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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의류소재로 사용되는 직물은 산업용으로 쓰이는

직물과 달리 직물의 외관이 특히 중요하다 생산기.

술의 고도화와 원료 정제의 수준향상 등에 힘입어

직물의 품질이 향상되고 지극히 균제한 수준에 도달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균제한 원료의 생산은 특히.

Corresponding author; Kim, Jong-Jun, Tel.+82-2-363-3078, Fax.+82-2-363-3078
E-mail: jjkim@ewha.ac.kr

생산성의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제.

조공정의 해석과 품질관리 체계의 최적화 공정 중,

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등 원사 및 직물 그리고 최,

종 가공제품 등의 균일성 향상연구 불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품질의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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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of the major fashion trends is the naturalism and ecology-conscious trend. The

natural looks required in the trend require somewhat random distribution of yarn linear

density, which results in irregular appearance along the yarn. This is a technically

challenging work of producing yarns that look natural far from being artificial yet

maintaining the intricately aesthetic randomness without causing process disturbances. This

study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fabrics made of natural cellulosic fibers including

hemp, ramie, flax, and polyester fabrics. Image analysis of the fabric samples included

area measurement of yarn specimen, FFT and inverse FFT. Measurements of bending

resistance, thickness, air permeability, and weight were also implemented to interpret the

structural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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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깨끗하고 균일하기만 한 외관을 중요시하

던 예전과 달리 년대의 에콜로지 트1980 (ecology)

렌드 이후 자연주의 를 지나 최근에는 환(naturalism)

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해 경계하고 생태계를

회복시키려는 적극적 노력이 경주되는 세태에 힘입

어 에콜로지 지향적 트렌드가 더욱 부각되면서 보다

자연스럽고 어느 정도는 불균일하기도 한 친환경적

인 소재가 중요시되고 있다.4)

최근 감성공학은 산업디자인의 분야를 포함하여

다학제간 연구의 하나로 정착하고 있다 이는 인간.

의 감성과 심리적 생리적 반응과 상품의 제반 기술·

적인 요소와 연결시키는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

다 인간의 쾌적감과 조화감을 유발시키는 자극의.

패턴은 그 주파수의 역수와 관련이 있으며 또한 이,

는 만족감을 느끼는 개인의 뇌파 중 알파파와 유사

하다는 보고가 있다 즉 자극의 주파수 와 그 자극. (f)

의 는 의 관계가 있다고power spectrum density 1/f

보고하였다.5)

이와 같이 균일한 품질을 요구하는 제품뿐만 아니

라 개인의 감성을 적절히 자극하며 감성을 만족시키

는 새로운 소재의 등장이 요청되었고 이에 폴리에스

테르 등으로 이루어진 직물에서도 리넨 모시 등과,

같이 어느 정도 불균일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족

시키기 위한 제품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가.

잠견의 균일한 외관을 지닌 견직물뿐만 아니라 야잠

견의 독특한 자연스러운 외관이 나타나는 샨퉁을 사

용하는 경향도 자연주의의 한 특징이 되고 있다 면.

사를 사용한 직물도 슬럽사 등의 장식사(slub yarn)

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슬럽사,

와 같은 장식사에 있어서는 불균일한 외관과 이러한

의도적인 불균일성을 제조 공정상에서 유지하는 것

이 중요 인자가 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외관의 미.

적 상태와 품질의 항상성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즉 외관의 불균일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제어.

가능한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불균,

일한 슬럽 부위의 크기나 발생빈도를 적절히 유지하

여야 데님 등의 직물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힌

슬럽이 나타나게 된다.4)

천연섬유인 마직물은 통풍성이 우수하고 습기의

흡수력과 발산속도가 빠르며 재질적인 특성으로 촉

감이 깔깔하여 시원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내구

성이 크고 열전도율이 우수하여 여름철 청량소재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아마가 기계방적화가 이.

루어지면서 많이 사용되는 반면에 모시나 삼베는 수

작업에 의한 원사제조 및 전통적인 직기에 의한 생

산으로 비교적 수요량의 충족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기계방적을 하지 않은 직물은 불균일한 원사로

외관이 고르지 못할 수 있다.

합성섬유의 제조에 있어서도 기존의 균일한 외관

을 추구하는 경향과 별도로 이Thick-and-Thin Yarn

나 리넨 라이크 소재를 개발하는 경향과 같이 완벽-

히 정제된 인공적인 외관이 아닌 보다 자연스러운

외관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한 인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불균일한 외관과 구김은 삼베나 모시의 단점이기

도 하지만 자연주의를 표현해주는 청량감과 쾌적성

을 만족시키는 소재로서 직물의 외관과 질감 및 그

불균일성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을 통한 객관

적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삼베와 모시1.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삼베는 수의용

직물이라는 이미지와 값이 싼 중국산에 밀려 일반

의류용으로서는 상품성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뻣뻣.

하며 신축성이 부족하고 구김이 잘 가서 세탁 후 손

질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어 현대생활에 적합하지

못하여 합성섬유가 등장한 이후로 그 경쟁력이 점차

저하하게 되었다.

삼베의 품질은 좋은 베는 갓이 좋고 씨도 잘 매‘ ,

겨서 고른 것이다’ .5) 좋은 삼베는 일반적으로 곱고

야물게 짜진 것을 말하는데 삼베가 수의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새 수를 많이 넣어서 곱게 하지 않기 때

문에 좋은 품질의 삼베의 생산이 줄어들고 있다 삼.

베의 품질은 곱고 가늘기에 대한 비유로 매미날개‘

같다 했으며 특히 북포는 바리안베라 하여 가장’ , ‘ ’

최고품으로 여겼다.6)

모시는 전통적으로 잠자리날개와 같은 섬세한 것

을 상품으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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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넨과 네틀2. (Nettle)

리넨은 마섬유 중에서 의류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

하고 있으며 특히 서양복에서 사용되는 마섬유는,

대부분이 리넨이다 트렌드 경향이 내추럴화됨에 따.

라 리넨의 구김은 특유의 매력으로 여겨져 주름을,

극대화하는 표면효과를 부여하기도 한다.7)

심마 학명 로 불리는 쐐기풀섬(Nettle, Urtica dioica)

유는 북반구의 온대와 아열대 지역 특히 아시아 및,

유럽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아마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서 강변이나 습지대에서 군락을 이뤄 자라며

식물학적으로는 속 여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40 500

초본 교목으로 되어있다 쐐기풀은 특히 인도 북부지, .

역에서 자생하는 것은 키가 약 정도로 성장하기3m

도 한다.8) 아마나 면화 같은 일년생 종과는 달리 쐐

기풀은 다시 심기 전에 몇 년간 수확이 가능하다.

쐐기풀섬유 로는 기원 전 년 경(Nettle fiber) 4000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다고 하며 세기경 면화의16

등장으로 사용이 적어졌으나 실이 질겨 세기에는16

배의 돛이나 닻줄로도 사용되었고 주로 의류나 가,

방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왔다 특히 유럽에서는 나폴.

레옹의 군대와 차 대전 시 독일군의 제복으로 사1,2

용되었고 오스트리아군대도 면과 혼방하여 군복으,

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년대 후반에서. 1700

년대 초반 북미 지역에서는 초기 이주민들이1800

종종 쐐기풀을 실 새끼 및 옷감으로 이용했다는 기,

록이 있다 이주민들 중 많은 이들이 쐐기풀 옷감에.

익숙한데 왜냐하면 스코틀랜드와 스칸디나비아 국가

들에서는 쐐기풀은 흔한 직물이었기 때문이다.9)

일반적으로 환경친화적 섬유제품(environmentally

improved 이란 생산이나 제textile products: EITP)

조과정에서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생성하지 않거나,

사용과정 중이나 사용 후에 천연자원을 고갈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10) 네틀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이유는 생산에서 용수를 거의 필요치

않으며 살충제와 제초제를 정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하는 등 환경적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보호를.

위해 과학자들은 면을 대체할 식물을 찾았으며 최근

몇 년간 와 같은 조직들이 환경 친화적EU, IENICA

인 섬유를 개발하도록 자금을 투자하여 마 아마 특,

히 쐐기풀이 주목을 받고있다.

실 험.Ⅱ

시험포1.

모시와 삼베 리넨은 동대문전문상가에서 구입한,

것을 사용하였다 네틀은 네팔에서 채취한. Giant

로 에서 개발한 시료를 사용하였고Nettle OCTANS ,

폴리에스테르 직물은 균일한 외관을 보여줄 수 있는

합성섬유 직물의 하나로서 선택한 것으로 이 중 극

세사 폴리에스테르 직물을 택하여 비교 실험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모시와 삼베의 상 중 하, ,

기준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구분하였고 대체로,

직물외관이 균일하고 깨끗하며 부드러우며 밀도가

높은 것을 해당 소재군 중의 상 중 하 기준으로 하- -

였다.

기본물성 분석2.

직물의 단위면적 당 중량 두께 밀도를 측정하였, ,

다.

화상의 획득 및 분석3.

직물의 외관을 평가하기 위해 스캐너를 사용하여

로 스캔하여 를 이용1,200dpi ImageJ(NIH, U.S.A.)

하여 이미지 분석 후 외관의 균일성을 측정하였

다.11,12) 획득한 는 이Image size 3,307x3,307 pixels

었다 이를 다시 화상처리과정을 거쳐. 2,048x 2,048

로 변경한 후 를 시행하였다FFT .<Fig. 1>

실의 중량과 외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 중 리넨의 경사를 채취하여 경사 각각의 중량

을 측정하고 각 경사를 스캔한 후 ImageJ(National

를 이용하여 면적을 화소Institute of Health, USA)

값으로 변환하였다(pixel) .

푸리에 변환 은 프랑스의 수학(Fourier Transform)

자 의 인명에서 유래한 것으로 임의의 주기Fourier ‘

함수는 삼각함수의 합으로 표시된다는 개념에서 출’

발하였다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하여 획득된 데이터.

에 대해 적용한 푸리에 변환수법을 이산적 푸리에

변환 이라고 부른(DFT, Discrete Fourier Transform)

다 고속 푸리에 변환. (FFT, Fast Fourier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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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산적 푸리에 변환식을 고속으로 구한 것이다.

직물의 화상과 같은 이차원의 이산적인 신호

   에 대해서도 차원 신호와 같이 이산적 푸1

리에 변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Image

⇩
Rotate

⇩
Arbitrary_Rotation

⇩
8 bit conversion

⇩
Selection

⇩
Specify ROI

⇩
Crop

⇩
FFT - Inverse FFT

<Fig. 1> Image analysis flow diagram using

Image J (NIH, U.S.A.)

    
 




 



  
 




단,      

    

직물을 제직할 때 경사에 비해 위사는 종종 직물

에서 호를 형성하는 등 공정의 제반 요인에 의해 균

일한 배열을 이루기 어려우므로 본 실험에서는 경사

배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처리한 직물화상의. FFT

중앙부위에 일정한 폭으로 을 시행하고 이를filtering

처리하여 경사방향의 상태를 재구성하였다Inverse FFT .

직물의 굽힘저항력 측정4.

직물의 굽힘저항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정밀Load

이 장착된 굽힘시험기를 이용하여 굽힘저항력을Cell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은 의 분해능. Load Cell 16bit

을 가진 변환기에 접속해 데이터를 저장하고A/D

분석하였다 유연한 시료의 경우 획득한 굽힘저항력.

값은 신호의 잡음이 많으므로 실험에 사용된 각 시

료의 굽힘저항력 값에 대해 동일한 평균필터를 적용

하여 분석하였다.

공기투과도 측정5.

공기투과도 시험기(Textest, Model FX 3300,

를 사용하였으며 측정치 단위는Switzerland) / /s㎤ ㎠

이다.

결과 및 고찰.Ⅲ

기본특성의 분석1.

시료의 중량과 두께 밀도는 과 같다, <Table 1> .

원사의 균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료의 경사 중

량 길이 단위 을 측정하고 평균 표준편( 15cm, mg) ,

차 값을 계산하였다 삼베, CV% .<Table 2> (sample

의 경우 표준편차가 각기 로1,2,3) 7.91, 7.26, 2.79

나타나고 있으며 육안으로 불균일함이 뚜렷이 인지,

되는 삼베 하 의 경우 가장 표준편차 값- (sample 1)

이 높게 나타나 균일성의 차이가 인지되고 있으며,

에서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경향인 것으로 판CV%

단된다 의 순서.(48.9, 29.4, 33.6 )

모시의 경우 육안으로 비교적 불균일함이 쉽게 인

지되는 모시 하의 경우 표준편차는 이고 중과- 2.38

상의 경우 로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2.01, 1.82 .

또한 값도 각기 로서 불균일의CV% 46.7, 37.2, 32.8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삼베와 모시 시료들의 경우 외관이 불균일할수록,

표준편차 값이 높게 나타나서 실의 균일성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넨 은 값이 으로 삼베나 모sample 7( ) CV% 14.0

시에 비해 균일한 편이며 네틀 은, sample 8( ) CV%

값이 로 삼베나 모시보다 균일하나 리넨보다 약19.9

간 불균일한 편으로 나타났다 이들 방적사 직물은.

천연적인 필라멘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삼베나 모

시에 비해 방적공정을 통해 균일성이 부여되었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폴리에스테르 극세. sample 9(

사 직물 은 그 균일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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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fabric specimens.

sample Weight Thickness, mm Ends/inch Picks/inch
Denier

(warp)

1. Hemp-C 3.91 0.54 26 18 900

2. Hemp-B 4.87 0.44 19 18 1,320

3. Hemp-A 3.35 0.30 34 30 360

4. Ramie-C 2.32 0.26 42 30 300

5. Ramie-B 2.60 0.37 42 31 300

6. Ramie-A 2.51 0.31 42 35 360

7. Linen 5.60 0.44 44 31 660

8. Nettle 6.65 0.66 45 30 840

9. Polyester 2.37 0.17 153 97 120

<Table 2>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CV% of yarn weight

sample Average Weight of Warps standard deviation CV(%)

1. Hemp-C 16.20 7.91 48.9

2. Hemp-B 24.70 7.26 29.4

3. Hemp-A 8.30 2.79 33.6

4. Ramie-C 5.10 2.38 46.7

5. Ramie-B 5.40 2.01 37.2

6. Ramie-A 5.55 1.82 32.8

7. Linen 11.43 1.59 14.0

8. Nettle 13.85 2.76 19.9

9. Polyester 1.53 0.10 6.7

<Fig. 2> a. Scanned image of the linen, Sample 7 b. Contour of each yarn of the linen, Sample 7.

화상 분석결과2.

는 시료 리넨 에서 서로 인접한<Fig. 2 a, b> 7( )

실을 채취하여 획득한 화상과 의ImageJ Threshold

기능을 사용한 후 이를 기능으로Analyze-Particles

개개의 면적을 구한 외곽선의 표현이다 이 원사 시.

료 각각의 중량과 값은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pixel .

중량과 픽셀값의 상관계수는 으로 어느 정도 상0.63

관성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채취한 경사의.<F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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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현상이 원형인 경우에는 경사 중량과 화상분석에

의한 경사의 면적 간에는 양호한 산관계수가 획득 될

것이나 본 실험에 사용한, 경사의 경우 단면의 형태

는 원형에서 벗어나 비교적 편평한 상태로 되어 있

으며 스캐너를 사용하여 화상을 획득할 때 시료상태

의 제어가 어려워 분석한 상관계수가 높게Torque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직물의 분석 및3. FFT Inverse FFT

직물의 구성원사를 처리 및 처리FFT Inverse FFT

하여 와 에 나타내었다<Fig. 4-1~9> <Fig.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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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rrelation between area(pixel) and weight of yarns, sample 7.

<Fig. 4-1> Sample No.1 Hemp-C

은 화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와sample 1 sample 2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는 경사가 본 씩 그룹을 형2

성하고 불규칙한 간격으로 성기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는 굵은 경사가 실 간. sample 2

의 간격이 작게 배치되어 있다 은 더욱. sample 3

섬세한 경사가 치밀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는 극히 섬세한 원사로 구성되어. sample 9

스캐닝 조건인 에서 원사1200dpi(1mm=47pixels)

한 가닥에 해당되는 화소수가 다른 시료에 비해 적

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운 조건이나

수직 및 수평 양 방향으로 단주기성이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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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Sample No.2 Hemp-B

<Fig. 4-3> Sample No.3 Hemp-A

<Fig. 4-4> Sample No.4 Rami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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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Sample No.5 Ramie-B

<Fig. 4-6> Sample No.6 Ramie-A

<Fig. 4-7> Sample No.7 Li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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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Sample No.8 Nettle

<Fig. 4-9> Sample No.9 Polyester

에 나타난 의 화상은<Fig. 5-1~6> Inverse FFT

경사방향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표시하고 있다.

의 경우 제직과정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sample 1

판단되는 경사 올 씩이 배치양상이 뚜렷하며 또한2

직물이 성기게 보이는 것과 비교적 불균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의 경우에는 에 비해 경사가 굵고 실sample 2 1

사이의 간격은 비교적 좁고 전체적으로 촘촘하게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경우 삼베 대비. sample 5

보다 치밀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ample

에 비해 은 본의 경사가 인접해 있는 것7 sample 8 2

으로 보이는데 이는 의 제직상태가 조sample 8 2x1

직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 sample 9

경우 극히 치밀한 상태의 배열이 쉽게 인지되는데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실 본1

당의 스캐닝 정밀도를 높여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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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Inverse FFT of Sample 1. <Fig. 5-2> Inverse FFT of Sample 2.

<Fig. 5-3> Inverse FFT of Sample 5. <Fig. 5-4> Inverse FFT of Sample 7

<Fig. 5-5> Inverse FFT of Sample 8 <Fig. 5-6> Inverse FFT of Samp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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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힘저항력 분석4.

굽힘저항력을 측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섬유자체

특성이 뻣뻣하고 방적하지 않은 삼베나 모시의 경우

굽힘저항력이 높게 나타났다 같은 섬유일 경우 밀.

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삼베하품인 경우에.

실의 굵기가 불균일하고 가 낮은 편이다Denier .

삼베 과 모시 이 채sample 1, 2, 3( ) sample 4,5,6( )

취된 필라멘트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제직된 것에

비해 단섬유화한 후 방적사로 변화된 리sample 7(

넨 과 네틀 은 굽힘저항력이 각기) sample 8( ) 5.57gf

와 로서 현저히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삼7.34gf .

베시료 중 구성사의 데니어가 데니어에 달하는1,320

는 가장 높은 의 굽힘저항력을 보sample 2 103.02gf

이고 있다 즉 가장 빳빳한 느낌을 주는 시료라 할.

수 있다 은 경사의 데니어가. sample 1(73.17gf) 2

번에 비해 낮으며 또한 굵은 경사와 가는 경사들이

상당히 불균일하게 제직된 상태임이 화상에서도 나

타나고 있다 폴리에스테르 는 로서. sample 9( ) 1.08gf

가장 낮은 굽힘저항력을 나타내고 있다 즉 가장 부.

드러운 느낌을 주는 시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굽힘저항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삼베

나 모시 시료들은 빳빳하고 거친 느낌을 주게 되는

데 특히 외관의 균일성이 낮은 경우 불균일함의 요

소가 부가적으로 인지된다 삼베나 모시의 빳빳한.

수준을 어느 정도 조절함에 의해 적절한 수준의 자

연스러운 감각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 > Bending Resistance of Fabric Samples

Sample
Bending

Resistance, gf

1. Hemp-C 73.17

2. Hemp-B 103.02

3. Hemp-A 35.52

4. Ramie-C 35.28

5. Ramie-B 85.56

6. Ramie-A 63.36

7. Linen 5.57

8. Nettle 7.34

9. Polyester 1.08

공기투과도 측정5.

시료의 공기투과도를 측정한 결과 와<Table 4>

같았다 직물의 외관이 불균일할수록 공기투과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직물이 가장 성기게 보.

이는 의 경우 공기투과도 값은sample 1 481 / /s㎤ ㎠

에 달하고 있으며 와 은 각기 과sample 2 3 137.67

을 나타내고 있다 즉 보다 치밀해 보이는219.00 .

와 이 대비 공기투과도가 높은sample 2 3 sample 1

것을 알 수 있다 시료 리넨 의 경우 시료 네틀. 7( ) 8( )

대비 공기투과도가 낮으며 시료 폴리에스테르 극, 9(

세사직물 는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극히 치밀한 조)

직인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 Air Permeability of Fabric Samples

Sample Air permeaility

1. Hemp-C 481.00

2. Hemp-B 137.67

3. Hemp-A 219.00

4. Ramie-C 220.67

5. Ramie-B 173.67

6. Ramie-A 237.33

7. Linen 40.00

8. Nettle 54.80

9. Polyester 0.21

결 론.Ⅳ

본 연구는 에콜로지 트렌드의 패션과 자연주의

의 경향에 따라 사용되는 소재들의 외(Naturalism)

관의 균일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

각적으로 보이는 외관과 실제 측정을 통하여 나타나

는 측정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합성.

섬유의 제조에 있어서도 기존의 균일한 외관을 추구

하는 경향과 별도로 이나 리넨Thick-and-Thin Yarn

라이크 소재를 개발하는 경향과 같이 완벽히 정제된

인공적인 외관이 아닌 보다 자연스러운 외관을 유지

하는 것은 중요한 한 인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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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외관의 특징에서 원사 중량의 표준편차가1.

클수록 직물외관은 불균일한 경향을 나타냄을 확인

하였다 표준편차가 과도한 경우 공정상 문제를 유.

발할 수 있으나 자연적인 불균일성을 나타낼 수 있

는 변동값의 범위를 트렌드에 맞추어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원사와 직물의 외관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2.

의 중량과 화상분석에 의한 면적의 화소값의 상관계

수를 알아본 결과 어느 정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였다 및 기법의 적용에 의해 실의. FFT Inverse FFT

굵기와 배열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자료로

외관정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콜.

로지 트렌드에 적절한 수준의 불균일성 부여 혹은

균일성 부여를 위해 사용 소재의 굵기 굵기의 불균,

제도 직물 상의 배열방법 등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시료의 굽힘저항력은 섬유자체의 특성과 방적3.

공정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요구.

되는 적절한 수준의 굽힘저항력이 부여되도록 유연

성 부여가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에콜로지 트렌드에서 요구되는 청량쾌적성과4.

관련되는 직물시료의 공기투과도는 본 실험에 사용

된 시료군에 대해서는 외관이 불균일할수록 크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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