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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even commercial lining fabrics normally used in a market were selected: plain-weave fabrics with polyester, 
nylon, rayon and acetate fiber, and polyester textured yarn, in addition, polyester fabrics with plain, twill and satin weave. 
Then seam strength, seam efficiency, resistance to slippage of yarns and type of seam destruction were examined related 
to endurance by textiles in sewing capability of the lining fabrics. In results, as tensile strength was greater, seam strength 
got greater, which shows tensile strength and seam strength have close relationship. Tensile and seam strength of acetate 
fabric were the least, but seam efficiency was the greatest. It presents that strong tensile and seam strengths do not show 
high seam efficiency at the same time. Various types of seam destruction have been shown. When tensile strength of the 
sewing thread was greater than tensile strength of fabric, fabric destruction was occurred before the sewing thread 
destruction. When tensile strength of the fabric was greater than seam strength, the sewing thread destruction was 
occurred. Resistance to slippage of yarns got greater as tensile strength of the fabric got greater. The plain-weave fabric, 
which tensile strength of fabric was smaller, showed the greater resistance to slippage of yarns than twill and satin weave 
fabrics. The stretch fabric revealed the optimal lining fabric with the greatest resistance to slippage of ya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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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의복의 착용감을 좋게 하고 외관상 개성이 뚜렷한 의복을 제        

조하기 위해 겉감과 함께 부자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의        

류제품의 좋고 나쁨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로는 부       

자재의 적절한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자재 중 하          

나인 안감은 겉감의 기능성과 실루엣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겉감의 여러 특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감을 선        

택하여야 한다. 안감은 의복의 안쪽에서 시접, 심지나 포켓 등        

을 깨끗하게 싸서 덮어주며 입고 벗을 때 편리하게 해주고 때         

와 땀으로부터 겉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체온을 유        

지하여 주며 소재가 얇거나 비치거나 구멍이 있을 때 의류형태        

의 안전성을 도와주기도 한다(오선희, 1994). 안감의 선택에 있       

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강도, 신도, 정전기 발생, 수축        

등이 있으며 안감 봉제 후 봉합부위에 대한 봉합강도, 실 미끄         

럼저항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봉합강도란 솔기를 인장해서 파단할 때의 강도를 말하며 봉       

제후의 가봉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솔기를 뜯어내면      

의복은 부분으로 분리되므로 솔기의 강도와 내구력은 의복의     

전체적인 내구력에 영향을 미친다. 솔기의 강도와 내구력은 솔     

기의 형태와 폭, 스티치 특성 등의 영향을 받으며 솔기가 의복     

의 여러 부속품에 가해지는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Patty,     

1992). 봉제품의 솔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봉사의 절단,     

솔기의 파괴, 시임 퍼커링, 솔기 벌어짐, 직사의 절단, 솔기 미     

끄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문제점은 봉합강도와 밀접한 관계     

를 가지는데 이 봉합강도는 봉제품의 내구성을 평가하는 척도     

이며 봉합성능의 기초가 된다(강정여, 1993). 

실 미끄럼저항은 직물에서 표준 솔기를 일정길이 만큼 분리     

시키는데 필요한 힘으로 6 mm의 실 미끄럼이 일어나는 지점을     

측정하는 것으로 실 미끄럼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직물과 재     

봉사의 물성, 작업자의 봉제기술, 재봉기의 기계적 작용 등에     

좌우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직물의 종류, 재봉사 강도, 스티치     

밀도, 솔기 형태, 봉합형식, 바늘 굵기, 재봉기 회전속도, 재봉     

사장력 등이 실 미끄럼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다. 실 미끄럼     

은 외관을 나쁘게 하며 내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안감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송경헌 외(1998)의 세탁     

에 의한 물성변화 연구, 정영옥(1984), 손원교·차옥선(1998)의     

안감의 보온성 연구, 김윤정·윤남식(2001)의 항균가공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이전숙·송영옥(1974)의 안감의 대전성, 미끄럼     

 

Corresponding author; Myung-Ja Park 

Tel. +82-2-2220-1192, Fax. +82-2-2297-1190 

E-mail: mjapark@hanyang.ac.kr
433



434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7권 제4호, 2005년

  

 

   

   

 

   

 

  

    

   

    

     

  

   

 

   

     

 

   

    

   
성 및 소음에 관한 물리적 성질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봉제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강정여(1993)는 땀수, 봉       

사의 종류, 침봉사와 루퍼봉사의 장력, 봉제시 직물의 방향, 직        

물의 구성, 재봉침의 굵기를 변화시켜 safety 스티치로 봉합된       

면직물의 솔기 벌어짐 현상에 대해 연구하였고 김경희 외       

(1997)는 천연섬유 봉제시 어깨선, 진동선 등의 사선방향과 옆       

솔기, 단(hem) 등의 경·위사 방향에 따른 봉합강도와 반복세       

척으로 인한 수축률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명희·최석철      

(1997), 박채련·김순분(2000)는 면직물과 면·폴리에스테르   

혼방직물을 사용하여 직물의 각도 변화에 따른 봉합강도를, 김       

정진·장정대(1999)는 면, 폴리에스테르, 레이온, 텐셀을 사용     

하여 봉제속도를 달리하여 직물별, 봉사별 봉합강도에 관한 연       

구를 하였다. 또한 신혜원·이정순(2001)의 폴리우레탄 코팅포     

의 봉제강신도와 FAST system에 의한 봉제성 연구, 이명희       

(1992)의 시임 퍼커링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보듯이 안감에 관한 연구로는 대부분 물성 변화       

및 보온성에 관한 연구였으며 봉제 관련 연구로는 겉감의 봉합        

강도 및 수축률에 관한 연구로, 의류제작에 있어서 안감의 중        

요성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안감의 봉제성능에 관한       

관심이 높아 가는데 비하여 안감의 봉합강도와 실 미끄럼저항       

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안감을       

섬유별로 polyester, nylon, rayon, acetate 4종을 선정하고      

polyester 안감은 조직별로 평직, 능직, 수자직과 텍스쳐사      

(textured yarn)로 만든 polyester stretch 안감 1종을 추가하여       

총 7종의 안감을 수집하여 안감의 섬유별과 조직별로 물리적       

특성과 안감의 외관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봉합강도 및 실        

미끄럼저항을 연구하여 안감의 적합성 여부를 알아보고 합리적      

인 안감의 선택과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안감의 봉제성능 중 내구성과       

관련된 봉합강도와 봉합효율에 대해 섬유별, 조직별로 실험을      

통해 살펴보고 둘째, 봉합강도 실험을 한 시료의 솔기 파괴 유         

형을 분석하여 안감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안감의       

외관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실 미끄럼저항을 섬유별, 조직       

별로 실험하여 안감의 전반적인 봉제 성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실 험

2.1. 시료

시판되고 있는 안감 중에서 봄·여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polyester 4종, nylon, rayon, acetate 총 7종의 직물을 구입하     

여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그 중 polyester 안감은 조직별로 평직,     

능직, 수자직 3종류와 텍스쳐사(textured yarn)로 직조하여 신축     

성이 있는 스트레치 안감 1종을 추가하였고 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 봉사

봉사는 시료의 두께와 섬유조성을 고려하여 폴리에스테르 필     

라멘트를 폴리에스테르 방적사로 감은 코아 방적사 53/2D를 사     

용하였다. 봉사의 물성은 Table 2와 같다. 

2.3. 시험편의 준비 

인장강도 측정용 시험편 : 시험편은 KS K 0520에 따라 10     

cm × 15 cm 크기의 직사각형으로 재단하여 시험편별로 5매씩     

채취하였다. 

봉합강도 측정용 시험편 : 시험편은 KS K 0530에 의해 경     

사방향 15 cm, 위사방향 9 cm로 재단한 후 표면을 마주보게 2     

장을 겹쳐 가장자리에서 1.5 cm 떨어져 경사방향으로 박았다.     

위사방향 실험을 위한 시험편은 위사방향 15 cm, 경사방향 9     

cm로 재단하였고 봉제속도와 스티치 밀도의 증감을 고려하여     

처음과 끝 부분을 2.5 cm씩 잘라 시험편을 만들었다. 

실 미끄럼저항 측정용 시험편 : 경사방향 실험을 위한 시험     

편은 KS K 0606에 의해 경사방향 10 cm, 위사방향 35 cm의     

직사각형으로 재단하고 위사방향 실험을 위한 시험편은 위사방     

향 10 cm, 경사방향 35 cm의 직사각형으로 재단하였다. 짧은     

변의 끝으로부터 10 cm되는 곳을 짧은 변과 평행하게 접은 후     

접은 부분으로부터 1.3 cm 안쪽을 박아 봉사가 풀어지지 않도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fabrics

Fiber Weave
Density(cm)

Weight(g/m
2
) Thickness(mm)

Strength(kgf) Elongation(%)

warp weft warp weft warp weft

Polyester plain 41 33 61.9 0.08 46.9 40.8 45.6 25.8

Polyester(stretch) plain 43 40 60.1 0.18 38.7 38.7 34.9 48.0

Polyester twill 59 36 75.3 0.11 62.2 56.1 32.6 33.6

Polyester satin 87 34 105.3 0.16 112.1 46.9 25.9 26.5

Nylon plain 40 36 60.3 0.09 57.1 46.9 26.9 29.0

Rayon plain 43 31 62.1 0.09 18.3 14.3 11.9 18.5

Acetate plain 47 28 71.1 0.12 12.2 11.2 6.7 11.0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ewing threads

Fiber Thread counts Singel thread strength(kgf) Single thread elongation(%) Loop strength(kgf) Loop elongation(%)

Polyester 100%(spun) 53/2D 0.84 23.01 1.4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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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각각 묶고 접힌 끝을 잘라 열어주었다. 봉합강도와 실 미끄         

럼저항 시험편의 봉제조건은 Table 3과 같다.

2.4. 인장강도

인장강도는 직물의 인장강도와 봉합강도와의 봉합효율을 보     

기 위해 시험편를 KS K 0520의 Grab법에 의해 5회 측정하여         

평균하였고 인장강도 시험기는 Instron을 사용하였으며 인장속     

도는 200 mm/min, 파지거리는 7.6 cm로 실험하였다.

2.5. 봉합강도 측정

시험편는 KS K 0530에 의해 경사방향과 위사방향의 봉합강       

도를 5회 측정하여 평균하였고 클램프부근에서 절단된 것은 측       

정값에서 제외하였다. 시험 조건은 직물의 인장강도 시험 방법       

(KS K 0520)과 같다. 

2.6. 봉합효율

봉합효율은 봉합되지 않은 직물 자체의 인장강도에 대한 봉       

합강도의 백분율을 말하는데 다음은 봉합효율 SE(seam     

efficiency)의 산출 방식이다.

2.7. 실 미끄럼저항 측정

KS K 0606에 의해 경사방향과 위사방향의 실 미끄럼 저항        

을 5회 측정하여 평균하였고 시험 조건은 직물의 인장강도 시        

험 방법(KS K 0520)과 같다. 

3. 결과 및 고찰

3.1. 섬유별 봉합강도 및 봉합효율

안감을 섬유별로 나누어 봉합강도를 실험한 결과(Table 4),      

경사방향의 봉합강도는 nylon, polyester, polyester stretch,     

acetate, rayon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위사방향의 봉합강도는      

nylon, polyester, polyester stretch, rayon, acetate 순으로,      

acetate가 rayon보다 높게 나타나 같은 평직이라도 섬유에 따라       

봉합강도가 달라지며 경사, 위사의 봉합강도도 각각 다르게 나       

타남을 알 수 있었다. 직물의 인장강도가 큰 nylon, polyester,        

polyester stretch와 같은 합성섬유 직물들은 봉합강도가 크고,     

직물의 인장강도가 작은 acetate, rayon과 같은 재생섬유들은     

봉합강도도 현저히 작게 나타나 직물의 인장강도와 봉합강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섬유별 봉합효율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사방향의 경우     

는 acetate, polyester stretch, nylon, polyester, rayon의 순으     

로 높게 나타났고 위사방향의 경우는 acetate, rayon, nylon,     

polyester, polyester stretch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물의 인     

장강도와 봉합강도가 작았던 acetate의 봉합효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장강도나 봉합강도가 강하다고 하여 반드시     

좋은 봉합효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고 봉합효율     

은 높은 것이 바람직하지만 너무 강하면 직물의 지사가 절단되     

기 때문에 봉사와 직물이 절단되는 이전의 값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한 김정진·장정대(1999)의 연구가 설득력이 있다. 

 

3.2. 조직별 봉합강도 및 봉합효율

Polyester 한 가지 섬유를 평직, 능직, 수자직으로 나누어 조     

직별 봉합강도를 실험한 결과(Table 5), 경사방향의 봉합강도는     

능직, 수자직, 평직의 조직 순으로 봉합강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위사방향의 봉합강도는 수자직, 능직, 평직의 조직 순으로 봉합     

강도가 크게 나타났다. 직물의 인장강도는 수자직, 능직, 평직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직물의 인장강도가 클수록 봉합강도가     

커짐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능직과 수자직은 평직에 비해서     

조직점이 적어서 밀도를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Table 1).     

이와같이 섬유의 조직이 봉합강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복 제     

작시 같은 섬유라도 조직을 변화시켜 솔기의 봉합강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별 봉합효율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Table 5), 경사방향     

의 경우는 평직, 능직, 수자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위사방     

향의 경우는 평직, 수자직, 능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장     

강도와 봉합강도가 컸던 수자직의 경우, 경사방향의 봉합효율     

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물이 절단되기 전에 먼저 봉사가     

SE(%) =
Clothing strength at stitching

× 100
Original cloth strength

Table 3. Sewing conditions for the specimen preparation

Machine Brother DB2-B736

Needle DBⅹ1 #11(Organ)

Stitch Type L12-301

Seam Type SSa-1

Stitch Density(stitch/inch) 12

Thread Tension(bobbin/upper,gf) 20/130

Sewing Speed(r.p.m.) 3000

Press Foot Type Teflon Coating

Table 4. Seam strength measurement according to the fibers

Fiber Weave
Strength(kgf) Seam efficiency(%)

warp weft warp weft

Polyester plain 24.1 26.8 51.4 65.9

Polyester stretch plain 23.1 20.8 59.7 53.7

Nylon plain 31.9 32.6 55.9 69.5

Rayon plain 9.0 12.9 49.2 90.2

Acetate plain 12.7 10.3 104.1 91.9

Table 5. Seam strength measurement according to the weaves

Fiber Weave
Strength(kgf) Seam efficiency(%)

warp weft warp weft

Polyester plain 24.1 26.8 51.4 65.9

Polyester twill 31.3 29.6 50.3 52.8

Polyester satin 27.3 30.5 24.4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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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봉사절단은 인장강도가 강한 직물      

을 인장강도가 약한 봉사로 봉제했을 때 일어나며 이런 경우는        

좀 더 강한 봉사를 사용하거나 혹은 스티치 밀도를 좀 더 크          

게 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결국 인장강도가 강한 직물은 인         

장강도가 강한 봉사로, 인장강도가 약한 직물은 인장강도가 약       

한 봉사로, 비슷한 물성을 가진 직물과 봉사의 조합이 효과적        

인 봉합효율을 보임을 알 수 있다. 

3.3. 솔기 파괴 유형

봉제품을 솔기선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인장하면 솔기나 그      

부근에서 파괴가 일어나는데 솔기의 파괴 유형으로는 직물이      

솔기로부터 절단되어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 봉사가 절단되는      

경우, 솔기에서 직물의 실이 미끄러져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다       

(김은애 외, 1997). 또한 봉사와 직물이 같이 절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의 봉합강도는 봉사와 직물이 동시에 절단될 때이       

지만 실용적인 면에서 보면 봉사 절단의 경우는 보수가 가능하        

지만 직물 파괴의 경우는 의복으로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각 직물의 솔기 파괴 유형을 살펴보면, 폴리에스테르 평직       

(Fig. 1-a)은 봉합부위에서 지사가 빠지면서 직물이 파괴되었지      

만 봉사는 절단되지 않았고 폴리에스테르 스트레치 안감(Fig.      

1-b)은 직물이 파괴되면서 약간의 직사활탈이 일어났다. 이는      

Fig. 1-a과 Fig. 1-b가 폴리에스테르 평직으로 섬유와 조직이       

같으나 봉합강도가 큰 스트레치 직물이 직물파괴나 직사활탈이      

적게 나타난 양상을 보여 실의 꼬임이 봉합강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봉합부위에서의 직물파괴는 솔기가        

직물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장강도가 약한 직물의 경       

우는 루프강도가 약한 봉사로 봉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폴리에스테르 능직(Fig. 1-c)의 경우, 위사방향의 봉합강도 실      

험에서 봉사는 절단되지 않았지만 경사방향의 봉합강도 실험에      

서 봉사는 절단되었고 직물파괴가 일어났다. 하지만 폴리에스      

테르 능직은 폴리에스테르 평직보다 봉합강도가 크기 때문에      

직물의 파괴나 직사활탈현상이 평직보다 약하게 나타났다. 폴      

리에스테르 안감 중 봉합강도가 가장 큰 수자직(Fig. 1-d)의 경        

우는 먼저 봉사가 절단되면서 직물파괴와 직사활탈 현상은 약       

하게 나타났다. 봉사절단은 봉합강도에 비해 직물의 인장강도      

가 클 때 일어나며 이런 경우는 솔기의 종류를 바꾸거나 좀         

더 강한 봉사를 사용하거나 혹은 스티치 밀도를 좀 더 크게         

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일론(Fig. 1-e), 레이온(Fig. 1-f), 아세테이트(Fig. 1-g) 세      

직물 모두 봉합선에서 직물파괴와 직사활탈 양상을 보였는데,      

봉합강도가 낮았던 레이온과 아세테이트는 나일론과 폴리에스     

테르보다 직물파괴와 직사활탈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솔기      

의 파괴는 직물과 봉사, 봉합강도와의 밸런스에 의해 좌우되며       

이 가운데 직사활탈은 솔기와 직사밀도와의 관계에 의해 일어       

나므로 솔기의 종류를 바꾸거나 솔기 폭을 넓게 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4. 섬유별 실 미끄럼저항

실 미끄럼저항이란 직물에서 표준 솔기를 일정길이 만큼 분     

리시키는데 필요한 힘으로 6 mm의 실 미끄럼이 일어나는 지점     

을 측정하는데 ASTM에 의하면 여성 의류용 직물제 안감지의     

경우(ASTM D 4114-95a), 실 미끄럼저항의 품질기준은     

67N(15lbf)이다. 

평직으로 짜여진 섬유를 종류별로 실 미끄럼저항을 실험한     

결과(Table 6)를 보면, 경사방향의 실 미끄럼저항은 polyester,     

nylon, acetate, rayon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polyester     

stretch 직물은 최대 봉합강도까지 봉목활탈이 6mm이하로 나타     

나 가장 높은 실 미끄럼저항을 보였다. 직물의 인장강도가 클     

수록 봉합강도가 큰 것으로 밝혀졌고 또한 직물의 인장강도가     

클수록 실 미끄럼저항도 큰 것으로 나타나 직물의 인장강도가     

봉합강도와 실 미끄럼저항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 Types of seam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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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방향의 실 미끄럼저항은 polyester stretch만 제외하고는 모      

두 경사방향보다 높았으며 polyester, nylon, acetate는 최대 봉       

합강도까지 봉목활탈이 6mm이하로 나타나 위사방향에 미치는     

실 미끄럼저항은 약한 것으로 보인다. 직사 방향에 따라 실 미         

끄럼저항이 달라지므로 솔기 봉합 시 직사의 방향을 다르게 선        

택하여 실 미끄럼저항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5. 조직별 실 미끄럼저항

Polyester 직물을 평직, 능직, 수자직으로 나누어 직물조직별      

로 실 미끄럼저항을 실험한 결과를 보면(Table 7), 경사방향의       

실 미끄럼저항은 평직, 능직, 수자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섬        

유의 조직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또한 직물은 경사, 위사 교차         

점이 많을수록 강해지므로 교차점이 많은 평직, 능직, 수자직       

순으로 실 미끄럼저항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위사방향       

의 경우는 세 조직 모두 최대의 봉합강도까지 봉목활탈이 6        

mm이하로 나타나 경사방향보다 실 미끄럼저항이 높았다. 

4. 결 론

의류소재에서 부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안감의 봉제성능 중      

내구성과 관련된 봉합강도와 실 미끄럼저항을 섬유별, 조직별      

로 측정하고 시험편의 솔기 파괴 유형을 분석하여 안감의 특성        

과 봉제 성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험에 사용한 안감 직물은        

polyester, nylon, rayon, acetate이며 이 중 polyester는 평직,       

능직, 수자직 세 조직으로 나누어 섬유별, 조직별로 인장강도,       

봉합강도, 봉합효율, 실 미끄럼저항 실험을 하였다.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안감을 섬유별로 나누어 봉합강도를 실험한 결과, 평직으       

로 된 같은 조직이라도 섬유종류에 따라 봉합강도가 달라지며       

경사, 위사의 봉합강도도 각각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직물의 인장강도가 크면 봉합강도도 크고 직물의 인장강     

도가 작으면 봉합강도도 작게 나타나 직물의 인장강도와 봉합     

강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섬유별 봉합효율에 관한 결과     

로는 직물의 인장강도와 봉합강도가 작았던 acetate의 봉합효율     

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장강도나 봉합강도가 강하다     

고 하여 반드시 좋은 봉합효율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2. Polyester를 평직, 능직, 수자직으로 나누어 조직별로 봉합     

강도를 실험한 결과, 경사방향의 봉합강도는 능직, 수자직, 평     

직의 조직 순으로 봉합강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위사방향의 봉     

합강도는 수자직, 능직, 평직의 조직 순으로 봉합강도가 크게     

나타났다. 직물의 인장강도는 수자직, 능직, 평직의 순으로 높     

게 나타나 직물의 인장강도가 클수록 봉합강도가 커짐을 알 수     

있었으며 조직별 봉합효율에 관한 결과는 인장강도와 봉합강도     

가 컸던 수자직의 경우, 경사방향의 봉합효율이 낮게 나타났는     

데 비슷한 물성을 가진 직물과 봉사의 조합이 효과적인 봉합효     

율을 보임을 알 수 있다. 

3. 섬유에 따라 다양한 솔기 파괴유형을 보였는데 폴리에스     

테르 평직은 봉합부위에서 지사가 빠지면서 직물이 파괴되었지     

만 봉사는 절단되지 않았다. 폴리에스테르 스트레치 안감은 직     

물이 파괴되면서 약간의 직사활탈이 일어나 섬유와 조직이 같     

으나 봉합강도가 큰 스트레치 직물이 직물파괴나 직사활탈이     

적게 나타났으며 직물의 인장강도보다 봉사의 인장강도가 클     

경우는 봉사절단보다 먼저 직물파괴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고     

폴리에스테르 능직과 수자직은 봉사절단이 직물파괴보다 먼저     

일어나 직물의 인장강도가 봉합강도보다 클 경우에는 봉사절단     

현상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으며 나일론, 레이온, 아세테이트     

세 직물 모두 봉합선에서 직물파괴와 직사활탈 양상을 보였다. 

4. 실 미끄럼저항을 실험한 결과, 경사방향의 실 미끄럼저항     

은 polyester, nylon, acetate, rayon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polyester stretch 직물은 최대 봉합강도까지 봉목활탈이 6 mm     

이하로 나타나 가장 높은 실 미끄럼저항을 보였다. 실제 안감     

의 봉제성능 중 실 미끄럼저항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와     

같이 스트레치 직물이 실 미끄럼저항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 안     

감의 기본적인 요구성능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안감 소재     

로 최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물의 인장강도가 클수록 봉     

합강도가 크며 실 미끄럼저항도 큰 것으로 나타나 직물의 인장     

강도가 봉합강도와 실 미끄럼저항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사방향의 실 미끄럼저항은 대부분 경사방향보다 높     

게 나타나 위사방향에 미치는 실 미끄럼저항은 약한 것으로 보     

이지만 조직별 실 미끄럼저항은 직물의 인장강도나 봉합강도와     

는 다르게 평직이 가장 높은 실 미끄럼저항을 보여 직물의 인     

장강도나 봉합강도가 섬유의 조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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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istance to slippage of yarns according to the fibers

Fiber Weave
S.O 6 mm (kgf)

warp weft

Polyester plain 21.5 NIL

Polyester stretch plain NIL 18.1

Nylon plain 8.6 NIL

Rayon plain 4.8 9.5

Acetate plain 5.8 NIL

S.O 6 mm: Seam opening 6 mm

NIL: 최대의 봉합강도까지 봉목활탈이 6mm이하임

Table 7. Resistance to slippage of yarns according to the weaves

Fiber Weave
S.O 6 mm (kgf)

warp weft

Polyester plain 21.5 NIL

Polyester twill 9.7 NIL

Polyester satin 7.6 NIL

S.O 6 mm: Seam opening 6 mm

NIL: 최대의 봉합강도까지 봉목활탈이 6 mm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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