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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 changes on nonwoven fabric for disposable work 

clothes by the yellow soil printing. It separate grind yellow soil as two different size of particles 45 〜52“m and 

53 〜65//m for hand screen printing on three kind of nonwoven fabrics. To examine the effect of yellow soil printing 

on nonwoven fabric were to observe, dyeability by using spectrophotometer, moisture regain by oven method, air 

permeability, anion property and antibacterial activit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When yellow soil concentration increased from 5 to 10%, K/S value also increased from 1.05 to 1.88. When 

yellow soil concentration increased, moisture regain also increased. In same concentration, moisture regain occurred 

higher as particle of small size. Air permeability decreased when the charcoal printing concentration increased. 

Anion occurrence appeared 140~160ion/cc from three different kinds of nonwoven fabrics in 3% and 9% yellow 
soil concentration. Therefore, occuned anion ineffectively. In concentration of 3%, rate of deodorization measured 

as 89%, 83% and 87%, and 9% concentration caused 96%, 86% and 93% of high deodorization. Antibacterial 

activity examination in nonfinished nonwoven fabric resulted range of 60%, however, 3% and 9% concentration 

finished nonwoven fabric resulted 99.9% of excellent antibacterial activity. Surface temperature increased 1.5~2°C 

by yellow soil finishing.

Key words: yellow soil（황토）, disposable work cl이hes（일회용 작업복）, air permeability（공기 투과도）, antibacte

rial a아ivi以（항균성）, infrared thermal photo응rahs（열화상）, emissivity and emission power（방사율과 

방사에너지）.

본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KRF-2003-042-C20123).
+ 교신저자 E-mail : jsshinl l@hanmail.net

-276

mailto:l@hanmail.net


제 15 권 제 2호 신정숙•정명희•박순자,田村照子•小紫朋子 85

I•서론

황토는 주로 가는 모래로 되어 있어서 다량의 석 

영, 장석, 운모 등 다양한 광물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탄산칼슘(CaCCh), 철(Fe), 마그네슘(Mg), 나트륨(Na), 

칼리(K) 등의 성분으로 되어 있다. 황토는 다양한 약 

성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특히 제독 능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항균 작용도 하며, 지혈제인 동시 

에 응고제로 매우 뛰어난 치료효과를 보여준다. 황 

토의 효능은 숯의 효능과 다를 바가 없으며, 어느 것 

이 더 우월한 지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약성에 있어서 유사하다. 또한 황토는 표면이 넓 

은 벌집구조로 수많은 공간이 복층구조를 이루고 있 

다. 이 스폰지 같은 구멍 안에는 원적외선이 다량 흡 

수, 저장되어 있어 열을 받으면 발산하여 다른 물체 

의 분자활동을 자극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황토는 1：1고령토 계통의 황토 

와 2:1 몬모릴로나이트 계통의 2종류가 혼합되어진 

상태로 생산된다. 그러나 황토가 2:1형 구조이면서 

굽지 않은 생흙이라야 탈취, 흡착, 습도조절 작용, 음 

이온 발생, 지장수 효과, 단열 및 축열 작용도 기대된 

다3).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기능을 지녀 전통적으로 

민간에서 널리 이용되어 왔다. 황토를 이용한 연구 

로 수질 오염 개선에 관한 연구황토를 이용한 면 

직물 염색切 견, 양모직물 염색”) 등 섬유 종류에 황 

토 염색을 함으로써 원적외선 효과를 얻으려는 시도 

가 있다.

또한 황토 염색에 의한 섬유의 역학적 특성 변화 

15)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황토의 습도 조절, 소취성, 항균성 

등의 기능과 특성을 활용하여 일회용 작업복 소재로 

사용하고자 개발한 부직포의 가장 큰 취약점인 쾌적 

성을 향상시키고 기능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황토의 입자 크기를 45〜52 

网, 53〜65伽 2종류로 분류하여 사용하였고, 유한킴 

벌리에서 생산한 일회용 작업복 소재인 부직포 1종 

류, 일본 크라레사에서 일회용 작업복 소재로 개발 

한 부직포 2종류에 핸드 스크린 날염을 한 후, 각 처 

리조건에 의해서 색차계를 이용한 염착성, 오븐법에 

의 한 흡습성 및 함수율, 공기 투과도, 음이온 발생 량, 

항균성, 온도 분포를 원적외선 열화상, 원적외선 방 

사 특성을 평가하였다.

n•실험

1.시료

1) 황토 분말

황토 분말을 사용하였고 45 〜65伽의 황토 분말을 

체눈의 크기 53四 시험용체에 걸러서 45〜52伽, 53〜 

65网으로 입자 크기를 2종류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2) 바인더

모든 섬유에 사용할 수 있는 공업용 바인더 HTmesh: 

HB-1000(한양유화주식회사)을 사용하였다.

3) 시험포

유한킴벌리에서 생산한 일회용 작업복을 위한 부

1) 류도옥 황토의 신비, (서울: 행림출판사, 1995).
2) 김영빈, "황토와 숯을 이용한 섬유용 프린팅 염료의 제조방법,'' 공개특허 특 2002-0094682 (2001).
3) 한국원적외선협회, ''황토를 이용한 온돌용 원적외선 복사체 제조: 평가 및 이용 기술 분야,'' 원적외선 자료집 (1999), 

pp. 35-39.
4) 정성운 “황토를 이용한 고농도 유기성 폐수의 응집처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5) 정의덕, 김호성, 박경원, 백우현, ''황토의 물리적 특성 및 수용액 중의 중금속 이온의 흡착특성에 관한 연구,'' 한구환 

경학회지 8권 1호 (1999).
6) 유혜자, 이혀)자, 변성례, "황토를 이용한 면직물 염색,'' 한국의류학회지 21권 3호 (1997), pp. 600-606.
7) 황규은, 남성우, 김인회, ''황토를 이용한 면직물의 천연염색,'' 한국염색가공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1998), pp. 

36-39.
8) 황은경, 김한도, "황토에 의한 견직물의 원적외선 가공,” 한국섬유공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1998), pp. 126-128.
9) 김현성, 지동선, ''양모직물의 황토 염색에 관한 연구,” 한국섬유공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1998), pp. 145-148.

10) 김성신, ''황토처리 면직물의 역학 및 물리적인 특성 변화''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1) 장정대, ''황토 염색물의 최대 침통관통력,'' 한국의류학회지 23권 7호 (1999), pp. 97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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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포 한 종류, 일본 크라레사에서 개발한 일회용 작 

업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직포 두 종류를 사용하 

였고，특성은〈표 1〉과 같다.

2. 실험방법

1) 날염

황토 농도는 5, 10%로 조제 하였고 110목 샤를 사 

용한 스크린을 이용하여 스퀴즈로 1회 핸드 스크린 

날염하였다.

2) 겉보기 염착량 측정

날염 후, 염착량은 Data color international: spectra 

flash 500(Model SF 500: U.S.A)를 이용하여 염색물의 

최대 흡수파장에서 표면반사율을 측정하였고 Kubelka- 

Munk 식에 따라서 염착농도(K/S)를 구하였다.

K/S=(l -明2&

K: 염색물의 흡수계수

S： 염색물의 산란계수

R-. 분광반사율

3) 표면색 측정

염색된 시료의 색을 측정하기 위하여 Data color 

international: Spectraflash500(Model SF 500: U.S.A) 

를 사용하여 L*, a*, b* 값과 색차 (A E)를 측정하였다.

AE= /(AZ，*)? + (Aa*)?+ (Ab*)?

4) 흡습성과 함수율 측정

흡습성과 함수율은 KS K 0220에 준하여 Forced 

Convection Oven(J-400M: 제일과학산업)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2회 측정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5) 공기 투과도 측정

KS K 0570에 준하여 Air Permeability Tester(Text- 

est FX3300: Zurich Switzerland)를 사용하여 lOOPa 
의 조건에서 각 부직포 38cm2 면적의 공기 투과도를 

5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측정하였다.

6) 음이온 측정

전하입자 측정 장치 Fw Ion counter(Japan)를 이용 

하여 온도 21°C, 습도 50%, 대기 중 음이온수 102 

/CC의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7) 항균성 측정

KS K 0693에 준하여 시험균주는 그람양성 공시 

균인 황색포도상구균(SSp/zy/ococciw aureus ATCC 

6538), 그람음성 공시균인 폐 렴균(Klebsiella pneumo

nia ATCC4352)을 사용하였다. 섬유에 균을 접종하 

여 18시간 후 균액을 추출한 다음, 인큐배이터에서 

48시간 배 양하여 집 락 계산기로 균수를 계산하였다.

8) 적외선 열화상 측정

염착농도에 따라 섬유 소재에서 방사되는 적외선 

을 측정하여 온도분포 및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Thermotracer(NECSAN-ei: Japan Instruments LTD)를 

사용하여 적외선 열화상을 측정하였다.

9) 원적외선 방사 측정

5%, 10% 농도 날염한 일회용 작업복 소재를 FT- 

IR Spectrophotometer# 이용하여 37°C에서 흑체 대

〈표 ］〉Characteristics of non-woven fabrics

Fiver content (%)
Weight
(g/m2)

Thickness 
(mm)

Tensile strength 
(kg/5cm)

Elongation 
(%)

Polypropylene 100 60.0 0.35
Warp: 11.3
Weft: 8.1

Warp: 44
Weft: 60

Polyethylene meltbrown(MB)25g/m 
/polyethylene50 rayon 50 40g/m2 67.6 0.32

Warp: 5.2
Weft: 7.7

Warp: 17
Weft: 75

Polyethylene 100/polyethylene 
meltbrown(MB) film

79.6 0.50
Waip: 5.29
Weft: 9.85

Warp: 132
Weft: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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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방사율 5〜20网에서 원적외선 방사율과 방사에 

너지를 측정하였다.

皿 결과 및 고찰

1. 황토 날염 처리 조건이 염착량에 미치는 영향

황토 입자 크기에 의한 겉보기 염착량을 측정한 

결과, 입자 크기가 53〜65网의 경우보다 입자 크기 

가 45~52四인 경우에 염착량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입자크기가 작을 때 바인더에 의해 부착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섬유 종류에 의한 겉보기 염 착량을 보았을 때 poly

ethylene 50% rayon 50%의 조성을 이룬 부직포가 100% 

polypropylene, 100% polyethylene인 두 종류의 부직 

포보다 염착비율이 높았다. 이는 모든 섬유에 사용할 

수 있는 공업용 바인더가 합성섬유보다 섬유소 섬유 

에 결합력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황토 입자의 직경에 따른 AE는 입자 크기가 작은 

45〜52网인 경우 15.4〜30.5剛 범위이었고, 입자가 

큰 53~64例인 경우 12.1-26.6 범위로 나타나 입자 

크기가 작을 때 AE 값이 높아졌다.

2. 염착조건에 의한 수분율과 함수율 변화

부직포 종류와 황토 농도에 따라 수분율（흡습성） 

과 함수율의 변화를 측정해 본 결과는〈표 4, 5〉에서 

볼 수 있다. 수분율의 경우, 황토 날염을 하기 전 폴 

리프로필렌 100% 부직포: 0, 폴리에틸렌 50% 레이 

온 50% 부직포: 3.06, 폴리에틸렌100%/폴리에틸렌 

필름 부직포: 0.8이었으나, 45〜52网 입자의 황토 날 

염을 한 경우에는 5% 농도에서 수분율이 각각 1.00, 

2.11, 1.68로 나타났고, 10% 농도에서 각각 0.88, 

2.70, L50으로 나타나 황토 날염에 의해 수분율이 증 

가함을 알 수 있었고, 황토 농도 증가에는 뚜렷한 수 

분율 증가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3. 염착조건이 공기 투과도에 미치는 영향

부직포 종류, 날염 농도, 입자 크기에 따른 공기 

투과도를 본 결과는〈표 6〉에 나타냈다. 공기 투과

〈표 2〉K/S values of non-woven fabrics dyed on various concentration of yellow soil

K/S value

Concentration 
powder of 

yellow soil(%)

45~52“m 53〜65㈣

Polypropylene
Polyethylene/ 

rayon
Polyethylene/

MBfilm
Polypropylene

Polyethylene/ 
rayon

Polyethylene/
MBfilm

0 0.23 0.04 0.25 0.23 0.04 0.12

5 1.05 0.32 1.14 0.94 0.26 0.99

10 1.95 0.72 1.80 1.65 0.46 1.58

〈표 3) Effect of concentration on color difference value of non-woven fabric with yellow soil

Size of powder Non-woven fabric Conc.(%) L* a* b* AE

45〜52“m

Polypropylene

0 85.22 -0.23 0.32

5 73.06 8.71 15.09 21.1

10 66.53 13.02 20.54 30.5

Polyethylene/rayon

0 91.34 0.15 1.74

5 82.29 5.81 12.89 15.4

10 78.22 9.19 17.91 23.4

Poyethylene/MBfilm

0 85.01 -0.08 1.01

5 71.56 8.20 12.82 22.2

10 66.64 12.22 19.66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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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Size of powder Non-woven febric Conc.(%) L* a* b* AE

53~65即1

Polypropylene

0 85.22 -0.23 0.32

5 73.50 7.10 12.55 17.4

10 67.11 10.71 16.83 26.4

Polyethylene/rayon

0 91.34 0.15 1.74

5 85.15 3.74 10.18 12.1

10 81.59 6.08 14.16 17.0

Polyethlene/MBfilm

0 85.02 -0.08 1.01

5 71.55 7.12 12.43 18.8

10 66.58 10.29 16.46 26.6

〈표 4〉Moisture regain & moisture content of printed non-woven fabric by 45~52皿, powder of yellow soil

Concentration of 
yellow soil(%)

Moisture regain(%) Moisture content(%)

Polypropylene
Polyethylene/ 

rayon
Polyethylene/

MBfilm
Polypropylene

Polyethylene/ 
rayon

Polyethylene/
MBfilm

0 0.00 3.06 0.80 0.00 3.06 0.80

5 1.00 2.11 1.68 1.02 2.07 1.66

10 0.88 2.70 1.50 0.88 2.61 1.48

〈표 5〉Moisture regain & moisture content of printed non-woven fabric by 53 〜 65@n powder of yellow soil

Concentration of 
yellow soil 

small powdb(%)

Moisture regain(%) Moisture content(%)

Polypropylene
Polyethylene/ 

rayon
Polyethylene/

MBfilm
Polypropylene

Polyethylene/ 
rayon

Polyethylene/
MBfilm

0 0.00 3.06 0.80 0.00 3.06 0.80

5 1.06 3.08 1.34 1.05 2.99 1.32

10 0.87 2.74 1.87 0.86 2.67 1.83

도의 경우, 황토 날염하기 전에는 폴리에틸렌 100%： 

106, 폴리에틸렌 50%/레이온 50%: 2.7, 폴리에틸 

렌 100%/ MB: Ocm'/cnF/S이었으나, 황토 입자 크기 

가 53〜65伽의 10% 농도에서 각각 56.9, 2.0, 0.0cm3/ 

cn)2/S로 황토 날염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현상을 

보였다.

4. 염착농도에 따른 음이온 발생량

음이온은 꽃이나 나무, 숲속, 폭포 근처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체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피 

로를 쉽게 회복하게 한다'지3). 황토 농도에 따른 음 

이온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는〈표 7〉에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400ion/cc 이상일 때 음이온 발생 효과가 

있다고 본다. 3종류의 부직포 모두 황토 농도 5%, 

10%에서 음이온 발생량이 130-144 범위로 음이온 

발생 효과는 얻을 수 없었다.

12) 山野井昇, "원적외선기술 향상 세미나: 基礎^生體效能.效果,” 원적외선협회 (2001), pp. 13-27.
13) 菅原明子，"日韓 遠赤外線遠赤外線科學健康 ，”日本遠赤外線應用硏究會 

(2002), pp.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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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Air permeability by concentration on non-woven fabric of yellow soil printing(cni3/cm2/S)

\、 Size of

\ powder
Concen^\
tration of \ 
yellow soil(必\

Air permeability

45~52 ym 53~65网

Polypropylene
Polyethylene/ 

rayon
Polyethylene/

MBfilm
Polypropylene

Polyethylene/ 
rayon

Polyethylene/
MBfilm

0 106 2.7 0.0 106 2.7 0.0

5 54.7 2.0 0.0 60.5 1.6 0.0

10 46.0 2.1 0.0 56.9 2.0 0.0

〈표 7) Volume of minus ion on concentration of yellow 

soil

Concentration of 
yellow soil(%)

Minus ion(cc)

45 〜52“m

Polypropylene
Polyethylene

/rayon
Polyethylene

/MBfilm

0 110 112 110

5 130 136 138

10 140 142 144

5. 염착농도가 항균성에 미치는 영향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을 사용하여 원포, 5% 

농도로 날염한 폴리프로필렌, 폴리에 틸렌/레 이온, 폴 

리에틸렌/MB필름 부직포의 항균성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다. 원포에서는 두 시험균주 

에 대한 항균성이 모두 60% 범위이었는데 미가공 

부직포에 균액을 주입한 다음 즉시 추출해서 48시간 

배양한 결과는 (b)에서 처럼 균이 보인다. 그러나 (d) 

에서와 같이 가공한 포는 모두 99.9%의 항균성을 보 

여 항균성이 우수하였다.

6. 염착농도가 온도분포에 미치는 영향

황토 날염 농도에 따른 온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서 부직포의 열화상 측정 결과를〈그림 2〉에서 볼 

때, 미가공포의 온도 분포는 34〜34.5°C 범위이었고, 

5%의 경우 35-35.5°C, 10%의 경우 35.5〜36E로 나 

타나 황토 날염에 의해서 L5〜2°C 증가하였다.

7. 염착농에 따른 원적외선 방사 특성

〈그림 1〉Cultivation on the plate after Staphylococcus 

aureus treating on yellow soil finished nonwoven 

fabric, (a) Ohre. (b) 18hrs. after non finishing (c) 
Ohrs. (d) 18hrs. after 5%. finishing.

37°C에서 흑체 대비, 방사율 5〜2(加m 대에서 5%, 

10% 황토 농도로 날염한 부직포의 원적외선 방사율 

과 방사에너지를 측정한 결과는〈그림 3〉과 같다. 

원적외선은 전자파의 일종으로 적외선 영역 0.76- 

1,000伽 사이의 긴 적외선을 말하는데, 인체 내의 물 

분자를 활성화 시켜 활성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원적외선은 인체의 파장대와 비슷한 9.36伽 대이다 

，4'，7>. 미가공포의 경우, 92.5%, 5% 농도에서는 93%, 

10% 농도에서는 93.2% 정도의 원적외선 방사율이 

측정되었다 따라서 황토 날염한 부직포에서는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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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그림 2〉Infrared thermal photograhs on according to concentration yellow soil, (1) non finishing, (2) 5%, (3) 10% 

yellow soil finishing.

(a) Emissivity

(b) Emission

〈그림 3) Emissivity and emission power of non woven 

fabrics with yellow soil. 

내의 물분자를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파장대의 원적외선이 방출되었다.

방사에너지의 경우, 미가공포 3.2xl02w/m2 • 四, 5% 

농도 3.6xl02w/m2 • 网, 10% 농도 3.62시Mv/nF • 四 

의 방사에너지가 방출되어 거의 유이하였다.

IV. 결 론

황토의 습도 조절, 소취성, 항균성 등의 기능과 특 

성을 활용하여 일회용 작업복 소재로 사용하고자 개 

발한 부직포의 가장 큰 취약점인 쾌적성을 향상시키 

고 기능성을 부여하고자 이에 대한 방법으로 일회용 

작업복 소재에 황토 날염을 한 후 각 처리 조건에 의 

한 염색물의 염착량, 색 변화, 흡습성 및 함수유 음 

이온 발생량, 공기 투과도, 소취성, 항균성, 열화상에 

의한 온도 분포, 원적외선 방사 특성을 평가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황토 입자의 직경에 따른 AE는 입자 크기가 작 

은 45〜52四인 경우 15.4~30.5im 범위이었고, 

입자가 큰 53〜64四인 경우 12.1-26.6 범위로 

나타나 입자 크기 가 작을 때 AE 값이 높아졌다.

2. 수분율의 경우, 황토 날염을 하기 전, 폴리에틸 

렌 100% 부직포: 0, 폴리에틸렌 50% 레이온 50% 

부직포: 3.06, 폴리에틸렌 100%/폴리에틸렌필 

름 부직포: 0.8이었으나, 45〜52网 입자의 황토

14) 한국원적외선 협회, ''황토를 이용한 온돌용 원적외선 복사체 제조: 평가 및 이용 기술 분야,'' 원적외선 자료집 (1999).
15) 신정숙, ''바이오원적외선을 이용한 섬유부자재 개발에 관한 연구,” 경기도 중소기업청 (2002), pp. 1-2.
16) 지철근, “원적외선의 특성과 응용,” 한국원적외선협회 (2000), pp. 7-24.
17) Jung-Sook Shin, “Effect of Far-Infrared Finishing on Brassiere Pad," The Costume Culture Association Vol. 8 No. 2 

(2005), pp.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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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염을 한 경우에는 5% 농도에서 수분율이 각 

각 1.00, 2.11, 1.68로 나타났고, 10% 농도에서 

각각 0.88, 2.70, 1.50으로 나타나 황토 날염에 

의해 수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황토 농 

도 증가에는 뚜렷한 수분율 증가현상이 나타나 

지 않았다.

3. 공기 투과도의 경우, 황토 날염하기 전에는 폴 

리프로필렌 100%: 106, 폴리에틸렌 50%/레이 

온 50%: 2.7, 폴리에틸렌/필름: 0이었으나 황토 

입자 크기가 53〜65网의 10% 농도에서 각각 56.9, 

2.0, 0.0으로 황토 날염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 

소현상을 보였다.

4. 3종류의 부직포 모두 황토 농도 5%, 10%에서 

음이온 발생량이 130〜154 범위로 음이온 발생 

효과는 얻을 수 없었다.

5. 원포에서는 그람양성균, 그람음성균의 두 종류 

시험균주에 대한 항균성이 모두 60% 범위이었 

는데 5%로 날염을 한 경우 99.9%의 항균성을 보 

여 항균성이 우수하였다.

6. 황토 날염 농도에 따른 열화상 측정 결과 5%의 

경우 35-35.5°C, 10%의 경우 35.5〜36°C로 나 

타나 1.5〜2°C 증가하였다.

7. 황토 날염한 부직포에서는 인체 내의 물 분자 

를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파장 

대의 원적외선이 방출되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복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황토 날염 가공 

을 한 결과, 항균성, 수분율 증가, 원적외선에 의한 

온도 상승, 원적외선 방사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 

서는 간편화하기 위해 날염 가공에 의한 황토의 효 

과를 측정하였으나 실제 제품을 개발할 때는 일회용 

작업복 소재인 부직포를 제조도중 45〜52伽의 황토 

분말을 9% 정도 첨가하여 일회용 작업복 소재를 개 

발한다면 생산비용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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