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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isture transfer characteristics of high emotional garments are important to evaluate wear comfort. Wic-

king and drying measurement methods are also critical for perspiration absorption and quick dry fabric made

of high functional fibers. In this study, the wicking and drying properties of high emotional fabrics made

from hybrid composite yarns using CoolMax, Tencel, Bamboo staple fibers and PP. PET CoolMax filaments

were also measured and analyzed according to various measuring methods. The wicking property of hybrid

composite yarn fabrics by Bireck method was mostly influenced by the structure of hybrid yarns than the

absorption rate of constituent fibers; however, both the hygroscopicity of fibers and the composite yarn

structure affected the wicking property of the fabrics in the drop method. Concerning drying properties, the

KSK 0815B method measuring distilled moisture weight was more relevant to explain the drying character-

istics of hybrid yarn fabrics than the KSK 0815A method measuring the time to drying.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drying properties of hybrid yarn fabrics were influenced by the hygroscopicity of constituent fibers,

wicking properties of constituent yarns and structure of composite yarns.

Key words: Moisture transport, Wicking, Wetting, Drying rate, Absorption rate; 수분이동, 흡습, 젖음, 건

조율, 흡수율

I. 서 론

섬유상 재료를 통한 수분 및 수증기의 전달 메커니즘

은 인체에서 발생하는 땀이 액체와 증기상태로 의류를

빠져나가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용되고 있으며 이 현상

은 생리학적 쾌적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체에서

발생하는 땀은 일반적으로 젖음(wetting)과 모세관 흡습

(wicking)의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의류를 통과하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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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기상태로 빠져 나가게 된다. 이때 땀은 두 가지 상

태, 즉, 증기상태에서는 대류, 흡습 그리고 확산을 거치

고 액체상태에서는 모세관 현상에 의해 외부 대기로 이

동하게 된다. 이를 증기이동(vapor transmission)과 액체

이동(liquid transmission)으로 일컬으며 그 메커니즘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실험방법이 규격화되

어 있고 실험결과도 실험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

고 있다.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 중에서 섬유의 종류, 실,

직물의 가공방법, 그리고 섬유상 재료의 기공도 등에 따

른 수분 및 액체이동의 실험적 연구 그리고 이들 수분

및 액체이동이 의류의 쾌적성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하

여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왔다(Das & Alagirusamy, 2010;

Fan & Hunter, 2009; Patnaik et al., 2006; Song, 2011). 최

근 들어 다양한 흡한속건소재들이 쾌적성 의류소재로

상업화되고 있으나 이들의 수분흡수와 증기상태의 땀

의 이동에 따른 건조특성에 관한 명확한 메커니즘과 시

험방법에 따른 쾌적특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많

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들 실험방법에 따라 어떤 차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섬유소재와 복합

사 구조에 따라 어떤 시험방법이 더 정확한 흡한속건성

을 평가할 수 있는지, 즉 섬유소재나 복합사의 구조에 따

라 어떤 시험방법이 정확한 수분과 증기의 이동특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실

험적 연구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실험 및 연구결과는 많

지 않다. 특히, 최근 다양한 섬유소재로 제조된 흡한속

건소재의 수분흡수성이 뛰어난 직 ·편물 복합소재가 많

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들의 수분흡수성을 평가하는 방법

은 몇 가지의 국제규격과 두 가지 한국산업규격이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복합소재가 의류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소재들의 수분흡수와 건조성 평

가에도 어떤 평가방법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면, 울, 그리고 나

일론과 폴리에스터와 같은 일반적인 소재들을 사용한

직 ·편물의 wicking 특성을 실험방법과 관련시켜 수행

된 기존의 연구(Das et al., 2007; Harnett & Mehta, 1984;

Mehta et al., 1994; Nyoni & Brook, 2006; Perwuelz et al.,

2000; Wang et al., 2008)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as et

al.(2007)은 섬유상 물질의 수분투과성에 관한 메커니즘

을 네 가지 형태, 즉 수증기 상태의 이동과 액체상태의

이동, 수분과 액체의 결합이동 그리고 열과 질량이동으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Harnett and Mehta(1984)은 섬유

소재가 다른 니트시료를 사용하여 네 가지의 wicking 실

험방법, 즉 wicking test, plate test, spot test 그리고 syp-

hon test를 통해 수분흡수성을 wettability와 wickability로

구분하여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Ghali et al.(1994)

은 직물에서 수분의 이동을 wettability와 wickability로

설명하면서 친수성 소재인 면과 친유성 소재인 PP(poly-

propylene) 섬유를 사용하여 직물의 wetting성과 wicking

성을 함께 나타낼 실험방법을 제시하였다. Perwuelz et

al.(2000)은 폴리에스터, 나일론, 유리섬유의 수분이동의

모세관 이동을 CCD 이미지 분석으로 모세관 이동이 Lu-

cas-Washburn equation에 따르며 실의 길이방향의 확산

은 실 내부의 미세공간의 불균제성에 기인됨을 연구하였

다. 한편, Nyoni and Brook(2006)은 나일론66 필라멘트

와 텍스쳐사의 wicking 특성을 사의 구조인자 중 꼬임의

변화와 장력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은 필

라멘트사 직물의 흡한속건의 개념을 wetting과 wicking

을 거쳐 직물 내에 흡습된 수분이 분산되어 포집되어 있

느냐 증발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텍

스쳐사 내부의 각 필라멘트들의 불규칙성이 흡한속건성

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Wang et al.(2008)

은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의 꼬임, 사단면형태 그리고 텍

스쳐링의 wicking성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땀

액체이동의 실험방법으로서 수평적 모세관 흡습(hori-

zontal wicking), 수평통과성 모세관 흡습(transverse wi-

cking) 그리고 수직적 모세관 흡습(vertical wicking)에

따른 wicking의 실험적 차이에 관한 연구(D'Silva et al.,

2000; Kissa, 1996)도 발표되었다. 한편 상거래에 사용되

는 KS, BS 그리고 DIN 등과 같은 국제적 규격 시험법이

아닌 실험실적으로 고안된 새로운 시험방법에 대한 연

구도 많이 수행되어 왔다. GATS(Gravimetric Absorbency

Tester System) 측정장치는 McConnell(1982)에 의해 고

안되어졌으며 wicking성을 수분의 증발과 함께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Drop absorption(AATCC 79 ‘Ab-

sorbency of Textiles’), 접촉각 측정법 그리고 drying rate

test 등이 직물의 수분이동특성 중 흡습 및 건조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며 최근 Hu et al.(2005)은

MMT(Moisture Management Tester)라고 불려지는 새로

운 장치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된 wicking

성에 대한 연구는 일반 섬유소재로 만들어진 실과 직물

의 wicking성을 측정방법과 관련시킨 연구들이 대부분

이다. 최근 소재가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복합소재들로

만들어진 직 ·편물의 수분이동특성을 실험방법과 관련

시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P,

쿨맥스 그리고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등과 쿨맥스, 텐셀,

뱀부 등의 스테이플 섬유를 사용하여 시스코어(sh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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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복합사, 사이로필(siro-fil) 하이브리드사 그리고 사

이로(siro) 방적사 등을 제조하고 이들 하이브리드 복합

사 직물의 수분이동특성을 실험방법에 따른 wetting성과

wicking성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소재

특성에 따른 수분이동특성의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새로

운 고감성 의류용 직물의 수분이동특성을 실험방법에

따라 실의 구조특성과 구성섬유특성의 영향을 분석하

였다.

II. 수분이동특성의 이론적 배경

1. Wicking의 이론적 배경

액체상태로 섬유상 집합체를 통과하는 수분의 이동은

섬유표면에서의 섬유와 물 분자 간의 견인력에 기인되

며 이는 표면장력과 섬유 내 유효 모세기공의 분포에 의

해 결정된다. 모세기공을 통한 액체의 이동은 두 단계 과

정으로 설명된다. 즉 초기 wetting 과정<Fig. 1(a)>과 다

음에 일어나는 모세관 wicking<Fig. 1(b)>이다. <Fig. 1>

에 이들 두 가지 거동을 도시하였다(Das & Alagirusamy,

2010).

Wetting성은 액체의 퍼짐현상으로 섬유와 액체계면

에서 작용하는 힘은 다음의 Young-Dupre equation<Eq.

1>으로 정의된다.

...... Eq. 1.

where, γSV : surface tension between fiber and vapor

γSL: surface tension between fiber and liquid

γLV: surface tension between liquid and vapor

θ: contact angle between the liquid drop and

fiber surface

여기서 접촉각 θ의 크기에 의해 직물의 wetting성의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 즉 θ가 적은 값을 가질수록 친수

성과 wetting성이 증가하게 된다. <Fig. 2>에서 공극 내

의 모세관에서 발생되는 모세관 압력, P는 Laplace equ-

ation<Eq. 2>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P에 의해 수분의 모

세관 흐름을 생기게 하는 능력을 wicking성으로 정의한

다. 이때, <Fig. 1(b)>에 보인 모세관 압력에 의해 수분이

수평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 L은 Washburn-Lukas equa-

tion<Eq. 3>으로 주어진다.

...... Eq. 2.

where, P: capillary pressure

Rc: radius

...... Eq. 3.

where, L: capillary rise of the liquid

η : viscosity of the liquid

한편, KSK 시험규격인 적하법(drop method)을 <Eq.

1>로 설명하면 친수성 섬유로 만들어진 직물의 경우 접

촉각 θ가 작아짐에 따라서 γSV가 커져 직물 위에 떨어진

물방울은 흡습이 되면서 퍼져나가게 된다. 한편 적하법

과 함께 수직방향 수분이동 wicking 시험법(bireck met-

hod)을 <Eq. 2>−<Eq. 3>으로 설명하면 접촉각 θ와 기공

γSV γSL– γLV θcos=

P
2γLV θcos

Rc

----------------------=

L
Rcγ θcos

2η
------------------- t

1

2
---

=

Fig. 1. Liquid transfer processes through a porous

media. Fig. 2. Liquid capillary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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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가 작을 때 수직 wicking(vertical wicking) 속도가

빠르게 되나 수평적 이동거리(L)는 기공의 크기가 클 때

증가하게 된다.

한편, 직물 내의 기공을 통한 액체 땀 흐름은 선형이

면서 정상흐름식인 Darcy's equation<Eq. 4>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Das et al., 2007) 액체흐름량(Q)은 압력차이

ΔP에 비례하고 시료의 길이 Lo에 반비례하게 된다.

...... Eq. 4.

where, K: proportional factor (= )

k: air permeability

η : viscosity of the liquid

Miller(2000)는 <Eq. 4>에서 ΔP와 k는 직물의 전체적

인 wicking 성능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된다

고 하였다. 그리고 직물 내 액체의 높은 함유는 큰 기공

혹은 높은 기공체적을 가진 직물에서 가능함을 보였다

(Harnett & Mehta, 1984).

2. 수분이동특성 측정방법

이론적 고찰에서도 서술되었지만 수분의 이동특성

측정방법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즉 wet-

ting성과 wicking성 실험법이다. wetting성은 wetting력

(wetting force)을 측정한 후 접촉각 θ를 wilhelmy prin-

ciple(Patnaik et al., 2006)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계산

하는 방법과 goniometry법으로서 이미지 분석법을 사용

하는 방법(Grindstaff, 1969) 그리고 직물과 액체와의 접

촉각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automated contact te-

ster(ASTM D5725-99법), HTHP contact angle tester법 그

리고 drop analyzer tester법 등이 있다. 접촉각 측정은 정

적접촉각 측정법과 동적접촉각 측정법(Wei et al., 2003)

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wicking성 측정법은 크게 in-plane

wicking, transverse wicking 그리고 vertical wicking의 세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뉘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규

격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방법, 즉 drop tester법(Chen et

al., 2012; Duru & Candan, 2013; Kim et al., 2015)과 ver-

tical wicking tester법을 사용하여 시료특성에 따른 시험

방법의 적합성 및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한편 수분이동특성에서 흡한속건소재의 건조특성을

실험하는 한국산업규격 방법으로서는 KSK 0815A법과

B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흡한속건소재인 쿨맥스와 흡

수성 소재인 뱀부 섬유, 친환경 소재인 텐셀 그리고 일

반 면 등의 스테이플 섬유와 PP, 폴리에스터, 쿨맥스 등

의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필라멘트/스테이플 하이브리드

복합사의 방적방법(ring, sheath/core, siro-fil, siro-spun)을

달리하고 이들 소재로 만든 직물의 수분이동특성을 wi-

cking과 건조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하여 복합사의 구조

와 소재특성에 따른 이들 시험법의 적합성과 메커니즘

을 분석하였다.

III. 실 험

1. 하이브리드 복합사 준비

1) 경사 하이브리드 복합사 준비

경사용으로 사용될 세 가지 실을 사이로 링 정방기에

서 제조하였다. <Fig. 3>에 경사용으로 사용된 세 가지

하이브리드 복합사를 도시하였다. PP DTY 30d/24f 필

라멘트를 링 정방기 프런트 롤러 중앙부위로 피드시키

고 두 개의 텐셀 로빙을 드라프트 영역으로 내려 보내어

프런트 롤러에서 이 필라멘트와 만나 PP-텐셀 시스코어

하이브리드 방적사 40's를 제조하였다. 한편 PET DTY

55d/216f 필라멘트가 사이로 스펀 정방기의 위쪽의 로

빙부의 한 부분에 장착되어 드라프트부로 풀려나오고 다

른 한쪽 로빙에는 텐셀 로빙을 장착하여 풀려나오면서

앞 드라프트 롤러를 지나서 폴리에스터 DTY 필라멘트

와 만나 폴리에스터-텐셀 사이로필사 40's를 제조하였다.

또한 이 정방기의 사이로 장치 위쪽에 텐셀 로빙 두 가

닥을 드라프트 영역으로 피드시켜 텐셀 사이로사 40's를

만들어 이들 세 가지 복합사를 경사로 각각 A, B, C그룹

직물제조에 사용하였다.

2) 위사 하이브리드 복합사 준비

위사로 사용된 5종의 실을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PET 쿨맥스 50d/36f 필라멘트가 링 정방기에서 풀려나

와서 프런트 롤러 중앙부위로 피드되어 두 개의 텐셀 로

빙이 드라프트 영역을 지나 프런트 롤러에서 이 필라멘

트와 만나 쿨맥스/텐셀 시스코어사 30's가 제조되었다.

또한 PET 55d/216f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만든 PET 텐

셀 사이로필사 30's를 2번째 위사로 사용하였으며 PET

쿨맥스 스테이플 섬유와 뱀부 스테이플 섬유를 혼합하

여 링 정방기에서 만든 30's 방적사를 3번째 위사로, 뱀부

스테이플 섬유를 사용한 30's 방적사를 4번째 위사로 방

적하였다. 그리고 PET 75d/144f 하이멀티 필라멘트를

Q K
PΔ

Lo

-------–=

k

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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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위사용으로 사용하여 A, B, 그리고 C그룹의 위사

에 각각 적용하여 15가지 직물제조에 사용하였다. <Fig.

4>에 위사로 사용된 하이브리드 복합사 5가지 모형을

도시하였다.

2. 직물시료 준비

본 연구에서 제조한 15가지 직물은 최근 고감성 의류

소재로서 많이 사용되는 소재인 텐셀, 뱀부, 쿨맥스 등

의 스테이플 섬유와 폴리에스터와 PP 필라멘트를 사용

하여 만든 사이로 필사, 시스코어사 등의 복합사를 사용

하였고 최근 직물소재 트랜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

다. 준비된 8종의 실을 사용하여 래피어 직기(Picanol

Gamma, 벨기에)를 이용하여 직물을 제직하였다. <Fig.

3>에 보인 복합사 세 가지를 경사로 사용하였으며 각각

의 경사에 <Fig. 4>에 보인 5가지 하이브리드 복합사를,

Model

Specifications
PP DTY 30d/24f+

Tencel sheath/core for warp yarn

PET DTY 55d/216f+

Tencel siro-fil for warp yarn

Tencel+Tencel staple fibers

siro spun yarns for warp yarn

Yarn

specimens
PP/Tencel S/C 40's PET/Tencel siro-fil Tencel siro-spun 40's

Fig. 3. Hybrid composite warp yarn model.

Model

Specifications
PET CoolMax 50d/36f+

Tencel sheath/core for weft yarn

PET DTY 55d/216f+

Tencel siro-fil for weft yarn

CoolMax/Bamboo staple fibers

ring spun yarns for weft yarn

Yarn

specimens
CoolMax/Tencel S/C 30'S PET/Tencel siro-fil 30's CoolMax/Bamboo spun yarn 30's

Model

Specifications Bamboo staple fibers ring spun yarns for weft yarns PET DTY 75d/144f filament for weft yarns

Yarn

specimens
Bamboo spun yarn 30's PET 75d/144f

Fig. 4. Hybrid composite weft yar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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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3가지에 각각 위사 1로 사용하였으며 위사 2로서

PP 100d/48f를 위사 1과 함께 1:1로 교호로 위입시켜 15가

지 평직 조직의 직물시료를 각각 30y씩 제직하였으며

염색과 가공을 진행하였다. PP 섬유는 흡습성은 떨어지

지만 직물이 흡수한 수분을 밀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여

wicking성을 높혀주는 효과를 보기위해 위사 2로 사용

하였다. <Table 1>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물시료 특성

을 보였다. 제직한 15가지 생지는 동일한 조건에서 염색

과 가공을 하기위해 생지를 연결하여 진행하였다. 호발

과 정련을 CPB 정련기에서 실시한 후 연속 정련기에서

50m/분 속도로 수세를 거친 후 1차 세팅을 150
o
C에서

40m/분 속도로 실시하였다. 염색은 래피드 염색기에서

120
o
C에서 60분 처리 후 건조기를 거친 후 최종 세팅을

130
o
C에서 50m/분 속도로 텐터기에서 처리하였다.

3. Wicking과 건조특성 실험

본 연구에서는 섬유특성과 실의 구조 그리고 실험방

법에 따른 wicking과 건조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소재

와 실의 특성에 따른 wicking과 건조특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wicking과 건조특성 실험을

다음과 같이 각각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1) Wicking 특성 실험

(1) Drop법

직물의 흡수성에서 초기의 wetting성의 흡수특성을 평

가하는 방법(D'Silva et al., 2000; Harnett & Mehta, 1984;

Kissa, 1996)으로 사용되는 적하법을 흡수성의 한 가지 방

법으로 측정하였다. KSK 0815법의 흡수성 측정방법 중

적하법(A법)에 의해 흡수속도를 측정하였다. <Fig. 5>

에 보이는 장치를 이용하여 20×20cm 시료를 준비하고

27±2
o
C 증류수를 넣은 뷰렛에서 5초마다 1ml 물방울을

15~25방울 적하시켜 특별한 반사를 일으키지 않을 때까

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 5개 시료의 5회 평균값을 나타

내었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fabric specimens

Group

Fabric

specimen

no.

Warp

yarn

Weft yarn
Fabric density

(/in.) Thickness

(mm)

Weight

(g/m
2
)

Yarn 1 Yarn 2 Wp Wf

A

1
PP DTY

30d/24f

+Tencel

sheath/core

40 Ne

P/CoolMax50/36+Tencel sheath/core 30'S

PP

100/48
91.5 62.4

0.352 120.3

2 P/DTY55/216+Tencel siro-fil 30'S 0.341 120.3

3 P/CoolMax+Bamboo spun 30'S 0.347 120.3

4 Bamboo 30'S 0.364 120.3

5 P/DTY75/144 0.333 101.7

B

6
PET DTY

55d/216f

+Tencel

siro-fil

40 Ne

P/CoolMax50/36+Tencel sheath/core 30'S

PP

100/48
91.5 62.4

0.392 118.8

7 P/DTY55/216+Tencel siro-fil 30'S 0.342 119.5

8 P/CoolMax+Bamboo spun 30'S 0.336 119.5

9 Bamboo 30'S 0.344 119.5

10 P/DTY75/144 0.301 101.7

C

11

Tencel

+Tencel

siro-spun

40Ne

P/CoolMax50/36+Tencel sheath/core 30'S

PP

100/48
91.5 62.4

0.381 117.3

12 P/DTY55/216+Tencel siro-fil 30'S 0.350 118.8

13 P/CoolMax+Bamboo spun 30'S 0.369 118.8

14 Bamboo 30'S 0.354 119.5

15 P/DTY75/144 0.305 098.7

PP: Polypropylene, P: PET

Fig. 5. Wicking test apparatus by drop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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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ertical wicking test

20×2.5cm 시험편을 경사와 위사방향으로 각각 5매 준

비하고 각 시료를 27±2
o
C의 증류수가 들어있는 용기의

수면에 한쪽 끝이 닿도록 하여 10분 후의 모세관 현상으

로 물이 상승한 높이(mm)를 측정, 평균값을 사용하였

다. <Fig. 6>에 bireck법이라고 불러지는 시험측정 장치

를 나타내었다.

2) 건조특성 실험

Wicking 실험 후의 속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건조

특성 실험이 필요하며 이러한 흡한속건성에 대한 기존

의 연구(McConnell, 1982; Nyoni & Brook, 2006)에서는

초기 흡습된 무게에 대한 증발되어 빠져나간 수분의 무

게의 비를 drying rate로 계산하는 방법과 남아있는 수분

무게의 비로서 Water Evaporating Rate(WER)를 측정한

방법(Fangueiro et al., 2010; Yanılmaz & Kalaoğlu, 2012)

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과 유사한 KSK 08

15A법, B법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건조율(drying

rate)을 측정하였다.

(1) Drying rate(min.) KSK 0815A법

KSK 0815A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27±2
o
C 증류수가

담겨있는 수조에 40×40cm 시료를 침지시켜 충분히 흡

수시켰다가 꺼내어 물방울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

측정장치(INTEC Co. LTD, 일본)에 시료를 걸고 표준상

태에서 자연건조될 때까지 시간(min)을 건조율로 측정

하였다. <Fig. 7>에 실험장치를 나타내었다.

(2) Drying rate(gr) KSK 0815B법

<Fig. 8(a)>에 보인 시료 3매를 준비하여 초기 무게(W1)

를 측정하고 27±2
o
C의 증류수에 시료를 3시간 이상 침지

시켜 충분히 흡수되게 한 후 꺼내어 10분 후의 <Fig. 8(b)>

에서 시료무게(W)를 측정하여 (W−W1)값을 증발성 자

Fig. 6. Wicking measurement apparatus by bireck me-

thod.

Fig. 7. Drying rate measurement apparatus by KSK

0815A.

Fig. 8. Specimen shape and balance for the drying

rate experiment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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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수분량으로 하고 3회 평균치를 건조율로 하였다.

4. 흡수률 측정

KSK 0815법의 흡수성 측정방법 중 흡수율을 측정하

였다. 7.5×7.5cm 시험편을 27±2
o
C의 증류수가 들어 있는

용기 내에 20분 동안 침치한 후 꺼내어 건조흡수지 사이

에 삽입하여 25cm/초의 표면속도의 맹글(mangle)에 통

과시킨 후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여 침지 전의 무게에 대

한 침수 후의 무게와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5. SEM 및 현미경 사진측정

직물과 실의 단면사진은 FE-SEM(S-4100, HITACHI

Co., 일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일부 경사의 단면

사진은 현미경(microscop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섬유특성과 사의 구조 및 실험방법에 따른 wi-

cking 특성

1) Bireck법에 의한 wicking 특성

<Table 2>는 15가지 직물시료의 wicking과 건조특성

에 관한 시험방법에 따른 물성데이터를 보인 것이다.

<Fig. 9>−<Fig. 10>은 bireck법과 drop법에 의해 측정된

15가지 시료의 wicking성을 도시한 것이다.

<Fig. 9>에서 bireck법에 의한 wicking값을 보면 경사

가 각각 PP/텐셀 시스코어사(A그룹)와 PET/텐셀 사이

로필사(B그룹)인 시료보다 경사가 텐셀 사이로 방적사

인 C그룹이 다소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Fig. 3>의 복

합사 모형에서 볼 수 있듯이 A그룹과 B그룹의 경우는

필라멘트가 코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어부의 필라

멘트와 주위의 스테이플 섬유 사이를 수분이 모세관 현

상으로 모세관력(capillary force)이 더 커지며 흡수된 수

분의 흐름이 더 빠르게 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는

Nyoni and Brook(2006)의 연구에서도 앞에서 제시한

Laplace equation<Eq. 2>을 이용하여 PET 필라멘트사

내의 기공에서의 모세관 압력에 의한 흡습성이 텍스쳐

사보다 일반 PET사가 우수했다는 결과와 같이 시스코

어사와 사이로필사 내의 작은 직경을 가진 모세관수가

증가함으로써 모세관력이 증가하여 wicking성이 C그룹

보다 A, B그룹이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A그룹에서 PP/텐셀 시스코어사 경사에 쿨맥스/텐셀 시

스코어사가 위사로 제직된 경우 가장 높은 wicking율을

보여주었다. 이는 PP 필라멘트의 경우 수분의 wetting성,

즉, 접촉각 θ가 섬유의 소수성 특성 때문에 큰 값을 가

짐으로써 Laplace equation<Eq. 2>에서 모세관 압력이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wicking and drying rate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method

Group
Specimen

no.

Weft

(specification)

Wicking Drying Absorption

(%)Bireck (mm) Drop (sec) Drying rate (min.) Drying rate (gr)

A

(Wp:PP/Tencel

sheath/core)

1 CoolMax/Tencel S/C 68 215 75 3.56 28

2 PET/Tencel siro-fil 54 17 85 3.51 26

3 CoolMax/Bamboo spun 53 23 90 3.41 26

4 Bamboo spun 54 22 90 3.72 30

5 PET 75d/144f 52 600 90 2.74 25

B

(Wp:PET/Tencel

siro-fil)

6 CoolMax/Tencel S/C 52 235 105 3.73 30

7 PET/Tencel siro-fil 54 214 80 3.36 28

8 CoolMax/Bamboo spun 56 20 85 3.51 27

9 Bamboo spun 50 156 90 3.66 32

10 PET 75d/144f 51 621 90 2.60 26

C

(Wp:Tencel

siro-spun)

11 CoolMax/Tencel S/C 52 143 85 3.60 34

12 PET/Tencel siro-fil 53 350 90 3.33 34

13 Coolmax/Bamboo spun 51 370 90 3.43 34

14 Bamboo spun 51 347 110 3.59 36

15 PET 75d/144f 49 635 95 2.6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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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값을 가지며 또한 위사인 쿨맥스 필라멘트의 이형단

면 특성 때문에 작은 직경의 모세관수가 증가함으로써

역시 이론적 고찰의 <Eq. 2>에서 Rc가 작은 값을 가지

면서 개수가 많아지므로 모세관력(P)이 증가하고 두 가

Fig. 9. Wicking length by bireck method.

Fig. 10. Wicking rate by drop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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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특성이 coupling이 되어 가장 높은 wicking성을 보였

다고 사료된다. 한편, 경사 3가지 A, B, C그룹 모두 위

사가 PET 75d/144f 하이멀티 필라멘트사가 위사로 제직

된 시료(5, 10, 15번)들의 wicking성이 가장 낮은 값을

보임으로써 bireck법에 의한 wicking성이 가장 나쁜 결

과를 보였다. 이는 하이멀티 필라멘트사의 꼬임구조는

수분의 이동을 방해해서 wicking성에는 나쁜 영향을 주

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Nyoni and Brook(2006)의 연구에

서는 이를 spiral wicking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그

러나 vertical wicking test법에서는 경사에 PP/텐셀 시스

코어사와 위사에 쿨맥스/텐셀 시스코어사의 경우가 가

장 우수한 wicking성을 보였으며 위사에 하이멀티 PET

필라멘트사로 구성된 직물(5, 10, 15번 시료)이 가장 나

쁜 wicking성을 보였으나 나머지 시료들 사이에는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측정방법에 한계가 있음을 보

여주었다.

2) 적하법에 의한 wicking 특성

<Fig. 10>에 보인 drop법의 결과에서도 위사에 하이

멀티 PET 필라멘트사를 사용한 시료(5, 10, 15번)들이

bireck법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며 가장 나쁜 wicking

성을 보였다. 경사에 텐셀 사이로스펀사를 사용한 시료

인 C그룹이, 필라멘트와 혼합한 하이브리드사인 시스

코어사 A그룹, 그리고 사이로필사를 사용한 B그룹보다

나쁜 wicking성을 보인 것도 bireck법에 의한 결과와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이론적 고찰

에서 제안된 Washburn-Lukas equation<Eq. 3>으로 설명

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Washburn-Lukas equation의

개념을 실의 팩킹과 관련시켜 보면 꼬임의 증가가 실의

팩킹 계수의 증가를 가져오며 작은 직경을 가진 모세관

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Eq. 3>에서 Rc가

작아져서 수분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리, L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방적사의 꼬임증가는 실 내의 공극들의 뒤틀

림 즉, 실 내의 섬유들의 직경 혹은 단면형태들의 불균

제와 섬유들의 실 내에서의 배향 등이 증가하게 되며 꼬

임에 의해 이들 공극들의 뒤틀림이 증가하면 wicking력

은 감소하게 된다(Nyoni & Brook, 2006; Perwuelz et al.,

2000). 즉 방적사의 경우 실의 꼬임구조가 길이방향으로

의 수분의 흐름을 방해하여 필라멘트보다 낮은 wicking

력을 보이며 텍스쳐드 필라멘트사의 경우에서도 실 내의

루프의 수가 증가할 때 필라멘트의 배향이 더욱 랜덤하

게 되고 모세관의 연속성이 감소하게 되며 wicking력이

나빠지게 된다. 같은 설명이 꼬임사에서 wicking 속도가

늦어지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며, wrapper filam-

ent의 존재는 wicking성을 늦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

히 <Fig. 10>에 보인 drop법 결과에서 수분이 직물 위에

서 흡습되어 퍼지는 현상을 앞 이론적 고찰에서 제시한

<Eq. 1>, Young-Dupre equation으로 설명하면 친수성 섬

유가 위사로 사용된 뱀부 사이로 방적사와 쿨맥스와 뱀

부 혼방 방적사로 된 시료(3, 4, 8, 9, 13, 14번)의 경우

접촉각 θ가 작아짐에 따라서 γsv가 커지며 직물 위에 떨

어진 물방울은 흡습이 되면서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어

wicking율이 낮은 값을 가지며 wicking성은 우수하게 된

다. 반면 친수성이 아닌 폴리에스터 하이멀티 필라멘트

가 위사로 들어간 시료(5, 10, 15번)들은 접촉각 θ가 커

짐에 따라 γsv가 작아져서 직물 위의 물방울이 퍼져 나

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wicking율이 커져서 wicking성이

나쁜 결과를 나타낸다.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C

그룹의 wicking성은 drop me-  thod와 bireck법 모두 흡

수율 결과와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므로써 wicking성은

소재의 흡수성보다는 하이브리드 복합사의 구조가 더 영

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Fig. 11>에 A, B 그

리고 C그룹에 사용된 경사 하이브리드 복합사와 위사

에 사용된 쿨맥스 필라멘트와 텐셀의 시스코어 하이브리

드사의 단면과 측면 SEM 사진을 보였다. <Fig. 11>에

서 볼 수 있듯이 A그룹에 사용된 PP/텐셀의 시스코어사

와 위사에 사용된 쿨맥스/텐셀의 시스코어사의 경우 수

분이 이동할 수 있는 기공이 보인다. 그리고 B그룹에 사

용된 PET/텐셀 사이로필사의 경우 시스코어사에 비해

기공의 수가 적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텐셀 사이로스

펀 방적사의 경우는 꼬임에 의해 실 단면 내부의 컴팩

트한 섬유들의 집합상태를 볼 수 있으며 수분이 이동할

수 있는 기공이 훨씬 적음을 볼 수 있다.

2. 섬유특성과 실의 구조 및 실험방법에 따른 건

조특성

1) 섬유소재특성에 따른 흡수율 변화

일반적으로 건조특성에는 직물을 구성하는 섬유소재

의 wicking성과 흡수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

구(Fangueiro et al., 2010)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15개

직물시료들의 A, B, C 3개 군들의 흡수율 그래프를 <Fig.

12>에 도시하였다. <Fig. 12>에서 볼 수 있듯이 A, B 그

리고 C그룹은 위사는 동일한 5가지가 사용되었으며 경

사만 A그룹은 PP/텐셀, B그룹은 PET/텐셀, 그리고 C그

룹은 텐셀만 사용되었다. 따라서 흡수성이 뛰어난 텐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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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한 C그룹 직물시료가 가장 흡수율이 높은 값을

보이며 PP가 사용된 A그룹이 가장 낮은 흡수성을 보였

다. 그리고 각 그룹에서 위사가 뱀부 섬유가 사용된 4, 9,

14번 시료가 각 그룹에서 가장 높은 흡수율을 보였다. 그

리고 위사에 PET 필라멘트가 사용된 5, 10, 15번 시료가

각 그룹에서 가장 낮은 흡수율을 보였다.

Warp yarn SEM Microscope SEM

Group A
PP/Tencel

sheath/core

Group B
PET DTY/Tencel

siro-fil

Group C Tencel siro-spun

Weft yarn
CoolMax/Tencel

sheath/core

Fig. 11. SEM images of different yarn structures.

Fig. 12. Water absorption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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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에 따른 건조특성

<Fig. 13>−<Fig. 14>는 KSK 0815A법과 B법에 의해

측정된 건조특성을 도시한 것이다.

<Fig. 13>은 직물이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낮은 값일 때 건조성이 우수하며

<Fig. 14>는 3시간 침지시킨 시료를 꺼내어 10분 후 무

게를 측정, 침지 전 시료무게에서 뺀 값을 건조율(g)로

하기 때문에 높은 값일수록 건조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

가되며 이 방법은 초기 건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Fig. 14>에서 각 A, B, C그룹에서 흡수성이

우수한 뱀부 섬유가 위사인 4, 9, 14번 시료와 쿨맥스/텐

셀 시스코어사가 위사인 1, 6, 11번 시료들의 건조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흡수성이 가장 낮은 5, 10,

15번 시료, 즉 위사가 PET 하이멀티사 시료의 흡수성이

Fig. 13. Drying rate (KSK 0815A).

Fig. 14. Drying rate (KSK 08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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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값을 보이므로써 KSK 0815B법이 wicking성

과 건조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으나 KSK 0815A법은 잘

설명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재와 실의 구

조에 따라 wicking성과 건조성이 잘 설명되는 <Fig. 10>

의 적하법 wicking 결과와 <Fig. 14>의 KSK 0815B법의

건조특성 결과를 <Fig. 12>의 흡수도와 비교하여 복합

사 시료특성과 건조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Fig.

10>에서 흡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A그룹에서 wicking

성이 좋은 2, 3, 4번 시료의 건조특성이 <Fig. 14>에서 A

그룹 중에서 높은 값을 가지므로써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반면 <Fig. 12>에서 흡수도가 높은 C그룹에서는 <Fig.

10>에서 wicking성이 낮은 13, 14번 시료의 건조특성이

<Fig. 14>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Fangueiro et al.(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였다. 이는 흡수도가 높은 직물시료의 경우(C그룹) 경사

가 방적사로 구성된 직물 내의 기공들은 흡수도가 낮은

B와 C그룹 시료보다 흡수된 액체가 더 많이 채워지므

로써 모세관 압력이 낮아진다. 따라서 흡수도가 높은 C

그룹 시료에서는 위사방향에 wicking성이 낮은 시료들

이 흡수된 수분이 적기 때문에 건조특성이 우수하며 흡

수도가 낮은 A그룹에서는 흡수된 액체가 덜 채워지고 빈

기공이 많아진다. 따라서 wicking성이 높은 2, 3, 4번 시

료들이 많이 흡수된 액체를 빈 기공 사이로 증발시킴으

로써 역시 우수한 건조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wicking 현상을 모세관 압력(capillary pre-

ssure)과 투과성(permeability)의 두 가지 관점으로 앞에

서 설명한 Darcy's equation<Eq. 4>에서 ΔP와 k에 관해

설명한 Miller(2000)의 연구와, 다른 선행연구(Harnett &

Mehta, 1984; Hsieh, 1995)에서도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

다. 한편 실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건조특성은 wicking 특

성과는 달리 경사의 종류에 따른 A, B, C그룹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위사가 쿨맥스 필라멘트/텐셀 시

스코어사(1, 6, 11번)와 흡수성이 우수한 뱀부 방적사(4,

9, 14번) 시료에서 우수한 건조특성을 나타내었다. 반대

로 위사에 필라멘트 PET 하이멀티사를 사용한 시료(5,

10, 15번)가 가장 나쁜 건조특성을 보이므로써 하이브리

드 복합사 직물의 건조특성은 wicking 특성과 섬유소재

의 흡수성 그리고 하이브리드 복합사의 구조특성 모두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Wicking과 건조실험 방법 간의 상관성 분석

Wicking성 실험방법, 즉 bireck법과 drop법 간의 15개

시료들의 wicking성 결과치의 상관성, 그리고 건조성 측

정방법, 즉 KSK 0815A법과 B법 사이의 상관성 및 이들

wicking 특성과 건조특성 측정결과들이 섬유소재 흡수

성과의 상관성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 물

성치들 사이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은 이

들 인자들 사이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Fig.

14>는 이들 인자들 사이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Ta-

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wicking 측정법 사이에 bireck

법인 wicking 길이(mm)와 drop법(sec) 간에 −0.669의 상

관성을 보임을 알 수 있고 wicking성 측정의 drop법과 건

조특성 측정법의 KSK 0815B법 간의 상관성이 −0.835

로써 높은 상관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론의

섬유특성과 실의 구조 및 실험항법에 따른 건조특성에

서 설명한 내용이 타당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반면에

bireck법인 wicking 길이(mm)법과 KSK 0815A법의 건

조율(min)과는 −0.604의 상관계수를 보여 −0.835보다는

낮은 값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bireck wick-

ing 특성과 건조특성인 drying rate(g)와 흡수성(%)과는

모두 낮은 상관계수를 보이므로써 하이브리드 복합사

직물의 wicking과 건조특성은 소재의 흡수성만으로 설

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 론

PP, PET, 쿨맥스 필라멘트와 뱀부, 텐셀, 쿨맥스 스테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according to measuring method

Wicking length

(mm)

Drop method

(sec)

Drying rate

(min.)

Drying rate

(g)

Absorption

(%)

Wicking length (mm) 1.000 −0.669 −0.604 0.291 −0.310

Drop method (sec) −0.669 1.000 0.277 −0.835 0.098

Drying rate (min.) −0.604 0.277 1.000 0.017 0.446

Drying rate (g) 0.291 −0.835 0.017 1.000 0.317

Absorption (%) −0.310 0.098 0.446 0.3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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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플 섬유를 사용하여 시스코어사, 사이로필사, 그리고

사이로스펀 방적사 등의 서로 다른 하이브리드 복합사

를 제조하였다. 이들 복합사로 제직한 15종 직물의 wic-

king과 건조특성을 측정방법을 다르게 하여 측정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Bireck법과 같은 vertical wicking test법에서는 경

사에 PP/텐셀 시스코어사와 위사 쿨맥스/텐셀 시스코어

사 경우가 가장 우수한 wicking성을 보이며 위사가 하이

멀티 PET 필라멘트 직물의 경우 가장 나쁜 wicking성을

보였다.

2) Drop법 시험결과에서도 일부 그룹에서는 bireck법

과 같은 경향성을 보였다. 즉, 위사에 하이멀티 PET 필라

멘트사를 사용한 직물의 흡수성이 가장 불량하며 경사

에 PP/텐셀 시스코어사를 사용한 A그룹이 가장 우수하

고 텐셀 사이로 방적사를 사용한 C그룹이 가장 나쁜 흡

수성을 보였다. 그러나 위사에 친수성 섬유가 사용된 뱀

부 방적사와 쿨맥스/뱀부 방적사의 wicking성이 가장 우

수한 결과를 보이므로써 bireck법에 의한 wicking성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3) 흡수성이 A, B그룹보다 더 높은 값의 C그룹 직물

wicking성은 bireck법, drop법 모두 가장 낮은 값을 보이

므로써 bireck법에 의한 wicking성은 소재의 흡수성보다

는 하이브리드 복합사의 구조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drop법에서는 소재의

흡수성과 복합사의 구조특성 모두에 의해 wicking성이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4) 하이브리드 복합사의 건조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

는 실험방법은 KSK 0815B법이며 wicking성 측정법인

drop법과 소재의 흡수성을 관련시켜 하이브리드 복합사

의 건조특성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확인하였다.

5) 섬유소재의 흡수성이 높은 시료의 경우 wicking성

이 낮은 시료들이 건조특성이 우수하며 흡수성이 낮은

시료의 경우 wicking성이 높은 시료들이 우수한 건조특

성을 보였다.

6) Wicking성과는 달리 건조특성은 경사 종류에 따른

A, B, C그룹 사이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위사가 쿨

맥스 필라멘트/텐셀 시스코어사와 뱀부 방적사 시료에

서 가장 우수한 건조특성을 보였으며 위사에 PET 하이

멀티 필라멘트사가 사용된 직물이 가장 나쁜 건조특성

을 보임으로써 하이브리드 복합사 직물의 건조특성은

wicking성, 흡수성 그리고 하이브리드 복합사의 구조특

성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하이브리드 복합사 직물의 wicking

특성 측정방법 중 KSK 0815B법은 섬유소재의 흡수성

보다는 하이브리드 복합사의 구조에 의해 더 영향을 받

는 반면 drop법은 섬유소재의 흡수성과 하이브리드 복합

사의 구조특성에 의해 모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

다. 하이브리드 복합사 직물의 건조특성은 KSK 0815B

법이 A법보다 건조특성을 더 잘 설명해 주며 drop법의

wicking 특성과 구성 원사 섬유소재의 흡수성 그리고 하

이브리드 복합사의 구조특성이 복합적으로 복합사 직물

시료의 건조특성을 잘 설명해줌으로써 건조특성은 wi-

cking성, 흡수성, 그리고 사의 구조특성 모두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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