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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의 자망 그물감은 1980년대 들어 주로 멀티필라

멘트에서 모노필라멘트로 대체되었으며, 기계 편망 및

열처리 공정을 거쳐 제조되고 있다. 모노필라멘트는 용

융 방사기의 방사노즐을 통해 30－50 여 가닥의 실이 냉

각조로 압출된 후 연신 및 이완 과정 (relax zone)을 거쳐

각각의 보빈에 1가닥씩 감겨진다. 편망은 윗실 (보빈에

감겨져 있는 실)과 속실 (문전에 감겨져 있는 실) 각각 1

가닥씩 일정한 길이로 방출되면서 이중매듭이 만들어

지며, 각각의 그물코의 크기는 일정하게 만들어진다. 편

망된 그물감은 통상 부풀음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편망

공정에서 속실은 꼬임이 없이 방출되는 반면 윗실이

2－3 회전하면서 방출된 후 매듭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편망된 그물감에 대해 그물코의 크기를 균일

하게 하면서 그물감의 부풀음을 없애기 위하여 폭 방향

으로 그물코가 직선이 되도록 당겨서 고정시켜 고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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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lling of the heat-treated netting for gillnet was estimated through the netting height in square acrylic tank. Experimental

Nylon netting and PBSAT netting were heat-treated by using the high-degree vacuum method in hot water after net making.

Heat-treatment temperatures were conducted with Nylon netting 105。C and PBSAT netting 62。C, 65。C, 66。C, 67。C. The

swelling measurement method of a netting using the square tank was capable of the reduction measurement errors comparing

with measurement methods of a mesh inner angle and the shortening rate of a mesh size. In addition, this method was available

to comparison evaluation for each netting more easily. Wet type heat-treatment apparatus with high-degree vacuum was shown

higher 7∼8。C inner side temperature than a setting temperature. The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of Nylon netting and

PBSAT netting were shown higher wet condition than dry condition. The tensile strengths of PBSAT monofilaments in dry and

wet condition were sharply decreased at heat-treatment temp. 75。C than heat-treatment temp. 74。C

Keywords : Polybutylene succinate, PBS, Heat-treatment, Physical properties

ISSN 1225-827X (Print)

ISSN 2287-4623 (Online)

J Kor Soc Fish Technol, 50 (3), 274－283, 2014

http://dx.doi.org/10.3796/KSFT.2014.50.3.274

*Corresponding author: swp4283@nfrdi.go.kr,  Tel:82-51-720-2560,  Fax:82-51-720-2586

< Original Article>



또는 저진공 습식방식으로 열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1980년대의 나일론 모노필라멘트 그물감의 열

처리 공정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자망은 대상종에 따라 그물코의 크기, 가로와 세로 방

향의 그물 콧수, 그물실의 재질과 굵기, 색상 등이 서로

다르나 어획성능은 백색계통이면서 멀티필라멘트

(multifilament) 보다 모노필라멘트 (monofilament)가 좋

으며, 모노필라멘트의 굵기는 가늘수록 우수하다고 보

고되고 있다 (Thomas et al., 2003; Machiels et al., 1994;

Njoku, 1991; Tweddle and Bodington, 1988; Koike, 1958;

Koike et al., 1958). 또한, 근래에 들어 유령어업을 저감

시키기 위해 나일론 대체 재료로써 PBS (polybutylene

succinate), PBS/PBAT 블랜드 및 PBS 공중합체가 개발

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모노필라멘트의 물성 및 어획

성능 평가 (Park et al., 2013; An et al., 2013; Bae et al.,

2013; Park and Kim, 2012; Bae et al., 2012; Kim et al., 2012;

Park et al, 2010; Park and Bae, 2008; Park et al, 2007)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열처리된 그물감의

부풀음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자망 어업인들은 한정된 어선의 갑판에 어구를 적재

하여 입·출항하며 또한 해상에서 투·양망하기 때문

에 가능한 그물감이 부풀지 않아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

기 위해서는 그물감을 편망한 후 열처리의 온도와 시간

이 중요하다. 열처리 시간은 그물감의 생산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가능한 짧게 하는 것이 좋으나 너무 짧

으면 열처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열처리 온도가

높으면 강도가 약해져서 그물감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

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편망업계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융점

(melting point)이 215。C인 나일론 모노필라멘트 그물감

을 열처리하던 오랜 경험에 의존하여 융점이 115。C인

PBS 그물감을 종래의 방식으로 열처리를 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열처리된 PBS 그물감은 나일론 그물감보다 부

풀음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편망업계에서

는 그물감의 부풀음에 관해 관능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품질 개

선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연구에서는열처리된자망그물감의부풀음을그물

코의 내각과 그물코 길이의 단축률로 측정하였으며, 편

망업계에서 그물감의 부풀음을 보다 편리하게 비교 평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사각수조 (50cm×

10cm ×15cm, L×B×D)를 제작하여 그물감의 높이를 측

정하여 사각수조의 활용 가능성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또한 열처리 온도에 따른 그물감의 부풀음과 파단강도

및 신장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방사, 편망 및 열처리

모노필라멘트 방사에 사용된 수지는 Nylon 6와 PBS

공중합체 (copolymer) 2종이다. Nylon 6 모노필라멘트는

광주어망에서 polyamide 수지로 방사되었으며, PBS 공

중합체는 ㈜에스엔폴에서 1,4 butandiol 50% / succinic

acid 45% / adipic acid 2.5% / dimethly terephthalate (2.5%)

를 중합하여 제조된 PBSAT로 비중 1.25, 융점 100.6。C

이다 . 방사된 모노피라멘트의 직경은 모두 0.285±

0.01m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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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high pressure steam heat treatment machine for fishing net (left : net setting, right : in heating). 



그물감은 광주어망에서 모두 이중매듭으로 기계 편

망되었으며, 그물코 내경은 51mm, 그물감의 가로, 세로

콧수는 각각 1,050코, 300코이다. 편망된 그물감은 Fig.

1과 같이 고진공 습식 열처리기 (12m×1.2m, L×B)로

하였으며, 수증기는 열처리기의 배럴 중앙 6m지점의 하

부에서 측면으로 토출되며, 수증기 온도 100。C, 수증기

압력 0.4 kg/cm2였다. 그물감을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

는 그물 받침판 위의 좌·우 양 끝단에 부착되어 있으

며, 한쪽 끝은 고정된 반면 다른 한쪽은 열처리 중 초기

설정된 장력 값에 따라 변동하는 장력 제어 방식이다.

시료별 열처리 온도 및 시간은 Table 1과 같다. 열처리

시간은 설정온도와 수증기 토출 시간을 고려하여 10－

15분으로 하였다. 그물감은 열처리 받침판에 그물감을

1/2 (525코×300코)로 접어서 양쪽 끝단의 지지대에 고

정시킨 후 배럴을 닫아서 각 시료별로 1폭씩 열처리를

하였다. 지지대에 고정시킨 그물감의 초기 장력은 25

kgf 였으며, 배럴의 내부의 초기 온도는 60。C였으며, 온

도센서는 배럴 중앙의 상부에 부착되었다. 배럴은 내부

온도는 수증기에 의해 설정온도보다 상승하기 때문에

열처리온도의 기준은 설정온도별 배럴 내부의 최고온

도를 기준으로하여 분석하였다.

그물감의 부풀음 측정

그물감은 Fig. 2와 같이 편망, 열처리되며, 그물코는 4

개의 발 (b, leg)과 4개의 매듭 (k, knot)이 연속으로 이루

어지며, 1개의 그물코는 길이가 동일한 2개의 발과 1개

의 매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열처리된 그물감에서 1개

의 그물코가 형성되도록 사단하면 Fig 2 (B)와 같이 4개

의 매듭과 4개의 발로 구성되며, 폭 방향의 매듭을 기준

으로 2개의 발 사이의 내각 (q)은 Fig 2 (C)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Fig. 2 (B)에서 그물코의 다리가 직선이 되도록 장력을

주었을 때의 그물코의 뻗친 길이를 m, 장력을 주지 않고

평면 위에 올려놓았을 때의 그물코의 뻗친 길이를 m′라

하면 단축률 (H)는 식 (1)로 표현할 수 있다. 

(m－m′)
H〓_________×100 (1)

m

H 값이 0이 되면 그물코의 길이가 직선으로 펼쳐져 그

물감의 부풀음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그 값보다 크면

그물코 또는 발이 휘어져 그물감의 부풀음 현상이 발생

하게 된다. 또한, Fig. 2 (B)와 같이 폭 방향의 매듭을 기

점으로 2개의 발 사이의 내각 값이 클수록 발의 휘어짐

이 커져 그물감의 부풀음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H 값

및 q 값은 그물감의 부풀음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Fig. 2 (A) 및 Fig. 2 (B)와 같이 그물코

를 사단하여 측정한 후 H 값과 q 값으로 그물감의 부풀

음을 계산하였다. 

Fig. 2 (A) 및 Fig. 2 (B)에서 m, m′및 q값은 광학현미

경 (SV-35, Sometech)을 9.7배로 확대하여 각각 20개의

시료를 측정하였다. m 값은 그물코가 직선이 되도록 장

력을 주어 측정하였으며, m′값은 장력을 주지 않고 원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q 값은 그물코에 장력을 주지 않

고 매듭을 중심으로 각각의 발 길이의 1/2지점을 기점으

로 내각을 측정하였다. 

또한, 그물감의 부풀음은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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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eat-treatment conditions of five kinds of fishing nets used in this study

Item Material
Temperature (。C) Time

(sec)

Steam injection

time (sec)

Diameter of

steam pipe (mm)Setting Maximum

A

B

C

D

E

Nylon

PBSAT

PBSAT

PBSAT

PBSAT 

105

62

65

66

67

113

70

73

74

75

600

900

600

900

1,200

300

180

220

180

240

25

15

15

15

15

Fig. 2. The each part terms and net-making of fishing net (k : knot,

b : leg, m : mesh). (A) : measuring the length of mesh size (B) meas-

uring the angle between the leg and the leg. 



사각수조 (50cm× 10cm ×15cm, L×B×D)를 제작하여

측정하였다. 시료는 그물코의 크기가 51mm인 그물감

(1,050코 × 300코, L×D)의 중간부분을 길이 48cm (9

코×300코, L×D)되게 절단하였다. 측정은 사각수조에

시료를 넣고 그 위에 중량 300g의 사각판 (48cm×8cm×

1cm, L×B×D)을 24시간 동안 올려놓은 다음 이를 회수

하여 수조 길이 5cm마다 전·후면에서의 그물감의 높

이를 측정하였다. 실험은 시료마다 10회씩 측정하여 평

균하였다. 

그물감의 건시 및 습시의 파단강도 및 신장률은 정속

인장식 장력계 (Instron 4204 ,USA)를 이용하여 KS K

0412 (2005) 시험법으로 측정하였다. 실험시의 실내온

도는 20±2。C, 상대습도는 65±2%였으며, 습시의 실험

은 시료를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증류수에 침지한 후 측

정하였다. 시료의 인장시험은 클램프 간격 400mm, 인장

속도

400mm/min로 하였다. 측정은 각 시료마다 20회씩 측

정하여 평균하였으며, 강도와 신장률은 파단점에서의

값으로 하였다. 

결    과 
열처리 온도 62。C, 65。C 및 67。C를 각각 15분으로 설

정하여 그물감을 고진공 습식으로 열처리 할 때의 열처

리기 내부의 온도변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에

서 설정온도 62。C, 65。C 및 67。C에서 배럴 내부의 최고

온도는 각각 70。C, 73。C 및 75。C까지 상승하였으며, 배

럴 내부 온도 65。C까지는 모두 10초 간격으로 1。C씩 상

승하였다. 설정온도 62。C, 65。C 및 67。C에서 배럴 내부

의 초기 온도는 각각 58。C, 61。C 및 63。C였으며, 이 때

최고 온도 70。C, 73。C 및 75。C까지 상승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각각 4분 40초, 4분 20초 및 4분이 소요되었다.

고진공 습식 열처리기는 설정온도보다 7∼8。C상승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처리 온도에 따른 나일론 모노필라멘트 1종과

PBSAT 모노필라멘트 4종에 대해 무 장력 상태에서 그

물코의 매듭을 기점으로 폭 방향으로 그물코의 내각, 그

물코의 인장 길이에 대한 단축률 및 사각수조에서의 그

물감의 높이를 각각 Fig. 5－7에 나타내었다. 

Fig. 5－7에서 최고 온도 113。C에서 열처리된 나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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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of a device for measuring the height of

fishing net.

Fig. 4.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and temperature in accor-

dance to the setting temperature of the high steam heat treatment

machine.

Fig. 5. Changes of the mesh angle at different

Fig. 6. Changes of the shorted ratio at maximum heating tempera-

tures. different maximum heating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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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필라멘트 그물감에서 그물코의 내각, 그물코 길이

의 단축률 및 그물감의 높이는 각각 9±3.3。, 2.2±0.5%,

19.4±0.36mm였다. 최고 온도 70。C, 73。C, 74。C 및 75。

C에서 열처리된 PBSAT 모노필라멘트의 내각은 각각

36.3±7.1。, 31.4±4.4。, 30.5±5.9。및 28.4±3.6。였으며,

단축률은 각각 4.4±1.3%, 4.1±0.8%, 3.5±0.8, 3.3±1.4%

였고 , 그물감의 높이는 각각 46.5±1.13mm, 33.2±

0.79mm, 31.7±1.22mm, 28.7±0.65mm로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그물코 사이의 내각, 단축률 및 그물감의 높이

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물코의 발의 길이를 L, 발과 발 사이의 내각을 q라

할 때, 그물코의 높이 비율 (H)와 그물코 길이의 단축률

(L′)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2) 및 (3)으로 표현된다.

q
H〓((Lsin 

____×2)/2L)×100 (2)
2

q
L′〓(2L－(Lcos 

____×2))/2L×100 (3)
2

식 (2), (3)을 이용하여 각 온도별 그물코의 내각에 따른

그물코의 높이 비율과 그물코 길이의 단축률에 대한 계

산값 및 실측값을 비교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서실측값과계산값에대한그물코의높이비율

및 그물코의 길이의 단축률 차이는 각각 4.2－11.6%, 0－

1.9%로 전자보다 후자의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그물코에서 가로 방향의 성형률과 주름률을 각각 X,

X′, 세로방향의 성형률과 주름률을 각각 Y, Y′라 할 때,

이들 관계는 식 (4) 및 식 (5)로 표현된다.

X 2 + Y 2〓1 (4)

X〓100－X′ (5)

식 (2)는 그물코의 세로방향의 성형률이며, 식 (3)과

식 (5)에서 가로 방향의 성형률은 식 (6)으로 표현된다.

X〓100－L′ (6)

식 (4)와 식 (6)에서 그물코의 내각에 따른 계산값과

실측값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에서 그물코의

내각에 따른 계산값은 식 (4)와 같이 모두 1로 나타났다.

그물감의 부풀음을 측정하기 위해 그물코의 내각, 단축

률 및 사각수조에서의 그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서의 실측값은 그물코의 내각 36.3。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식 (4)와 같이 1로 나타났다. 그물코의 내각이 36.3。

인 경우는 측정오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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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nges of the height of net at different maximum heating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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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calculated value and measuremented value with the various mesh angle

X : hanging ratio of horizontal direction, Y : hanging ratio of vertical direction.

Angle (q)
Calculated value Measuremented value

X Y X2 + Y2 X Y X2 + Y2

9.0

28.4

30.5

31.4

36.3

0.997

0.969

0.965

0.963

0.950

0.078

0.245

0.263

0.271

0.312

1.00

1.00

1.00

1.00

1.00

0.978

0.967

0.965

0.959

0.956

0.194

0.287

0.317

0.331

0.464

1.02

1.05

1.07

1.07

1.17

Table 2. Comparison of the calculated and Measured value in mesh height and length according to mesh angle

C : Calculated value, M : Measured value. 

Item
Length of

bar (mm)

Length of

mesh (mm)
Angle (q)

Height ratio (H, %) Shorted ratio (L, %) 

C M M－C C M M－C

A

B

C

D

E

25.5

25.5

25.5

25.5

25.5

51.0

51.0

51.0

51.0

51.0

9.0

36.3

31.4

30.5

28.4

7.8

31.2

27.1

26.3

24.5

19.4

46.5

33.2

31.7

28.7

11.6

15.3

6.1

5.4

4.2

0.3

5.0

3.7

3.5

3.1

2.2

4.4

4.1

3.5

3.3

1.9

0.6

0.4

0

0.2



그물감의 부풀음을 그물코의 내각, 그물코 길이의 단

축률 및 사각수조에서의 그물감의 높이의 평균값에 대

한 편차 비율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에서 3가

지 측정방법에 대한 오차 비율은 내각 21.2%, 단축률

27.4%, 사각수조 2.6%로 측정 오차 비율은 내각과 단축

률에서 비교적 높았던 반면 사각수조 측정에서 2.6%로

적게 나타났다.

열처리 온도에 따른 발 사이의 내각, 단축률 및 그물

감의 높이를 분산분석 (analysis of various; ANOVA)으로

검정한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에서 5% 유

의수준에서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이

를 다시 세분하여 Turkey test로 검정한 결과, F (0.05, 76,

4)값은 3.727였다. 발 사이의 내각은 설정 온도 62。C와

65。C, 62。C와 66。C, 62。C와 67。C에서 유의한 차이가 인

정되었으며, 그 외의 구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그물코의 단축률은 설정온도 62。C와 67。C에

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으며, 그 외의 구간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물감의 높이는 설정온

도 모든 구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나일론과 PBSAT 모노필라멘트 그물감의 열처리 온

도에 따른 그물코의 형상을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8에서 최고온도 113。C에서 열처리된 나일론 모

노필라멘트 그물감의 그물코는 매듭을 중심으로 발이

직선에 가까운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PBSAT 모노필라

멘트 그물코의 발은 볼록하게 나온 타원형 형상을 나타

내었다. 이러한 형상은 열처리 온도가 낮을수록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직경 0.285mm의 나일론 모노필라멘트와 PBSAT 모

노필라멘트 그물실을 이용하여 2중 매듭으로 기계 편망

한 후 열처리 온도에 따른 건, 습시의 파단 강도와 신장

률을 각각 Fig. 9 및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9에서

113。C에서 열처리된 나일론 모노필라멘트 건시 및 습

시의 파단 강도는 각각 30.8 kgf/㎟, 32.4 kgf/㎟ 였으며,

열처리 온도에 따른 PBSAT 모노필라멘트의 건시의 파

단강도는 70。C에서 22.7 kgf/㎟, 73。C에서 22.0 kgf/㎟,

74。C에서 21.8 kgf/㎟, 75。C에서 17.2 kgf/㎟으로 열처리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파단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습시의 파단강도는 건시보다 0.4－1.2 kgf/㎟

높게 나타났다. Fig. 10에서 113。C에서 열처리된 나일론

모노필라멘트 건시 및 습시의 신장률은 각각 30.7%,

32.3%였으며, 열처리 온도에 따른 PBSAT 모노필라멘

트의 건시의 신장률은 70。C에서 24.5%, 73。C에서

24.7%, 74。C에서 24.5%, 75。C에서 20.0%로 온도 70－

74。C에서 신장률 차이가 거의 없었던 반면 온도 75。C에

서의 신장률은 온도 74。C보다 4.5% 감소하였다. 습시의

나일론 및 PBSAT의 신장률은 건시보다 각각 1.6%,

4.9－7.0%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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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ratio of standard deviation against measurement value with the three kinds measurement methods

M : Mean, S : Standard deviation.

Angle (q) Shorted ratio (%) Height ratio (%)

M S S/M(%) M S S/M(%) M S S/M(%)

9.0

28.4

30.5

31.4

36.3

3.3

4.6

5.9

4.4

7.1

36.7

6.2

19.3

14.0

19.6

2.2

3.3

3.5

4.1

4.4

0.5

1.4

0.8

0.8

1.3

22.7

42.4

22.9

19.5

29.5

19.4

28.7

31.7

33.2

46.5

0.4

0.7

1.2

0.8

1.1

1.9

2.3

3.8

2.4

2.4

Mean 21.2 27.4 2.6

Table 5. F-values of T-test for angle of mesh (AM), shortened ratio of mesh length (SM) and height of net (HN) on the PBSAT monofilament

nets at different heat setting temperatures

Comparison AM SM HN

B vs C

B vs D

B vs E

C vs D

C vs E

D vs E

4.15

4.57

6.21

0.42

2.06

1.64

1.31

3.71

4.64

2.40

3.34

0.93

50.26

55.72

66.66

5.46

16.40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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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shapes of the mesh at different maximum heating treatment temperature. a1-a3 : nylon (113
。
C), b1-b3 : PBSAT (70

。
C), c1-c3 :

PBSAT (73
。
C), d1-d3 : PBSAT (74

。
C), e1-e3 : PBSAT (75

。
C).



고    찰
나일론 모노필라멘트 자망 그물감은 주로 온도 110。C

의 전후에서 10－20분간 습식으로 열처리되고 있다. 나

일론 모노필라멘트의 열처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

작하여 현재에 이르기 때문에 그 숙련도가 높고, 나일론

의 용융온도가 215。C로 높기 때문에 열처리 상태가 매

우 좋은 실정이다. 그러나 생분해성 PBS (poybutylene

succinate) 모노필라멘트 그물감은 2007년도부터 연간

500여톤씩 소량 생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 이력이

짧아 열처리의 숙련도가 낮으며, 용융온도가 115。C로

낮다 (Park and Kim, 2012). PBSAT 모노필라멘트는 PBS

또는 PBS/PBAT 블랜딩 수지로 방사된 모노필라멘트의

유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조된 공중합체 (copoly-

mer)로 용융 온도가 100.6。C이며, 이는 PBS보다 약 15。

C 낮다 (Kim et al., 2014). 이에 따라 PBS 또는 PBSAT 모

노필라멘트 그물감의 열처리는 나일론 그물감보다 온

도와 시간 제어가 중요한 요소이다. PBS 또는 PBSAT 모

노필라멘트로 그물감을 생산하는 제망 업계에서는 고

진공 또는 저진공 습식으로 열처리를 하고 있으나 열처

리 온도와 시간이 서로 달라 열처리된 그물감의 부풀음,

강도 및 신장률의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그물감의 부풀

음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열처리된 모노필라멘트 자망

그물감의 부풀음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써 사각수

조 이용 방법을 제안 및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부가적으로 고진공 습식 열처리기의 온도 변화 및 열처

리 온도에 따른 PBSAT 모노필라멘트의 강도와 신장률

의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 이를 위해 직경

0.285mm의 나일론과 PBSAT 모노필라멘트로 그물감을

편망하여 고진공 습식으로 열처리를 하였다. 나일론 그

물감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조건으로 열처

리를 하였으며, PBSAT 그물감의 열처리 설정온도와 시

간은 각각 62－67。C, 600－1,200초로 설정하여 수행하

였다. 열처리된 그물감의 부풀음은 그물코의 내각, 그물

코 길이의 단축률 및 사각수조 (50cm× 10cm ×15cm,

L×B×D)를 제작하여 측정하였다.

그물감은 식 (4)와 같이 그 값이 1이면 그물코가 주름

없이 펼쳐진 상태이며, 그 값이 1보다 크거나 작으면 움

살이 발생하게 되고, 그물감을 펼쳐 놓으면 부풀음 현상

이 발생하게 된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열처리된 그물감

의 부풀음을 살펴보면, 열처리 온도에 따른 5종의 그물

코 내각은 각각 9。, 28.4。, 30.5。, 31.4。및 36.3。였다. 이 조

건에서 식 (2), 식 (3)을 이용하여 그물코의 가로와 세로

방향의 성형률은 Table 4와 같이 계산되었으며, 이들 값

은 식 (4)와 같이 모두 1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

구에서 그물코 길이의 단축률과 사각수조에서의 그물

감의 높이를 측정하여 식 (4)로 검토한 결과 그물코의 내

각 36.3。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값이 1.02－1.07로 나

타난 것으로 보아 그물코의 내각, 그물코 길이의 단축률

및 사각수조에 의한 방법으로 그물감의 부풀음을 측정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물감의 부풀음을

상기 방법으로 측정한 평균값의 편차에 대한 오차 비율

은 내각 21.2%, 단축률 27.4%, 사각수조 2.6%로 내각과

단축률 측정에서 비교적 높은 오차율을 나타낸 반면 사

각수조 방법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열

처리된 그물코의 형상은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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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hanges of the strength (left) and elongation (right) of nylon and PBSAT monofilament in the dry and wet conditions at different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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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물감

의 부풀음을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 내각이나 주름률로 측정한 방법보다 사각수조를 이

용하는 방법이 보다 편리하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그물감의 부풀음 측정방법은 그

물코의 내각 또는 그물코 길이의 단축률보다 사각수조

를 이용하는 것이 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상대적 평가

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배럴 내부의 초기 온도 60。C에서 온도 62。C, 65。C및

67。C로 설정하여 15분간 고진공 습식 열처리기를 가동

시킨 결과 배럴 내부의 최고온도는 각각 70。C, 73。C 및

75。C까지 상승하였으며, 도달 시간은 각각 4분 40초, 4

분 20초 및 4분이 소요되었고, 이후 일정하게 최고온도

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정온도가 높을수

록 초기에는 100。C 내외의 수증기 토출량이 많았으며,

이후 온도에 의한 수증기 토출량 제어가 되는 것으로 사

료된다. 그러나 온도센서는 수증기가 토출되는 배럴 상

부에 위치한 관계로 배럴의 내부온도는 중앙에서 양쪽

끝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는 배럴의 길이가 12m로 비교적 긴 반면 수증기 압력이

0.4 kgf/㎠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나일론과 PBSAT 모노필라멘트 그물감의 파단강도

와 신장률은 모두 건시보다 습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열

처리 온도가 올라갈수록 PBSAT 모노필라멘트 그물감

의 건시 및 습시의 파단강도는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열처리 온도 75。C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시 및 습시의 신장률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Park and Kim (2012)의 PBS 모

노필라멘트 연구 및 Lee et al (1987), Lee and Cho (1989)

의 나일론 6 필라멘트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열처리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운동이 활발

해져 기존의 비 결정 영역이나 결정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던 작은 결정 등의 성장이 촉진되었기 때문이라 사

료된다. 그리고 열처리 온도가 75。C에서 파단강도와 신

장률이 온도 70。C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Jang et

al (2010)이 일정 온도 이상으로 열처리 하면 강도가 급

격히 감소한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며, Cao et al

(2002)이 PBS의 연화점이 95。C라고 보고한 온도에 근

접하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PBSAT 그물감의 매듭상태는 열처리 온도가 올라갈

수록 외관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듭을 중

심으로 발과 발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어망의 높이

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계 편망하는 과정

에서 매듭의 결절 상태는 견고하나 발에 장력이 가해지

면서 꼬였던 모노필라멘트가 열처리하는 과정에서 직

선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나일론

그물감에 비해 열처리 상태는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친환경어업 기반 구축을 위해 PBSAT 모노필

라멘트에 적합한 저비용 고효율로 열처리 공정기술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결    론
열처리된 자망 그물감의 부풀음을 비교 평가하기 위

해 사각수조를 이용하여 그물감의 높이를 측정하였다.

그물감은 나일론과 PBSAT 모노필라멘트로 편망한 후

고진공 습식으로 열처리를 하였다. 열처리 설정온도는

나일론 105。C, PBSAT 62。C, 65。C, 66。C 및 67。C였다.

사각수조에 의한 그물감의 부풀음 측정은 그물코의 내

각 또는 그물코 길이의 단축률 측정방법보다 오차를 줄

일 수 있었으며, 상대적 비교 평가도 보다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진공 습식 열처리기

는 설정온도보다 7∼8。C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일론과 PBSAT 모노필라멘트 그물감의 파단강도와 신

장률은 건시보다 습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PBSAT 모노

필라멘트 그물감의 건시 및 습시의 파단강도는 온도

74。C 보다 온도 75。C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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