결과, 외관상태는 모든 편성물에서

우수하였고, 일광견뢰도를 제외한 염색견뢰도는 우수

하게 나타났으며, 2% 이내의 수축률과 96% 이상의 소

취율을 나타내어 한지와 필라멘트의 합연사를 언더웨어

나 스포츠 웨어 용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꼬임수에 따른 한지 테이프사와 필라멘트 합연사

의 물성과 편성물의 특성평가(Park, 2012)에서는 한지

테이프사와 은나노 폴리에스터사, 은나노 나일론사를

각각 합연 시, 꼬임수에 따른 인장특성과 표면구조, 합

연사의 균제도 지수와 결점수 및 잔털지수를 평가하였

다. 그러나 이미 보고된 바와 같이 한지사를 이용한 편

성물의 합사에 대한 연구는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필라

멘트사가 대부분으로, 활용가능성이 있는 한지사와 기

타 섬유와의 합연 및 합사에 대한 연구자료가 전무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지사와 함께 사용할 소재로 레

이온사를 선택하였다. 레이온은 촉감이 차고 부드러워

하절기 패션소재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하절기

편성물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이다. 그러나

물세탁 시 강도저하와 함께 수축과 같은 치수변형이 동

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합성섬유와 합

사 또는 혼방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으나, 폴

리에스터, 나일론 및 아크릴과 같은 합성섬유는 착용 또

는 세탁 중 마찰에 의해 편성물 표면에 필링이 발생되

어 외관이 나빠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

는 하절기 편성물 소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레

이온 소재에 한지사를 합사하면 쾌적한 촉감과 한지사

의 기능성인 항균성, 소취성, 흡수성, 흡습성, 통기성 및

제습성이 부여되며, 가벼워 하절기 편성물 편사소재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레이온사와 한지사의

혼합비율에 따라서도 편성물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

므로 우선 본 연구에서는 레이온사와 한지사의 혼합비

율을 50:50으로 하여 그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며, 혼합

비율변화에 따른 편성물의 특성변화는 지속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레이온사와 한지사를 이용하여 각각의 편성물을

제조함과 동시에 레이온사와 한지사를 50:50으로 합사

하여 편성물을 제조한 후, 제조된 3종 편성물의 물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친환경, 고부가가치 한

지사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한지100%, 레이온 100%, 한지/레이온 50/

50의 편성물에 대해 각각 밀도, 두께, 파열강도, 공기투

과도, 강연성, 접촉냉온감, 치수안정성 및 표면형태를 측

정하여 한지/레이온 복합사의 편성물 소재로의 활용가

능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II. 실 험

1. 편성물 제조

편성물 제조는 한지 100%, 레이온 100%의 경우 각각

의 편사를 12합사하여 사용하였으며, 한지/레이온 50/

50의 경우는 한지 6합사, 레이온 6합사를 혼합하여 총

12합사를 사용하였다. 합사된 3종류의 편사는 수편기인

6.5G의 Silver SK-280 Knitting M/C(Silver Seiko Ltd.,

Japan)을 이용하여 stitch dial No.를 5로 고정하여 평편

으로 편직하였다. 사용한 편사의 특성은 <Table 1>과

Table 1. Yarn characteristics (a piece of thread)

Fiber (%) Yarn count Yarn Weight (g/m)

Hanji 100 30'S 0.022

Rayon 100 30'S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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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2. 물성측정

1) 밀도 및 두께

밀도는 KS K 0512에 준하여 5cm 내 코스 수와 웨일 수

를 5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두께는 KS K 0506

에 준하여 0.01mm까지 식별이 가능한 두께 측정기(Mi-

tutoyo, Japan)로 5회 측정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2) 파열강도

파열강도는 KS K 0351에 준하여 파열강도 시험기

(Sungshin Testing M.C. Co., Korea)를 사용하여 5회 측

정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3) 공기투과도

공기투과도는 단위시간에 단위면적을 통과하는 공기

량으로, KS K ISO 9237에 준해 공기투과도 시험기(Su-

ngshin Testing M.C. Co., Korea)를 사용하여 5회 측정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4) 강연도

강연도는 KS K 0538에 준하여 하트루프 시험기(Aisa

Testing M.C. Co., Korea)를 사용하여 코스와 웨일에 대

하여 표면과 이면을 각 5회 측정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5) 접촉냉온감

접촉냉온감(Qmax)은 KES-F7-II(Thermo Labo Tester,

Kato Tech Co., Ltd, Japan)을 사용하여 피부에 닿는 편

성물의 이면을 각 5회 측정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본

실험은 외기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
o
C, 65%

R.H.로 유지된 항온항습실에서 측정하였다.

6) 치수안정성

치수안정성은 KS K ISO 3759에 준하여 알칼리세제

와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각각의 편성물을 온도 20
o
C,

40
o
C로 세탁 후, 치수변화율을 측정하였다.

7) 표면형태

표면형태는 세탁에 따른 치수변화에 의한 형태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영상현미경(Xi-CAM, Bestecvision Co.,

Ltd, Korea)을 사용하여 300배율에서 표면형태를 관찰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밀도

<Fig. 1>은 한지 100%, 레이온 100%, 한지/레이온 50/

50 편성물의 웨일 방향과 코스 방향의 밀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웨일 방향 밀도는 레이

온 100%, 한지/레이온 50/50, 한지 100% 순으로 증가하

였으며, 코스 방향의 밀도는 3종류의 편사 모두 비슷하

게 나타났다. 이는 코가 형성됨에 있어 한지 100%가 레

이온 100%보다 강직하고 신도가 낮기 때문에 편침이 코

를 잡아끌어 올려 만든 새로운 코의 길이가 작아졌기 때

문에 웨일 방향으로 밀도가 증가한 것이다. 코스 방향

의 밀도는 웨일 방향보다 코스 방향으로 신축성이 큰 위

편성물의 특성으로 한지 100%, 레이온 100%, 한지/레이

온 50/50 모두 코를 형성함에 있어 필요한 편환의 길이

와 코의 너비가 비슷하게 형성되며, 또한 한지사와 레이

온사 모두 같은 굵기의 30'S를 사용했으므로 밀도의 변

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2. 두께

<Fig. 2>는 한지 100%, 레이온 100%, 한지/레이온 50/

50 편성물의 두께를 측정한 결과로, 두께는 레이온 100%,

한지/레이온 50/50, 한지 100% 순으로 증가하여 한지

100%가 레이온 100%에 배해 약 2배 정도 두꺼웠다. 이

Fig. 1. Knitted fabric gauge with Hanji 100%, Rayon

100% and Hanji/Rayon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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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지사의 경우 강직하고 신도가 낮기 때문에 밀도 변

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밀도가 증가하면서 두껍게 편

성되기 때문이다. 또 한지/레이온 50/50의 경우 레이온

100%보다 유연함이 다소 감소되나 두께가 두꺼워지므

로 편성물 의류 제작 시 형태를 유지하는데 유리할 것

으로 판단된다.

3. 파열강도

<Fig. 3>은 한지 100%, 레이온 100%, 한지/레이온 50/

50 편성물의 파열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레이온 100%, 한지 100%, 한지/레이

온 50/50 순으로 감소하였다. 레이온 100%의 파열강도

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레이온사가 저 신도의 강직

한 한지사보다 신도가 큰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한지 100%의 경우는 한지/레이온 50/50에 비

해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한지사가 레이온사에 비

해 저 신도이나 한지사 제조 시 가늘고 강직하게 만들

기 위해 꼬임을 주었기 때문에 파열강도가 증가한 것으

로 생각된다. 또 한지/레이온 50/50의 경우는 파열 시 가

해지는 압력에 일차적으로 저 신도의 한지사가 파열되

며 한지사에 비해 신도가 큰 레이온사의 파열이 이차적

으로 일어나며, 합사된 실의 가닥수가 한지 6합, 레이온

6합으로 각각의 한지 100%(12합)와 레이온 100%(12합)

보다 한지사와 레이온사의 가닥수가 적어 가장 낮은 파

열강도 값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지/레

이온 50/50의 파열강도의 평균값은 8.34kgf/cm
2
로 울과

아크릴 혼방소재의 파열강도(Yea & Song, 2011)와 비교

시 유사한 값으로 의류 상품화로 전개하는데 문제는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공기투과도

<Fig. 4>는 한지 100%, 레이온 100%, 한지/레이온 50/

50 편성물의 공기투과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Fig. 4>

Fig. 2. Knitted fabric thickness with Hanji 100%, Ray-

on 100% and Hanji/Rayon 50/50.

Fig. 3. Knitted fabric burst strengh with Hanji 100%,

Rayon 100% and Hanji/Rayon 50/50.

Fig. 4. Knitted fabric air permeability with Hanji 100%,

Rayon 100% and Hanji/Rayon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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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기투과도는 레이온 100%, 한지/

레이온 50/50, 한지 100% 순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레이

온 100%의 경우 표면형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섬유

표면에 모우가 있어 공기투과량이 적어진 것으로 생각

되며, 한지 100%는 실의 특성상 꼬임에 의한 모우 발생

이 없고 표면에 형성된 코의 변형이 적어 레이온 100%

보다 상대적으로 공기투과량이 증가한 것이라 생각된

다. 또 한지/레이온 50/50의 경우 레이온 100%보다 공

기투과도가 향상되어 통기성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

다.

5. 강연도

<Fig. 5>−<Fig. 6>은 한지 100%, 레이온 100%, 한지/

레이온 50/50 편성물의 강연성을 하트루트법으로 측정

한 결과이다.

강연성은 옷감의 뻣뻣함과 유연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특성으로 <Fig. 5>−<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강연성

은 표면과 이면 모두 레이온 100%, 한지/레이온 50%/

50%, 한지 100% 순으로 감소하여 레이온 100%가 가장

유연하였다. 표면강연성 <Fig. 5>는 코스 방향보다 웨

일 방향에서의 변화율이 크게 나타나, 레이온 100%, 한

지/레이온 50/50, 한지 100%의 순서로 뻣뻣하였으며, 코

스 방향에서의 강연성은 레이온 100%가 가장 유연하였

고, 한지/레이온 50/50과 한지 100%의 경우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레이온 100%의 경우보다 한지/레이온

50/50과 한지 100%는 한지사의 거칠고 강직한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웨일 방향의 경우 밀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웨일 방향의 밀도가 레이온 100%, 한지/레이온 50/

50, 한지 100% 순으로 증가한 것과 같은 경향이다. 또한

코스 방향의 경우는 웨일 방향에 비해 코스 방향의 신축

성이 큰 위편성물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3가지 편사

모두 코의 너비가 비슷하게 형성되므로 코스 방향에서

는 강연성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웨일 방향보다 유연

하게 나타났다.

이면강연성 <Fig. 6>은 표면강연성에 비해 웨일 방향

이 코스 방향보다 유연하였다. 이는 평편조직의 경우 표

면과 이면에 나타나는 조직이 다른데 비교적 표면이 이

면보다 매끄럽고 표면조직에서는 웨일 방향이, 이면 조

직에서는 코스 방향이 매끄럽기 때문에 이면강연성이 표

면강연성에 비해 웨일 방향의 유연함이 큰 것으로 생각

된다. 또 코스 방향의 이면강연성은 하트루프법에 의한

측정 시, 표면조직이 하트루프의 안쪽에 위치하며 겉코

와 겉코 사이의 고랑부분이 구부러지면서 겉코와 겉코

가 인접하게 되며, 그로인해 코의 크기가 코스 방향 쪽

으로 더 넓어져 웨일 방향보다 코스 방향으로 하트루프

의 길이가 짧아지므로 코스 방향의 이면강연성이 뻣뻣

하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6. 접촉냉온감

<Fig. 7>은 한지 100%, 레이온 100%, 한지/레이온 50/

Fig. 5. Front side knitted fabric stiffness with Hanji

100%, Rayon 100% and Hanji/Rayon 50/50.

Fig. 6. Back side knitted fabric stiffness with Hanji

100%, Rayon 100% and Hanji/Rayon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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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편성물의 접촉냉온감을 측정한 결과이다. 접촉냉온

감(Qmax)은 인체가 직물에 접촉되었을 때, 0.3초 이하의

순간적인 열 이동을 측정한 것으로, Qmax값이 클수록

냉감이 강하고 그 값이 적을수록 따뜻한 감이 부여된다.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촉냉온감(Qmax)은 레

이온 100%, 한지/레이온 50/50, 한지 100% 순으로 감소

하였다. 이는 한지에 비해 레이온 소재가 갖고 있는 차

가운 촉감에 기인한 것으로 한지/레이온 50/50 편성물

의 접촉냉온감은 레이온 100%보다 떨어지나 한지 100%

에 비해 약 20% 증가하였다. 따라서 레이온사와 한지

사의 합사비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접촉냉온

감은 개선할 수 있으며, 한지사 100% 편성물의 경우에

는 피부와 접촉 시 까슬까슬하고 거친 촉감을 가지는데

비해 레이온사와 함께 편성한 한지/레이온 50/50 경우

에는 차가운 촉감과 까슬까슬한 촉감을 동시에 가지므

로 하절기 패션소재로의 활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7. 치수안정성

<Fig. 8>−<Fig. 9>는 한지 100%, 레이온 100%, 한지/

레이온 50/50 편성물을 알칼리세제와 중성세제를 사용

하여 각각의 편성물을 온도 20
o
C, 40

o
C로 세탁 후, 치수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Fig. 8>은 알칼리세제로 세탁 후, 치수변화율을 나타

낸 것으로 레이온 100%, 한지/레이온 50/50, 한지 100%

모두 수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 온도에 관계없이 레

이온 100%의 경우는 웨일 방향에서, 한지/레이온 50/50

과 한지 100%의 경우는 코스 방향에 대한 수축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수편기에 의한 편성물 제조 시 편직 효

율을 높이기 위해 웨일 방향으로 추를 걸어 편성물에 하

중을 주는데, 레이온 100%의 경우 편직 후, 세탁 과정을

거치면서 웨일 방향으로 신장되었던 부분이 수축되어

나타나는 이완수축으로 코스 방향에 비해 치수변화율

이 크게 나타난 것이며, 온도가 증가하면 수축의 정도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지/레이온 50/50과 한지 100%

의 경우는 한지사의 저 신도의 강직한 특성으로 추에

의한 신장이 거의 없어 웨일 방향에 대한 수축이 레이

온 100%에 비해 적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세

탁 온도가 40
o
C인 경우 레이온 100%와 한지 100%의 경

Fig. 7. Knitted fabric Qmax with Hanji 100%, Rayon

100% and Hanji/Rayon 50/50.

Fig. 8. Dimensional stability of knitted fabric treated

with alkali detergent.

Fig. 9. Dimensional stability of knitted fabric treated

with neutral dete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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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세탁 온도 20
o
C인 경우보다 웨일과 코스 방향 모

두 수축의 진행이 크게 나타났으나, 한지/레이온 50/50

의 경우는 웨일 방향으로는 2% 이내, 코스 방향으로는

6% 이상으로 수축이 감소되었다. 이는 레이온 100%의 경

우 웨일 방향으로 수축 진행이 크게 진행되고 한지 100%

의 경우는 코스 방향으로 수축이 크게 나타나는데, 한

지/레이온 50/50의 경우는 웨일 방향으로 수축이 큰 레

이온의 수축을 웨일 방향에서의 수축이 적은 한지가, 또

코스 방향으로 수축이 큰 한지의 수축을 코스 방향으로

수축이 적은 레이온이 서로 보완하여 주기 때문이라 생

각된다.

<Fig. 9>은 중성세제로 세탁 후, 치수변화율을 나타

낸 것으로 알칼리세제로 세탁한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수축의 정도는 알칼리세제를 사용한 경

우보다 감소하여 세탁 시 중세세제 사용이 안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탁 온도는 20
o
C로 상온에서의

세탁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8. 표면형태

<Fig. 10>는 한지 100%, 레이온 100%, 한지/레이온 50/

50 편성물의 세탁 시 세제의 종류, 세탁 온도에 따른 표

면형태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영상현미경을 사용하여

300배율로 촬영한 이미지이다.

<Fig.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한지 100%의 경우는

세제의 종류 및 세탁 온도에 관계없이 세탁 전보다 세

Fig. 10. Microscope image (×300) of knitted fabrics treated at various laundering temperatures and type of dete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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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후 한지사가 건조되면서 꼬임을 주었던 부분이 들뜨

며 벌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한지사가 물에 젖

으면 한지를 구성하던 섬유질이 다시 해리되어 들뜨므

로 그 후 건조가 되어도 섬유질이 얽혀져 있던 부분들

이 흩어져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레이온 100%의 경우 세탁 전에 비해 세탁 후 세제의 종

류, 세탁 온도에 관계없이 섬유가 팽윤되어 부풀어 있으

며 피브릴 발생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지/레이온 50/50의 경우는 레이온 100%보다 피브릴 발

생량이 적으며, 들뜨고 갈라진 부분이 한지 100%보다 적

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레이온사와 한지사를 합사하

여 편성하는 것이 편성물 세탁 후, 레이온사의 피브릴 발

생과 한지사의 들뜨고 갈라지는 현상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결 론

한지 100%, 레이온 100%, 한지/레이온 50/50의 편성

물에 대해 각각 밀도, 두께, 파열강도, 공기투과도, 강연

성, 접촉냉온감, 치수안정성 및 표면형태를 측정하여 한

지/레이온 복합사의 편성물 소재로의 활용가능성을 확

인하였다.

1. 밀도는 코스 방향이 웨일 방향보다 변화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코스 방향은 레이온 100% > 한지/레이온

50/50 > 한지 100% 순으로, 웨일 방향은 한지 100% > 한

지/레이온 50/50 >레이온 100% 순으로 감소하였다.

2. 두께는 한지 100%의 경우 레이온 100%에 비해 약

2배 정도로 두껍게 나타났으며, 한지 100% > 한지/레이

온 50/50 > 레이온 100% 순으로 감소하였다. 한지/레이

온 50/50의 경우 레이온 100%의 유연함이 다소 감소되

나 두께가 두꺼워지므로 편성물 의류 제작 시 형태를 유

지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파열강도는 레이온 100% > 한지 100% > 한지/레이

온 50/50 순으로 감소하였으나, 의류 상품화로 전개하

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공기투과도는 한지 100% > 한지/레이온 50/50 > 레

이온 100% 순으로 감소하였으나, 한지/레이온 50/50의

경우 레이온 100%보다 공기투과도가 향상되어 통기성

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강연성은 레이온 100% > 한지/레이온 50/50 > 한

지 100% 순으로 감소하였으며, 한지/레이온 50/50의 경

우 한지 100%의 강직하며 저 신도의 특성을 보완해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6. 접촉냉온감은 레이온 100% > 한지/레이온 50/50 >

한지 100% 순으로 감소하였으며, 한지/레이온 50/50의

경우 차가운 촉감과 까슬까슬한 촉감을 동시에 가지므

로 하절기 패션소재로의 활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7. 세탁에 의한 치수안정성은 한지 100%와 레이온 100%

보다 한지/레이온 합사 시 향상되었으며, 알칼리 세제보

다는 중성세제 사용 시, 세탁 온도는 20
o
C에서 안정적이

었다.

8. 세탁에 의한 표면형태 관찰결과, 한지 100%의 경

우, 꼬임부분에서 갈라짐과 들뜨는 부분이 관찰되었고,

레이온 100%의 경우는 섬유의 팽윤과 피브릴 발생이 관

찰되었다. 그러나 한지/레이온 합사 시 한지 100% 편사의

갈라짐과 레이온 100% 편사의 피브릴 발생의 단점이 다

소 보완되어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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