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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echanical and Hand Properties of the Lining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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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objective sensibility of the commercial lining fabrics. Five kinds of the linings
were collected by adding taffetas with four kinds of fibers (polyester, nylon, rayon, and acetate) to one polyester stretch
fabric. The six basic mechanical and hand properties were studied by using KES-FB system (Kawabata Evaluation Sys-
tem). The result of measur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shows that polyester has high bending rigidity (B), that poly-
ester-stretch has a high value of linearity of load-extension curve (LT), tensile energy (WT), tensile resilience (RT), and
coefficient of friction (MIU) and a low value of bending rigidity(B), shear property, and geometrical roughness (SMD). The
nylon has a high value of bending rigidity (B), shear property, and compression resilience (RC). The rayon has a high
value of coefficient of friction (MIU) and linearity of compression-thickness curve (LC) and a low value of shear property,
and the acetate has a low value of shear property. The result of hand value shows that polyester, nylon, and acetate are
a high value of KOSHI (stiffness), NUMERI (smoothness), and FUKURAM (fullness & softness), and they feel stiff and
massive, that rayon has a low value of NUMERI and FUKURAMI. The total result of hand value shows that polyester
taffeta and polyester stretch fabric are about the same as the best material for the lining of a woman’s dress for spring
and summer, and the next thing is acetate, but nylon and rayon are somewhat inferior materials. This provides a fun-
damental data for the comfortable clothing production of a higher value-added product through the study on the mechan-
ical and hand properties of the lining as well as the right side of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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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이 의복을 통해 외부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심

미적·장식적 욕구도 함께 충족시키고자하는 욕구는 의복의 겉

감뿐만 아니라 안감에서도 함께 요구되는 기능으로 의복을 디

자인함에 있어 의복재료의 선택 즉 겉감의 선택과 더불어 안감

재료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근래 소비자의 소비경향이 고감도로 바뀌면서 의류제품 선택

시 촉감을 포함한 직물의 태를 중요시하는 경향이어서 직물의

태 평가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김순심 외, 2000). 이와같

은 맥락으로 겉감의 태와 동일하게 안감의 태 역시 소비자의 감

성을 반영한 의류제품 생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

면 안감은 소비자들의 고감성과 고품질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

기 때문이다. 특히 정장의 경우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소재와 실루엣이라도 안감을 화사하고 화려하게 장식하여 착용

자에게 자족감을 고취시켜 평범한 일반안감보다 인기를 끌고 있

다. 이는 안감도 겉감과 같이 디자인 개발에 중요한 포인트로

인식해야 함을 알려주는 단서라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국내일류가 아닌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21

세기에 국내의류업체의 생존전략의 하나인 고부가가치의 의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겉감만이 아닌 안감에도 관심을 기

울여야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안감이 갖는 기능과 역할

에 비해 안감에 갖는 관심과 연구는 겉감에 비해 현저히 떨어

져 있는 실정이다. 

안감이란 의복이나 주머니 모자 등의 안과 내부에 사용하는

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감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부분이 아

니라 제작되는 의복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안감을 사용하는 목

적은 겉감을 보호하고 의복의 착용을 편안하게 하며 체온을 유

지시켜 보온효과를 돕고 의복의 형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 안감의 기능은 의복의 종류, 안감의 사용부위, 겉감

의 성질 등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의복의 보온성을 증진

시키고 피부의 분비물을 흡수하는 보건위생상의 기능, 겉감의

마찰대전을 방지하고 활동적인 착용감을 주는 활동적응상의 기

능, 의복의 형태안정성을 높이는 기능, 겉감의 국부적 손상을

방지하는 내구성 등을 갖추어야한다(北田, 1974; 井上,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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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의 종류는 크게 견, 화학섬유의 직물과 편물 등으로 구

분하며, 이중 화학섬유는 튼튼하며 가격이 싸고, 색상도 풍부하

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안감은 화학섬유이다. 화학섬

유는 폴리에스테르, 아세테이트, 나일론, 레이온 등이 대표적이

지만, 현재 국내 여성복의 안감으로는 폴리에스테르가 가장 많

이 사용되고 있다(강순희·서미아, 2003).

태란 넓은 의미로는 촉각과 시각에 의해 관능적으로 판단되

는 직물의 감각적 성능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직물을 손으

로 만졌을 때 느껴지는 감각을 말한다. 직물의 태 평가는 직물

의 용도와 사용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짓는 본질적인 성능

판단의 수단으로, 섬유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섬유제품의 품질

향상과 기술개선을 위해 그 필요성이 더해가고 있다(김은애 외,

2000).

Kawabata(1980)는 직물의 태를 6가지 기본적인 역학적 성질

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Kawabata Evaluation

System(KES)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KES의 변환식에 의

해, 직물의 용도에 따라 역학적 성질의 측정치로부터 감각 평

가치(Hand value)와 태 평가치(Total hand value)를 산출해 냈

다(김은애 외, 2000).

안감에 대한 연구는 세탁에 의한 안감의 물성변화에 관한 연

구(송경현 외, 1998)와 물리적인 성질에 관한 연구(이전숙·송

영옥, 1974), 의복 안감의 보온력에 관한 연구(정영옥, 1983)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외 벨벳 안감의 열 저항과 안감의 항균가

공에 관한 연구(조지현 외, 1999), 의류 안감의 봉합강도 및 실

미끄럼저항에 관한 연구(어미경·박명자, 2005) 등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태에 관한 연구는 Kawabata 태 평가방법을 활용한

객관적 태 평가법과 더불어 주관적 감성과 감각을 평가하는 연

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알칼리 감량 가공된 폴리에스터 직물의

주관적인 태에 관해 연구(김경애·이미식, 1997), 마직물 54종

의 소재를 대상으로 주관적 평가와 선호도 연구(박성혜ㆍ유효

선, 1999), 남성 정장용 직물의 구조적 특성과 역학적 특성치

로 종합태(THV)를 구하여 질감이미지, 선호도와의 관계 연구

(배현주, 2003) 등이 진행되어져 왔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안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의복재료

의 대상으로서 물리적 특성과 보온력, 항균가공 등의 연구가 진

행되어 왔고, 직물의 태평가는 주로 시판직물로 한정되거나, 대

부분 겉감에 관한 연구들로서 안감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안감에 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시판중인 춘하용인 평직 taffeta

안감의 섬유성분에 따른 역학적 특성치를 알아보고 둘째, 안감의

감각평가치를 알아보고 셋째, 종합적인 태평가를 통하여 춘하용

안감으로 적합한 안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쾌적한 의

류제작을 돕고 의류산업 발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lining fabrics

Sample code Fiber Weave construction Fabric count(warp×weft/cm) Weight(g/m
2
) Thickness(mm)

P Polyester plain 41×33 61.9 0.08

P/S Polyester(Stretch) plain 43×40 60.1 0.18

N Nylon plain 40×36 60.3 0.09

R Rayon plain 43×31 62.1 0.09

A Acetate plain 47×28 71.1 0.12

Table 2. Characteristics value of basic mechanical properties and measuring apparatus for fabrics 

Mechanical Properties Symbol Characteristics Value Unit Apparatus 

Tensile  LT Linearity of load-extension curve - KEB-FB1

 WT Tensile energy gf·cm/cm
2

 RT Tensile resilience %

 EM Extension at maximum load %

Bending  B Bending rigidity gf·cm
2
/cm KEB-FB2

 2HB Hysteresis of bending moment gf·cm
2
/cm

Shearing  G Shear stiffness gf/cm·deg KES-FB1

 2HG Hysteresis of shear force at 0.5 deg. of angle gf/cm

 2HG5 Hysteresis of shear force at 5 deg. of angle gf/cm

Surface  MIU Coefficient of friction - KES-FB4

 MMD Mean deviation of MIU -

 SMD Geometrical roughness µm

Compression  LC Linearity of compression /thickness curve - KES-FB3

 WC Compressional energy gf·cm/cm
2

 RC Compressional resilience %

Thickness/Weight  T Thickness at 0.5 gf/cm
2
 pressure mm KES-FB3

 W Mass per unit area mg/cm
2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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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험

2.1. 시료

시료는 춘하용으로 시판중인 안감 중에서 외관이 유사한 평

직의 taffeta 직물을 섬유별로 polyester, nylon, rayon, acetate

4종의 안감과 신축성 소재의 안감으로 사용되는 polyester-

stretch 안감 1종을 추가하여 5종류를 구입하였다. 각 시료의 특

성은 Table 1과 같다.

2.2. 태 평가

역학적 특성 평가 :직물의 역학적 성질은 KES-FB(Kawabata

Evaluation System for Fabric, Kato Tech. Co. Ltd)를 사용하

여 인장특성, 굽힘특성, 전단특성, 표면특성, 압축특성, 두께 및

중량의 6가지 특성에 대하여 16항목의 특성치를 Table 2와 같

이 측정하였다.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는 모두 20×20 cm
2
로 준

비하여 65%로 20
o
C인 표준계측조건의 항온 항습실에서 측정

하였다. 

태 평가 :시료의 감각 평가치를 계산하고 이에 따른 감각 평

가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 이용된 시료는 숙녀용

하복지로 간주하여 KES-FB를 통해 얻은 역학적 특성치를 숙

녀용 하복지 감각 평가치 산출식인 KN-203-LDY로 계산하여

KOSHI(뻣뻣함, stiffness), NUMERI(매끄러움, smoothness)

FUKURAMI(부피감과 부드러움, fullness and softness) 값을

구하였다. 태 평가치는 감각 평가치로부터 직물의 용도에 따른

태로의 여러 변환식에 의해서 숙녀용 하복지인 KN-302-

SUMMER로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역학적 특성

인장특성 :인장특성(Tensile property)은 섬유에 한 방향으로

힘을 작용시켜 인장시킬 때 이 힘과 변형과의 관계 또는 신장

시킬 때 이 신장의 힘과의 관계이다. Fig. 1-(a)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장선형성(LT)값은 위사방향에서 대부분의 시료가 유사

한 값을 보였고, 경사방향에서는 nylon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

내 인장초기에 신도저항이 증가하여 착용감이 떨어지고, acetate

가 낮은 값을 나타내 적은 힘으로 쉽게 늘어나 drape성이 좋아

착용감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장에너지(WT)는 Fig. 1-(b)에서 보듯이, polyester-stretch가

경위사양 방향 모두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여 초기인장이 용이

하여 변형이 잘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에반해 나머지 시료

는 유사하게 낮은 값으로 경위사 양방향에서 인장이 용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1-(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장레질리

언스(RT)는 위사방향에서는 대부분의 시료가 유사한 값을 보였

고, 경사방향에서 polyester-stretch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태내 인

장시켰을 때 탄성회복성 및 치수안정성이 좋은 안감이라고 할

수 있다. 

굽힘특성 :굽힘특성(Bending property)은 섬유의 미끄럼 저항

과 drape성, 촉감 그리고 구김이나 주름과 관련된 성질이다.

Fig. 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굽힘강성(B)은 polyester-stretch

가 경위사 양방향 모두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보여 가장 곡면

형성능력이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었고, nylon은 경위사양방

향에서 높은 값을 보여 뻣뻣한 촉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2-(b)를 보면, 굽힘 히스테리시스(2HB)는 nylon이 경사

방향으로 가장 높아 굽히기 어렵고 신체로부터 공간을 유지하

는 상자형 실루엣을 형성하는 성질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

고, polyester-stretch는 경위사 양방향이 가장 작은 값을 보여

굽힘성질이 우수하여 곡면 형성능력이 좋고, 그 외 시료들도 유

사하게 낮은 값을 보여 안감소재들의 곡면 형성능력이 우수함

을 알 수 있다. 

전단특성 :전단특성(Shearing property)은 굽힘특성과 함께 인

체곡선과 융화되기 쉽고 동작할 때 인체의 변형에 따르거나

drape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전단강성(G)은 Fig. 3-(a)에

서 보는 것과 같이, 각 시료마다 경위사 양방향이 유사하나

polyester-stretch와 rayon이 낮게 나타나 섬유의 변형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3-(b)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단히스테리시스(2HG)는 경

위사 양방향 모두에서 rayon이 가장 적은 값을 나타내 섬유의

Fig. 2. Bending property of the lining fabrics.

Fig. 1. Tensile property of the lining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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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nylon은 경위사 양방향에

서 가장 높아 형태안정성이 불량해 전단변형 후 회복성이 좋지

않아 비틀림 등이 존재해 외관특성이 저하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G와 2HG 값이 적은 polyester-stretch와 rayon이

섬유간의 변형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압축특성 :압축특성(Compressional property)은 직물의 부피

감과 섬도 및 풍만감, 두께와 관련돤 특성으로 Fig. 4-(a)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압축선형성(LC)값은 압축에 대한 선형성으로

rayon은 비교적 높은 값을 보여 압축이 잘 되지 않으며, 그 외

polyester, polyester-stretch, nylon, acetate는 적은 값으로 압축

이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b)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압축에너지(WC)값은 대부분

시료가 비슷하게 압축에 필요한 에너지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압축레질리언스(RC)값은 Fig. 4-(c)에서 보듯이, nylon

이 가장 높고 polyester가 가장 낮았으며, 모든 안감시료가

40~80% 사이의 압축레질리언스를 보였다.

표면특성 :표면특성(Surface property)은 직물의 평활함과 관

계된 특성으로 Fig. 5-(a)에서와 같이 평균마찰계수(MIU)는 모

든 시료가 경위사 양방향으로 거의 유사하나 polyester-stretch

가 가장 커 미끄러짐에 대한 저항이 가장 컸다. 마찰계수의 평

균편차(MMD)는 Fig. 5-(b)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든 시료가

경위사 양방향으로 거의 유사하나, 경사방향으로는 polyester가

위사방향으로는 nylon이 가장 낮은 값을 보여 표면이 매끄럽고

마찰력이 균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표면거칠기(SMD)는

Fig. 5-(c)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위사 양방향 모두에서 poly-

ester-stretch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어 표면이 가장 평활한

안감임을 알 수 있으며 acetate가 경사방향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두께 및 무게 : Fig. 6-(a)(b)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안감의 두

께(T)는 대부분의 시료가 0.2 mm 이하의 적은 값을 나타내었

으며, polyester-stretch가 가장 두꺼웠고 polyester가 가장 얇았

다. 무게(W)는 대부분의 시료가 유사하나 acetate가 가장 무거

운 것으로 나타났다.

3.2. 태 평가

감각평가치 : KOSHI(stiff- ness)는 직물을 손으로 쥐었을

때 느끼는 반발력, 탄성, 레질리언스를 종합해서 표현한 것

으로 굽힘특성과 관련된다. KOSHI(stiffness)는 Fig. 7-(a)에

서 보는 바와 같이, nylon, acetate, polyester가 높은 값을

보여 뻣뻣한 촉감을 가지고 있어 굽히기 어렵고 신체로부터

공간을 유지하는 상자형 실루엣을 형성하는 성질이 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굽힘특성과 전단특성값이 낮은 polyester-

stretch는 KOSHI값이 가장 낮았다.

Fig. 4. Compressional property of the lining fabrics.

Fig. 3. Shearing property of the lining fabrics.

Fig. 5. Surface property of the lining fabrics.

Fig. 6. Thickness and weight of the lining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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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smoothness)는 매끄럽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으

로부터 나오는 느낌으로 Fig. 7-(b)에서와 같이 시료들간의 큰

차이는 없으나 rayon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어 부드럽게 느

껴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외의 시료들은 rayon보다는 값

이 높아 표면이 까실까실하고 거칠게 느껴지는 안감임을 알 수

있었다. 

FUKURAMI(fullness and softness)는 부피감이 있으면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천을 손으로 쥐었을 때 느끼는 중후한 감

촉, 압축탄력성 등을 종합해서 표현한 것이다. Fig. 7-(c)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시료들이 유사하게 rayon보다 높

은 값을 나타내 시료를 쥐었을 때 느껴지는 중후한 촉감과

압축탄력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 평가치 :태 평가치는 역학적 특성치와 감각 평가치의 모

든 값을 종합하여 나태낸 것으로 Fig. 8에서와 같이 polyester,

polyester-stretch, acetate가 nylon과 rayon보다 높은 값을 보여

우수하게 나타났고 그 중 polyester가 가장 높은 값을 보여 가

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KES-FB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판중인 평직 4종

(polyester, nylon, rayon, acetate)의 taffeta 직물에 텍스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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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종을 수집하여 6가지 기본적인 역학적 성질과 태 평가를 실시

하였다. 이를통해 겉감뿐만이 아닌 안감의 역학적 특성과 태평

가를 통해 고부가가치제품의 의류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역학적 특성 측정 결과 polyester는 굽힙강성(B)이 비교적

높으며, 텍스쳐사 직물인 polyester-stretch는 인장특성과 평균마

찰계수(MIU)값이 높고 굽힘특성, 전단특성, 표면거칠기(SMD)

는 낮아 다른 안감과 구별되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nylon은 굽

힘특성, 전단특성, 압축레질리언스(RC)값이 높고, rayon은 압축

선형성(LC)값은 높고, 전단특성값이 낮았으며, acetate는 전단

특성이 낮은 안감으로 나타났다. 

2. 감각 평가치 결과 polyester, nylon, acetate는 KOSHI값,

NUMERI값, FUKURAMI값이 높게 나타나 까실까실한 느낌과

함께 중후한 촉감을 나타냈으며, polyester-stretch는 KOSHI값

이 가장 낮게, rayon은 NUMERI값, FUKURAMI값이 낮게

나타냈다.

3. 종합적인 태 평가치 결과, 여성복 춘하용 안감으로 가장

우수한 소재는 polyester와 polyester-stretch로 거의 동일하며,

그 다음은 acetate로 나타났으며, nylon과 rayon은 이보다 불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태 평가의 결과는 국내의류업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olyester 안감이 가장 우수하게 나왔으며, polyester-

stretch 안감 역시 우수함을 보여 stretch 겉감 사용시 stretch안

감 사용에 대한 적절성이 입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polyester와 polyester-stretch 직물이 실 미끄럼저항에도 우수한

결과를 보여 안감소재로서 최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실험결과는 숙녀용 하복지를 위한 계산식을 이용하였으

므로, 안감을 위한 Kawabata Evaluation System(KES)의 새로

운 안감전용 계산식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국내의

류업체에서 사용하는 춘하용 안감 중 비침 방지용 안감과 폴리

우레탄이 포함된 신축성 안감은 제외한 연구이며, 안감의 여러

가지 요구성능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연구로서 연구의 결과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감의 태

평가시 객관적인 태 평가와 더불어 주관적인 평가도 함께 고려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2단계 BK21 사업의

지원비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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