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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오셀방적사의 꼬임수에 따른 담요직물의 압축특성과 마모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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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Number of Twists of Lyocell Yarns on Compression Property 

and Abrasion Resistance Blanket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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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the study, Lyocell fabrics for blanket were developed to get high value added goods for elder and Infa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determine the effect of twist per inch 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developed
fabrics, including compression property and abrasion resistance on the process for making Lyocell combined yarns. For
comparison, commonly used cotton blanket was used. The results were as the follows: 1) Dimensional changes of Lyocell
fabrics was in -3% which value was pretty stable, and antistatic property was very good with 10V of electric propensity
voltage which means there was no static electricity at all. Pilling property of Lyocell fabrics showed 3 grade which was
good and air permeability and moisture vapor transmission rate of Lyocell fabrics were higher than those of cotton fabric
and keeping warmth rate of Lyocell fabrics was about 50% which means it very warms. 2) Twist per inch of Lyocell com-
bined yarns increased with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of Lyocell fabrics. 3) Twist per inch of Lyocell combined yarns
increased with decreasing thickness reduction rate and therefore, compression property of those was pretty good. Spe-
cially, compression property of Lyocell fabrics made with yarns of 3.9TPI was better than those of cotton fabric. 4) Twist
per inch of Lyocell combined yarns increased with abrasion resistance of Lyocell fabrics. 

Key words : Lyocell fiber, twist per inch, abrasion resistance, compression property

1. 서 론

기존의 섬유선진국들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섬유

산업의 누적된 공급과잉의 영향,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 후발 개

도국에 대한 가격경쟁력 약화 등의 요인으로 위기상황에 직면

하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가격경쟁력에 의존한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제품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에 의한 질적 성장단계로 이행하고자 각고의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일본에서는 이러

한 어려움의 탈피 방법으로 1) 비의류용 용도로의 개척, 2) 새

로운 섬유소재 및 제품의 개발, 3) 화섬 업계의 구조조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 PET 화섬 업계의 큰 문제인 설비 과잉을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설비를 활용하는, 즉 별도의 대규

모 신규 설비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차별화된 소재의 개발이다.

현 국내 섬유시장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해야만 하는 시

점에 다다랐으며 이러한 고부가가치 창출로의 산업구조 전환시

점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변화 추이는 다양화,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있다. 이러한 변화시점에서 비의류용 섬유분

야도 예외는 아니며 그 중에서도 가정용 섬유의 개발방향은 시

각적인 면, 촉각적인 면, 편안감 등의 감성지향적인 면으로 차

츰 변화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요소확립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소재의 선정

이 중요하며 디자인 및 제품의 개발설계에 있어 쾌적감성과 동

시에 기능성을 포함하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 특히 가정용 홈

인테리어용 섬유분야 중 담요지 분야는 가정용섬유중 사람의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분야로서 점점 고급화, 기능화의 고부가

가치 분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 

종래 담요지의 주 소재는 아크릴 섬유이며 이는 양모와 유

사한 감촉과 보온성을 지난 제품이나, 환경친화적이지 못하고,

터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저가품으로 사용되어 왔다.

현재 국내기술을 살펴보면 경사용으로 폴리에스테르/면 2합

복합연사를 하고, 위사용으로 아크릴섬유를 2합 복합연사를 하

여 내구성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제직을 하게되며 후가공에서

기모를 하여 아크릴섬유에 의해 표면촉감을 발휘하였으나 복합

연사를 통한 꼬임에 의해 섬유가 구속되어 촉감이 좋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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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가 낮아서 일반가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병원,

군, 경 등 단체생활을 하는 곳에 저가로 납품이 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의 선진화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직물의 촉감과

품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그 수요가 차츰 증가하고 있으며, 급

변하는 사회적 환경속에서 소비자의 욕구 또한 고급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있다. 또한 최근에 웰빙바람이 불어 담요지에도 고

급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사로서

는 고신축 PET 가연사를 사용하여 경량화 및 신축성을 부여하

고, 위사로서는 부드럽고, 환경친화성이 있는 라이오셀 복합방

적사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여, 중저가를 탈피하므로 고급제

품으로 유아용 및 실버용으로 전개하고자 하였다.

Spandex가 개발된 이래 30여년 만에 새롭게 탄생된 신소재

인 라이오셀은 1989년 섬유표준 용어를 제정하는 국제적인 기

구인 비스파(BISFA)로부터 새로운 속명인 라이오셀(Lyocell) 이

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 원래 라이오셀이란 그리스어로 Lyo

(용제) + Cell(셀룰로오즈)의 합성어로, 특수하게 재배된 천연

펄프를 주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용제방사 섬유소계 섬유이다.

일본은 이와 별도로 “정제 셀룰로오즈 섬유”라 분류하고 있

다. 라이오셀계 섬유의 태동은 1960년대 이후 급격히 팽창한

화학섬유의 생산으로 발생하는 각종 환경공해와 인체의 유해한

성분으로 인해 유럽의 여러 회사들이 환경과 인체에 해가 없으

며 물성 또한 기존의 여타 섬유보다 뛰어난 섬유의 연구에 몰

입하게 되었다. 

맨 처음 이 새로운 섬유의 공법을 개발한 회사는 Akzo

Nobel사로 1978년 아민옥사이드계 용제방사기술을 관련하여 최

초로 특허를 가지게 되었으며, 영국의 Courtaulds사와 Modal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Lenzing사가 각각 1990년과 1987년 이 신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Pilot plant를 설치 운영하였

다. 비로소 1992년 Courtaulds사는 미국의 알라바마 모빌소재

공장에서 연산 18,000톤이 최초로 라이오셀계 섬유를 상업 생

산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TencelR 이란 브랜드로 생산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라이오셀계 섬유를 생산하는 회사는 아코디스

사의 TencelR, NewcellR(Lyocell계 filament Yarn)과 Lenzing사

의 Lenzing LyocellR이 있다.

국내에는 K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하여 한일합섬과 공

동으로 연구하여 1995년 한국 최초의 라이오셀계 섬유인 Cocel R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Pilot plant 생산을 거쳐 2003년에는 상업

생산을 하였다. 그밖에도 독일과 대만의 몇몇 회사들이 Pilot

plant에서 시험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이오셀섬유의 특징을 요약하면 높은 내구성이 있고, 습윤

시 길이방향의 수축이 아주 적어 물세탁, 기계세탁시 안정성이

좋으며, 또한 습윤시에 원사팽윤에 의하여 매우 stiff해지며 이

를 건조하면 실과 실 사이에 공간에 만들어져 직물의 bulky성,

volume감, drape성, 유연성, 부드러운 촉감, 착용감이 뛰어나다.

또한 피브릴화를 이용한 peach-skin effect가 있어, 이로인해 풍

요로운 질감, 뛰어난 촉감, 고급스런 느낌이 있으며, 면보다 부

드럽고 레이온보다 피브릴을 많아 입체적 느낌이 있다. 염색가

공 후 선명한 색상이 발현되며, 염색견뢰도가 우수하다. 또한

셀룰로오스 섬유로서 잔존 수분율이 11~13%이므로, 정전기 발

생이 적으며, 속건성이 뛰어나 wash & wear성 우수하며 통기

성 또한 우수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담요제품의 고급화를 목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라이오셀 섬유를 이용하여 담요지로서 우수한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사를 제조하는 복합방적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서 복합방적사 제조시 꼬임수가 최종제품의 압축특성 및 마모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2. 시 험

2.1. 시료

본 연구에서는 경사로서 PET150d/48f를 사용하였고, 위사로

서는 라이오셀복합방적사를 사용하였는데, 이 방적사는 심사로

서는 라이오셀방적사 1/40Ne, 초사로서 라이오셀로빙사 4Ne를

사용하여 복합방적사를 제조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복합방적사

의 번수는 3Ne이였다. 이 복합방적사 제조시 복합을 위하여 꼬

임을 부여하였는데, 이때 꼬임수는 2.65, 3.4 및 3.9 TPI(twist

per inch)이였다. 레피어직기(FAST, 속도: 340-360rpm)를 이용

하여 1/3 위이중직으로 제직 하였고, 이때 경사부분은 라이오

셀방적사직물의 사이로 들어가도록 하여 염색시 반응성염료(60
o

C×60분)로 라이오셀섬유부분만 염색을 하도록 하였다. 

기모공정에서는 2회에 걸쳐 기모를 실시하였는데, 1차 기모

는 침포가 달린 R/O 위를 통과하면서 원단표면의 털을 일으키

는 공정을 진행하였고(표면과 이면을 교차하면서 기모, 6회 반

복, 침포: RA1.27-31번), 2차 기모는 1차기모시와 침포가 약간

다른 R/O 위를 통과하면서 원단표면의 남은 털을 일으키며 일

어난 털을 부드럽게 펴주는 공정을 진행하였다(2회, 침포:

RA1.28번). 마지막으로 털고르기(샤링)공정을 진행하였는데, 이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blanket fabrics

Sample
Properties

Warp Weft Fabric structure Twists/inch(weft)

L-2.65 PET150d/48f Lyocell 3.0Ne 1/3 Weft backed weave 2.65

L-3.4 PET150d/48f Lyocell 3.0Ne 1/3 Weft backed weave 3.4

L-3.9 PET150d/48f Lyocell 3.0Ne 1/3 Weft backed weave 3.9

Cotton PET/Cotton 30/2Ne(65/35) Cotton 3.5Ne 1/3 Weft backed weave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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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서는 털을 원하는 길이만큼(1-3 mm) 절단하고, 털끝을

둥굴게 다듬어서 정리하면서 표면에 묻은 먼지를 제거하였다.

본 개발 담요와 함께 물성비교용으로 면으로 제조된 담요직물

의 물성을 분석하였다.

시료의 기본 물성은 Table 1과 같다.

2.2. 실험방법

사 실험방법 : 라이오셀복합방적사의 사인장강신도는 KS

K0409 외올법, 사수축률은 KSK0215에 의거하여 측정하였고, 사

단면 및 측면은 전자현미경(Hitachi S-3200N)과 화상분석기

(STEMI 2000-C)를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직물 실험방법 : 개발된 라이오셀담요와 기존의 면담요의 기

본적인 물성인 치수변화율(KSK ISO 5077 세탁기법(11B)), 필

링(JIS L1076 A법 ICI 박스, 10시간), 대전성(JIS L1094

Kanebo EST-7시험기), 직물강신도(KS K0520 그래브법), 직물

밀도(KS K0511), 직물무게(KS K0514), 두께(KS K0506), 투

습도(KS K0594 염화칼슘법), 공기투과도(KS K0570 프라지아

법), 보온성(KES-F7 LABOII 시험기)을 측정하였다.

담요직물의 압축특성 : 담요직물의 압축특성은 WIRA

Dynamic Loading machine(WIRA Instrumentation Ltd., 영국)

을 이용하였고, BS4052 및 ISO2094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

이 실험방법은 원래 카펫직물의 파일사의 압축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구두로 밟는 것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으로서, 구두굽과 유

사한 크기의 강철을 시료 위에서 2KPa의 압력으로 4초 간격으

로 impact하는 실험 방법이다. impact 전후의 시료 두께를 측

정하여, 다음 식에 의해 압축특성을 계산하였다.

두께감소율(%) = 

여기서, t0 : 압축 전의 두께

t : 압축 후의 두께

담요직물의 마모강도 : 담요직물의 마모강도는 WIRA

Carpet Abrasion machine(WIRA Instrumentation Ltd., 영국)

을 이용하였고, BS EN1813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 마찰포(지

름 140 mm)는 모직물을 사용하였으며, 마찰포와 시료간의 압

력은 0.56 kg/cm
2
 마찰 전과 5,000회 마찰 후의 직물 무게를

측정하였고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마모강도(%) = 

여기서, W0 : 마찰 전의 무게

W : 마찰 후의 무게

3. 결과 및 고찰

3.1. 라이오셀 복합방적사 제조공정

라이오셀섬유를 이용하여 담요용에 적합한 복합방적사를 개

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였다. 라이오셀섬유의 번

수, 섬유장, 방적방법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위사용 복합방적

사를 개발하였다. 제조방법으로는 라이오셀방적사를 합연하는

방법, 심사로서 라이오셀로빙사를 사용하고 초사로서 일반 라

이오셀방적사를 사용하는 방법, 라이오셀방적사를 에어커버링

방식으로 복합하는 방법 및 라이오셀방적사를 심사로 공급하고

라이오셀로빙사를 초사로 하여 복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시도

를 하였다. 

그 중에서 기모발현이 용이하고, 라이오셀섬유 특유의 부드

러움을 유지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최종 제품을 개발하였다. 개

발된 라이오셀 복합방적사 제조공정은 Fig. 1과 같다.

라이오셀로빙사와 라이오셀방적사를 최소의 장력과 균일한

장력을 유지하도록 공급하고 라이오셀로빙사를 3~4배 정도 연

신을 하면서 라이오셀 방적사가 심부로 들어가고, 그 겉에 로

빙사가 감싸는 형태로 제조된다.

이때 복합화가 원활하게 되기 위하여 꼬임을 부여하게 되는

데, 일반적인 정방기에서는 5TPI 이상의 꼬임을 부여할 수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5TPI 이하로 연을 부여하여야 후에 기모

가 원활하게 일어나고, 털빠짐이 없게 되기 때문에, 5TPI 이하

의 저연을 부여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착함

으로 저연부여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방적공정에는 최대 7Ne 굵기 이하로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개발을 위하여, 7Ne 이하의 태번수를 작

업할 수 있는 최적공정조건을 확립하였다. 

최종적으로 심사에 라이오셀방적사 1/40Ne, 초사로서 라이오

셀로빙사 3-4Ne의 복합방적사를 개발하였다.
t
0

t–

t
0

----------- 100×

W
0

W–

W
0

------------------ 100×

Fig. 1. Manufacturing process of Lyocell combined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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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라이오셀 복합방적사의 물성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고급용 담요지를 개발하기 위해 라이오셀 방

적사를 이용하여 복합방적사를 제조하였는데 담요직물용 복합

방적사의 개발 방향은, 담요직물로서의 강도유지, 신도 발현, 후

가공공정시 기모공정에서 털이 잘 일어 날 수 있는 형태, 또한

일어난 털이 잘 빠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형태 및 라이오

셀 특유의 부드러움, 흡습성 등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사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심사에 1/40Ne 라이오

셀방적사, 초사는 1/3Ne 로빙사를 2.65, 3.4 및 3.9 TPI로 연

사하면서 복합사를 제조하였다.

Table 2에 라이오셀 복합방적사의 인장강신도 및 수축률을

나타내었다. Table을 보면, 인장강도의 경우 꼬임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는 증가하나, 꼬임수가 3.4TPI 이상이 되면 인장

강도의 증가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Fig. 2). 신도의 경

우에도 꼬임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Fig. 3). 이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물성변화로서 꼬임수가 증

가할수록 사간의 집속력이 증가하여 강도와 신도는 어느정도

증가하나 일정이상의 꼬임이 가해지면 강도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수축률의 경우에는 꼬

임수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수축률이 약간 감소함을 보였다.

Fig. 4는 개발한 라이오셀 복합방적사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

해 단면 및 측면형태를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을 보면, 최종적으로 개발한 사 그림 중, 꼬임수의 증가에 따

라 좀더 컴팩트하게 사가 구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방적

사인 심사는 로빙사로 감싸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을 알 수 있다.

Fig. 2. Effect of twists per inch of samples on tensile strength.

Fig. 3. Effect of twists per inch of samples on elongation.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Lyocell combned fiber

Properties
Samples

L-2.65 L-3.4 L-3.9

 Tensile Strength(cN) 4,430.4 5,209.8 5,217.6

 elongation(%) 7.0 11.7 12.9

 Shrinkage(%) -1.2 -1.7 -1.6 Fig. 4. Cross sectional and shape of ya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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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라이오셀 담요의 복합방적사의 물성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라이오셀담요직물과 일반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면담요직물의 물성실험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

다. 

담요의 치수변화율을 보면, 라이오셀 담요직물의 경우 경위

사 모두 -3% 이내로 안정적으로 보이나, 면담요의 경우 경사

방향의 치수변화율이 -5.5%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인다.

담요의 대전성의 비교실험에서 일반적으로 천연섬유를 함유

하고 있는 직물이 대전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실

험의 결과를 보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라이오셀담요는 10V로

매우 낮은 대전성을 보여, 정전기 발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나 피부접촉시 매우 쾌적한 접촉감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강도의 경우 라이오셀담요직물의 경사방향은 면담요직물보

다는 낮은 강도를 보이나 위사의 경우에는 면보다는 높은 강도

를 보였다. 이는 담요를 구성하는 사의 번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사의 경우에는 라이오셀 담요직물의 강도가 높은

이유는 라이오셀복합방적사의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심사로서

방적사를 사용하고 커버링방식으로 로빙사를 싸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 강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도의 경우 면담요와 비교해보면, 경위사 모두 높은 신도를

보이는데, 이는 경사를 벌키성과 신도가 좋은 가연사를 사용하

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필링성은 3급 이상을 보여, 담요 품질기준에 적합한 항필링

성을 보이고 있다.

면담요직물의 두께는 3.65 mm인 반면에 개발담요직물은 2.4-

3.4 mm로 얇다. 중량의 경우에도 개발직물은 430 g/m
2
이하로

면담요직물보다 낮아 경량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기투과도와 투습도는 면직물보다 약간 상회하는 값을 보

여, 통기성 및 투습성이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보온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용되는 면담요직물이 39.2%인

반면에 개발담요직물은 46% 이상으로 보온성이 높다.

라이오셀 담요직물의 압축특성 : 개발한 라이오셀 담요직물

의 꼬임수에 따른 압축특성 실험결과를 Table 4 및 Fig. 5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는 10회 impact부터 시작하여 50회

impact까지 한 후 두께를 측정하여, 두께가 감소하면 그만큼 압

축성이 감소함으로 압축특성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Table 4의

값은 담요직물의 압축횟수에 따른 두께 감소율(%)을 나타낸 것

이다.

결과를 보면, 10회 impact시 30% 이상의 두께감소율을 보이

는데 면담요직물의 경우에는 38.5% 두께감소율을 나타내는 반

면에, 3.9TPI의 라이오셀담요직물의 경우에는 34.8%로 면담요

보다 압축특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50회

impact시에도 일관성있게 나타나 3.9TPI로 연사한 방적사로 제

조한 담요직물의 압축특성이 면 보다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방적사 제조시 꼬임수가 증가하면 두께 감소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꼬임수 2.65TPI로 제조한 방적사의 직물의 두

께감소율은 50회 impact시 61.4%로 가장 높고, 3.9TPI로 제조

한 방적사 직물의 두께감소율은 44.3%로 나타났다. 이는 라이

오셀복합방적사 제조시 꼬임수를 증가시키면 강도가 증가하고

반발탄력성이 증가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라이오셀 담요직물의 마모특성 : 개발한 라이오셀 담요직물

의 꼬임수에 따른 마모강도 실험결과를 Table 5 및 Fig. 6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는 50회부터 시작하여 5,000회까지 마찰

을 한 후 시료의 무게를 측정함으로서 그 감소된 무게만큼 마

모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를 보면 마찰횟수가 증

Table 3. Physical properties of Lyocell fabrics

Physical properties
Sample

L-2.65 L-3.4 L-3.9 Cotton

Demensional Changes(%) Warp -2.1 -2.5 -3.2 -5.5

Filling -1.7 -0.9 -2.1 -1.2

Antistatic Property(V) Cotton 10 10 10 90

Wool 10 20 10 20

Tensile Strenth(N) Warp 500 410 470 730

Filling 710 750 700 440

Elongation(%) Warp 27.9 23.0 25.5 20.0

Filling 51.3 53.3 50.7 26.5

Fabric Density(/inch) Warp 53.8 49.2 52.4 34.4

Filling 40.8 39.2 40.2 58.2

Pilling(grade) 3 3 3.5 3.5

Thickness(mm) 3.33 2.40 2.94 3.65

Weight(g/m
2
) 434.5 375.0 429.7 583.9

Air Permeability(cm
3
/cm

2
/sec) 32.48 25.32 28.86 27.9

MVTR(g/m
3
h)

1
294 280 283 271

Keep Warmth rate(%) 47.2 46.5 48.5 39.2
1
Moisture Vapor Transmission Rate

Table 4. Effect of number of impact on thickness reduction rate of

samples(%)

Samples
No. of Impact

0 10 20 30 40 50

 L-2.65 0 49.2 53.3 58.8 61.2 61.4

 L-3.4 0 41.6 43.3 48.8 51.2 51.2

 L-3.9 0 34.8 41.0 41.4 44.3 44.3

 Cotton 0 38.5 39.7 41.9 46.7 47.3

Fig. 5. Effect of number of impact on thickness reduction rate of sam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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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에 따라 무게 감소율(%)은 증가함을 보인다. 라이오셀 담

요직물의 꼬임수에 따른 마모강도 변화를 보면, 꼬임수가 증가

하면 무게 감소율이 낮아져서 낮은 꼬임수(2.65TPI)의 경우 마

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3.4 또는

3.9TPI의 경우에는 비슷한 마모특성을 보인다. 이는 꼬임수가

증가하면 사내부의 집속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마모성이 좋아

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면담요직물과 비교해보면, 라이오셀담요직물보다 강한 내마

모성을 보이고 있어 5,000회 마찰시 무게감소율이 7% 정도의

탁월한 내마모성이 있는 반면, 3.9TPI로 연사한 방적사 직물의

경우의 무게감소율은 15%정도로 상대적으로 내마모성이 낮았

다. 면 방적사의 경우 꼬임수가 6.35TPI로 라이오셀방적사의 꼬

임수보다는 2배 정도 많아서 내마모성이 좋은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담요직물의 요구품질중 중요한 인자중에 하나를 촉

감으로 본다면,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적사 제조시 꼬

임수를 많게 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다.

4. 결 론

기존에 상용되고 있는 담요는 주로 아크릴소재로 구성이 되

어있고 대체적으로 군, 경, 병원 등 단체, 구호품 등 단체생활

의 침장류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존의 담요를 고급화하여 가정용 침구류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

해서 섬유중 친환경의 조건과 부드러운 촉감으로 피부에 직접

닿는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아토피피부염 등의 피부질환 환자

에게도 도움이 되는 현시대가 원하는 웰빙제품을 만들어 공급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특히 유아용 및 노인용에 관심을 두어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개발 내용을 요약해보면, 경사방향은 스트레치성과 경량감이

있으면서, 편안하고 쾌적한 느낌을 주는 PET DTY사를 사용하

였고, 위사방향에는 라이오셀소재를 이용, 심사에는 강도를 유

지시켜주는 라이오셀방적사를 사용하고, 그 겉에 라이오셀 로

빙사를 1:1의 공급비로 복합하는 기술개발에 의해 기모하기가

쉬우면서 털빠짐이 없고 부드러운 촉감을 유지할 수 있는 라이

오셀복합방적사를 개발하였다. 또한 제직시 이중조직으로 제직

할 수 있는 제직기술을 개발하여, 위사는 양쪽 겉면에 부출하

게 하고, 경사인 PET DTY는 양쪽 면을 접결시켜 주는 역할

을 하여 라이오셀섬유만 표면에 노출시켜 주는 방법을 채택함

으로서 라이오셀 부분만 염색해도 염색불량이 없도록 하는 기

술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복합

방적사 제조시 꼬임수가 최종 담요직물의 마모강도와 압축특성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고품질의 환경친화성 라이오셀 담

요직물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라이오셀 담요직물의 치수변화율은 -3% 이내로 면 담요

직물보다 안정된 물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10V 이하의 낮은 대

전성으로 정전기 발생이 없다. 필링성은 3급이상을 보여 양호

한 항필링특성이 있다. 또한 면담요직물과 비교하여 공기투과

도 및 투습도가 높아 쾌적성이 있으며, 보온율이 50% 정도로

탁월한 보온성 있다.

2. 라이오셀복합방적사의 꼬임수가 증가함에 따라 라이오셀

담요직물의 강도 및 신도는 증가한다.

3. 라이오셀복합방적사의 꼬임수가 증가할수록 두께감소율이

감소하여 압축특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9TPI로 복

합연사한 라이오셀 담요직물은 면의 압축특성 보다 좋았다.

4. 라이오셀복합방적사의 꼬임수가 증가할수록 라이오셀 담

요직물의 마모강도는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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