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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number of Dakji layer (a layer, two layers), the time of Jumchi-

chigi (20, 40 and 60 minutes) and the type of Choji method making Dakji (Oebal-teugi, Ssangbal-teugi) on

five strength properties of Jumchi-Hanji. As a result, the number of Dakji layer and the time of Jumchichigi

influenced the five strength properties (tensile, wet tensile, tearing, bursting, and folding strengths). Jumchi-

Hanjis made with two layers of Dakijis had higher properties than Jumchi-Hanjis with a layer of Dakji in

the strength properties. The more the time for Jumchichigi is spent, the more the five strength properties of

Jumchi-Hanji increased. The type of Choji was related to only three strength properties. The tearing strength

of Jumchi-Hanjis with one and two layers, and the wet tensile and the folding strengths of Jumchi-Hanjis

with two layers depended on the type of Choji. The differences of Jumchi-Hanji and Dakji were also identified

in the strength properties. All Jumchi-Hanjis had low tensile and wet tensile strengths when compared to

Dakjis. However, Jumchi-Hanjis, made by sixty minute Jumchchigi, had generally higher tearing, bursting,

and folding strengths than the Dakjis. In conclusion, the strength properties of Jumchi-Hanji could be imp-

roved by controlling the number of Dakji layers and the time of Jumchichi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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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소비자의 웰빙 라이프스타일 지향과 윤리적 소

비의 확대로 인체친화적 친환경 경량소재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대표적인 친환경 경량소재들 중

의 하나가 종이이다. 일본의 ‘SIWA’와 이탈리아의 ‘UA-

SHMAMA’ 브랜드는 종이로 지갑, 가방 및 각종 생활

용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들이다. 두

브랜드의 종이제품들은 유럽은 물론 국내 시장에 까지

진출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한지 종

이를 활용한 제품시장 개척은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다.

한지의 활용을 공예제품에 국한하지 않고 구매빈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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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패션제품이나 실용적 생활용품에까지 확대하기 위

해서는 한지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공

소재의 성능평가 정보는 한지의 가공 소재를 어떤 제품

유형 혹은 어떤 제품용도에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줌치치기 기법으로 한지를

가공한 줌치한지 소재의 강도 성능을 평가하고 이에 대

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지(韓紙)는 서양에서 만들어진 종이를 일컫는 양지

(洋紙)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용어이다(Kim, 2007).

한지의 원료로는 닥껍질, 등나무, 짚, 이끼 등이 쓰이는

데(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1995), 본 연구에서

는 국내산 닥나무(100%)를 원료로 제조한 수록한지에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전통적으로 수록한지는 여러 단

계를 거쳐 제조된다(Hong, 2014).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닥

채취, 닥무지(삶기), 닥껍질 분리(조피), 조피의 건조(흑

피), 흑피를 물에 침적한 후 박피(백피), 백피의 건조를 통

해 닥나무 백피가 얻어진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닥나무

백피를 절단하여 침지 후 중해(자숙, 잿물첨가), 건져내

기, 후숙, 세척, 표백(일광표백, 약품표백), 세척 및 잡티

고르기, 고해(닥섬유 해리), 초지뜨기(외발뜨기, 쌍발뜨

기) 등의 과정을 거쳐 습윤상태의 한지가 제조된다. 세 번

째 단계에서는 습윤한지들의 압착, 탈수(짐짜기), 건조

(일광, 목판, 철판), 도침, 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 한지(원

지)가 완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가공 처리도 하지

않는 원지를 닥지(Dakji)라고 표기하였다.

현재 국내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한지의 초지(Choji)

방식은 흘림뜨기(외발뜨기), 가둠뜨기(쌍발뜨기), 반자동

기계식 초지, 장판지뜨기(현재는 거의 사라짐) 등으로 구

분되고 있다(Jeon, 2002, 2012; Park, 2002; Yoon & Ra,

2013). 조선시대부터 전해내려 오는 전통적 방식인 흘림

뜨기는 외발뜨기(Oebal-teugi)로 불린다. 외발뜨기는 외

발틀을 이용해서 발로 앞 물을 떠서 뒤로 흘려보내는가

하면(앞 물질) 발을 왼쪽/오른쪽으로 흔들며 물을 흘려

보내는(옆 물질) 방식으로 닥섬유가 발에 얹히도록 하여

초지를 뜬다(Jeon, 2002; Park, 2002). 흘림뜨기에서는 닥

섬유가 가로, 세로 방향으로 얼기설기 엉기는 특징이 있

다. 가둠뜨기를 일컫는 쌍발뜨기(Ssangbal-teugi)는 기록

이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제강점기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되었다고 전해진다(Jeon, 2002).

쌍발뜨기는 외발뜨기처럼 발 위로 물을 흘려 버리는 것

이 아니라 발틀 안에 지료를 떠서 앞뒤로 흔들고 물이 발

촉 사이로 빠져나가서 닥섬유가 발에 가라앉도록 하여

초지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쌍발뜨기에서는 지료를

좌우로 흔드는 것이 드물다(Park, 2002). 본 연구에서는

외발뜨기와 쌍발뜨기 기법으로 초지하여 습윤한지(단장,

2합지)를 제조하였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용어는 흘

림뜨기와 가둠뜨기이지만 논문들 대부분이 각 초지유형

에 활용되는 발틀(외발, 쌍발)에 근거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연구결과의 축적에 있어 용어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도 외발뜨기와 쌍발뜨기 명칭이 사용

되었다.

줌치한지(Jumchi-Hanji)는 초지한 습윤한지나 건조된

닥지를 줌치치기하여 가공한 한지를 말한다. 줌치치기

는 젖은 상태의 닥지를 손에 쥐고 주무르고 두드리는 작

업을 의미한다(Jeon, 2011). 닥지의 원래 형태나 성질은

줌치치기에 의해 변화된다. 예컨대, 매끈하고 빳빳한 종

이 질감의 닥지가 세밀한 요철감을 가진 부드러우면서도

입체적인 줌치한지로 변하게 된다(Kim & Jang, 2004).

한편, 줌치한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닥지와 줌치한지의 강도 비교(Jeon et al., 2014), 줌치한

지에 대한 후처리가공 효과(Kim & Jang, 2004), 문구용

폼보드 소재로서의 줌치한지 개발(Jeon, 2012)에 관한 연

구가 소수 있을 뿐이다. 줌치한지를 다양한 용도의 제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줌치한지의 제작 조건을 다양

하게 설계하고, 설계 조건에 따른 줌치한지의 성능 변화

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줌치한지 제조에 있어 줌

치치기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줌치치기 요인이 줌치한지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는 규명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줌치한지의

물리적 성질은 닥지 본래의 요인과 줌치치기 요인의 상

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에

서 다루지 않았던 닥지의 초지기법과 줌치치기 시간이

줌치한지의 강도(인장강도, 습인장강도, 인열강도, 파열

강도, 내절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합지 수(단장, 2합지)와

연계하여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줌치한지의

용도를 결정하거나 제조 공정에의 투입 적합성을 결정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처리가공을 통해 보완되거나 강화되어야 하는 물리적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닥지와 비교한 줌치한지의 강도 특성을

규명한다.

연구문제 2: 줌치치기 시간에 따른 줌치한지의 강도

특성을 규명한다.

연구문제 3: 초지기법에 따른 줌치한지의 강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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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명한다.

연구문제 4: 합지 수에 따른 줌치한지의 강도 특성을

규명한다.

II. 연구방법

1. 공시재료

경북 영주산 닥나무 백피를 원료로 사용하여 전통 수

록한지 방법으로 제조한 닥지 시료 및 제조된 닥지를 20분,

40분, 60분 줌치치기하여 제조한 줌치한지 시료가 사용

되었다. 제조된 닥지와 줌치한지의 평량, 두께 및 밀도

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2. 닥지의 제조

닥지 시료는 다음의 여러 단계(닥 백피를 절단, 침지,

자숙, 증해, 후숙, 세척, 표백, 세척, 티 고르기, 고해, 초

지, 압착, 탈수, 건조 공정)를 거쳐 제조되었다. 초지기법

(외발뜨기, 쌍발뜨기)과 합지 수(단장, 2합지)는 각각 두

유형으로 구분되어 총 4종의 닥지가 초지되었다. 시중

에서 판매되는 한지들 대부분은 기계한지일 뿐 아니라

닥의 원산지, 닥나무 혼합 비율, 합지 수, 초지기법 등에

대한 정보들이 명시되지 않고 있어 닥지 시료는 수초한

지 제조 전문가(30년 경력의 장인)에게 의뢰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제조되었다. 수록한지 제조에 있어 외생변

수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통제하기 위해 닥지 제조 방법

이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었다.

1) 원료의 조제 및 정선

백피를 약 50cm 정도로 절단하여(절단), 용기에 넣고

하루 물에 불린 다음(침지) 수산화나트륨을 액비 10%로

넣고(자숙) 닥나무 인피섬유를 1시간 가열 후 교반시키

고 다시 3시간 가열 후(증해) 건져내어 24시간 동안 후

숙시켰다(후숙). 자숙 약품을 완전히 제거시키기 위하여

자숙과 후숙 공정이 끝난 닥섬유를 3시간 이상 흐르는

물(밑에서 물이 올라와서 흘러넘치는 방법)로 세척하였

다. 세척된 닥섬유는 차아염소산나트륨(액비 10%)으로

표백 처리(16시간)하였다. 표백 처리된 닥섬유의 이물질

제거를 위해 티 고르기 작업이 수행되었다.

2) 원료의 해리 및 초지

티를 골라낸 닥펄프는 나이프 비터로 해리되는데(고

해), 해리를 위한 고해 작업에서는 폴리아크릴아미드

(PAM) 분산제가 사용되었다(인피섬유 대비 0.01~0.02%

사용). 고해 작업은 펄프 농도가 2~5% 정도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이루어졌다. 닥 펄프가 완전히 해리되면, 원료

를 초지통에 넣고 닥섬유 대비 0.02%의 분산제(PAM)

를 혼합한 후 펄프 농도가 2~3% 되도록 맞춘 후 원료

가 물과 골고루 섞이게 저어 주었다. 초지(抄紙)는 이렇

게 만들어진 지료를 발에 떠서 습윤한지[濕紙]를 만드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유형(외발뜨기, 쌍발뜨기)의 초

지기법을 이용하여 습윤한지가 제조되었으며, 초지된 습

윤한지는 벼개(나일론 끈)로 구분된 습윤한지 1장의 형

태로 떠내거나(단장 제조) 습윤한지 2장을 합지한 형태

로 떠내었다(2합지 제조). 외발뜨기로 초지한 습윤한지

의 경우, 지료가 흘러가면서 탈수되는 순간에 무거운 섬

유들이 앞쪽 부분에 먼저 가라앉기 때문에 앞부분과 뒷

부분에 미묘한 두께 차이가 형성된다. 따라서 전통적으

로 외발뜨기 초지의 경우, 습윤한지 낱장 2장의 앞뒤가

엇갈리게(수평, 수직) 포개어 음양합지 1장을 단장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Park, 2002). 본 연구에서도 외

발뜨기 단장은 음양합지 1장으로 제조되었으며, 외발뜨

기 2합지는 이러한 단장을 2장 압착, 건조하여 제조되었

다. 반면, 쌍발뜨기 기법에서의 단장은 발틀로 떠낸 습윤

한지 낱장 1장 그대로를 의미하며, 이러한 낱장 2장을 그

대로 포개어 붙여 압착, 건조한 것이 쌍발뜨기 2합지이

다. 본 연구에서 쌍발뜨기는 앞물을 떠서 잠시 틀 안에서

Table 1. The basis weight, thickness and density of Dakji and Jumchi-Hanji

Choji

type

The number

of layer

Basis weight (g/m
2
) Thickness (mm) Density (g/cm

3
)

Dakji
Time of Jumchichigi

Dakji
Time of Jumchichigi

Dakji
Time of Jumchichigi

20 min. 40 min. 60 min. 20 min. 40 min. 60 min. 20 min. 40 min. 60 min.

Oebal-

teugi

A layer 058.9 063.7 070.1 070.2 0.12 0.36 0.46 0.36 0.51 0.18 0.15 0.20

Two layers 149.3 135.3 151.4 155.3 0.17 0.71 0.68 0.74 0.86 0.19 0.22 0.21

Ssangbal-

teugi

A layer 066.3 063.3 065.9 073.5 0.16 0.43 0.38 0.41 0.41 0.15 0.17 0.18

Two layers 112.8 122.6 121.3 122.1 0.23 0.67 0.70 0.61 0.49 0.18 0.17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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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로 흔든 후 남는 지료는 뒤쪽으로 흘려버리는 방식

으로 초지하였다.

3) 습지의 압착, 탈수 및 건조

습지(濕紙)는 습윤한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초지한 습

윤한지는 이물질에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덮어

서 하루 동안 방치하여 물기를 빼고 서서히 가압 탈수하

였다. 압착된 습지(60~80% 정도의 수분 함유)는 수평

의 스테인레스 판(평철판)을 이용하여 온수로 건조하는

열기방식으로 건조되었다. 스테인레스 판의 표면온도를

80~90
o
C 범위로 하고, 습윤한지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멈출 때까지 건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공

정을 거쳐 제조된 후 어떠한 가공 처리도 하지 않은 원

지형태의 한지를 닥지라고 표기하였다.

3. 줌치한지의 제조

줌치가공은 닥지에 대해 줌치치기를 행하는 작업을 의

미하며, 줌치가공 처리가 된 닥지를 줌치한지라고 한다.

줌치한지는 외발뜨기와 쌍발뜨기로 초지한 단장과 2합

지(4종류의 닥지)를 20분, 40분, 60분 동안 줌치치기하여

총 12개 종류로 제조되었다. 줌치치기 시간은 선행연구

(Kim & Jang, 2004)에 활용되었던 줌치치기 40분을 기준

으로, 20분, 40분, 60분의 3개 조건으로 선정되었다. 줌치

치기에 사용된 닥지는 외발뜨기 사이즈(63cm×93cm)에

맞추어 모두 동일한 크기로 통제되었다. 줌치치기는 닥

지 무게의 5배가 되는 물에 닥지를 적신 후 공기가 들어

가지 않도록 유의하며 사방에서 얇게 주름잡아 한 주먹

안에 쥐고, 주무르고, 두드리기를 반복하여 이루어졌다.

물의 양은 30년 경력의 줌치한지 장인의 경험치를 참조

하여 예비실험을 실시하고, 줌치치기를 하는 동안 원지

에 흡수되고 남는 물의 양을 검토하여, 줌치치기에 적

절하다고 판단된 양(1:5 욕비)으로 결정되었다. 줌치치

기 작업이 끝난 닥지는 발에 널어 자연 건조시켰다.

4. 닥지와 줌치한지의 물리적 성질 측정

닥지와 줌치한지의 물리적 특성은 한지지원센터(공인

검정기관) 시험분석실에 의뢰하여 측정되었으며, 제시

된 측정값들은 공인시험성적서에 제시된 값으로 반복

측정에 대한 평균값이다. 그리고 한지의 물리적 성질이

방향성을 지닌다는 점(Yoon & Ra, 2013)을 고려하여 닥

지와 줌치한지의 물리적 성질은 발촉과 평행(=)되는 방

향(cross direction: CD), 발촉과 수직(⊥)되는 방향(mer-

chin direction: MD)에서 측정되었다. 발촉은 물에 현탁

되어 있는 지료를 떠올리는 한지 발(외발, 쌍발)에 횡 방

향으로 엮어 멘 여러 개의 대나무 촉들을 의미한다. 즉 직

사각형의 발에서 길이가 짧은 가로 방향(횡 방향)은 발촉

과 평행되는 방향(CD)이 되며, 발의 길이가 긴 세로 방향

(종 방향)은 발촉과 수직되는 방향(MD)이 된다. 일반적

으로 연구자들은 닥섬유의 배열 방향은 발촉과 평행 방

향(CD)이기보다 발촉 방향과 수직 방향(MD)이거나 이

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근거

하여 용어 표현에서 오는 혼동을 막기 위해 발촉과 수직

되는 방향(MD)을 섬유배열 방향으로 기술하였으며, 발

촉과 평행되는 방향(CD)을 섬유배열과 직각되는 방향

으로 기술하였다.

1) 현미경 관찰

닥지와 줌치한지의 표면은 실물영상현미경인 Video

Microscope System 장비(ICS-3058 NTSC 모델)를 이용

하여 관찰되었다. 닥지와 줌치한지의 뒷면에서 빛을 주

사해서 원지와 줌치한지의 닥섬유 배열 형태를 40배 비

율(1mm 40×)로 확대 촬영하였다.

2) 평량과 두께 및 밀도

종이의 평량(basis weight)은 종이의 기본 무게로 1m
2

당 g수(g/m
2
)로 나타낸다. 밀도는 종이의 치밀함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겉보기 밀도(appearance density)이다.

평량과 두께의 측정은 한국산업규격(Korean Standards

Association [KSA], 2006a, 2011)에 의거하였으며, 밀도

는 평량을 두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

이의 두께 단위를 mm로 표시하였으며, 평량(g/m
2
)과 밀

도(g/cm
3
)의 단위 환산에는 다음 계산식 <Eq. 1>이 이용

되었다.

밀도(g/cm
3
) = [평량(g/m

2
) / {두께(mm) ÷ 1,000}] ÷

1,000,000 ...... Eq. 1.

3) 강도

종이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는 규정된 조건 하에

서 파괴가 일어나기 전까지 견딜 수 있는 종이 및 판지의

단위 나비당 최대 인장 하중을 의미한다. 인장시험기로

시험편을 신장시켜서 파괴 직전의 저항력을 평가하는

정속신장법(100mm/min)으로 측정되었다(KSA, 2006b).

종이의 습윤인장강도(wet tensile strength)는 규정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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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종이나 판지의 시험편이 물에 침지된 후 파괴되

기 전까지 견딜 수 있는 최대의 힘을 의미한다. 줌치한지

시료를 20초 동안 물(증류수)에 침지한 후 측정하였다

(KSA, 2007). 종이의 인열강도(tearing strength)는 종이

가 처음 찢어진 방향으로 계속 찢어지는 것에 대한 인열

저항(tearing resistance)으로 평가되며, 엘멘도르프 방식

(Elmendorf method)에 의해 측정되었다(KSA, 2006c).

처음 찢어진(초기 재단) 방향이 수평 방향(MD)이면 결

과는 수평 방향(MD)의 인열저항이 되고, 초기 재단이 수

직 방향(CD)이면 결과는 수직 방향(CD)의 인열저항이

된다. 종이의 파열강도(bursting strength)는 일정 면적의

표면에 압력을 증가시켜 나갈 때 표면이 파열되는 순간

의 강도를 의미하며, 종이를 뚫는데 가해지는 유체 압력

의 최대값(kPa)으로 나타낸다. 최대값이 70~1400kPa 범

위에 있는 종이에 적용하는 파열강도 측정법(KSA, 2004)

에 의거하여 측정되었다. 종이의 내절강도(folding stre-

ngth)는 일정한 장력과 일정한 속도의 조건에서 종이를

반복적으로 접었을 때의 저항성(folding endurance)을 측

정한다. 종이 시험편이 파열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양면

접음수에 대한 로그값으로 산출되는 내절 횟수(times)로

측정되었다(KSA, 2006d).

III. 결과 및 고찰

1. 줌치한지의 표면관찰

실물영상현미경을 이용한 닥지와 줌치한지 표면관찰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닥지의 경우, 섬유가닥

들이 매끈하고 길게 뻗은 형태이며, 서로 분리된 상태에

서 교차배열되어 있었다. 닥지의 섬유가닥들은 두께가

일정한 편이었으며, 밀도가 매우 치밀하였다. 반면 줌

치한지의 경우, 섬유표면의 일부 섬유들이 부풀어지거

나 잔털이 일어난 모습이었으며, 섬유폭의 경계선이 뚜

렷하지 않고 퍼져 보였다. 줌치한지는 섬유가닥들 사이

에 틈이 보일 만큼 밀도가 낮았다. 특히, 줌치치기 시간

이 길어질수록 섬유가닥들은 서로 뭉쳐지며 섬유배향성

이 낮은 망상구조를 이루었다.

외발뜨기와 쌍발뜨기의 차이는 두드러지지는 않았지

만 섬유배열 방향과 밀도가 약간 다른 것으로 관찰되었

다. 즉, 외발뜨기 닥지의 밀도가 가둠뜨기 닥지보다 치

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줌치치기 시간이 길어

질수록 초지기법에 따른 섬유배향의 차이는 사라지고

서로 얽힌 망상형태를 보였다. 한편, 현미경 사진들은 한

지의 뒷면에서 빛을 주사하여 촬영 것이기 때문에 빛이

많이 투과되는 얇은 두께의 단장을 촬영한 사진들이 빛

의 투과가 적은 2합지의 사진들보다 더 선명하게 나타

났다.

2. 평량과 두께 및 밀도

제조된 닥지와 줌치한지의 평량, 두께(thickness), 밀

도(density)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줌치한지의 평량

(40분, 60분 줌치한지)과 두께는 닥지보다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인 반면 밀도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

은 외발뜨기와 쌍발뜨기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줌치한지의 밀도가 닥지보다 낮은 것은 선행연구(Jeon

et al., 2014)에서 언급된 것처럼 줌치치기 과정에서 닥섬

유 사이에 틈이 생기고 여기에 공극(air gap)이 생겨서 부

피는 커지고 밀도는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줌치한지 모두에서 줌치치기 20분일 때보다 60분

에서의 평량과 밀도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줌치치기 시

간 증가에 따른 섬유 간 교착 정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그리고 합지 수(단장, 2합지)에 따른 평량,

두께, 밀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줌치한지 2합지의 평량

과 두께는 단장의 약 1.5~2배 정도 더 높았으며, 2합지의

밀도는 단장보다 약간 더 높았다. 두께가 높고, 밀도가

높으면 불투명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 닥지와 줌치한

지의 현미경 사진에서도 두께와 밀도가 높은 2합지가

단장보다 빛의 투과도가 낮고 불투명한 것으로 관찰되

었다.

3. 인장강도

닥지와 줌치한지의 인장강도와 인장지수(tensile ind-

ex)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인장강도는 닥지와 줌치

한지 모두 수평 방향(CD)보다 수직 방향(MD)에서 더 높

았다. 이것은 초지기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종

이의 섬유배향성이 발촉과 평행 방향(CD)보다 발촉과

수직 방향(MD)으로 잘 배열되어 있어서(Lee, 1995) 섬

유결 방향(MD)으로 잡아당길 때 신장력이 높아 MD 인

장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초지기법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닥지와 비교한 차이, 줌치

치기 시간과 합지 수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었다.

1) 닥지와 비교한 줌치한지의 인장강도 특성

줌치한지의 인장강도(MD, CD)는 닥지보다 매우 낮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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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photomicrographs of Dakji and Jumchi-Hanji

Type Dakji
Time of Jumchichigi

 20 minutes 40 minutes  60 minutes

Oebal-teugi/

A layer

Ssangbal-teugi/

A layer

Oebal-teugi/

Two layers

Ssangbal-teugi/

Two layers

Table 3. The tensile strength and tensile index of Dakji and Jumchi-Hanji

Choji

type

The

number

of layers

Tensile strength (kN/m) Tensile index (kN·m/g)

MD CD MD CD

Dakji

Time of 

Jumchichigi
Dakji

Time of 

Jumchichigi
Dakji

Time of 

Jumchichigi
Dakji

Time of 

Jumchichigi

20

min.

40

min.

60

min.

20

min.

40

min.

60

min.

20

min.

40

min.

60

min.

20

min.

40

min.

60

min.

Oebal-

teugi

A layer 05.38 1.12 1.33 1.84 2.88 0.77 0.75 0.85 0.09 0.02 0.02 0.03 0.05 0.01 0.01 0.01

Two layers 13.21 2.48 3.49 4.76 7.10 1.55 1.57 1.89 0.09 0.02 0.02 0.03 0.05 0.01 0.01 0.01

Ssangbal-

teugi

A layer 04.94 1.25 1.34 1.91 3.60 0.66 0.79 1.02 0.08 0.02 0.02 0.03 0.05 0.01 0.01 0.01

Two layers 09.15 3.18 2.48 3.37 5.43 1.47 1.37 1.99 0.08 0.03 0.02 0.03 0.05 0.01 0.01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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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줌치한지의 경우, 닥지를 물에 적시어서 주

무르는 줌치치기 과정을 거쳐 건조되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한지 실험연구에 따르면, 건조된 한지를 물에 적

시면 인장강도가 약 20%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Park et al., 2006). 이것은 한지를 물에 적시면 셀룰로

오스 섬유 간 수소결합이 물에 의해 절단되기 때문으로

줌치한지가 닥지보다 인장강도가 낮은 이유 또한 이에

해당된다.

2) 줌치치기 시간에 따른 줌치한지의 인장강도 특성

줌치치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장강도가 모든 방향

(MD, CD)에서 증가하였다. 특히, 줌치치기 초반 20분

에서는 인장강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닥지보다 낮았지

만, 줌치치기 시간이 60분으로 길어지면서 인장강도 증

가 폭이 두드러졌다. 인장강도는 평량에 비례하는 경향

이 있다는 보고에 따라(Jeon et al., 2014) 인장강도를 평

량으로 나누어 인장지수를 산출한 결과, 인장지수(MD)

또한 줌치치기 시간이 60분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미하

게나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물에 담가 줌치

치기를 시작한 초반에는 셀룰로오스 섬유 간 수소결합

이 절단되고 섬유의 셀룰로오스 수산기(OH)가 물과의

결합력이 높아지면서 줌치한지가 닥지보다 인장강도가

낮아지지만, 젖은 한지를 주무르고 두드리는 줌치치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셀룰로오스 섬유의 세섬화(섬유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Table 2>에서 보듯이 세섬화된

섬유 간 교착현상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합지 수에 따른 줌치한지의 인장강도 특성

닥지와 줌치한지 모두에서 합지 수에 따른 줌치한지의

인장강도는 단장보다 2합지에서 약 2배 이상 높았다. 이

러한 증가 경향은 서로 다른 초지기법(외발뜨기, 쌍발

뜨기), 줌치치기 시간(20분, 40분, 60분), 닥 섬유배열 방

향(MD, CD)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한편, 줌치

한지의 인장강도를 평량으로 보정한 인장지수를 보면,

대부분 합지 수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2합지에

서의 인장강도 우수성은 단장 2개를 합지하는 것에 따

른 단위 면적당 무게(평량), 두께, 밀도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습윤인장강도

닥지와 줌치한지의 습윤인장강도와 습윤인장지수(wet

tensile index)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습윤인장강도

는 200N/m 이상에서만 검출가능하며, 검출한계(200N/

m) 이하의 값들은 검출되더라도 의미가 없다. 물에 침지

시킨 닥지와 줌치한지의 습윤인장강도는 <Table 3>에

제시된 건조 시의 인장강도보다 매우 낮았다. 닥지, 줌치

한지와 같은 종이의 습윤인장강도가 약한 것은 건조 상

태에서 셀룰로오스 섬유와 섬유 사이에 형성되었던 수

소결합이 물과 접촉하는 순간 셀룰로스 섬유의 친수성

수산기(OH)가 물 분자와 더욱 강력하게 결합하면서 섬

유 간 수소결합이 파괴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Lee

& Park, 2003; Park, 2002). 닥지와 비교한 차이, 줌치치

기 시간과 합지 수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1) 닥지와 비교한 줌치한지의 습윤인장강도 특성

줌치한지 단장의 습윤인장강도(MD, CD)는 검출 이

하(200N/m 이하)의 값을 보이며, 닥지 단장의 습윤인장

강도보다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외발뜨기 단장과 쌍발

뜨기 단장 모두에서 일관되었다. 줌치한지 2합지의 습

Table 4. The wet tensile strength and wet tensile index of Dakji and Jumchi-Hanji

Choji

type

The

number

of layers

Wet tensile strength (N/m) Wet tensile index (N · m/g)

MD CD MD CD

Dakji

Time of 

Jumchichigi
Dakji

Time of 

Jumchichigi
Dakji

Time of 

Jumchichigi
Dakji

Time of 

Jumchichigi

20

min.

40

min.

60

min.

20

min.

40

min.

60

min.

20

min.

40

min.

60

min.

20

min.

40

min.

60

min.

Oebal-

teugi

A layer 272 81 162 129 131 * * * 4.62 1.27 2.31 1.84 2.22 * * *

Two layers 601 270 294 392 303 134 128 138 4.03 2.00 1.94 2.52 2.03 0.99 0.85 0.89

Ssangbal-

teugi

A layer 283 * * 154 172 * * * 4.27 * * 2.10 2.59 * * *

Two layers 525 202 253 238 291 112 107 168 4.65 1.65 2.09 1.95 2.58 0.91 0.88 1.38

*: Under 200 N/m: Non detectabl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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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장강도는 검출 이상의 값을 가졌지만 닥지의 습윤

인장강도보다는 낮았다. 특히, 모든 한지에서 CD 습윤

인장강도는 MD 습윤인장강도보다 매우 낮았다. 이것은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닥지와 줌치한지의 인장강도 특

성과 일관된다(Table 3).

2) 합지 수와 줌치치기 시간에 따른 줌치한지의 습윤

인장강도 특성

줌치한지 단장의 습윤인장강도는 검출한계(200N/m)

이하의 값을 가질 만큼 매우 낮은데 반해 2합 줌치한지

는 200N/m 이상의 값을 보여 단장보다 습윤인장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습인장강도 검출한계(200

N/m) 이하의 값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줌치치기 시간

에 따른 습인장강도의 변화는 검출한계 이상의 값을 보

인 2합지(외발뜨기, 쌍발뜨기)에서만 분석되었다. 2합지

의 경우, 줌치치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습윤인장강도

(MD)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외발뜨기(MD)로

초지한 2합 줌치한지에서 증가 경향이 두드러졌다.

5. 인열강도

닥지와 줌치한지의 인열강도와 인열지수(tearing ind-

ex)는 <Table 5>에 제시되었다. 인열방향(MD, CD)에 따

라 인열강도에 차이를 보였다. 즉 외발뜨기 20분 줌치한

지(단장, 2합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줌치한지와 닥지

가 인장강도와 달리 발촉과 평행인 방향(CD)의 인열강

도가 발촉과 직각인 방향(MD)의 인열강도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발촉과 수직 방향(MD)으로 찢는

것은 섬유배열 방향(MD)에 칼집을 넣은 후 섬유의 결을

따라 찢는 것이기 때문에 큰 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

다. 반면, 발촉과 평행 방향(CD)으로 칼집을 내어 찢는

것은 섬유의 결에 직각되게 찢는 것이라서 많은 힘이 요

구된다. 줌치한지의 인열강도는 닥지와 비교하여 차이

가 있었으며, 줌치치기 시간, 초지기법, 합지 수에 따라

서도 인열강도에 차이가 있었다.

1) 닥지와 비교한 줌치한지의 인열강도 특성

CD 인열강도를 닥지와 비교한 경우, 20분 줌치한지

의 인열강도는 닥지보다 낮았지만 40분과 60분 줌치한

지의 인열강도는 닥지보다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단장

과 2합지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줌치치

기가 시작된 초반 20분에서는 셀룰로오스 수산기가 물

과의 결합으로 섬유 간 결합이 약해진 상태이고 섬유 간

교착 또한 미미한 상태라서 20분 줌치한지의 CD 인열

강도가 닥지보다 낮지만 줌치치기가 40분, 60분으로 늘

면서 섬유 간 교착 정도가 증가하여 닥지보다 CD 인열

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MD 인열강도를 닥지와 비교해 보면, 외발뜨기 단장 줌

치한지(20분, 40분, 60분)의 MD 인열강도가 닥지보다 높

았다. 반면, 쌍발뜨기 단장 줌치한지(20분, 40분, 60분)의

MD 인열강도는 닥지보다 낮았다. 이러한 초지유형의 차

이는 외발뜨기 단장인 경우 습윤한지 낱장 2장을 앞뒤가

엇갈리게 포개어 만든 음양합지 1장인 반면 쌍발뜨기 단

장은 습윤한지 낱장 1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한편, 2합지의 경우, 초지유형에 관계없이 외발뜨기

와 쌍발뜨기 줌치한지 모두 MD 인열강도가 닥지보다 높

았다. 특히, 쌍발뜨기 단장 줌치한지와는 달리 2합지의 쌍

발뜨기 줌치한지는 닥지보다 높은 MD 인열강도를 보였

다. 이것은 2합지의 경우, 외발뜨기와 쌍발뜨기 모두에서

단장 2장을 합지한 효과가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면서 단

Table 5. The tearing strength of Dakji and Jumchi-Hanji

Choji

type

The

number

of layers

Tearing strength Tearing index

MD (mN) CD (mN) MD (mN) CD (mN)

Dakji

Time of 

Jumchichigi

Dakji

Time of 

Jumchichigi

Dakji

Time of 

Jumchichigi

Dakji

Time of 

Jumchichigi

20

min.

40

min.

60

min.

20

min.

40

min.

60

min.

20

min.

40

min.

60

min.

20

min.

40

min.

60

min.

Oebal-

teugi

A layer 1578 1921 2431 3254 2211 1550 2633 2783 26.79 30.16 34.68 46.35 37.54 24.33 37.56 39.64

Two layers 3804 4735 4293 4161 4905 3512 5846 5705 25.48 35.00 28.36 26.80 32.85 25.96 38.61 36.74

Ssangbal-

teugi

A layer 2030 2024 1933 1911 2701 2143 2859 2972 30.62 31.98 29.33 26.00 40.74 33.86 39.29 40.45

Two layers 3425 4007 3355 4780 5143 4692 5256 4919 30.36 32.68 27.66 39.16 45.59 38.27 43.33 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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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제조에 적용된 초지유형의 차이가 상쇄되었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2) 줌치치기 시간과 초지기법에 따른 줌치한지의 인

열강도 특성

발촉과 평행되는 방향의 CD 인열강도는 줌치치기 시

간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줌치치기

시간이 20분에서 40분으로 증가할 때, CD 인열강도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이것은 줌치치기로 인하여 닥섬

유가 서로 달라붙어 뭉치는 섬유 간 교착이 증가하게 됨

에 따라 섬유배향성이 낮아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

면, 줌치치기 시간이 40분에서 60분으로 증가할 때의 CD

인열강도 증가율은 미미하거나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일반 종이 제조 과정에서 고해가 진행되

어 섬유 간 결합 면적이 증가되어 최적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인열강도는 인장강도나 파열강도와 달리 저하된다

는 설명(Kwon & Kim, 2012; Scott et al., 1995)과 유사한

맥락으로 추측된다. 보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발촉과 수직 방향의 MD 인열강도를 보면, 외발

뜨기 단장 줌치한지의 MD 인열강도는 줌치치기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쌍발뜨기 단장 줌치

한지의 MD 인열강도는 줌치치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

소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초지기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외발뜨기 단장은 앞물질과 옆물질을 통해

닥섬유가 발에 얹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초지될 뿐만 아

니라 습윤한지 낱장 2장을 섬유결이 서로 엇갈리게 음양

합지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섬유배향성이 낮다. 그리고

외발뜨기 단장의 밀도는 <Table 1>에서 보듯이 쌍발뜨기

단장보다 높아 줌치치기에 따른 물리적 충격에도 섬유

자체의 손상이 적어 지속적으로 섬유 간 교착이 이루어

질 수 있어서 줌치치기 시간 증가에 따른 MD 인열저항

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쌍발뜨기 단장의 경우, 위

아래와 좌우에 틀이 있는 쌍발틀을 이용하여 초지되어

섬유결이 발촉과 수직되는 방향으로 배향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 그리고 초지된 습윤한지 낱장이 그대로 사용되

었기 때문에 섬유결이 한 방향으로 배향되어 MD 인열

저항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줌치치기가 길어질

수록 섬유 간 교착과 함께 섬유손상 또한 커지기 때문에

줌치치기 시간이 증가할수록 MD 인열저항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닥의 인피섬유 성질을 최대로

이용하는데 있어 외발뜨기 방식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쌍발뜨기보다 외발뜨기 방식이 인열강도를 높이는데 더

유용하다는 선행연구의 보고(Seo et al., 2001)와 일관된

다.

외발뜨기 2합 줌치한지의 경우, 줌치치기가 시작된 초

반(20분)에는 줌치한지의 MD 인열강도가 닥지보다 높

았지만, 줌치치기 시간이 일정시간(40분) 이상 길어지면

서 MD 인열강도는 다소 낮아졌다. 이것은 단장과는 다

른 2합지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외발뜨기 2합지인 경우, 외발뜨기에 따른 낮은 섬유배향

성과 20분 줌치치기에 따른 섬유 간 교착으로 처음에는

MD 인열강도가 닥지보다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2합지의 경우, 합지된 단장과 단장 간에 존재하는 층

간 공극으로 인해 물에 적셔 줌치치기를 하는 동안 섬유

간 교착현상 외에 섬유층 간 수소결합이 약화되는 문제

로 MD 인열강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

은 층 간 결합력에 따른 박리 문제 때문에 2합지보다 3합

지의 인열강도가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Jeon et al., 2014)

와도 일관된다.

쌍발뜨기 2합 줌치한지의 경우 역시 2합지의 특성을

보였다. 즉 20분 줌치한지의 MD 인열강도는 닥지보다

증가하였지만, 40분 줌치한지의 MD 인열강도는 외발

뜨기 2합지와 마찬가지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60분

시점에서 쌍발뜨기 2합 줌치한지의 MD 인열저항은 외

발뜨기와 달리 다시 증가하였다. 이것은 설명하기 어렵

지만 하나의 가능성은 2합지의 특성상 합지된 닥지 2장

의 층 간 결합력 약화로 줌치치기 40분에서는 인열강도

가 다소 감소하지만, 줌치치기 시간이 60분으로 길어지

면서 섬유층 간 교착 또한 증가되어 MD 인열강도가 다

시 증가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2합지의 경우 단

장과 달리 평량, 두께, 밀도가 높아 단장과 다르게 60분

줌치치기에서도 섬유 자체의 손상이 적으면서 섬유 간

교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확한 설명

을 위해서는 줌치치기 시간과 합지 수를 더욱 확대하여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3) 합지 수에 따른 줌치한지의 인열강도 특성

합지 수에 따른 인열강도와 인열지수의 차이를 보면,

닥지와 줌치한지(20분, 40분, 60분 줌치한지) 모두 2합

지의 인열저항(MD, CD)이 단장의 인열저항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초지기법에 따른 차이 없이 외발

뜨기와 쌍발뜨기 모두에서 일관되었다. 즉 2합지의 경우,

평량, 밀도, 두께 모두가 단장보다 높아 닥지나 줌치한

지를 발촉과 수직 방향(MD)이나 수평 방향(CD)으로 계

속 찢는 것에 대한 인열저항이 단장보다 더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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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열강도

닥지와 줌치한지의 파열강도와 파열지수는 <Table 6>

에 제시되었다. 줌치한지의 파열강도는 닥지와 차이를 보

이고, 줌치치기 시간과 합지 수에 따라 차이를 보인 반면

초지기법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1) 닥지와 비교한 줌치한지의 파열강도 특성

줌치한지(20분, 40분) 모두가 닥지보다 파열강도가 약

해서 압력을 가하였을 때 닥지보다 쉽게 터졌다. 이러한

경향은 초지기법(외발뜨기, 쌍발뜨기), 합지 수(단장, 2합

지)에 관계없이 일관적이었다. 이것은 닥지를 물에 담가

서 줌치치기를 하고 다시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섬유 사

이에 공극이 형성되어(Jeon et al., 2014) 두께 증가와 함

께 줌치한지의 부피가 증가한 반면 밀도는 <Table 1>에

서 보듯이 현저히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줌치치기 시간에 따른 파열강도 특성

줌치치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파열강도와 파열지수는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 경향은 초지기법(외발뜨기,

쌍발뜨기), 합지 수(단장, 2합지)에 관계없이 일관되었다.

이것은 줌치치기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섬유 간 교착 정

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60분 줌치한지

대부분이 닥지보다 높은 파열강도를 보였다(쌍발뜨기 단

장 제외).

3) 합지 수에 따른 파열강도 특성

2합지의 파열강도가 단장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았으

며, 이러한 경향은 초지기법과 줌치치기 시간에 관계없

이 닥지와 줌치한지 모두에서 일관되었다. 밀도가 치밀

하고 무게가 무거운 두꺼운 종이일수록 이를 파열시키

는데 요구되는 압력이 더 크다. 본 연구에서도 평량, 두

께, 밀도가 모두 높은 2합지의 파열강도가 단장보다 일

관되게 높았다.

7. 내절강도

닥지와 줌치한지의 내절강도는 <Table 7>에 제시되었

다. 닥지와 줌치한지 모두에서 MD 내절강도가 CD 내

절강도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것은 섬유배열 특성에 따

른 것이다(Kwon & Kim, 2013). 즉 섬유배열이 수직 방향

으로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발촉과 수직 방향(MD)에

직각되게 반복 접기를 해서 끊어지는 횟수를 산출하는

MD 내절강도가 발촉과 수평 방향(CD)에 직각되게 반복

접기를 하여 측정한 CD 내절강도보다 월등히 높았다.

줌치한지의 내절강도는 닥지의 내절강도와 차이를 보였

으며, 줌치치기 시간, 초지기법, 합지 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 닥지와 비교한 줌치한지의 내절강도 특성

MD 내절강도의 경우, 초지기법에 관계없이 40분, 60분

Table 6. The bursting strength of Dakji and Jumchi-Hanji

Choji type
The number

of layers

Bursting strength (kPa) Bursting index (kPa · m
2
/g)

Dakji
Time of Jumchichigi

Dakji
Time of Jumchichigi

 20 min. 40 min.  60 min.  20 min. 40 min.  60 min.

Oebal-teugi
A layer 254 177 232 275 4.32 2.78 3.31 3.92

Two layers 578 472 508 604 3.88 3.49 3.36 3.89

Ssangbal-teugi
A layer 286 186 186 268 4.32 2.94 2.82 3.65

Two layers 548 431 513 601 4.86 3.52 4.23 4.92

Table 7. The folding strength of Dakji and Jumchi-Hanji

Choji type
The number

of layers

MD (times) CD (times)

Dakji
Time of Jumchichigi

Dakji
Time of Jumchichigi

20 min. 40 min. 60 min. 20 min. 40 min. 60 min.

Oebal-teugi
A layer 52 65 61 205 21 3 18 17

Two layers 124 602 577 776 43 36 39 85

Ssangbal-teugi
A layer 47 18 70 252 38 9 16 45

Two layers 57 337 335 438 35 142 77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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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치치기한 단장이 닥지보다 높았다. 2합지의 경우, 줌

치한지(20분, 40분, 60분) 모두 닥지보다 MD 내절강도

가 월등히 높았다. 한편, CD 내절강도의 경우, 대부분의

줌치한지들이 닥지의 내절강도보다 낮았다. 2합지의 경

우, 외발뜨기로 초지한 줌치한지들 중에서 60분 줌치한

지만 닥지보다 CD 내절강도가 높았다. 반면, 쌍발뜨기

2합지의 경우, 모든 시간대의 줌치한지가 닥지보다 CD

내절강도가 월등히 높았다.

2) 줌치치기 시간에 따른 줌치한지의 내절강도 특성

줌치치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줌치한지의 내절강도(MD,

CD)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경향은 모든 초지기법

과 합지 수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특히, 60분으로 줌치

치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줌치한지의 내절강도(MD, CD)

는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줌치치기 시간이 길어

지면서 섬유 간 교착 정도의 증가로 반복 접힘에 대한 저

항력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단장 줌치한지의

경우, 줌치시간이 60분으로 길어짐에 따라 MD 내절강

도 차이가 크게 두드러졌다. 반면 2합지의 줌치한지의 경

우, 줌치치기 초반 20분에는 내절강도가 크게 증가하였

지만 그 후 내절강도(MD) 증가 폭은 단장만큼 크지는

않았다. 이것은 줌치치기 초반에는 섬유 간 교착보다 닥

지의 함량에 지배되기 때문에 닥지의 총 함량이 적은 단

장이 반복 접힘에 의해 쉽게 끊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줌치치기 시간이 60분으로 길어지면서 섬유 간 교

착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MD 내절강도가 증가한 것으

로 생각된다. 한편 2합지인 경우, 단장과 달리 닥지 2장

이 합지되어 있어 평량, 두께, 밀도가 높아 줌치치기 초

반에도 반복 접힘으로 쉽게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MD

내절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줌치치기 시간 증가에 따른

섬유 간 교착 정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CD 내절강도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3) 초지기법에 따른 줌치한지의 내절강도 특성

단장의 경우, 줌치치기 20분에서는 외발뜨기 줌치한

지의 MD 내절강도가 쌍발뜨기 줌치한지의 내절강도보

다 월등히 높았지만, 줌치치기가 40분, 60분으로 길어지

면서 이러한 초지기법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

은 외발뜨기(습윤한지 낱장 2장을 엇갈리게 포개어 음양

합지 단장으로 초지)와 쌍발뜨기(습윤한지 낱장 1개를

단장으로 초지)에서의 단장 제조방법 차이에 의한 것으

로 생각된다. 즉 섬유 간 교착 정도가 충분하지 않은 줌

치치기 초반 20분에서는 단장의 섬유배향성 차이가 지

배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줌치치

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섬유 간 교착 정도가 증가하여 쌍

발뜨기의 섬유배향성이 낮아짐에 따라 초지기법에 따른

섬유배향성 차이는 줄어드는 대신 섬유 간 교착 정도에

따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져 줌치치기 20분에서 나

타났던 초지기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합지의 경우, 모든 줌치한지(20분, 40분, 60분)에서 외

발뜨기 줌치한지의 MD 내절강도가 쌍발뜨기 줌치한지

보다 높았다. 이것은 외발뜨기 2합지의 경우, 습윤한지

낱장 2장을 엇갈리게 포게어 합지한 외발뜨기 단장 2장

을 합지한 것(총 4장)이기 때문에 섬유배향성이 쌍발뜨

기 2합지(습윤한지 낱장 2장의 합지)보다 매우 낮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합지의 경우, 단장보다 평량,

두께, 밀도가 높아서 줌치치기 시간 증가에서도 섬유 자

체의 손상이 적어 초지기법에 따른 섬유배향성의 차이

(외발뜨기<쌍발뜨기)를 유지한 채 섬유 간 교착 또한 증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발뜨기 줌치한지의 내절

강도가 쌍발뜨기 내절강도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명확한 메카니즘 규명을 위해서는 초지기법, 합

지 수, 줌치치기 시간을 확대하여 요인들 간 상호작용성

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4) 합지 수에 따른 줌치한지의 내절강도 특성

줌치한지의 경우, 2합지의 내절강도(MD, CD)가 단장

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한지 유형(닥지, 줌

치한지), 초지유형(외발뜨기, 쌍발뜨기), 줌치치기 시간

(20분, 40분, 60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것

은 2합지가 단장보다 평량, 두께, 밀도가 모두 높기 때

문에 반복적 접힘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닥섬유 함량이 증가될수록 기계한지의 MD

내절강도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의 보고(Kwon & Kim,

2012, 2013)에 따를 때, 섬유장이 긴 닥섬유를 많이 포함

하고 있는 2합지가 단장보다 굽힘절단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줌치한지의 초지기법(외발뜨기, 쌍발뜨기), 합지 수(단

장, 2합지), 줌치치기 시간(20분, 40분, 60분)에 따른 줌

치한지의 강도 특성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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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줌치한지의 인장강도(MD, CD)는 닥지와 비교하

여 매우 낮았지만, 줌치치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

강도는 증가하였다. 줌치치기 60분일 때 인장강도가 가

장 높았다. 줌치한지의 인장강도는 단장일 때보다 2합

지일 때 더 높았다. 초지기법에 따른 인장강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2. 줌치한지의 습윤인장강도(MD, CD)는 닥지의 습윤

인장강도보다 매우 낮았다. 특히, 단장 줌치한지의 경우,

검출한계 이하의 값을 보였다. 2합지의 경우 줌치치기

시간이 증감함에 따라 습윤인장강도가 다소 증가하였

다. 그러나 60분 줌치치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줌치한지

의 습윤인장강도는 닥지만큼 높지 못하였다. 2합지의 경

우, 모든 줌치치기 시간(20분, 40분, 60분)에서 쌍발뜨기

보다 외발뜨기 줌치한지의 MD 습윤인장강도가 높았다.

3. 줌치한지의 인열강도는 강도 측정 방향, 초지기법,

줌치치기 시간, 합지 수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20분

줌치한지의 CD 인열강도는 닥지보다 낮았지만 40분과

60분 줌치한지의 CD 인열강도는 닥지보다 높았다. MD

인열강도의 경우, 초치기법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즉 외

발뜨기 단장으로 만들어진 모든 줌치한지의 MD 인열강

도는 닥지보다 높았지만, 쌍발뜨기 단장으로 만들어진

모든 줌치한지의 MD 인열강도는 닥지보다 낮았다. 한

편, 줌치치기 시간 증가에 따라 CD 인열강도는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지만 MD 인열강도는 초지기법에 따라

달랐다. 즉 외발뜨기 단장 줌치한지의 경우 줌치치기 시

간에 따라 MD 인열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쌍

발뜨기 단장 줌치한지의 경우 반대로 MD 인열강도가

감소하였다. 2합지의 경우, 초지기법에 관계없이 줌치치

기가 시작된 20분에는 MD 인열강도가 닥지보다 높았

다. 그러나 줌치치기 시간이 40분 이상 길어지면서 MD

인열강도는 초지기법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이 달랐다.

그리고 2합지의 인열강도(MD, CD)가 단장의 인열강도

보다 월등히 높았다.

4. 줌치한지의 파열강도는 닥지의 파열강도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지만, 줌치치기 시간이 증가할수록 줌치한

지의 파열강도는 증가하였다. 2합지는 닥지와 줌치한지

모두에서 단장보다 파열강도가 높았다. 2합지의 경우, 줌

치치기 시간이 60분으로 증가하면서 닥지와 유사한 정

도의 파열강도를 보였다. 초지기법에 따른 파열강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5. 줌치한지의 MD 내절강도는 CD 내절강도보다 높

았다. 줌치치기 40분 이상에서 줌치한지의 MD 내절강

도는 닥지의 MD 내절강도보다 높았다. 특히, 줌치치기

가 20분에서 60분으로 증가하면서 줌치한지의 내절강

도(MD, CD)는 월등히 높아졌다. 모든 줌치한지에서 2합

지는 단장보다 내절강도(MD, CD)가 높았다. 그리고 2합

지의 초지기법에 따라 내절강도에 차이를 보였다. 즉 외

발뜨기 2합지의 경우, MD 내절강도는 쌍발뜨기 줌치한

지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CD 내절강도는 반대로 월등히

낮았다.

결론적으로, 합지 수와 줌치치기 시간은 줌치한지의 5개

유형의 강도 성능(인장강도, 습윤인장강도, 인열강도, 파

열강도, 내절강도)에 영향을 미쳤다. 초지기법의 영향은

줌치한지의 인열강도 평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2합

지 평가(습윤인장강도, 내절강도)에서 부분적으로 나타

났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줌치한지의 2합지 강도

가 단장보다 높았으며, 줌치치기 시간이 20분에서 60분

으로 증가하는 경우, CD 방향의 인열강도를 비롯하여 인

장강도, 습인장강도, 파열강도, 내절강도의 성능(MD, CD)

모두 향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에

근거할 때, 2합지를 60분 이상 줌치치기한 줌치한지들이

제품소재로 유용함이 시사된다. 그리고 강도 성능이 중

요한 제품의 소재로 단장을 사용할 경우, 쌍발뜨기로 초

지한 단장보다 외발뜨기로 초지한 단장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산 닥 줌치한지 제조에 필요한 줌치치

기 조건(닥지의 초지기법, 합지 수 및 줌치치기 시간)에

따른 물리적 성질을 규명한 것으로 전통 한지를 활용한

제품개발 영역에서 학술적 기여도가 높다. 특히, 줌치치

기 시간이 줌치한지의 강도 성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

요한 요인임을 밝힘으로써, 기존 연구들이 발견하지 못

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국내산 닥지를 활용한 줌치한지 소재

의 개발과 줌치한지 소재를 활용한 제품개발에 매우 유

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줌치치

기 시간(60분 이상)과 합지 수(3장 이상)를 확대하여 줌치

한지의 강도 성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줌치한

지의 인장강도와 습윤인장 강도를 보완할 수 있는 후가

공 처리 방법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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