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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피섬유는 식물의 줄기에서 유래하는 섬유로 줄기 

표면의 껍질과 안쪽의 목질부 사이에 섬유 다발 형태

로 존재한다. 백피는 닥나무(paper mulberry)의 겉껍질

(흑피)과 중간껍질(청피) 다음에 존재하는 것으로 주

사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하면(Seo & Kim, 2011) 길이

가 긴 인피섬유 형태로 관찰된다(Table 1). 전통적으로 

한지는 백피를 물에 불린 후 잿물을 넣어 삶은 후(자숙, 

증해) 표백, 세척, 티고르기, 고해 단계를 거쳐 셀룰로스 

섬유 집합체인 닥죽 형태로 만들어진 닥펄프를 이용

하여 낱장의 습지를 뜨는 초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다(Choi, 2020). 초지는 닥죽 형태의 닥섬유를 물통[紙

桶]에 넣고, 닥풀을 섞어 닥섬유를 해리시킨 다음 닥섬

유와 물이 혼합된 지액을 발틀(외발틀, 쌍발틀)로 떠

올린 후 발틀을 흔들어 물을 흘려보내고, 발틀 위에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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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Jumchi-Hanji made of mulberry paper is used as a material for fashion items. This study ex-

amined the effect of the type of Choji method (Oebal-teugi or Ssangbal-teugi), layer number (one or two layers)

and Jumchichigi time (20, 40, or 60 minutes) on the tensile, wet tensile, tearing and bursting strengths of Jum-

chi-Hanji. Jumchi-Hanjis used as test samples in this study were made from mulbery paper which was manufac-

tured with either bleached or unbleached paper mulberry from Thailand. The results showed that Jumchi-Hanji 

made with two layers of mulberry papers had higher strength properties than Jumchi-Hanji made with only one

layer. The strength properties of Jumchi-Hanji also increased with longer Jumchichigi time. Furthermore,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effects of Jumchichigi time on Jumchi-Hanji strengths differed based on the type of Choji

method, the layer number of mulberry papers used, and the specific strength property measured. Therefore, to 

guarantee the strength properties required by the application of Jumchi-Hanji paper as a fashion material,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the adequate Choji method and layer number to apply in the manufacture of 

Thai mulberry paper and the adequate duration time needed to perform Jumchichigi to Thai mulbery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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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나무 발에 닥섬유만 얹히게 하여 얇은 습지를 낱

장으로 뜨는 것을 의미한다(Choi, 2020; Lee, 2019). 낱

장으로 얇게 떠서 쌓아놓은 습지들은 압착, 탈수, 건조, 

도침을 거쳐 종이 형태의 한지로 완성된다(Lee, 2019). 

한지의 원료로는 닥나무가 대표적이지만 가격 문제와 

공급 상황에 따라 원료 품질이 낮은 등나무, 짚, 이끼를 

비롯하여(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1995), 양

마, 황마, 대마, 모시풀, 어저귀 등의 줄기 식물을 사용

할 수 있다(Kim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한지의 다

양한 원료 중 닥나무를 주된 원료로 사용하고 한지 제

조 공정을 적용하여 제작한 닥종이를 ‘닥지(mulberry 

paper)’로 정의하였으며, 태국산 닥원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닥종이를 ‘태국산 한지’라는 용어 대신 ‘태국

산 닥지’로 명명하였다.

줌치한지(Jumchi-Hanji)는 닥지를 물에 적신 후 젖

은 한지를 손으로 주무르고 두드리는 줌치치기의 반

복 행위를 통해 제작된다. 줌치한지인 경우, 반복되는 

줌치치기의 손동작으로 인해 표면에 요철 무늬가 형

성되며, 줌치치기 이전의 닥지와 비교하여 부피가 증가

하며 신장률이 향상된다(Jeon, 2011; Jeon et al., 2014).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줌치한지는 매끈하고 뻣뻣한 

종이 질감의 닥지와 달리 입체적인 표면감과 함께 부

드럽고 유연한 직물 소재의 질감을 갖는다(Table 2). 

Jeon et al.(2014)은 한지의 강도는 섬유 간 결합 강도와 

섬유 자체의 강도가 함께 작용하여 결정되지만 줌치

한지의 강도에는 재료가 되는 닥지 자체의 강도가 더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것은 줌치한지

의 강도가 닥지 자체의 강도를 좌우하는 닥나무의 해

부학적 특성, 화학적 특성, 초지기법(Choji method), 섬

유배향성(fiber orientation), 고해(beating impact), 화

학약품 표백(chemical bleaching) 등에 따라 다를 수 있

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지의 강도는 닥나무 인피섬유의 형태(섬유

의 길이, 섬유폭 등)와 화학적 성분의 함량(셀룰로스, 

리그닌 등)의 영향을 받는다(Cheon et al., 1999). 수입산 

닥나무 인피섬유는 목재섬유보다 길고 폭이 좁은 매끈

한 형태로(Lee et al., 2019), 마디가 존재하고 투명한 막

으로 둘러싸여 있다(Table 3). 중국산 닥섬유는 국내산

Mulberry paper Jumchi-Hanji

Surface texture Zoomed surface Surface texture  Zoomed surface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5, October 1).

Table 2. Images of mulberry paper and Jumchi-Hanji

Outside of black layer Outside of green layer Outside of white layer

Adapted from Seo and Kim (2011). p. 81.

Table 1. Miroscopic images of paper mulberry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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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섬유 길이가 짧고(Choi et al., 2005), 말레이시아 닥

섬유는 국내산보다 점도가 낮고 셀룰로스 분자량이 적

어 인장강도(tensile strength)와 내절도가 낮았다(Son 

et al., 2019). 반면, 태국산 닥섬유는 국내산보다 짧거

나(Cho & Eom, 2009; Seo et al., 2001) 길었으며(Choi 

et al., 2005), 닥지 자체의 강도를 결정하는 홀로셀룰로

스(holocellulose) 함량은 적은 반면 섬유의 품질을 낮

추는 다른 성분들(리그닌, 알콜벤젠, 회분)은 더 많았

다(Kim et al., 2015; Mun et al., 1992). 생육환경에 따른 

닥나무 특성을 고려할 때, 태국산 닥지로 제작한 줌치

한지의 강도는 국내산 닥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와 다

를 수 있다.  

한편, 섬유 간 교착 정도와 결합도 및 섬유배향도가 

종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Cheon et al., 

1999; Jeon, 2012) 섬유배향도를 조절하는 초지기법은 

닥지의 강도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Jeon, 2002). 외발

뜨기 초지는 외발틀로 지통의 지액을 떠올려서 발틀 

앞쪽과 발틀 좌우로 물을 흘려보내는 앞물질과 옆물

질의 반복을 통해 닥섬유들이 물길을 따라 발틀 위에 

놓인 대나무 발에 정(井)자 모양으로 엇갈리게 얹혀 지

게 하여 닥섬유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방식이다(Cheon 

et al., 1999). 외발뜨기로 초지한 한지는 닥섬유들이 교

차 배열되어 섬유 간 교착 정도가 높고 섬유배향도가 낮

다(Choi, 2020; Jeon, 2002). 반면, 쌍발뜨기는 손잡이가 

두 개 달린 발틀을 앞뒤로 흔들어서 떠올린 지액의 물

만 밭틀 밑으로 여과시키는 초지 방식이다(Choi, 2020; 

Jeon, 2002). 쌍발뜨기로 초지한 한지인 경우, 닥섬유가 

대나무 발의 발촉을 따라 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섬유

배향도가 커지는 특징을 보인다(J.-S. Park, 2002; Yoon 

& Ra, 2013). 실제로 외발뜨기 한지 고문서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외발뜨기로 초지한 한지 고문서는 섬유

배향도가 매우 낮았다(Han et al., 2008). 반면, 초음파 전

도 속도 분석 결과, 쌍발뜨기로 초지한 일본의 전통종

이(Wash)는 외발뜨기로 초지한 한지(Hanji)보다 섬유

배향성이 컸다(Han et al., 2006). 국내산 닥섬유를 외발

뜨기로 초지한 겹지는 섬유배향성이 낮아서 쌍발뜨기

로 초지한 한지보다 인열강도(tearing strength)가 높았

다(Cheon et al., 1999). 그러나 외발뜨기로 초지할 때 습

지 2장을 한 방향으로 겹치면 열단장과 파열지수(burs-

ting index)는 향상되지만 인열지수(treaing index)는 저

하되었다(Cheon et al., 1999). 이것은 외발뜨기 초지에 

의한 인열강도의 증가가 습지 2장을 엇갈리게 겹치는 

음양합지의 효과임을 시사한다. 국내산, 중국산, 태국

산 닥섬유로 제조한 한지 평가에서도 외발뜨기 한지가 

쌍발뜨기 한지보다 인장강도, 신장률, 인열강도, 내절

도가 높았다(Seo et al., 2001). 줌치한지도 쌍발뜨기보다 

외발뜨기로 초지한 닥지로 제작된 경우, MD 습인장강

도(wet tensile strength)가 더 높았다(Hong et al., 2017). 

선행연구들의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태국산 닥

섬유를 쌍발뜨기로 초지한 닥지보다 외발뜨기로 초지

한 닥지로 만든 줌치한지의 강도가 더 클 것으로 예측

된다.

고해는 물리적 혹은 기계적 작용을 통해 섬유에 변

형을 일으키는 것이다(Lee & Park, 1998). 주사전자현

미경 관찰에서 닥섬유들이 줌치치기에 의해 분해된 

현상을 고려할 때(Kim & Jang, 2004) 줌치치기는 낮은 

강도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고해로 볼 수 있다. 고해가 

가해지면 닥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일차벽인 투명한 

막이 벗겨지면서 섬유 표면적이 증가하게 되므로 섬

유 간 결합이 개선되어 섬유강도가 증가한다(Cheon, 

et al., 1999). 고해가 진행될수록 닥섬유의 인장강도와 

파열강도(bursting strength)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인열

Long, narrow and smooth shape  Nodes located in a mulberry fiber
A transparent membrane 

enclosing fibers

Adapted from Lee et al. (2019). p. 48.

Table 3. Miroscopic images of paper mulberry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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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는 최적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다시 저하된다(Yi et 

al., 2006). 즉 고해의 강도가 높아지고 고해가 지속화되

면 섬유 손상이 일어나서 강도가 저하될 수 있다(Jeon, 

2012). 국내산 닥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에서도 가로세

로 방향으로 섬유 결합력이 높은 외발뜨기 단장으로 

제작한 줌치한지의 MD 인열강도는 줌치치기 시간 증

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쌍발뜨기 단장으로 

제작한 줌치한지의 MD 인열강도는 줌치치기 시간 증

가에 따라 감소하였다(Hong et al., 2017). 이것은 태국

산 닥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의 강도는 줌치치기 시간 

증가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지만 줌치치기 시간이 어

느 정도 이상으로 지속되면 줌치한지의 재료가 되는 

태국산 닥지 자체의 강도에 따라 줌치치기 효과가 다

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국내산 줌치한지의 강도는 재료가 되는 닥지

의 합지 숫자에 따라 달랐다. 즉 습지 1장보다 2장을 합

지한 닥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에서 인장강도, 습인장

강도, 인열강도, 파열강도가 높았다(Hong et al., 2017). 

그러나 국내산 한지를 물로 붙여서 줌치치기를 실시

한 경우, 층간 결합력 약화로 3합지가 2합지보다 인장

강도가 낮았다(Jeon et al., 2014). 한지 제조 과정에서 

잿물 첨가로 착색된 닥 백피의 백색도를 개선하기 위

해 행해지는 일광표백은 닥섬유의 셀룰로스 분자량을 

보호한다(Seo et al., 2001). 그러나 화학약품 표백인 경

우, 표백 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셀룰로스를 분해시켜 

닥섬유의 강도를 약화시킨다(Bae et al., 2012). 일광표

백과 달리 약품표백은 닥지의 인열강도와 내절도를 

저하시킨다는 연구결과로 예측컨대(Seo et al., 2001), 

삶지 않은 상태에서 화학약품으로 표백하여 수입한 

태국산 닥 백피를 원료로 제작한 닥지로 만든 줌치한

지의 강도는 미표백 태국산 닥 백피를 원료로 제작한 

닥지로 만든 줌치한지의 강도보다 더 낮을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원가절감을 위하여 국내산보다 

16배나 저렴하고 삶지 않은 상태에서 화학적으로 표

백한 닥나무 백피를 수입하여 닥지를 제작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내 한지 생산량의 3/4을 

차지하고 있다(Choi & Kim, 2019). 그러나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국내산 닥지를 사용하여 제작한 줌치한지 

연구에 제한되어 있어서 태국산 닥지의 강도는 물론 

이것으로 제작한 줌치한지의 강도에 대한 정보가 필

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닥지의 섬유배향성을 다르게 하는 

초지기법과 닥지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약품 표백 

유무를 고려하여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태국

산 닥지(외발뜨기 미표백 닥지)와 강도가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태국산 닥지(쌍발뜨기 표백 닥지)로 

구분하고, 두 유형의 닥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의 강도

를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닥지 숫자와 줌치치기 시간

에 따른 줌치한지의 강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강도 

높은 줌치한지를 제작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물론 제

품 용도와 특성에 맞추어 종이 소재를 활용하고자 하

는 패션업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태국산 닥지의 합지 숫자에 따른 줌치

한지의 강도 특성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2: 태국산 닥지에 대한 줌치치기 시간에 따

른 줌치한지의 강도 특성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3: 외발뜨기 미표백 닥지와 쌍발뜨기 표백 

닥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의 강도 특성

을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1. 공시재료

태국산 미표백 닥섬유를 외발뜨기로 초지한 닥지

(단장, 2합지), 태국산 표백 닥섬유를 쌍발뜨기로 초지

한 닥지(단장, 2합지)를 20분, 40분, 60분 줌치치기하

여 제작한 줌치한지 12종이 시료로 사용되었다. 시료

로 사용한 줌치한지와 줌치한지 제작에 사용된 닥지

의 크기와 무게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2. 닥지의 제작

유통되는 완제품 한지들은 원료와 제조 방법을 구

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표백된 태국산 

닥나무 백피와 미표백 태국산 닥나무 백피를 구매하여 

한지 업체와 수초지 장인에게 의뢰하여 미처리 닥지(un-

treated mulberry paper)를 제조하였다. 수초지는 사용

한 원료, 화학약품, 제조 방법에 상관없이 <Table 5>‒

<Table 6>에 제시된 외발틀과 쌍발틀을 이용하는 수

록기술(외발뜨기, 쌍발뜨기)로 초지한 종이를 통칭하

며 수록한지로도 불린다(Cheon, 1996). 본 연구에서는 

수초지 제조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조건과 

방법을 준용하여 닥 백피의 펄프화, 초지, 건조 단계를 

거쳐 닥지를 제조하였다. 닥 백피의 삶기(닥 백피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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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를 기준으로 액비 4:1, 수산화나트륨 wt 10% 첨가, 

4시간 가열)를 통해 자숙, 증해, 후숙 1일을 거친 후 삶

은 닥 인피섬유의 세척, 티고르기, 고해 과정(나이프 

비이터 20~30분 적용)을 거쳤다. 폴리아크릴아마이

드(PAM) 분산제(제조원 SNF Korea)를 닥펄프 무게의 

0.01~0.02% 첨가하여 닥섬유를 완전히 해리시키고, 해

리된 닥섬유를 물과 혼합하여 현탁액(지액)을 만들고 

현탁액에서 닥섬유가 차지하는 비율(닥펄프 농도)이 2~ 

3%가 되도록 하여 지료를 조성하였다. 닥 백피를 삶은 

후 티고르기에 앞서 행해지는 일광표백이나 약품표백

은 생략되었다. 초지는 <Table 4>‒<Table 5>에 제시된 

쌍발뜨기와 외발뜨기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표

백 닥지는 쌍발뜨기 방식에 의해 단장(홑지)과 단장 2장

을 붙여서 만든 2합지로 제조되었다. 미표백 닥지인 경

우, 외발뜨기 방식으로 단장(음양합지)과 2합지(음양

합지 2장)로 제조되었다. 외발뜨기 음양합지는 습지 

2장을 엇갈리게 방향을 바꾸어서 붙인 것이며, 외발뜨

기 2합지는 습지 상태의 음양합지(단장) 2장을 붙여서 

건조한 것을 의미한다. 초지한 습지들은 철판 건조되

었으며, 닥지에 대한 도침은 생략되었다.

 

3. 줌치한지의 제작 

줌치한지는 한지 경력 15년 이상인 장인에게 의뢰

하여 전통적인 줌치치기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줌치

치기는 12종의 닥지를 물에 적신 후 (1:5 욕비) 젖은 

닥지를 손으로 주무르고 두드리고 펼치는 반복 동작 

후 방향을 바꾸어 다시 주무르고 두드리는 손동작을 

20분, 40분, 60분 동안 반복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졌다(Table 7). 줌치치기가 끝난 젖은 상태의 줌치한

지는 대나무 발에 널어 자연 건조되었다.

4. 줌치한지의 표면 관찰 및 강도 측정

닥지와 줌치한지의 표면 구조는 실물영상현미경인 

화상분석장치(ICS-3058 NTSC)를 이용하여 전면조

명(×40 배율 이미지)으로 촬영되었다. 현미경 사진 촬

영을 비롯하여 시료의 평량(Korean Standards Associa-

tion [KSA], 2006a), 두께, 밀도(Korean Agency for Te-

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1), 강도는 평가를 

의뢰한 한지산업지원센터(공인검정기관) 시험분석

실에서 한국산업규격으로 측정되었다. 한지를 비롯

한 제지 과학에서는 종이의 무게를 평량으로 측정한

다. 이것은 닥섬유 함량이 한지 전체에서 동일한 분포

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산업규격에서는 한지 전

체에서 20개 이상의 부분에서 시험편(200 mm × 250 

mm)을 골고루 재단하여 각 시험편의 무게를 측정하고 

평균을 산출하여 1 m2당 g수(g/m2)로 환산하여 한지의 

평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KSA, 2006a). 한지의 밀

도는 종이의 치밀함 정도를 의미하며, 공극을 포함하

Test
samples

Manufacturing conditions
of mulberry papers

Mulberry papers Jumchi
-chigi 
time
(min)

Jumchi-Hanjis

Choji method Bleaching
Layer 

number
Size
(mm)

Weight 
(g) 

Size
(mm)

Weight
(g) 

A Oebal-teugi Unbleached 1 layer 640 × 930 35 20 540 × 780 36

B Oebal-teugi Unbleached 1 layer 640 × 930 37 40 540 × 820 38

C Oebal-teugi Unbleached 1 layer 640 × 930 37 60 540 × 790 34

D Oebal-teugi Unbleached 2 layers 640 × 930 76 20 560 × 835 78

E Oebal-teugi Unbleached 2 layers 640 × 930 73 40 550 × 810 74

F Oebal-teugi Unbleached 2 layers 640 × 930 74 60 560 × 800 74

G Ssangbal-teugi Bleached 1 layer 640 × 930 51 20 550 × 850 52

H Ssangbal-teugi Bleached 1 layer 640 × 930 48 40 565 × 820 48

I Ssangbal-teugi Bleached 1 layer 640 × 930 53 60 550 × 775 52

J Ssangbal-teugi Bleached 2 layers 640 × 930 88 20 570 × 870 89

K Ssangbal-teugi Bleached 2 layers 640 × 930 88 40 580 × 830 90

L Ssangbal-teugi Bleached 2 layers 640 × 930 98 60 560 × 822 99

Table 4. Sizes and weights of Thai mulberry papers and Jumchi-Hanj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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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산하는 겉보기 밀도로 측정하며 단위 부피당 무

게(g/cm2)로 표시한다. 인장강도는 시험편을 신장시켜

서 파괴 직전의 저항력을 평가하는 정속신장법(100 

mm/min)으로 측정되었으며(KSA, 2007), 습인장강도

는 시험편을 20초 동안 증류수에 침지시킨 후 파괴 직

전까지 견디는 힘으로 측정되었다(KATS, 2007). 인열

강도는 시험편이 처음 찢어진 방향으로 계속 찢어지

는 것에 대한 인열저항(tearing resistance)을 의미하며, 

엘멘도르프 방식(Elmendorf method)으로 측정되었다

(KSA, 2006b). 파열강도는 일정 면적의 표면에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표면이 파열되는 순간의 최대값(kPa)으

로 측정되었다(KSA, 2005). 인장강도, 습인장강도, 파

A wooden frame

called “Bal-teul”

A mat with 

bamboo nips

Bamboo 

nips

A wet 

paper

Oebal

-teugi

Ssangbal

-teugi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5, October 1).

Table 5. Tools for Oebal-tegui and Ssangbal-tegui and a wet paper 

Preparing a

mulberry paper

Jumchichigi 
Drying

Wet the paper Light handjob Unfold Tap Unfold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6, February 17, 22 and 23). 

Table 7. Jumchichigi method for making Jumchi-Hanji

How to dump water by tilting and shaking a “Bal-teul” frame The direction of 

bamboo nibsTo the left and right side To the front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5, October 1).

Table 6. Direction of shaking the wooden frame called “Oebal-teul” and the direction of bamboo n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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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강도를 평량으로 나눈 인장지수(tensile index), 습인

장지수(wet tensile index), 파열지수 및 인열강도를 평

량으로 나눈 비인열저항을 나타내는 인열지수가 산출

되었다. 한지의 초지 과정에서 닥섬유들은 물질 방향

을 따라 얹어지기 때문에 한지의 강도는 측정 방향에 

따라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종이를 연구하는 

제지과학이나 한지를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강도 특성

을 발촉과 직각인 Machine Direction(MD)과 발촉과 수

평인 Cross Direction(CD) 두 방향에서 측정하고 MD 

강도와 CD 강도로 표기한다. 외발틀, 쌍발틀, 대나무 

발, 발촉, 발촉 방향을 보여주는 사진들은 <Table 5>‒

<Table 6>에 제시되었다. 발촉은 외발틀과 쌍발틀 위

에 놓인 대나무 발의 발촉을 의미하며, 닥지 표면에 발

촉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어서(Cheon & Cheon, 1999) 

강도 측정 방향의 기준이 된다. MD 강도는 기계를 사

용한 종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한지 제조 

시 앞물질을 위해 발틀 도구(machine)를 흔드는 방향

의 강도를 의미하며 발촉과 직각인(⊥) 방향의 강도이

다.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도 

한지와 줌치한지의 인장강도, 습인장강도, 인열강도

는 두 방향에서 측정한 MD 강도(⊥)와 CD 강도(=)로 

제시되며 발촉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에서 측정한 강

도인지를 기호로 표기하고 있다.

III. 결과및고찰

1. 표면 관찰

닥지와 줌치한지의 표면을 화상분석장치로 촬영한 

×40 배율 이미지는 <Table 8>에 제시되었다. 닥지의 닥

섬유는 길게 뻗은 모습으로 관찰되었다. 줌치한지의 

닥섬유들은 줌치치기 초반에는 풀어 헤쳐지며 부풀어 

오르는 모습이었지만 줌치치기 시간이 20분에서 60분

으로 길어짐에 따라 닥섬유가 서로 얽히는 교착 현상

을 보였다. 줌치치기로 인한 닥섬유의 분해를 주사전

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Kim & 

Jang, 2004), 섬유 간 교착 현상은 분해된 섬유 간 결합 

결과로 해석된다. Scott et al.(1995)에 따르면 고해에 

의한 섬유의 부풀음이 지속되면 섬유의 유연성이 증

가하여 섬유 간 결합이 증가하고, 고해도가 증가하면 

섬유 표면에 노출된 셀룰로스 분자의 수산기를 통해 수

소결합의 기회가 증가하여 섬유 간 결합이 증가한다.

한편, 외발뜨기 미표백 2합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의 

경우, 줌치치기 시간이 60분으로 길어져도 망상 구조

의 섬유 간 교착 정도가 다른 줌치한지들에 비해 덜 이

루어진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것은 줌치치기에 따른 

섬유 간 교착의 진행 정도는 고해 역할을 하는  줌치치

기 시간과 닥지 자체의 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

사한다.

 

2. 평량과 두께 및 밀도

줌치한지의 평량, 두께, 밀도가 닥지 유형에 따라 

<Table 9>에 제시되었다. 미처리 닥지와 비교하여 줌

치한지의 평량과 두께는 줌치치기 이전의 닥지보다 

모두 증가한 반면 밀도는 모두 저하되었다. 거의 모든 

시료의 평량은 줌치치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평

량(66 g/m²)보다 컸다(Lim et al., 2014). 외발뜨기 미표

백 단장 1개 시료는 이 기준에 약간 미달하였지만 줌치

치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단장보다 2합지

로 제작한 줌치한지의 평량과 두께는 더 큰 경향을 보

였으며, 밀도 또한 단장보다 2합지가 크거나 동일하

였다. 줌치치기 시간 증가(20분, 40분, 60분)에 따라 

줌치한지의 평량과 두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며, 밀도는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었다.

 

3. 인장강도

1) 합지 숫자에 따른 인장강도 특성

종이의 인장강도는 섬유의 길이, 닥지 자체의 강도, 

섬유의 고해 정도, 섬유 간 결합의 정도, 평량, 두께, 밀

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Seo, 1996a). 줌치한지의 인

장강도 및 인장지수는 <Fig. 1>과 <Table 10>에 제시

되었다. 외발뜨기와 쌍발뜨기로 초지한 단장보다 2합

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의 인장강도가 측정 방향(MD, 

CD) 모두에서 현저하게 높았다. 종이의 인장강도는 두

께와 밀도(Lee & Park, 1998), 평량(Jeon et al., 2014)

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단장

보다 2합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의 평량, 두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인장강도를 평량으로 나눈 인장지수는 측정 

방향과 닥지 유형에 따라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외발뜨기로 초지한 미표백 닥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인 

경우 단장보다 2합지의 CD 인장지수가 더 높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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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 쌍발뜨기 표백 닥지로 만든 줌치한지의 CD 

인장지수도 합지 숫자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다. MD 

인장지수의 증감은 두 유형의 닥지 모두 줌치치기 시

간에 따라 달랐다.

 

2) 줌치치기 시간 증가에 따른 인장강도 특성

줌치치기 시간에 따른 인장강도의 증가는 합지 숫자

와 측정 방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Fig. 1). 단장

으로 제작한 줌치한지인 경우, 줌치치기 시간에 따른 

MD 인장강도의 변화는 닥지 유형에 따라 달랐다. 외

발뜨기 미표백 단장(음양합지)으로 제작한 줌치한지

인 경우, 줌치치기 초반(20분, 40분)에는 MD 인장강도

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60분 줌치치기에서는 MD 인장

강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반대로 쌍발뜨기 표백 단장

으로 제작한 줌치한지인 경우, 40분 줌치치기에서 MD 

인장강도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60분 줌치치기에서 

다시 감소하였다. 평량으로 나눈 MD 인장지수에서도 

줌치치기 시간 증가에 따른 이와 같은 변화 양상은 일

관되게 나타났다. 이것은 닥지의 원료인 태국산 닥 백

피의 표백성과 닥지 제조에 적용된 초지기법의 차이

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외발뜨기 미표백 단장(음양합지)인 경우, 앞물질과 

옆물질로 닥섬유가 정(井)자 모양으로 배열되어 닥지 자

체의 강도가 커서(Jeon, 2002; J.-S. Park, 2002) 줌치치

Choji method
Mulberry

papers 

Jumchichigi time for making Jumchi-Hanjis

20 min 40 min 60 min

Oebal-teugi

unbleached

one layer 

Untreated A B C

Oebal-teugi

unbleached

two layers

Untreated D E F

Ssangbal

-teugi

bleached

two layers

Untreated G H I

Ssangbal

-teugi

bleached

two layers

Untreated J K L

Table. 8. Photomicrographs of test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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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반에는 섬유 분해가 덜 이루어져 MD 인장강도 증

가가 미미하다가 줌치치기 후반 고해 정도가 증가하면

서 섬유 표면적과 섬유 유연도가 증가하여 섬유 상호 

간 밀착도가 개선되어 섬유 간 결합력이 향상되기 때문

으로 해석된다(Cheon et al., 1999; Lee & Park, 1998). 외

발뜨기 미표백 단장으로 만든 줌치한지들에서 관찰된 

줌치치기 시간 증가에 따른 MD 인장강도 증가 효과는 

평량을 통제한 MD 인장지수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반면, 쌍발뜨기 표백 단장으로 제작한 줌치한지인 

경우, 닥 백피의 표백성과 초지기법의 특성으로 줌치

치기에 따른 고해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다. 종이 제

조에서 펄프섬유에 대한 고해가 진행될수록 인장강

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해서(Lee & Lee, 1996), 인장강

도가 높으면서 인열강도가 낮으면 고해가 많이 진행

된 상태로 본다(Seo, 1996a). <Fig. 1>에 제시된 쌍발뜨

기 표백 단장의 MD 인장강도 증가(40분 줌치치기)와 

<Fig. 2>에 제시된 MD 인열강도의 감소도 이와 유사

한 맥락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쌍발뜨기 표

백 단장은 40분 줌치치기만으로도 고해가 어느 정도 진

행되어 MD 인장강도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되며, MD 

인열강도가 감소한 것은 분해된 닥섬유 간 교착이 40

분에서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이것은 음양합지로 제작한 외발뜨기 미표백 단장과 달

리 홑지로 제작한 쌍발뜨기 표백 단장인 경우 줌치치

기가 60분으로 지속되면 분해된 닥섬유 간 교착이 충

분히 진행되어 망상 구조를 이룸에 따라 MD 인장강도

는 감소하지만 MD 인열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추론

된다. 쌍발뜨기 표백 단장으로 만든 줌치한지들에서 

나타난 줌치치기 시간에 따른 MD 인장강도 증가 효과

는 평량을 통제한 인장지수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

다. 따라서 외발뜨기 미표백 단장과 쌍발뜨기 표백 단

장 줌치한지의 MD 인장강도의 변화는 줌치치기 시간

에 의한 섬유 간 결합 정도와 섬유 간 교착 정도의 변화

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장보다 평량이 크고 두께가 두꺼운 2합지로 제작

한 줌치한지들은 단장으로 제작한 줌치한지들과는 다

른 양상을 보였다. 즉 2합지로 만든 줌치한지들은 초

지기법(외발뜨기, 쌍발뜨기)에 관계없이 줌치치기 시

간 증가에 따라 MD 인장강도가 증가하였다. 2합지 닥

지인 경우 줌치치기 시간이 60분으로 길어져도 줌치

Test

samples

Manufacturing conditions

of mulberry papers Jumchi

-chigi

time

Basis weight

(g/m2)

Thickness 

(mm)

Density

(g/cm3)
Choji method Bleaching

Layer 

number

Untreated Oebal-teugi Unbleached 1 - 57.0 0.164 0.35

A Oebal-teugi Unbleached 1 20 min 76.3 0.456 0.17

B Oebal-teugi Unbleached 1 40 min 78.6 0.461 0.17

C Oebal-teugi Unbleached 1 60 min 89.3 0.488 0.18

Untreated Oebal-teugi Unbleached 2 - 103.9 0.305 0.34

D Oebal-teugi Unbleached 2 20 min 148.8 0.864 0.17

E Oebal-teugi Unbleached 2 40 min 150.2 0.734 0.20

F Oebal-teugi Unbleached 2 60 min 155.5 0.790 0.20

Untreated Ssangbal-teugi Bleached 1  - 94.2 0.278 0.34

G Ssangbal-teugi Bleached 1 20 min 95.3 0.574 0.17

H Ssangbal-teugi Bleached 1 40 min 106.1 0.507 0.21

I Ssangbal-teugi Bleached 1 60 min 120.9 0.609 0.20

Untreated Ssangbal-teugi Bleached 2 - 144.0 0.472 0.31

J Ssangbal-teugi Bleached 2 20 min 162.5 0.866 0.19

K Ssangbal-teugi Bleached 2 40 min 165.6 0.783 0.21

L Ssangbal-teugi Bleached 2 60 min 199.0 0.898 0.22

Table 9. Basis weight, thickness and density of test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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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의 물리적 충격에 잘 견디면서 신장률이 증가하

고 섬유 유연도가 개선되어 섬유 간 교착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Jeon et al., 2014). MD 인장강도를 

평량으로 나눈 인장지수인 경우, 외발뜨기와 쌍발뜨

기 초지기법에 관계없이 40분 줌치치기에서는 인장

지수가 증가했지만 60분 줌치치기에서는 인장지수가 

Test

samples

Manufacturing conditions

of mulberry paper

Jumchi-

chigi 

time

(min)

Jumchi-Hanji

Tensile 

index 

(N · m/g)

Tearing 

index

(mN)

Wet tensile 

index

(N · m/g)

Bursting 

index

(kPa · m2/g)
Choji method Bleaching Layer MD CD MD CD MD CD

A Oebal-teugi Unbleached 1 20 24.115 13.499 44.915 53.761 1.586 ** 3.840

B Oebal-teugi Unbleached 1 40 21.756 11.450 42.723 56.768 1.425 ** 4.478

C Oebal-teugi Unbleached 1 60 26.204 13.102 53.068 56.719 1.825 ** 5.207

D Oebal-teugi Unbleached 2 20 21.169 15.726 * 46.882 1.815 0.605 6.801

E Oebal-teugi Unbleached 2 40 26.764 17.377 * * 1.991 1.165 7.577

F Oebal-teugi Unbleached 2 60 26.624 16.141 * * 2.386 1.029 7.080

G Ssangbal-teugi Bleached 1 20 24.554 11.228 37.408 38.332 1.301 ** 2.959

H Ssangbal-teugi Bleached 1 40 28.841 13.007 23.129 34.072 1.697 ** 3.478

I Ssangbal-teugi Bleached 1 60 18.362 13.317 28.734 40.645 2.159 0.976 4.285

J Ssangbal-teugi Bleached 2 20 24.738 16.246 32.055 43.582 1.317 1.034 4.018

K Ssangbal-teugi Bleached 2 40 25.302 18.478 37.101 42.542 1.697 0.978 4.287

L Ssangbal-teugi Bleached 2 60 23.819 15.879 33.749 * 1.568 1.221 4.588

*: Over 15,680 mN: Non detectable level in tearing strength

**: Under 200 N/m: Non detectable level in wet tensile strength

MD: Machine Direction, CD: Cross Direction

Table 10. Tensile, wet tensile and tearing index of Jumchi-Hanjis 

Tensile strength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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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nsile strength of Jumchi-Hanji.

SSangbal-teugi / Ble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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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거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2합지로 제작한 줌치한지들에서 관찰된 줌치치기 

시간에 따른 MD 인장강도의 변화는 닥지 유형(표백

성, 초지기법)보다 줌치치기 시간 증가에 따라 증가한 

평량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발촉과 평행한 방향으로 줌치한지를 잡아당겨

서 측정한 CD 인장강도인 경우, 섬유배향도가 높은 쌍

발뜨기 표백 닥지(단장, 2합지)로 제작한 줌치한지들

은 줌치치기 시간에 비례하여 CD 인장강도와 CD 인장

지수 거의 모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섬유

배향도가 정(井)자 모양으로 배열된 외발뜨기 미표백 닥

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의 CD 인장강도는 줌치치기 시간

에 비례하여 일관되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합지 숫자

(단장, 2합지)에 따라 서로 다른 증감 양상을 보였다. 줌

치치기 시간에 따른 CD 증감의 정도는 미미하였다.

측정 방향에 따른 인장강도와 인장지수의 차이를 

<Fig. 1>과 <Table 10>에서 비교해 보면, 합지 숫자와 

줌치치기 시간에 관계 없이 MD 인장강도(MD 인장지

수)가 CD 인장강도(CD 인장지수) 보다 높았다. 이것은 

쌍발뜨기와 외발뜨기 초지 과정에서 발틀을 흔드는 

방향에 따라 닥섬유가 다르게 얹혀지거나 다르게 배열

되기 때문에 강도적 성질이 발틀의 발촉과 직각인 방

향(앞물질 방향) 혹은 발촉과 수평인 방향(앞물질과 

수직방향) 각각에서 측정되는 MD 강도와 CD 강도가 

다른 것으로(Son et al., 2017) 대부분의 한지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되는 결과이다. 

 

4. 인열강도

1) 합지 숫자에 따른 인열강도 특성

종이의 인열강도는 섬유의 길이, 섬유 간 결합 정도, 

섬유 자체의 강도, 평량이 클수록 증가하지만 다른 강

도와 달리 밀도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Seo, 1996a). 줌

치한지의 인열강도와 인열지수는 <Fig. 2>와 <Table 

10>에 제시되었다. 줌치한지 제작에 사용한 닥지 유형

에 관계없이 단장보다 2합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의 양

방향 인열강도가 더 높았다. 특히, 외발뜨기 미표백 2합

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의 인열강도는 쌍발뜨기 표백 

2합지의 인열강도와 달리 줌치치기 초반부터 검출한

계(15,680 mN) 이상의 값을 보일 만큼 현저하게 높았

으며 합지 숫자에 따른 인열강도의 차이는 아주 컸다. 

이것은 외발뜨기 2합지인 경우, 닥섬유들이 정(井)자

로 배열된 습지 2장을 엇갈리게 배치하여 겹지로 만든 

단장(음양합지) 2개를 합지한 것인 반면 쌍발뜨기 2

합지는 홑지 형태의 습지 2장을 합지한 데서 기인한

다. 즉 외발뜨기 2합지는 구조 자체가 쌍발뜨기 2합지

와 다르고, 2합지를 구성하는 습지의 숫자도 다르기 

때문에 인열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Tearing strength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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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aring strength of Jumchi-Ha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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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열강도를 평량으로 나눈 MD 인열지수를 

검토하면 외발뜨기 표백 닥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인 

경우 줌치치기 초반 20분 부터 합지 숫자에 따른 효과

가 나타났으며, CD 인열지수는 줌치치기 시간이 40분 

이상으로 증가했을 때 합지 숫자에 따른 효과가 나타

났다. 반대로, 쌍발뜨기 표백 닥지로 제작한 줌치한지

의 MD 인열지수는 줌치치기 시간이 40분 이상으로 증

가했을 때 합지 숫자에 따른 효과를 보였으며, CD 인열

지수는 줌치치기 초반 20분에서부터 합지 숫자에 따른 

효과를 보였다. 합지 숫자의 효과가 서로 다른 정도의 

줌치치기를 통해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평량을 통제한 

상태에서 양방향의 인열지수가 인열강도와 마찬가지

로 2합지에서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지 숫자

에 따른 양방향 인열강도의 증가 효과에는 평량 증가 

이외에 또 다른 요인들(줌치치기, 초지기법 등)이 함

께 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줌치치기 시간 증가에 따른 인열강도 특성

줌치치기 시간 증가에 따른 MD 인열강도의 증가 

양상은 합지 숫자와 닥지 유형에 따라 약간 달랐다. 단

장에 대한 줌치치기 결과를 <Fig. 2>에서 살펴보면, 외

발뜨기 미표백 단장으로 제작한 줌치한지의 MD 인열

강도는 40분 동안의 줌치치기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

다가 60분 줌치치기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쌍발

뜨기 표백 단장으로 제작한 줌치한지의 경우, 40분 줌

치치기에서는 MD 인열강도가 감소했지만 60분 줌치

치기에서는 20분 줌치치기에서 나타난 MD 인열강도 

만큼 다시 증가하였다. 이것은 닥섬유 원료의 표백성

과 초지기법 두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외발뜨기 미표백 단장으로 제작한 줌치한지인 

경우, 미표백 닥 백피의 원료 사용과 닥섬유의 배향성

을 낮추는 초지기법으로 닥지 자체의 강도가 크고, 이

로 인해 줌치치기에 의한 60분 동안의 고해 작용에도 

피로도가 낮아 닥섬유의 과도한 분해나 손상이 없이 

섬유 간 교착 정도가 증가하여 MD 인열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약품 표백이 한지의 인열강

도를 저하시킨다는 점을 감안할 때(Seo et al., 2001), 

쌍발뜨기 단장으로 제작한 줌치한지인 경우 표백한 닥 

백피의 원료 사용과 섬유배향도가 높은 초지기법 때문

에 닥지 자체의 강도가 약해서 40분 줌치치기에서부터 

닥섬유가 분해되어 인열강도가 감소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쌍발뜨기 표백 단장에 대한 40분 줌

치치기에서 MD 인열강도는 감소하였지만 <Fig. 1>에

서 보듯이 MD 인장강도는 증가하였고, 줌치치기를 60

분까지 지속하더라도 인열강도가 계속 감소하지 않았

다는 점을 고려할 때 40분 동안의 줌치치기가 섬유 손

상이 일어날 정도의 고해 작용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Lee & Lee, 1996). 즉 40분 줌치치기에서는 닥

섬유의 분해는 진행되었지만 섬유 간 교착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MD 인열강도가 감소하였지만 줌치

치기가 60분으로 지속되면서 분해된 섬유 간 교착 정

도가 증가하여 MD 인열강도가 회복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2합지에서도 줌치치기에 따른 MD 인열강도 증가 

양상은 닥지 유형에 따라 달랐다. 외발뜨기 미표백 2합

지인 경우, 줌치치기가 20분만 이루어져도 검출한계

(15,680 mN) 이상의 값을 보일 정도로 MD 인열강도

가 높았다. 이것은 외발뜨기 2합지인 경우, 초지기법

에 의한 정(井)자 모양의 섬유배열과 음양 2합지의 구

조때문에 줌치치기 시간 증가에 따른 섬유 교착 현상

이 증가하지 않아도 찢어짐에 대한 저항이 충분히 높

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쌍발뜨기 표백 2합지인 경우, 

줌치치기 시간 증가에 비례하여 MD 인열강도가 증가

하였다. 이것은 초지기법이 쌍발뜨기이고 표백된 원

료일지라도 2합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줌치치기 고해 

작용에 의한 피로도가 낮아 줌치치기 시간에 비례하

여 닥섬유의 분해와 섬유 간 교착 현상이 충분히 증가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CD 인열강도는 줌치치기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지

만 증가되는 변화 양상은 닥지 유형에 따라 달랐다. 외

발뜨기 미표백 단장과 2합지의 CD 인열강도는 줌치

치기 40분부터 증가한 반면 쌍발뜨기 표백 단장과 2합

지의 CD 인열강도는 변화가 거의 없다가 60분 줌치치

기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줌치치기 시간에 따른  

인열지수(CD)의 증가 경향 또한 초지기법에 따른 인

열강도(CD)의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Table 

10). 특히, 쌍발뜨기 표백 2합지는 줌치치기 60분에서 

검출한계 이상의 CD 인열강도를 보였지만 외발뜨기 

2합지는 줌치치기 40분과 60분 모두에서 검출한계 이

상의 CD 인열강도를 보였다.

측정 방향에 따른 줌치한지의 인열강도의 차이는 

인장강도에서와는 반대 특성을 보였다. 즉 줌치치기 

시간에 관계없이 검출한계 이상의 인열강도를 보인 

외발뜨기 미표백 2합지를 제외하고, 모든 줌치한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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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CD 인열강도(CD 인열지수)가 MD 인열강도(MD 

인열지수)보다 높았다. 이것은 초지 과정에서 닥섬유

들이 발촉과 직각되는 발틀 방향(MD)으로 행해지는 

앞물질을 따라 배열되는 섬유배향성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Seo, 1996b). 앞물질에 의존하는 쌍발뜨기

는 물론 앞물질과 옆물질이 함께 행해지는 외발뜨기 

초지에서도 앞물질이 주된 물질 방향이라는 점에서 

초기 절단된 줌치한지를 발촉과 평행한 방향(섬유결

과 직각인 방향)으로 찢는데는 발촉과 직각인 방향(섬

유결 방향)으로 찢는데 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

5. 습인장강도

1) 합지 숫자에 따른 습인장강도 특성

줌치한지의 습인장강도와 습인장지수는 <Fig. 3>

과 <Table 10>에 제시되었다.  단장과 2합지로 제작한 

모든 줌치한지의 양방향 습인장강도는 검출한계 값

(200 N/m)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 특

히, 단장으로 제작한 줌치한지의 양방향 습인장강도 대

부분은 검출한계 이하의 값을 보일 정도로 매우 낮았

다. 이것은 종이의 강도가 섬유와 섬유 사이에 형성된 수

소결합과 반데르발스 힘(van der Waals force)에 의해 발

현되는데(Lee, 1996), 종이를 물에 침지시키면 섬유의 

친수성 수산기(OH)가 물분자(H2O)와 경쟁적으로 결

합하면서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결합이 파괴되기 때

문으로 설명된다(Lee & Park, 2003; J.-M. Park, 2002).

2합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의 MD 습인장강도는 낮

은 값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단장으로 제작한 줌치한

지의 습인장강도보다 약 1.2~2.3배 정도 더 높은 경향

을 보였다. 그러나 MD 습인장강도를 평량으로 나눈 

습인장지수를 살펴보면, 합지 숫자의 증가 효과는 닥

지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Table 10). 즉 외발뜨

기로 초지한 미표백 닥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의 평량

을 통제한 경우, MD 습인장지수는 MD 습인장강도와 

마찬가지로 단장보다 2합지에서 높았다. 종이의 습윤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원료, 초지 조건, 평량 

등이란 점을 고려할 때(Lee, 1996), 외발뜨기 미표백 

2합지의 줌치한지에서 나타난 습인장강도의 증가에

는 합지 숫자에 따른 평량의 증가 외에 닥섬유 원료 자

체의 강도 혹은 초지기법에 따른 섬유배향성이 관여

했을 수 있다. 즉 태국산 닥섬유의 미표백성과 함께 닥

섬유들을 정(井)자로 교차시키는 외발뜨기 방식으로 

초지한 닥지를 사용함으로써 줌치한지의 습인장강도

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쌍발뜨기로 초지한 표

백 닥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인 경우, 합지 숫자에 따른 

MD 습인장지수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쌍발뜨기 미표백 줌치한지(2합지)의 강도 증가가 합

지 숫자에 따른 평량 증가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Wet tensile strength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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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et tensile strength of Jumchi-Ha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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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치한지의 CD 습인장강도는 초지기법에 관계없

이 거의 모두 검출한계(200 N/m) 이하의 값을 보일 정

도로 낮았다. 특히, 단장으로 제작한 줌치한지인 경우 

초지기법에 관계없이 습인장강도 데이터 검출이 불

가능하였다. 반면 2합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인 경우 

검출한계 이하의 값이기는 하지만 습인장강도 값이 

검출되어 합지 숫자에 따른 습인장강도의 증가 효과

가 있을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2) 줌치치기 시간 증가에 따른 습인장강도 특성

줌치치기 시간 증가에 따른 MD 습인장강도의 증가 

효과는 단장과 2합지로 제작한 줌치한지 모두에서 관

찰되었다. 특히, 검출한계 이상의 습인장강도를 보인 

2합지 줌치한지들인 경우 초지기법에 관계없이 줌치

치기 시간이 20분, 40분, 60분 증가에 비례하여 MD 습

인장강도가 증가하였다. 한편, 평량을 통제한 MD 습

인장지수인 경우, 외발뜨기 미표백 2합지로 제작한 줌

치한지들에서는 줌치치기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였

다. 이것은 외발뜨기 미표백 2합지에서의 습인장강도

의 증가는 초지기법에 의한 낮은 섬유배향성 혹은 줌

치치기에 의한 섬유 간 결합력 증가에 의한 것일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반면 쌍발뜨기 표백 2합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인 경

우, 40분 줌치치기에서는 MD 습인장지수가 증가하였

지만, 60분 줌치치기에서는 미미한 저하를 보였다. 이

것은 쌍발뜨기 표백 닥지 자체가 강하지 못한데서 비

롯된 것으로 닥지를 물에 적신 후 젖은 닥지를 계속 주

무르고 두드리는 줌치치기가 40분을 넘어 60분까지 

지속되는 경우 섬유 간 교착 정도가 증가하기보다 섬

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결합이 파괴되기 때문으로 추

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 적용을 위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후속 연구들에서도 계속 재현되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CD 습인장강도 값이 검출된 2합지인 경우 대

부분이 검출한계 이하 값을 보였다. 쌍발뜨기 표백 2

합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인 경우 줌치치기 시간이 60

분으로 증가했을 때 CD 습인장강도는 검출한계 값

(200 N/m)보다 높게 증가하였으며, CD 습인장지수 또

한 증가하였다(Table 10).

 

6. 파열강도

1) 합지 숫자에 따른 파열강도 특성

종이의 파열강도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표현

되는 종이의 복합적인 물리적 성질로서 섬유 자체의 

강도 및 밀도와 관련이 있다(Seo, 1996a). 줌치한지의 

파열강도와 파열지수는 <Fig. 4>와 <Table 10>에 제시

되었다. 2합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의 파열강도는 단장

으로 제작한 줌치한지의 파열강도보다 약 1.7~3.4배 

더 높았다. 종이의 밀도가 치밀하고 무겁고 두꺼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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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ursting strength of Jumchi-Ha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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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수록 일정 면적의 표면을 뚫을 때 더 많은 힘이 요

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2합지로 제작한 줌

치한지가 단장으로 제작한 줌치한지보다 평량과 두께

가 두껍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파열강도를 평량으로 나누어 평량을 통제한 

상태의 파열지수 또한 단장보다 2합지로 제작한 줌치

한지에서 파열지수가 더 높았다. 그리고 쌍발뜨기 표

백 닥지보다 외발뜨기 미표백 닥지로 제작한 줌치한

지에서 합지 숫자에 따른 파열지수 증가량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합지 숫자가 동일한 단장과 2합지 각

각에서도 섬유배향성이 높은 쌍발뜨기 표백 닥지로 

만든 줌치한지보다 닥섬유가 정(井)자로 배열된 외발

뜨기 미표백 닥지로 만든 줌치한지의 파열지수가 더 

높았다. 특히, 외발뜨기로 초지한 미표백 단장(음양

합지) 2개를 합지한 닥지로 만든 줌치한지들은 쌍발

뜨기로 초지한 홑지 2장을 합지한 닥지로 만든 줌치한

지들보다 파열강도와 파열지수 모두 더 컸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단장보다 2합지로 제작한 줌치한

지의 파열강도가 높은 것은 증가된 평량 이외에 줌치

한지 제작에 사용한 닥지의 구조 자체나 합지에 사용

한 습지의 숫자 등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줌치치기 시간 증가에 따른 파열강도 특성

줌치치기 시간 증가에 따른 파열강도와 파열지수

의 변화 경향은 합지 숫자에 따라 약간 달랐다. 단장으

로 제작한 줌치한지인 경우 닥지 유형에 관계없이 줌

치치기 시간 증가에 따라 파열강도와 파열지수가 증

가하였다. 따라서 단장으로 제작한 줌치한지의 파열

강도는 줌치치기 정도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

다. 2합지로 제작한 줌치한지들인 경우 줌치치기에 따

른 파열강도와 파열지수의 증가 효과는 닥지 유형에 

따라 약간 달랐다. 즉 쌍발뜨기 표백 2합지로 제작한 

줌치한지들은 줌치치기 시간 증가에 따라 파열강도와 

파열지수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60분 줌치치기에

서 증가량이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쌍발뜨기 표백 2

합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인 경우, 합지 숫자의 증가로 

두께와 평량이 증가하여 줌치치기 시간이 길어지더라

도 섬유 손상 없이 섬유 간 교착이 충분히 증가하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외발뜨기 미표백 2합지를 20분 줌치치기하여 

제작한 줌치한지의 파열강도는 60분 줌치치기하여 

제작한 쌍발뜨기 2합지의 파열강도 보다 높았다. 그리

고 외발뜨기 미표백 2합지를 40분 줌치치기했을 때는 

파열강도가 증가하였지만 60분 줌치치기에서의 파열

강도 증가량은 거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였다. 

파열강도를 평량으로 나눈 파열지수 또한 파열강도

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외발뜨기 미표백 2합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의 파열강도와 파열지수가 줌치치기 

초반부터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 및 다른 줌치한

지들과 달리 60분 줌치치기에서는 변화량 폭이 작은 

결과를 고려할 때, 외발뜨기 미표백 2합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의 파열강도와 파열지수는 줌치치기에 의한 

섬유 간 교착 이외에 외발뜨기에 의한 닥지 자체의 높

은 강도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IV. 결론및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태국산 닥지로 제작한 줌

치한지의 평량, 두께, 밀도, 인장강도, 습인장강도, 인

열강도, 파열강도는 단장보다 2합지의 닥지로 제작

하였을 때 우수하였다. 줌치한지의 습인장강도, 인열

강도, 파열강도는 줌치치기 시간 증가에 따라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지만, 증가 양상은 줌치한지 제작에 

사용된 태국산 닥지의 유형(약품표백, 초지기법), 닥

지의 합지 숫자(단장, 2합지), 강도 측정 방향(MD, 

CD)에 따라 달랐다. 따라서 강도 높은 줌치한지의 제

작을 위해서는 사용되는 태국산 닥지의 합지 숫자, 태

국산 닥 백피의 원료 특성(약품표백의 유무), 초지기

법에 따른 닥지의 제조 공정(외발뜨기, 쌍발뜨기), 줌

치치기 시간(20분, 40분, 60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현실적으로 원가부담을 낮추고 

강도 높은 줌치한지를 제작하거나 제품 용도와 특성에 

맞추어 종이 소재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유용

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봉제 과정이나 사

용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신장이 필요하면서도 하중을 

가하거나 잡아당겼을 때 찢어지지 않는 소재가 중요한 

제품인 경우, 강도 측정 양방향에서 인장강도가 비교

적 높으면서 인열강도와 파열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태국산 미표백 2합지를 외발뜨기로 초지한 닥지를 40

분 혹은 60분 동안 줌치치기하여 제작한 줌치한지 소

재를 우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하중을 가했을 

때 터지거나 잡아당겼을 때 찢어지는 것에 대한 저항

이 크게 중요치 않은 제품인 경우, 평량, 두께, 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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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면서 강도 측정 양방향에서 인장강도가 상대적으

로 우수한 태국산 표백 2합지를 쌍발뜨기로 초지한 닥

지를 60분 동안 줌치치기하여 제작한 줌치한지를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종이 소재를 활용한 제품 개

발에서는 강도가 강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용도와 특성

에 적합한 줌치한지 원단을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

다. 예컨대, 두께가 얇으면서 유연한 소재를 필요로 하

는 패션 액세서리 제품에는 태국산 미표백 단장을 60

분 동안 줌치치기하여 제작한 줌치한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국산 표백/미표백 닥지로 만든 

줌치한지 모두 합지 숫자나 초지기법에 관계없이 습인

장강도가 낮아 패션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활방

수를 위한 후가공 처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줌치한지에 대한 초기 연구로서 연구결과

에 대한 해석과 추론은 종이나 한지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줌치한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결과들이 축적

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줌치한지의 재료가 

되는 닥지의 특성과 줌치치기 시간에 따른 섬유의 고해 

정도, 섬유의 절단 정도, 단섬유의 증가 정도, 섬유 간 교

착 정도 등을 물리적 방법이나 화학적 방법으로 측정하

여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추론한 줌치한지의 강도 변화 

메카니즘을 명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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