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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develops a new and advanced S/S knitwear material made of linen/bamboo blended yarn. Linen/

bamboo knitted fabrics were compared with linen/polyester knitted fabrics in terms of appearance as well

as physical and comfort properties. Rib knitted fabrics were remarkably thicker than plain knitted fabrics.

Knitted fabrics based on polyester yarns were heavier than those based on bamboo yarn. The porosity dec-

reased in the following order: linen 100% > bamboo 100% > polyester 100%. The drape properties of bam-

boo 100% and linen/bamboo knitted fabrics were excellent. The pilling resistances of linen 100% and linen/

bamboo knitted fabrics were excellent. The highest and lowest air permeability was observed in the case of

linen/bamboo knitted fabrics and polyester 100% knitted fabrics, respectively. The instant cool-feeling was

enhanced as the bamboo yarns were blended. The thermal conductivity of linen 100% knitted fabrics was

the highest and the thermal conductivity of linen/bamboo knitted fabrics was higher than linen/polyester

knitted fabrics. Bamboo 100% knitted fabrics showed a higher moisture regain than polyester 100% knitted

fabrics. The results confirmed the superior appearance and comfort of a novel S/S knit wear material made

of linen/bamboo knitted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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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춘하절기 니트 의류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짐에 따

라 얇고 가벼운 니트를 위한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 이

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니트 원사

소재 개발이 일부 시도되고 있다.

리넨은 편직기에서 제조할 수 없다고 생각해왔으나

근래에는 니트용 원사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리넨은 강

직하며 시원한 촉감을 가져 쾌적성이 좋으나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섬유 자체의 탄성과 레질리언스가 좋지 않

으며 원사 제조 시 넵이나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

하는 특성이 있다(Ibrahim et al., 2010; Kim & Csiszár,

2005; Kim et al., 2000; Park & Ryu, 1999). 특히 타 섬유

소재에 비해 편직 시 불량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타 섬유와 혼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마섬유에 주로 혼방하는 섬유는 폴리에스터로,

마섬유에 폴리에스터 혼방 시 편직성이 좋아지며 제품

의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착용 시 관리성이 개선되는 등

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폴리에스터는 쾌적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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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고 생분해되지 않아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단점이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리넨 혼방 니트 소재를

제안하기 위해 최근 친환경 쾌적 소재로 환영받는 대나

무 섬유를 니트 원사 소재로 선정하였다. 대나무 섬유는

비스코스나 모달 같은 재생섬유로서 부드러운 촉감, 우

수한 드레이프, 높은 통기성, 흡습성 등의 장점을 가지

고 있다(Chidambaram et al., 2011; Gun & Tiber, 2011;

Lipp-Symonowicz et al., 2011). 따라서 대나무 소재는 리

넨과 혼방 사용 시, 기존의 리넨/폴리에스터 니트의 한

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리넨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won et al.(1999)

은 마직물 및 마 혼방 직물의 열적 쾌적감에 대한 흡습

의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고, Kim et al.(2000)은 마섬유

와 인조섬유의 종류를 달리하여 제직한 교직물의 물성

을 분석하였고, Kang and Kwon(2010)은 리넨 직물에

자외선 차단 성능 및 항균 소취 등의 복합기능성을 부

여하기 위한 가공 처리 후 물성과 기능성을 평가하였다.

대나무 섬유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Do(2006)는 친환경

패션 소재로서의 대나무 섬유의 제품화의 방향을 제안

하였고, Wang et al.(2010)은 대나무 섬유의 성분, 분자

구조 및 결정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Chidambaram et al.

(2011)은 대나무 100% 싱글편의 온열 특성을 평가 분석

하였다. 이처럼 니트 의류 소재에 적용하기 위한 리넨/

대나무 혼방 편성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리넨/대나무 혼방 편성물을 기

존 리넨/폴리에스터 편성물과 비교함으로써, 리넨/대나

무 혼방 니트웨어 소재 개발을 위한 물성 및 외관과 쾌

적성 데이터를 제공하고 친환경 쾌적 소재인 리넨 원사

에 대나무 섬유를 혼방한 편성물의 춘하용 고부가가치

니트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시료 편성을 위한 원사로 리넨 100%, 대

나무 100%, 폴리에스터 100% 원사를, 리넨/대나무 50/

50%, 리넨/폴리에스터 50/50%, 대나무/폴리에스터 50/

50%로 합사하여 사용하였다. 편성물의 조직은 싱글편,

더블편 두 가지로 편직 후 외관과 쾌적성 중심의 물성 비

교를 통해 고급 니트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II. 연구방법

1. 시료 제작

시료 제작을 위한 원사는 리넨 100%, 대나무 100%,

폴리에스터 100% 방적사를 합사하여 편직에 사용하였

고, 리넨 1올은 대나무 원사 2올, 폴리에스터 원사 2올

과 동일한 굵기였다. 편사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시

료 제작 시 리넨 100%(리넨 2올, 이하 L), 대나무 100%

(대나무 4올, 이하 B), 폴리에스터 100%(폴리에스터 4올,

이하 P), 리넨/대나무 50/50%(리넨 1올/대나무 2올, 이

하 LB), 리넨/폴리에스터 50/50%(리넨 1올/폴리에스터

2올, 이하 LP), 대나무/폴리에스터 50/50%(대나무 2올/

폴리에스터 2올, 이하 BP)으로 합사하여 사용하였다.

시료 제작 시 편성물의 조직은 <Table 2>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싱글편과 더블편 두 가지로, 싱글편은 평편(이

하 S)으로, 더블편은 리브편(이하 D)으로 편직하였다.

시료 제작을 위한 편기는 12GG의 V-bed knitting machine

(SYC., Korea)을 사용하였다. 싱글편의 편성장력은 gauge

dial 7, 더블편의 편성장력은 gauge dial 5로 고정하였다.

2. 물성 측정

1) 기본 특성

밀도는 KS K 0512에 준하여 5cm 내 코스 수와 웨일

수를 5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한 후, 1cm 내의 코스

수와 웨일 수로 환산하였다. 무게는 KS K 0815에 준하

Table 1. Characteristics of yarns

Yarn
Fiber

(%)

Yarn count

(Ne)

Yarn weight

(g/m)

Linen Linen 100 15 s 0.044

Bamboo Bamboo 100 30 s 0.019

Polyester Polyester 100 30 s 0.020

Table 2. Knitting conditions of knitted fabrics

Sample

code

Yarn (number of

yarn strands)

Stitch pattern

(Dial no.)

LS Linen (2)

Single plain (7)

BS Bamboo (4)

PS Polyester (4)

LBS Linen (1) & Bamboo (2)

LPS Linen (1) & Polyester (2)

BPS Bamboo (2) & Polyester (2)

LD Linen (2)

Double rib (5)

BD Bamboo (4)

PD Polyester (4)

LBD Linen (1) & Bamboo (2)

LPD Linen (1) & Polyester (2)

BPD Bamboo (2) & Polyes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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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측정하였다. 편환 길이는 KS K 0815에 준하여 적당

구간의 실을 5가닥 이상 풀어서 초하중을 가하여 길이

를 측정한 후, <Eq. 1>에 따라 편환 길이를 계산하여 그

평균값을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였다.

..... Eq. 1.

L : length of unroved loop (cm)

N : number of unroved loop

커버팩터는 KS K 0815에 준해 산출하였다. 두께는

KS K 0506에 준하여 0.01mm까지 식별이 가능한 Thick-

ness gauge(Mitutoyo, Japan)로 5회 측정 후, 평균값을 구

하였다. 

2) 기공도

기공도는 KS K 0815에 준해 <Eq. 2>에 따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하였다.

..... Eq. 2.

S : specific gravity 

S1 : apparent specific gravity

3) 파열강도

파열강도는 KS K 0351에 준해 Pressure Bursting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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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4) 신장회복률

신장회복률은 KS K 0815 중 A법(일정신장법)에 준해

Tensile Testing Machine(Asia Test Machine Co., Korea)

을 사용하여 30% 인장 후 1분 동안 방치한 다음 동일 속

도로 신장 전 위치로 회복하고 하중을 제거하여 3분 동

안 방치하는 조작을 일정 횟수 되풀이하여, <Eq. 3>에

따라 계산하였다.

..... Eq. 3.

Ln : fixed specific extension (mm)

Ln’ : residual extension (mm)

5) 드레이프성

드레이프성은 KS K 0815에 준해 Drape Tester(Sung-

shin Testing M.C. Co., Korea)를 사용하여 시험편의 앞

뒤에 대한 드레이프 계수를 산출<Eq. 4>하여 그 평균값

을 구하였다.

..... Eq. 4.

A : the area of vertical projected plane of a material

(drape formation area, mm
2
)

S1 : size of the material table (mm
2
)

S2 : size of material (mm
2
)

6) 필링저항성

필링저항성은 KS K ISO 12945-1에 준해 Pilling Re-

sistance Tester(Sungshin Testing M.C. Co., Korea)를 사

용하여 16,000회 회전한 후, 필링상태를 표준 사진과 비

교하여 판정 ·평가하였다.

7) 공기투과도

공기투과도는 단위시간에 단위면적을 통과하는 공기

량으로, KS K 0570에 준해 Air Permeability Tester(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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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값을 구하였다.

8) 접촉냉온감

접촉냉온감은 KES-F System(Thermo Labo II; Kato

Tech Co., LTD.)을 사용하여 시료의 표면온도보다 높은

유한 열량의 열원판을 시료에 접촉시킨 후 초기에 생기

는 순간적인 열흡수량의 최대치인 qmax를 측정하여 냉

온감의 척도로 하였다. 본 측정에서는 시료 표면의 온도

를 20
o
C로 유지하였고, 피부온도와의 차이를 고려하여

열원판과 시료의 온도차를 10
o
C로 하였다. 시료에 대한

열원판의 접촉압은 10gf/cm
2
로 일정하게 하였으며, 각

시료에 대하여 10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9) 열전도도

열전도도의 측정은 KES-F System(Thermo Labo II;

Kato Tech Co., LTD.)을 사용하여 2매의 동판 즉, 열원

판과 냉각 배스 사이에 시료를 삽입하여 온도를 일정하

게 유지시켰다. 이 때 열원의 일정 온도 유지를 위해 필

요한 열량과 시료 양면의 온도차를 측정하여 <Eq. 5>에

의해 열전도도를 구하였다.

..... Eq. 5.

K : thermal conductivity

D : thickness of fabric

A : area of BT-Box heat plate

Loop length cm( )
L

N
----=

Porosity %( )
S S1–

S
------------ 100×=

Recovery rate %( )
L
n

L
n′

–

L
n

---------------- 100×=

Drape ratio
A S1–

S2 S1–
--------------=

K
W D×

A T∆×
--------------- W/cm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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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temperature difference of sample 

W : heat flow less

10) 수분율

수분율은 Moisture Analyzer(Mettler-Toledo LTD., Swi-

tzerland)를 사용하여 10회 측정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11) 투습성

투습성은 KS K 0815에 준해 Upright cup method로

측정하여 <Eq. 6>에 따라 계산하였다.

.....Eq. 6.

A : weight change without fabric (g)

B : weight change with fabric (g)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시료의 기본 특성

리넨 혼방 편성물의 기본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코스

방향과 웨일 방향의 밀도, 커버팩터, 편환 길이, 시료의

단위무게, 두께를 측정하였다. <Table 3>은 시료의 기본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코스 방향의 밀도는 싱글편과 더

블편 모두 섬유 종류에 따른 차이는 작은 편이었다. 웨

일 방향의 밀도는 싱글편의 경우 대나무가 함유된 시료

에서 높은 밀도를 나타냈으며, 더블편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다.

편성물의 조밀성은 편환의 밀도만으로 나타내기는

부족하며, 평면에 대한 피복능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

당하므로 편성물의 피복도를 나타내는데 커버팩터가 이

용된다(Kim et al., 2009). 편성물의 커버팩터는 겉보기

비중, 함기율에 영향을 주고 인장시험에서 그 측정치에

영향을 준다(Kwon et al., 2000). 시료의 커버팩터는 평

편과 리브편 모두 섬유 조성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환 길이는 유의한 차이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무

게는 폴리에스터가 혼방된 시료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며, 두께는 평편에 비해

리브편이 현저히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환과

이환이 중첩되는 리브편의 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Yea

& Song, 2011), 리넨 100% 시료인 LS와 LD에서 싱글편

과 더블편의 두께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물성

리넨 혼방 편성물의 물성은 기공도, 파열강도를 측정

하여 평가하였다.

1) 기공도

<Fig. 1>은 싱글편, 더블편의 기공도를 측정한 결과

이다. 기공도는 시료 내에서 공기가 차지하는 부피에 관

련되는 물성으로 통기성, 보온성에 영향을 준다(Choi et

al., 1992). 싱글편의 기공도는 L > B ≥P의 순으로 감소하

여, 리넨 100%가 가장 우수하였고 폴리에스터 100%가

Water vapor permeability rate %( )
B

A
--- 100×=

Table 3. Experimental results of knitted fabrics

Stitch

pattern

Sample

code

Course

density (WPC)

Wale

density (CPC)

Cover

factor

Loop length

(cm)

Weight

(g/m
2
)

Thickness

(mm)

Single

plain

LS 06.06 6.74 0.45 0.655 198.73 0.740

BS 05.92 7.86 0.46 0.645 222.29 0.692

PS 05.78 6.56 0.41 0.723 234.85 0.718

LBS 05.88 7.25 0.45 0.665 210.97 0.707

LPS 06.13 7.11 0.45 0.667 224.85 0.669

BPS 06.38 7.70 0.45 0.657 239.65 0.729

Double

rib

LD 11.71 8.01 0.49 0.605 407.07 1.656

BD 12.10 7.64 0.52 0.574 392.60 1.278

PD 12.07 7.68 0.50 0.594 437.00 1.202

LBD 11.60 7.80 0.51 0.587 387.93 1.431

LPD 11.65 7.66 0.49 0.599 414.64 1.455

BPD 12.23 7.50 0.49 0.609 431.4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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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았다. 리넨에 대나무, 폴리에스터를 혼방 편성

시 기공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지의 경

우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기공도는 커지며 편환 길이가

길수록 기공도는 작아진다고 보고한 Benltoufa et al.

(200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리넨 함량이 높을수

록 리넨의 강직한 특성 때문에 포의 공극이 커지면서 기

공도가 커지기 때문이며, 혼방 시에도 리넨의 이러한 특

성이 유지되었다. 더블편의 기공도는 리넨에 대나무 혼

방 시 L > LB > B의 순으로 나타나 대나무 함량이 높아

질수록 낮아졌으며, 리넨에 폴리에스터 혼방 시 L > LP

> P의 순으로 나타나 폴리에스터 함량이 높아질수록 기

공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나무와 폴리에스

터 혼방 시 B > BP > P로 나타나, 대나무보다 폴리에스

터의 기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블편은 싱글편

에 비해 기공도가 작은 경향을 보이나 LP의 경우 더블

편이 싱글편보다 기공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

른 시료에 비해 싱글편과 더블편의 두께 차가 크게 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Table 3).

2) 파열강도

<Fig. 2>는 리넨 혼방 편성물의 편성 시 섬유 종류와

편성조직에 따른 파열강도 측정 결과이다. 파열강도는

P > BP ≥ LP > L = LB = B의 순으로 나타나 싱글편과 더

블편 모두 P에서 가장 높았고 리넨에 혼방 시 LP에서

강한 파열강도를 나타냈다. 이는 리넨에 높은 강도를 가

진 폴리에스터 섬유가 혼방됨에 따라 편사의 강도가 현

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LP를 제외하면, 싱글편과 더

블편의 파열강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L, LB, B는 비

슷한 값의 낮은 파열강도를 나타냈다. 본 실험의 파열

강도 결과는 실의 강도를 반영한다는 Gun et al.(2008)

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더블편은 싱글편보다 높

은 파열강도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더블편은 표환과 이

환이 교차되는 지점의 싱커루프가 길어지므로 더블편은

싱글편에 비해 파열강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Yea

and Song(2011)의 결과와 다른 것으로, 그 이유로 본 연

구의 더블편은 싱글편보다 2배 이상 높은 스티치밀도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B 더블편은 싱글편

에 대한 스티치밀도의 비가 다른 시료에 비해 낮기 때문

에 파열강도 또한 싱글편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

각된다.

3. 외관 및 내구성

리넨 혼방 편성물의 외관 및 내구성은 신장회복률,

드레이프성, 필링저항성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1) 신장회복률

<Fig. 3>은 리넨 혼방 편성물의 섬유 종류와 편성조

직에 따른 웨일 방향의 신장회복률을 측정한 결과이다.

신장회복률은 L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리넨의 낮은 신

장회복률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싱글편의 경우 B는

90%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냈다. L은 가장 낮은 신장회

복률을 나타냈으나 LB 및 LP는 향상된 신장회복률을 보

여주었으며, 이 결과는 리넨에 폴리에스터나 대나무 섬

유를 혼방할 경우 신장회복률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1. Effect of fiber content on the air porosity of

knitted fabrics.

Fig. 2. Effect of fiber content on the burst strength

of knitted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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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레이프성

<Fig. 4>는 리넨 혼방 편성물 제작 시 섬유 종류에 따

른 드레이프 계수 측정 결과이다. 드레이프 계수는 0부

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이 드레이프 계수가 크면 드레

이프성이 좋지 못하고 뻣뻣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드레

이프 계수가 작으면 부드럽고 드레이프성이 좋다는 것

을 의미한다(Kim et al., 1997). 드레이프성은 싱글편과

더블편 모두 B에서 가장 낮은 드레이프 계수를 나타냈

으며 이는 우수한 드레이프성을 가진 대나무 섬유의 영

향이다. 더블편의 경우 무게가 큰 편인 LP, P 및 BP는

높은 드레이프 계수 값을 나타내어 매우 뻣뻣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편성조직에 따른 드레이프성은 싱글편보다 더블편이

더 유연하였으며 싱글편 드레이프 계수의 오차 범위가

컸는데, 이는 싱글편 편성조직의 앞면과 뒷면의 차이 때

문이다. 즉 싱글편의 표면은 편환이 V자 형상을 만들어

편환이 웨일 방향으로 상호 기대며 힘있게 지지하는 반

면, 싱글편의 이면은 코스 방향으로 니들루프와 싱커루

프가 곡선모양으로 연결된 형상으로 편환이 서로 유연

하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블편의 양면은 동일한 형상

으로 웨일을 이루고 있으며 싱글편과 달리 표환과 이환

이 교대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유연성이 부여된

다. 따라서 싱글편은 앞뒤의 차이로 인해 드레이프 계

수의 범위가 커지게 된 것이다.

리넨에 혼방 시 LB의 드레이프 계수는 LP에 비해 낮

아지므로, 리넨 100% 편성물의 뻣뻣함을 개선하기 위

한 목적으로 리넨에 혼방 시, 대나무 섬유를 혼방하는

것이 드레이프성을 향상시켜 외관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필링저항성

<Table 4>는 리넨 혼방 편성물의 편성 시 섬유 종류

와 편성조직에 따른 필링 측정 결과이다. 필링저항은

편성조직과 관계없이 L > LB > B > LP ≥ BP > P의 순으

로 나타나 리넨 100%와 대나무 100%의 필링저항이 매

우 우수한 반면, 폴리에스터와 혼방 시 필링저항이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폴리에스터 100%인 P의 필링

저항성이 가장 낮았다. 이는 높은 강도의 폴리에스터 섬

유가 필의 탈락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직물

보다 편성물에서 필링이 생기기 쉬운 것은 포의 구조가

엉성하여 조밀도가 낮기 때문이며 합성섬유의 포에서

필링이 문제되는 것은 합성섬유의 강도가 크기 때문에

필의 탈락이 어렵기 때문이다(Kwon et al., 2000). 본 실

험에서 폴리에스터는 편환 길이가 길어 엉성한 포를 형

성하고 있으며 파열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는 섬유의 종류와 편성물의 조밀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편성물의 필링은 포의 밀도와 관련된다고 보

고한 Busiliene et al.(2011)의 결과와 일치한다. 싱글편과

더블편의 필링저항은 모두 편환 길이가 짧은 것으로 나

타난 L, LB, B가 높게 나타나고 편환 길이가 길게 나타

난 P가 낮게 나타났다. 편환 길이가 짧아지고 포의 조밀

도가 증가할 때 필링저항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Gykyte

et al.(as cited Busiliene et al., 2011) 및 Mikucioniene(as

cited Busiliene et al., 2011)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 리넨 혼방 편성물 제조 시, 리넨에 대나

무 섬유 혼방은, 리넨에 폴리에스터를 혼방하는 경우에

Fig. 3. Effect of fiber content on the recovery exten-

sion rate of knitted fabrics.

Fig. 4. Effect of fiber content on the drape ratio of

knitted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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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필링저항이 높아 외관적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제

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쾌적성

리넨 혼방 편성물의 쾌적성은 공기투과도, 접촉냉온

감, 열전도도, 수분율 및 투습도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1) 공기투과도

<Fig. 5>는 리넨 혼방 편성물의 편성 시 섬유 종류와

편성조직에 따른 공기투과도 측정 결과이다. 싱글편은

공기투과도 값이 측정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측

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제외하고, 더블편의 공기투과도

만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공기투과도 값은 LB > L = B

> LP > BP > P의 순으로 나타나 LB가 가장 우수하였고

P의 공기투과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물성에서 제시된

기공도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공기투과도는 시료 조직

의 기공도 및 함기량과 관련이 되므로 낮은 기공도를 가

진 P의 공기투과도 또한 저하된 것이다.

이 결과는 폴리에스터가 혼방된 편성물은 통기성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리넨에 혼방 시 폴리

에스터보다 대나무 섬유를 혼방하는 것이 편성물의 쾌

적성을 좋게 만들 것으로 생각된다.

2) 접촉 냉온감

<Fig. 6>은 리넨 혼방 편성물의 편성 시 섬유 종류와

편성조직에 따른 접촉냉온감(qmax) 측정 결과이다. 싱글

편은 B > LB > LP의 순으로 나타났고, 더블편은 B와 LB

모두 높게 나타났다. 접촉냉온감은 대나무 섬유가 혼방

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대나무 섬

유가 혼방됨에 따라 포가 조밀하고 표면헤어가 감소하

였기 때문이다. 싱글편과 더블편의 냉온감 차이는 B와

LP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LB의 경우 편성조직에 관계없

이 고르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리넨에 혼방 시 폴리에스

터보다 대나무 섬유를 혼방함으로써 편성물의 냉온감

을 높여주어 쾌적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열전도도

<Fig. 7>은 리넨 혼방 편성물의 편성 시 섬유 종류와

편성조직에 따른 열전도도 측정 결과이다. 싱글편과 더

블편 모두 L의 열전도도가 가장 높았고, B, P의 순으로

낮았으며 리넨에 혼방 편성 시 LP보다 LB의 열전도도

Table 4. Pilling resistance of knitted fabrics

Sample code Pilling grade

LS 5

BS 5

PS 3.3

LBS 5

LPS 3.5

BPS 4

LD 5

BD 4.5

PD 2.8

LBD 5

LPD 3.5

BPD 3.5

Fig. 5. Effect of fiber content on the air permeability

of knitted fabrics.

Fig. 6. Effect of fiber content on the qmax of knitted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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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투과도와 같은

경향으로, 일반적으로 섬유의 열적 특성은 섬유 자체의

열전도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열전도율이 큰 섬유가

시원하지만, 포의 열전도도는 열전도가 매우 낮은 공기

를 함유하는 함기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Kim, 2009).

본 실험 결과, 리넨에 혼방 편성 시에는 폴리에스터

보다는 대나무 섬유를 혼방함으로써 리넨의 높은 열전

도도를 유지하는 쾌적한 편성물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4) 수분율

<Fig. 8>은 리넨 혼방 편성물의 편성 시 섬유 종류와

편성조직에 따른 수분율 측정 결과이다. 싱글편과 더블

편 모두 B의 수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LB와 L의 수분

율 값은 B보다 낮게 나타났고, P의 수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분율이 적은 섬유로 만든 피복은 세

탁 후 쉽게 마르고 형체 안정성이 대체로 좋아서 다림

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등 관리상 편리한 점이 있는 반

면, 흡습성과 투습성이 낮아 위생상 좋지 못하다(Kim,

2009). 따라서 여름용으로 수분율이 적은 피복재료는 부

적당하다.

본 실험 결과, 리넨에 혼방 편성 시에는 폴리에스터

보다는 대나무 섬유를 혼방함으로써 흡수성이 높아 쾌

적한 편성물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투습성

<Fig. 9>는 리넨 혼방 편성물의 편성 시 섬유 종류와

편성조직에 따른 투습성 측정 결과이다. 투습성은 포의

기공을 통해 직접 투과하는 수분의 양에 따라 달라지므

로 통기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Kim, 2009) 포의 두

께가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감소(Jeon, 2011)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투습성은 편성조직별로는 싱글편 더블편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한 투습성을 나타냈다. 그러

나 LB는 LP에 비해 다소 높은 투습성을 나타내어, 리넨

에 혼방 편성 시 폴리에스터보다 대나무를 혼방함으로

써 투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 론

리넨 원사에 대나무 섬유를 혼방하여 새로운 춘하용

Fig. 7. Effect of fiber content on the thermal conduc-

tivity of knitted fabrics.

Fig. 9. Effect of fiber content on the water vapor per-

meability of knitted fabrics.

Fig. 8. Effect of fiber content on the moisture regain

of knitted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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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웨어 소재를 개발하고자 리넨에 대나무 원사를 합

사 후 편직하여 기존의 리넨/폴리에스터 니트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공도는 리넨 100%에 비해 대나무, 폴리에스터의

혼방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2. 드레이프성은 싱글편과 더블편 모두 대나무 섬유

가 우수하였으며, 혼방 시에는 대나무 섬유 혼방 시료가

우수하였다. 필링저항은 싱글편의 경우 리넨 100%와 대

나무 100%가 우수하였고, 더블편은 리넨 100%의 필링

저항이 우수하였으며, 혼방 시에는 리넨/대나무 혼방 시

료가 우수하였다.

3. 공기투과도는 리넨/대나무 혼방 시료가 가장 컸으

며, 접촉냉온감은 대나무 섬유가 혼방됨에 따라 높아졌

다. 열전도도는 싱글편과 더블편 모두 리넨 시료가 가

장 높았으며 혼방 시에는 리넨/폴리에스터보다 리넨/대

나무의 열전도도가 높게 나타났다. 수분율은 싱글편과

더블편 모두 폴리에스터에 비해 대나무 시료의 수분율

이 높았다.

이상의 실험 결과, 리넨에 혼방 편성 시 폴리에스터

보다 대나무 섬유를 혼방함으로써 필링저항성 및 드레

이프성 등의 외관적 특성이 개선되었으며, 리넨 섬유의

쾌적성이 대나무 섬유 혼방 후에도 유지 및 향상되었다.

본 실험을 통해 소재 특성에 맞는 편성물 제조를 위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쾌적성이 향상된 새로운 니트 소

재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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