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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섬유소재 경향은 친환경적이며 인체에 무해

한 의복 착용 및 생활용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천연섬유의 개발과 기능성 강화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Cho, 2009). 한
지사는 인피섬유인 닥섬유를 원료로 종이를 제조하

고 그 종이를 가늘게 절단한 후 꼬아서 실로 제조한 

종이사 섬유로 경량소재이며 생분해성, 보존성과 제

습기능, 항균성, 통기성, 소취성이 뛰어나며 단섬유

를 원료로 하지만 모우(잔털)가 없는 필라멘트사의 

장점을 유지하므로 다른 천연섬유에 비해서 우수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천연소재이다(Kim & Kim, 2009; 
Lee et al., 2004; Park et al., 2005). 전통적으로 한지를 

이용한 섬유제품은 전통방식으로 제조된 한지를 이

용하여 수작업에 의해 한지를 자른 후 꼬임을 부여

하여 실을 만들어 제품화하였다. 전통방식으로 제작

한 한지는 대량생산이 어려우며 세탁성과 염색성에

서 문제가 있었다. 최근 산학 협력 연구개발을 통하

여 기능이 향상된 세 번수로 단사 꼬임을 주어 제작

한 한지사가 개발되었으며 최종 용도가 확대되어 다

양한 용도로의 상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한지사는 의류 분야뿐만 아

니라 생활용품, 홈스타일 등에 대한 새로운 한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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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Kim & Kim, 2009). 개
발된 한지사의 특성은 면과 마의 중간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편직과 제직이 가능하고 내세탁성, 
염색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다(Cho, 2009). 한지사의 

물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지사

의 편직성 향상을 위하여 한지 테이프사 또는 한지

사를 다른 실과 복합화하는 합연사 제조법이 소개되

고 있으며(Park, 2010) 한지사 단사 제조 시 면 방적사

에 부가되는 적정 꼬임 수에 따른 특성을 평가하는 

등의 연구도 진행되었다(Park & Joo, 2012).
한지사의 이러한 다양한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양

한 섬유와의 혼방섬유가 개발되고 있으며 용도에 따

라서 접착심의 접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Oji-
fiber 본사에서는 종이사의 인테리어, 침장, 내의류 

등을 위한 다양한 원사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
미 2004년 춘하용 캐주얼 직물소재를 개발하여 고기

능 건강소재로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발된 원사로는 직물소재용으로 종이 100% 원료

와 소모방 번수 1/10-1/90, 편물용으로 기타 섬유소

재(텐셀, 면, 레이온 등)와의 다양한 복합사가 생산

되고 있다(Kim & Kim, 2009).
접착심은 겉감의 실루엣 형성과 형태 보형성 등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겉감에 접착하여 주므로 접

착심은 의복의 종류, 겉감 종류, 부위, 용도에 따라 여

러 성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허리심과 같이 의복의 

버팀으로 실루엣을 아름답게 하는 의복 형성능, 앞
단 소매부리 등 옷의 형태를 보강하는 성능, 방추성, 
형태 안정성 등의 접착심 성능이 있다.

한지사의 다양한 상품개발과 활용도의 확대에 따

라서 한지사의 접착심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지만 아

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봉제 설계의 기초

적 자료로서 한지사 직물과 한지사 혼용직물의 접착

포에서의 역학적 물성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지사의 혼용직물의 접착 전후의 

역학적 물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4종류의 겉감시

료를 선정하였다. 비교시료로 면사 100% 30수 직물

을 선정하였으며 한지사 100% 15수 직물, 면사와 한

지사의 번수와 혼용율을 달리한 2종의 시료를 각각 

선택하였다. 접착심으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3종류 접착심을 사용하여 접착 후 역학적 특성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지사 직

물, 면직물과 한지사 혼용직물의 특성과 접착 후 거

동을 살펴봄으로 한지사 혼용직물의 접착심 선택, 
의복 형성능, 드레이프성 등에서의 기초자료에 도움

이 되고자 한다.

II. 실험법

1. 시료

겉감시료는 비교시료인 면사 100% 직물 1종, 한
지사 100% 직물 1종, 면사와 한지사의 번수와 혼용

율을 달리한 한지사 혼용직물 2종으로 총 4종의 시

료를 사용하였다. 3종류의 접착심을 선정하여 4종의 
겉감시료와 접착하였으며 12종류의 접착시료와 접

착 전의 시료를 비교분석하였다. 시료의 특성과 KES
(Kawabata Evaluation System) 기본 값은 <Table 1>‒
<Table 3>과 같다.

2. 접착방법

접착프레스기(Sahak SH-4980, China)를 사용하여 

4종류의 겉감과 3가지 접착심을 적정조건인 온도 150oC, 

Material (%)
Yarn no.

Weave Density (ends*picks/in2) Weight (g/m2) Thickness (mm)
Warp Weft

F1 Cotton 100 Cotton 30s Cotton 30s Plain 64*60 11.23 0.479

F2 Cotton 58
Hanji 42 Cotton 60s Cotton 30s

Hanji 30s Plain 72*60 07.83 0.449

F3 Hanji 100 Hanji 15s Hanji 15s Plain 52*44 16.79 0.625

F4 Cotton 73
Hanji 27 Cotton 15s Cotton 15s

Hanji 15s Plain 52*48 17.36 0.659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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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aterial (%) Weave Density (ends*picks/in2) Yarn no. Adhesive Weight (g/m2) Thickness (mm)

I1 PET100 Plain 20*32 75d*75d Polyamide 4.26 0.491

I2 Cotton 100 Plain 40*56 40s*40s Polyamide 6.75 0.483

I3 PET100 Plain 80*60 30d*30d Polyamide 3.21 0.308

Table 2. Characteristics of interlining materials

Property Interlinings Fabrics

Tensile

　 I1 I2 I3 F1 F2 F3 F4

LT1 1.139 0.727 0.599 0.798 0.591 0.703 0.746

LT2 0.612 0.634 0.460 0.864 0.858 0.786 0.817

LT 0.876 0.681 0.530 0.828 0.728 0.745 0.782

EM1 4.25 2.42 10.98 3.51 8.59 12.15 8.37

EM2 26.70 9.66 28.72 3.59 5.51 8.86 8.32

EM 15.50 6.04 19.85 3.55 7.05 10.51 8.35

RT1 54.55 50.00 45.90 50.00 42.13 36.53 41.67

RT2 29.17 31.05 28.01 49.35 38.66 34.48 42.35

RT 41.86 40.53 36.96 49.68 40.40 35.51 42.01

Bending

B1 0.021 0.061 0.008 0.146 0.027 0.275 0.154

B2 0.021 0.023 0.002 0.065 0.203 0.267 0.359

B 0.021 0.042 0.005 0.109 0.106 0.271 0.256

2HB1 0.0119 0.0679 0.0031 0.1319 0.0246 0.1284 0.1950

2HB2 0.0108 0.0213 0.0016 0.0729 0.1295 0.1333 0.2620

2HB 0.0114 0.0446 0.0026 0.1024 0.0771 0.1305 0.2285

Shear

G1 0.52 0.70 0.25 2.69 0.53 0.37 2.63

G2 0.52 0.68 0.24 2.54 0.49 0.37 2.69

G 0.52 0.69 0.25 2.62 0.51 0.37 2.66

2HG1 0.55 1.58 0.23 6.38 1.28 0.13 6.93

2HG2 0.80 1.83 0.28 5.48 0.98 0.08 6.40

2HG 0.68 1.71 0.25 5.93 1.13 0.11 6.66

Comp.

LC 0.518 0.336 0.507 0.300 0.282 0.268 0.326

RC 54.33 42.86 38.89 44.68 44.44 48.39 39.07

WC 0.254 0.147 0.090 0.141 0.117 0.093 0.151

Surface

MIU 0.217 0.205 0.358 0.161 0.154 0.132 0.173

MMD 0.2910 0.0595 0.0940 0.0333 0.0247 0.0462 0.0398

SMD 4.69 6.05 5.41 3.01 5.26 5.75 3.41

Thickness 0.491 0.483 0.308 0.479 0.449 0.625 0.659

Weight 4.26 6.75 3.21 11.23 7.83 16.79 17.36

LT: Tensile Linearity, EM: Extensibility, RT: Tensile Resilience, B: Bending Rigidity, 2HB: Bending Hysteresis, G: Shearing 
Rigidity, 2HG: Shearing Hysteresis, LC: Compressional Linearity, RC: Compressional Resilience, WC: Energy Required for the 
Compression, MIU: The Frictional Coefficient,  MMD: The Mean Deviation of the Coefficient of Friction, SMD: Geometric 
Roughness 1 and 2 represent warp direction and weft direction, respectively.

Table 3. KES values of fabrics and interli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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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4kgf/cm2에서 10초 동안 겉감의 경사방향에 대

하여 접착심의 경사방향으로 각각 접착하였다.

3. 역학적 특성 측정

각 시험편은 KES-FB system(Kawabata Evaluation 
System, Japan)을 사용하여 시료의 인장특성, 굽힘특

성, 전단특성, 압축특성, 표면특성을 측정하였다(Ka-
wabata, 1980).

1) 인장특성(Tensile property)

인장 및 전단시험기(KES-FB1)를 사용하여 계측

하였다. 신장률 0.2mm/sec에서 50gf/cm의 최대 하중

으로 인장한 후 인장선형성(LT), 신장율(EM), 인장

회복도(RT)를 구하였다.

2) 굽힘특성(Bending property)

굽힘시험기(KES-FB2)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굽
힘강성(B)과 굽힘히스테리시스 (2HB)는 0.5mm/sec의 
속도로 곡률 K=±2.5의 범위에서 변형시켜 구하였다.

3) 전단특성(Shear property)

인장 및 전단시험기(KES-FB1)를 사용하여 계측

하였다. 전단력 10gf/cm2까지 0.417mm/sec의 속도로 

전단각 θ=±8°까지 변형시켜서 전단강성(G)과 전단

각 0.5°에서의 전단히스테리시스(2HG)를 구하였다.

4) 압축특성(Compressional property)

압축시험기(KES-FB3)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0.2 
mm/sec의 속도로 최대 하중 50gf/cm2까지 직물의 2cm2

의 면적을 압축한 후 압축선형성(LC), 압축에너지

(WC), 압축회복도(RC)를 구하였다.

5) 표면특성(Surface property)

표면마찰시험기(KES-FB4)를 사용하여 계측하였

다. 표면마찰은 50g의 하중을 가한 후 1mm/sec의 속

도로 계측하여 평균마찰계수(MIU), 마찰계수의 평

균편차(MMD)와 표면요철편차(SMD)를 구하였다.

4. SEM 측정

시료를 금과 팔라듐의 합금으로 피복한 다음 주사현

미경(International Scientific Instruments DS130, Japan)
으로 시료의 표면상태를 50배, 100배로 관찰하였다.

III. 결과및고찰

1. 시료의 특성

한지사의 특성은 천연섬유 중 면섬유의 특성과 유

사한 직물이다(Cho, 2009). 이번 실험에서 비교직물

로 면사 100%의 평직물을 F1로 선정하였다. <Fig. 1>
은 각 시료의 표면을 50배, 100배 확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Fig. 1>에서 F1 직물은 면사 100% 경사 30수, 
위사 30수로 제직된 시료이다. 면사의 특성으로 모우

(잔털)가 많음을 관찰할 수 있다. F1과 유사한 두께로 
F2 직물은 면사 58%, 한지사 42% 혼용시료로 경사

는 면 60수, 위사는 면 30수와 한지사 30수를 교대로 

투입하여 평직 제직한 직물이다. 3종류의 실이 사용

되었다.
<Fig. 1>을 살펴보면 F1 직물에 비하여 위사의 잔

털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밀도는 F2 직물이 F1 
직물보다 높다. F3 직물은 한지사 100% 시료로 경사 

15수, 위사 15수로 제직되었다. <Fig. 1>에서 한지사

의 인피섬유 특성으로 경사와 위사에서 잔털이 없으

며 매끈하고 깔끔한 외관을 보인다. F4 직물은 면사 

73%, 한지사 27% 혼용시료로 한지사 100% 15수 직

물인 F3 시료와 비교할 때 두께, 무게가 비슷하지만 

경사는 면사 15수이고 위사는 면사 15수와 한지사 15
수를 교대로 투입하여 평직으로 제직된 직물이다. 
<Fig. 1>에서 잔털이 보이지만 면사 100%인 F1 직물

보다 잔털의 정도가 적은 것으로 관찰된다. F3 시료

와 F4 직물의 밀도는 유사하지만 F4 직물의 위사밀

도가 조금 높다.
접착심은 밀도 순으로 순서를 정하였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접착심으로 75데니어 PET 100%의 평

직인 접착심을 I1로 선정하였다. 아사심이라고도 하

는 I2는 40수 면사 100%의 접착심으로 3가지 접착심 

중 경사ㆍ위사의 신장율이 가장 낮고 굽힘강성과 전

단강성은 가장 크다. I3 심지는 30 데니어 PET 100%
의 평직 심지이며 밀도는 가장 높지만 얇은 심지이

며 3가지 접착심 중 경사ㆍ위사의 신장율이 가장 높

고 굽힘강성과 전단강성은 가장 낮다. 다양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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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지를 접착시킨 후 접착 후 역학적 특성을 살펴

보았다. 선정된 시료로부터 면사와 한지사의 비교, 
면사와 한지사의 번수에 따른 비교 및 한지사의 혼

용에 따른 역학적 물성의 비교, 접착 후의 거동을 살

Fig. 1. SEM images of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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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수 있다.

2. 접착 후 시료의 역학적 특성 변화

1) 인장성능

(1) 인장선형도(LT: -)
<Fig. 2(a)>는 접착 후 인장선형도(LT)의 변화를 보

여준다. 인장선형도(LT)는 직물을 신장할 때의 인장

에 대한 저항성을 의미한다. LT 수치가 높은 직물은 

인장에 대한 저항성이 크므로 잘 늘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Kawabata, 1980).

접착 전 시료의 경사방향의 인장선형도(LT1)는 
F1(면사 30수)의 LT1이 가장 크고, F4(면사 15수)의 

LT1이 F3(한지사 15수)의 LT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

다. 가장 가는 면사 60수 직물인 F2(면사 60수)의 LT1
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보통 한지사는 면사의 약 70 
~80%의 강도를 가지는데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결

과로 경, 위사 면사 100%  F1 직물의 LT1이 가장 높고, 
같은 15번수의 한지사 100% 직물의 LT1이 15번수의 

면사 100% 직물의 LT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번수가 높은 면사 60수의 LT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섬유성분과 번수에 따른 LT값을 확인할 수 있다. 접착 
후 대체로 LT1은 증가하였고 겉감의 영향을 보인다.

접착 전 직물의 위사방향의 인장선형도(LT2)는 
F1(면사 30수)>F2(면사 30수/한지사 30수)>F4(면사 

15수/한지사 15수)>F3(한지사 15수)의 순으로 나타

났다. 경, 위사 면사 100% F1의 LT2가 가장 높고, 한
지사와 면사 혼용된 직물 F2, F4보다 F3의 LT2가 낮

아서 한지사 100% F3의 LT2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지사가 혼용되면 LT 수치가 낮아짐을 관찰할 수 

있다. 접착 후 LT2는 대체로 증가하였고 <Table 3>에

서 접착심의 LT2는 I1>I2>I3 순이며 접착 후에도 접

착심의 LT2에 따른 경향을 보인다.  LT 수치가 낮은 

한지사가 혼용됨으로 LT가 감소하며 접착으로 증가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접착 시 접착심과 겉감의 LT 영
향이 나타난다. 즉, 면 혼용율이 높아지면 LT가 커지

고 접착 후도 LT가 커지므로 한지사는 면 혼용과 접

착으로 LT가 증가하는 것으로 고찰된다.
(2) 신장율(EM: %)
신장율(EM)은 의복의 착용감에서 중요한 성능이

다(Nagano, 1986). <Fig. 2(b)>는 4가지 겉감과 3가지 

심지의 접착 후 신장율(EM)의 변화를 보여준다.

접착 전 경사방향 신장율(EM1)은 F3(한지사 15수) 
직물의 신장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앞에서 살펴본 LT의 결과와도 연관되어 LT 수치

가 높은 직물은 잘 늘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면사 100% 30수인 F1(면사 30수)의 LT1이 가장 높으

므로 EM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지사의 100% 15
수인 F3의 LT1이 낮아서 잘 늘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면사 100% 30수 F1의 EM1과 한지사 100% 
F3의 EM1 간의 차이가 크다. F1은 LT값이 크고 <Fig. 
1>의 SEM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밀도가 조밀하며 잔

털로 인한 마찰력이 큰 것으로 관찰된다. 면사의 LT
값과 표면특성이 한지사와의 신장율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론된다. 접착 후 EM1은 감소하였으며 접

착심의 EM1은 I3>I1>I2 순으로 접착포의 EM1도 같

은 경향을 보이므로 접착심의 EM1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경사방향의 신장율이 매우 낮은 I2 접
착심 접착 후는 겉감의 특성이 사라지고 심지의 특

성이 크게 나타나서 신장성이 저하되어 F3은 접착 

후 80%의 신장율이 감소하였고 F1은 40%의 감소가 

나타났다.
접착 전 위사방향 신장율(EM2)은 F3(한지사 15수) 

>F4(면사 15수/한지사 15수)>F2(면사 30수/한지사 
30수)>F1(면사 30수)의 순이다. 한지사 혼용이 많이 

함유될수록 그리고 번수가 낮은 굵은 섬유인 경우의 
EM2가 크게 나타났다. 신장율 측면에서 한지사 혼

용되는 것이 신장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착 후 EM2는 대체로 감소하였고 접착심의 EM2는 
I3>I1>I2 순이며 접착포의 EM2도 같은 경향을 보인

다. 접착포의 EM2는 접착심과 겉감의 EM2의 영향

이 나타난다.
시료의 EM은 한지사가 많이 혼용되고 태번수일

수록 EM값이 크며 면 100%와 한지사 혼용직물의 EM
은 큰 차이를 보인다. 접착 후의 EM은 겉감과 심지의 
EM에 의해서 결정된다. 특히 접착심의 선택에서 I2 접
착심과 같이 E1값이 작은 경우 접착 후 겉감의 영향

보다 접착심의 EM 영향으로 신장성의 저하에 그 영향

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신장율의 측면에서는 I2 접착

심으로의 접착은 의복에서는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형태 보형성이 크게 요구되는 에코백 같은 경우 
I2 접착심으로 접착하는 것이 추천된다.

(3) 인장회복도(RT: %)
<Fig. 2(c)>는 4가지 겉감과 3가지 접착심의 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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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인장회복도(RT)의 변화를 보여준다. RT는 인
장 후 회복성에 대한 값으로 값이 클수록 늘어난 후
의 회복성이 좋음을 의미한다(Kawabata, 1980).

접착 전 시료의 경사방향 인장회복도(RT1)는 F1
(면사 30수)의 RT1이 우수하고 F3(한지사 15수)의 RT1
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지사가 면사보다 인

장회복성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착 전 직물 위사방향의 인장회복도(RT2)는 F1

(면사 30수)>F4(면사 15수/한지사 15수)>F2(면사 30
수/한지사 30수)>F3(한지사 15수)의 순으로 나타났

다. RT2에서 면사 30수의 인장회복도가 가장 좋고 한

지사 15수의 인장회복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면
사과 한지사의 혼용직물에서 한지사가 혼용됨으로 

인장회복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지

사는 면사와 혼용함으로 한지사직물인 경우보다 인

장회복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지사 혼

용직물은 면사 100% 직물에 비하여 잘 늘어나고 LT
가 낮으며 늘어난 후 회복성은 안 좋은 것으로 나타

났다. 형태 유지성에서 면사와의 혼용이 한지사 직

물에 바람직하며 추후 형태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접착 후는 대체로 RT가 증가하였다. 접착심의 RT

는 I1>I2>I3 순으로 접착포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인

다. 접착포의 RT는 겉감과 심지의 RT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1의 심지 접착 후 RT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 선택으로 회복성의 차이

를 보이므로 용도에 따른 심지 선택이 요구된다.
종합하면 한지사의 혼용율이 높아지면 인장은 잘

Fig. 2. Changes of tensile property after f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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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덜 단단하며 인장회복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나서 의복의 종류에 따른 면사와의 혼용이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장회복성에서의 심지 선택의 중

요성도 살펴 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

는 접착심인 I1의 접착 후 인장회복성이 향상되었으

므로 의복 사용으로 인한 늘어짐의 방지를 위하여 

추천된다.

2) 굽힘성능

(1) 굽힘강성(B: gf · cm2/cm)
<Fig. 3(a)>는 접착 후의 굽힘강성(B)의 변화를 나

타낸다. 의복에서 굽힘강성은 드레이프성과 의복의 

형태 안정성에서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Nitt
a, 1983).

접착 전 경사방향의 굽힘강성(B1)은 F3(한지사 15
수)>F4(면사 15수)>F1(면사 30수)>F2(면사 60수)이
다. 한지사의 B가 면사의 B보다 크고 번수가 높아서 

가늘수록 B가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한지사는 인

피섬유로 배열이 치밀하고 강직한 섬유로 단섬유인 

면사보다 굽힘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결과로 한지사

의 굽힘강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접착 후 접착포

의 B1은 크게 증가하였다. 접착심의 B1은 I2>I1>I3 
순이며 접착포의 B1도 같은 경향이다. B1이 매우 큰 

I2의 경우는 접착 후 굽힘강성이 크게 증가하여 심지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접착 한 시료는 겉감과 심지

의 굽힘강성의 특성을 보인다.
접착 전 위사방향의 굽힘강성(B2)은 태번수로 굵

은 한지사가 혼용된 F4(면사 15수/한지사 15수)의 굽

힘강성이 가장 크다. F3(한지사 15수)의 B2보다 F4
(면사 15수/한지사 15수)의 B2가 큰 것은 F4의 위사

밀도가 F3의 위사밀도보다 큰 영향인 것으로 유추된

다. F2(면사 30수/한지사 30수)와 F1(면사 30수)의 비

교에서는 한지사의 굽힘에 대한 강직한 특성으로 면

사에 한지사를 혼용함으로 굽힘강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접착 후 접착포의 B2는 증가하였다. 접착심

의 B2는 I2>I1>I3 순이다. 접착 후 접착포의 B2는 접

착심과 겉감의 B2의 경향이 나타난다.
접착 후 굽힘강성 변화의 예측을 위해서는 접착제

의 퍼지는 정도가 평가되어야 한다. 접착제의 퍼지는 
정도는 접착제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겉감의 두께, 
섬유구조, 조직, 표면의 거칠기, 심지 원단에서의 접

착제의 질량과 분포, 접착조건에 따라서 다르다(Ka-

nayama & Niwa, 1983). Kanayama and Niwa(1982)는 

접착포의 굽힘강성을 겉감과 심지의 굽힘강성으로

부터 다음의 관계식 <Eq. 1>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Eq. 1>로부터 굽힘강성에서의 접착제 효과를 나타

내는 복합비 αB를 계산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표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αB = Bc / (BF + BI)  ...... Eq. 1.
αB: effect of penetration of adhesive

where, 
Bc, BF, BI: bending rigidity of fused fabric, face fabric 
and interlining respectively

겉감에서의 αB비를 살펴보면 대체로 F1(면사 30
수)>F4(면사 15수/한지사 15수)>F3(한지사 15수)>F2 
(면사 30수/한지사 30수)의 순이다. 접착 전 한지사의 
굽힘강성이 면사의 굽힘강성보다 크지만 접착제의 

효과는 면직물의 접착에 따른 굽힘강성의 증가 효과

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면직물인 경우 접착제의 

접착이 한지사 직물보다 더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것은 표면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Yasu-
hara and Yamada(1980)는 직물표면과 접착력의 연구

에서 섬유표면의 잔털이 있는 경우 잔털은 접착 시 접

착제 중에 들어가서 미세한 못(釘)의 작용을 하여 접

착력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모우, 거칠기가 더 큰 

면사의 경우가 매끈한 한지사보다 접착이 더 잘 이루

어지는 것으로 관찰된다. 접착제의 퍼지는 정도에 대

한 한지사와 면사의 직물의 밀도 및 거칠기의 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접착심에 따른 비는 I2>I1>I3 
순이며 경사방향의 복합비가 위사방향보다 크게 나

타났다. 이것은 접착이 경사방향으로 이루어지면서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추론된다. αB복합비의 경향

은 접착포의 굽힘강성값 증가에서 한지사 직물과 면

직물에서의 접착제 효과 및 접착심에 따른 경향을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2) 굽힘히스테리시스(2HB: gf · cm/cm)
<Fig. 3(b)>는 접착 후의 굽힘히스테리시스(2HB)

의 변화를 나타낸다.
직물의 굽힘히스테리시스(2HB)는 구김과 형태 안

정성에 관계하는 양으로 섬유의 점탄성 거동과 섬유 
간, 실 간 마찰력의 효과로부터 온다고 하였다(Sk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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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 1971).
접착 전 경사방향의 굽힘히스테리시스(2HB1)는 

면사의 굽힘히스테리시스가 크고 번수가 낮아서 굵

은 면사인 경우 2HB1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사

의 2HB1이 면사의 2HB1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지사

는 굽힘에 대한 강직한 특성이 있지만 굽힘히스테리

시스는 면사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표

면의 거칠기 등의 영향으로 면직물은 한지사 직물보

다 굽힘이력이 큰 것으로 추론된다. 접착 후 접착포

의 2HB1은 크게 증가하였다. 접착 후 시료의 종류에 

따라서 2~12배의 증가를 보인다. 굽힘히스테리시스

는 실의 굽힘이 탄성 한계를 초과하면 구성섬유가 

원래 상태로 재배열되지 않아 점탄성 굽힘변형을 일

으키며 히스테리시스 거동을 초래한다. 접착포의 경

우는 여기에 접착제의 구속의 효과가 더해져서 접착

제가 완전히 직물을 구속한 경우는 2HB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불완전하게 접착된 경우는 그 구속을 극

복하기 위한 힘이 필요할 것이고 결과로 2HB가 커진 

Fig. 3. Changes of bending property after fusing.

　 F1 F2 F3 F4

I1
Warp 4.53 4.42 3.03 3.71
Weft 2.50 1.97 2.34 3.01
Mean 3.19 2.35 2.68 3.23

I2
Warp 4.42 5.10 4.81 3.70
Weft 5.24 2.45 2.64 3.27
Mean 5.03 3.19 3.41 3.50

I3
Warp 2.60 3.88 2.41 2.04
Weft 1.88 0.87 1.20 1.27
Mean 2.40 1.30 1.56 1.67

Table 4. α B values after f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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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심지의 2HB1은  I2>I1>I3 순이며 
2HB1이 매우 큰 I2의 경우는 접착 후 2HB1이 크게 증

가하여 심지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특히 F1의 경우

는 접착심 I2도 조성이 면직물이므로 접착 후 2HB1
의 증가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접착포의 2HB1은 겉

감과 심지의 2HB1의 특성을 보인다.
접착 전 위사방향의 굽힘히스테리시스(2HB2)에

서 F4(면사 15수/한지사 15수)는 면 73% 혼용된 15수 
한지사 혼용직물로 15수 한지사의 굽힘강성이 크며 

면사의 함량이 가장 많으므로 이러한 영향으로 2HB2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접착 후 접착포의 2HB2는 증

가하였다. 접착심의 2HB2는 I2>I1>I3 순이다. 접착포

의 2HB2는 접착심과 겉감의 2HB2의 경향을 보인다. 
접착 후 2HB는 경사방향의 2HB1의 경향과 비슷하므

로 경사방향의 2HB1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굽힘특성에서는 한지사 혼용률이 클수록 B와 2HB

가 증가한다. 접착심의 경사방향 굽힘강성값이 굽힘

강성의 증가에 위사방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며 I2 
심지는 굽힘강성 증가가 크므로 보강력이 필요한 경

우는 추천되지만 일상의복에서는 I1, I3 접착심이 적

당하다고 할 수 있다.

3) 전단성능

(1) 전단강성(G: gf/cm · degree)
전단특성은 의복 착용 시 신체 움직임에 따른 변형

과 드레이프성에 관련된 항목이다. 전단강성은 전단

각도에 대한 단위 길이당 전단력으로 정의되며(Ka-
wabata, 1980), 전단강성값이 클수록 직물의 뻣뻣함

은 커진다. 굽힘강성, 신장성, 전단강성은 의복의 제

조에서 매우 중요하다. 착용에서의 이상적인 구조는 
높은 굽힘강성, 적당한 신장성, 좋은 전단강성을 갖

는 것이다. 이 중에서 전단강성은 의복 형성의 중요 

특성으로 접착포는 겉감의 값을 많이 변화시키지 않

는 것이 바람직하다(Nagano, 1986). 심지 선택 시 심지

의 굽힘에서의 유연성은 의복 형태에 큰 영향이 없

으나 심지의 낮은 전단강성은 의류 제작 작업 시 모

양 유지가 어렵다고 하였다(Nitta, 1983).
<Fig. 4(a)>는 접착 전후의 전단강성(G)의 변화를 

보여준다.
접착 전의 경사방향의 전단강성(G1)에서 F3(한지

사 15수)의 G1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1(면
사 30수) 직물의 G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3

과 F1의 전단강성의 큰 차이를 보인다. <Fig. 1>의 SEM
에서 관찰되듯이 F3의 표면이 매끈하여 전단에 덜 

힘이 들어가고 밀도가 낮음으로 마찰이 적어 전단강

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F1은 잔털이 많고 F3보다 

밀도가 높으므로 사간 접착점이 많아서 전단 시 마

찰 힘이 크므로 전단강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물의 표면과 밀도의 효과가 전단강성에 영향을 주

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이것은 <Table 3>의 F1과 F3
의 마찰계수(MI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착 후 G1
은 증가하고 겉감의 G1의 경향을 따른다. 접착심의 

G1은 I2>I1>I3 순이며 접착 후 접착포의 G1도 접착심

의 G1과 같은 경향이다. 위사방향의 전단강성(G2)
은 F4(면사 15수/한지사 15수)>F1(면사 30수)>F2(면
사 30수/한지사 30수)>F3(한지사 15수)의 순으로 면

사 함량이 73%이며 굵은 섬유로 제직된 F4의 G2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지사 100% F3의 G2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면사가 혼용될수록 G2값이 커지

는 결과를 보였다. 접착 후 G2는 증가하며 심지의 G2
는 I2>I1>I3 순으로 접착포도 접착심의 G2의 경향을 

따르므로 접착포의 G2는 접착심과 겉감의 G2의 영

향을 보인다.
접착 후 접착포의 G는 접착제의 영향으로 경, 위

사의 교차점에서 접착에 의한 구속의 영향으로 증가

하며, 겉감과 심지의 G값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Hamilton and Postle(1977)은 직물의 밀도의 증가 

및 접촉점에 따른 전단강성의 거동에서의 영향을 연

구하였으며 이번 연구에서도 G값은 한지사의 혼용

비뿐만 아니라 직물의 밀도에 따른 경, 위사 접촉점 

수, 표면적 넓이에도 많은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굵은 면사가 많이 혼용될수록 G값은 커지며 접

착으로 증가한다.
Kanayama and Niwa(1982)는 접착포의 전단강성

을 겉감과 심지의 전단강성의 합으로 표현하고 접착

제의 침투 효과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Kanayama and 
Niwa(1982)가 제시한 <Eq. 2>로부터 전단강성에서

의 접착제 효과를 나타내는 복합비 αG를 계산하였으

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αG = (GI + Gf) / Gc ...... Eq. 2.
αG: effect of penetration of adhesive on the shear stiff-
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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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Gc, GF ,GI: shear rigidity of fused fabric, face fabric 
and interlining respectively

그 대표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겉감에서의 αG값을 
살펴보면 경사방향에서는 F3(한지사 15수)>F2(면사 
60수)>F1(면사 30수)>F4(면사 15수)의 순이다. 전단

강성이 낮았던 한지사의 접착에 의한 전단강성의 증

가 효과가 크며 면직물의 경우 번수가 높아서 가는 

실로 제직할수록 접착에 의한 전단강성의 증가 효과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사방향에서의 αG값은 일

관적인 경향은 보기 힘들고 αG값의 평균값은 대체적

으로 F3(한지사 15수)>F2(면사 30수/한지사 30수)>
F1(면사 30수)>F4(면사 15수/한지사 15수)의 순으로 

경사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접착심에 따른 αG

값은 대체로 I2, I3 접착심이 높으며 I1 접착심의 αG

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방향의 전단 복합

비가 위사방향보다 대체로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접착포의 전단강성은 겉감과 

심지의 전단강성의 차이와 접착제의 복합비의 차이

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에서 살펴본 αB

와 αG의 비교에서 한지사 혼용에 따른 굽힘강성과 

전단강성에서의 접착제 효과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한지사가 굽힘강성이 크지만 전단강성이 매

우 낮으므로 이에 따라서 접착 후 거동에서 접착제

의 효과가 차이나는 것으로 추론된다.
G값이 낮은 한지사 직물은 면사 혼용율이 높아지

고 접착 처리함으로 G값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Nagano(1986)는 바람직한 의복의 전단강성 값으로 

1.0~2.0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전단강성의 측면에서

는 G값이 낮은 F2(면사 30수/한지사 30수)는 I1, I2 접
착심 사용하여 접착 후 각각 1.48, 2.06의 G값을 보이

며 F3(한지사 15수)은 I1, I2 접착심 사용하여 접착 후 

각각 1.19, 1.88의 G값을 보이므로 I1, I2 접착심 사용

으로 바람직한 전단강성 범위에 도달하지만 F1(면
사 30수)은 I1, I2 접착심 사용하여 접착 후 각각 3.73, 
3.90의 G값을 보이고 F4(면사 15수/한지사 15수)는 
I1, I2 접착심 사용하여 접착 후 각각 3.64, 4.39의 G값

을 보이므로 비접착이나 I3 접착심 사용이 추천된다.
(2) ∅=0.5°에서의 전단히스테리시스(2HG: gf/cm)
<Fig. 4(b)>는 접착 후의 ∅=0.5°에서의 전단히스

테리시스의 변화를 보여준다(Kawabata, 1980). 일반

적으로 전단은 교차점이 서로 미끄러지면서 마찰 에

너지의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력현상의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Behre, 1961).
시료별 경사방향 전단히스테리시스(2HG1)는 F4

(면사 15수)>F1(면사 30수)>F2(면사 60수)>F3(한지

사 15수)의 순으로 G1의 경향과 비슷하다. F3은 특히 
전단이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4와의 
2HG1 차이가 매우 크다. F3의 2HG1이 매우 낮은 것

은 표면이 매끄럽고 밀도가 낮아서 전단회복이 좋은 
것으로 보인다. 즉 한지사의 표면이 매끈하여 전단에 
덜 힘이 들어가고 밀도가 낮음으로 마찰이 적어 전단

이력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 면섬유는 잔털이 많으므

로 전단 시 마찰 힘이 커서 전단강성도 크지만 전단

이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접착 후 2HG1은 증가하고 접착심의 2HG1은 I2>I1 

>I3 순이지만 접착 후 I2, I3과 접착한 접착포의 전단

이력을 증가하였으나, I1은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Table 5>에서 접착심에 따른 복합비에서 I1 접착심

의 αG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비가 낮은 것

은 접착제의 구속이 적으므로 전단이력이 크게 증가

하지 않은 것으로 유추된다. Nagano(1992)는 접착 후

의 G, 2HG는 겉감의 3배의 조건이 대체로 적당하다

고 제시하였고 이 조건에는 I1 접착심이 해당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I1 접착심이 전단이력 현상을 방지하

는 면에서 다른 접착심보다 우수한 접착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료별 위사방향 전단히스테리시스(2HG2)는 G2
의 경향과 같으며 F3(한지사 15수)의 2HG2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사가 73% 혼용되고 번수가 
낮은 F4(면사 15수/한지사 15수)의 2HG2가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접착 후 2HG2는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F3>F2>F1>F4의 순으로 αG값의 경향과 같다. F3이 가

장 많이 증가하여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것은 매끈

한 표면으로 접착 전의 F3의 2HG2가 매우 낮았지만 

접착 후 접착제의 영향으로 섬유, 실 간 구속되면서 전

단강성도 크게 증가하고 힘이 사라진 후도 구속되어 
전단이력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접착 시 심지

의 2HG2는 I2>I1>I3 순이지만 접착심의 αG값의 영향

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접착포의 2HG값은 겉감의 영향에 따르며 접착심 

I1인 경우는 전단이력 조절역할이 경사방향에서 우

수하게 나타났다. 심지에 따라서 의복의 형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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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에 대한 성능의 차이를 볼 수 있다.

4) 압축성능

(1) 압축선형도(LC: -)
<Fig. 5(a)>는 접착 전후의 압축선형도(LC)의 변화

를 보여준다.
압축특성은 직물의 두께와 부피와 관련이 있는 항

목으로 압축선형성은 압축이 가질 때 강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압축선형도(LC)가 감소하는 것은 압축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의미한다(Kawabata, 1980).
시료별 LC를 살펴보면 굵은 면사가 함유된 F4(면

사 15수/한지사 15수)의 LC가 크며 그 다음으로 F1
(면사 30수)의 LC가 크다. F3(한지사 15수)의 LC가 

가장 작다. 이는 한지사가 면사보다 압축에 대하여 

부드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지사의 혼용비가 커질

수록 LC가 낮아지며 압축이 부드러워짐을 의미한다.
접착 후 LC는 증가하고 접착 후 겉감에 따른 효과

는 크지 않다. 접착심의 LC는 I1>I3>I2 순으로 접착포

Fig. 4. Changes of shear property after fusing.

　 F1 F2 F3 F4

I1

Warp 1.13 1.41 1.56 1.14

Weft 1.22 1.47 1.34 1.13

Mean 1.17 1.44 1.45 1.14

I2

Warp 1.37 1.85 2.17 1.30

Weft 1.21 1.79 1.79 1.30

Mean 1.29 1.80 1.98 1.30

I3

Warp 1.26 1.53 1.57 1.00

Weft 1.22 1.59 1.49 0.95

Mean 1.40 1.54 1.53 0.97

Table 5. α G values after f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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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LC는 접착심의 LC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접착 후 
겉감의 LC보다 심지의 LC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다.

(2) 압축회복도(RC: %)
<Fig. 5(b)>는 접착 후의 압축회복도(RC)의 변화

를 보여준다.
시료별 RC를 살펴보면 F3(한지사 15수)의 RC가 

가장 좋은 것으로 LC와 반대 경향을 보인다. 굵은 면

사와 한지사의 혼용직물인 F4(면사 15수/한지사 15
수)의 압축회복성이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착 후 RC는 증가하여 의복 제작 시 접착 처리로 

압축회복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접착 후의 겉감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접
착 후 I1의 경우는 다른 접착심보다 RC값의 증가 폭

이 크다. I1의 경우 세 가지의 접착심 중 RC값이 가장 

좋으므로 이 영향으로 접착포의 RC가 증가한 것으

로 유추된다.
(3) 압축에너지(WC: gf · cm/cm2) 
<Fig. 5(c)>는 접착 후의 압축에너지(WC)의 변화

를 나타낸다. 압축에 필요한 에너지 값이 크면 그만

큼 부피감이 크고 압축에 힘이 들어간다(Kawabata, 
1980).

시료별 WC는 F4(면사 15수/한지사 15수)>F1(면
사 30수)>F2(면사 30수/한지사 30수)>F3(한지사 15
수)의 순으로 나타났다. LC와 같은 경향이다. 굵은 섬

유로 된 직물의 WC가 크며 한지사의 WC보다 면사의 
WC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굵은 한지사와 

면사가 73% 혼용된 F4의 WC가 가장 크며 F3의 WC
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착 후 LC가 증가하

고 WC도 증가하였다. 접착 효과로 LC가 증가하고 

심지 자체의 조직이 겉감보다 느슨하므로 접착 후 부

피감도 증가하여 접착포의 WC가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다.

5) 표면성능

(1) 평균마찰계수(MIU)
<Fig. 6(a)>는 접착 전후의 평균마찰계수(MIU)의 

변화를 나타낸다. 평균마찰계수(MIU)는 표면의 마찰

특성과 거칠기를 나타내는 항목으로 값이 작을수록

 표면이 매끄럽다는 것을 의미한다(Kawabata, 1980).
접착 전 겉감에서의 F4(면사 15수/한지사 15수)의 

MIU가 가장 크고 F3(한지사 15수)의 MIU가 가장 낮

다. 이는 <Fig. 1>의 SEM의 표면관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지사 직물의 표면마찰과 거칠기가 낮음

을 알 수 있다. 접착으로 MIU가 증가하여 거칠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접착 처리로 표면의 특성이 
바뀌는데 한지사 함유 경우 MIU 증가 정도가 큰 것

으로 보인다. 접착제의 영향으로 표면마찰계수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착심의 MIU는 I3>I1>I2
로 대체적으로 같은 경향을 보인다.

(2) 마찰계수의 평균편차(MMD)
<Fig. 6(b)>는 접착 후의 표면특성인 마찰계수의 

평균편차(MMD)의 변화를 나타낸다. 마찰계수의 평
균편차(MMD)가 크다는 것은 표면이 균일하지 않다

는 것을 의미한다(Kawabata, 1980).
시료별 MMD를 살펴보면 F3(한지사 15수)>F4(면

사 15수/한지사 15수)>F1(면사 30수)>F2(면사 30수/
한지사 30수)의 순서로 나타났다. F3의 MMD는 <Fig. 
1>의 SEM에서 보이듯이 뚜렷한 표면특성인 한지사

가 굴곡이 많으므로 MMD가 면의 MMD보다 큰 것으

로 추론된다. 굵은 한지사와 면사로 이루어진 F4의 

Fig. 5. Changes of compressional  property after f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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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D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수일수록 MMD가 
작고 한지사의 MMD가 면사의 MMD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접착 처리로 MMD는 감소하였다. 특히 I1의 경우

는 감소 정도가 크고 접착 후 겉감에 따른 경향은 보

이지 않는다. 접착 처리로 시료별 MMD 특성이 약화

된 것으로 보인다.
(3) 표면요철편차(SMD)
<Fig. 6(c)>는 접착 후의 표면특성인 표면요철편

차(SMD)의 변화를 나타낸다. 표면요철편차(SMD)값
은 클수록 표면요철편차가 크므로(Kawabata, 1980) 
울퉁불퉁하여 입체적인 직물임을 의미한다.

시료별 SMD를 살펴보면 F3(한지사 15수)의 SMD
값이 가장 크고 F1(면사 30수)의 SMD값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Fig. 1>의 SEM에서 보이

듯이 F3은 입체적이며 F1은 덜 입체적인 것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F2(면사 30수/한지사 30
수)는 경사는 60수 면사로 위사는 면사 30수와 한지

사 30수의 합연으로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의 번수의 
실로 구성된 직물이므로 SMD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접착심의 SMD는 I2>I3>I1로 대체적으로 접착포

의 SMD는 접착심의 SMD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접
착 시 접착 처리에 의해서 섬유의 특성에 따라서 입

체적 특성이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하였다. 
면직물은 접착 후 SMD가 증가하고 한지사 직물은 

접착 후 SMD가 감소하였다. 접착 처리로 한지사의 

입체적 특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면직물은 다

층 구조로 되면서 좀 더 요철편차가 증가함으로 접

착 후 SMD가 증가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지사 직물의 물성 및 면직물과 

혼용 효과, 접착 처리에 대한 봉제 및 의복 제작에서

의 기초적인 자료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독특하면서 우수한 기능을 가진 한지사 직물의 의

복 및 인테리어 용품으로의 다양한 전개가 가능할 

것이므로 드레이프성이나 실루엣 형성 등에서의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쾌적성 및 관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한지사 혼용직물의 직물 간 역학적 특성과 접착 후 
역학적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겉감시료로 면사 
100% 직물과 한지사 100% 직물, 2종류의 한지사 혼

용직물로 총 4종류 시료를 선택하여 접착하였다. 접
착심으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3종류 접착심을 
사용하였다. 접착시킨 후 인장특성, 굽힘특성, 전단특

성, 압축특성, 표면특성 값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한지사가 혼용됨으로 시료의 LT가 감소하였고 

EM은 증가하였다. 접착으로 LT는 증가하였고 EM
은 감소하였다. 시료의 EM은 겉감과 접착심의 EM
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즉, 한지사 혼용

률이 높아지면 인장은 잘되고 덜 단단하며 인장회복

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의복의 종류에 따른 
면사와의 혼용이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착 후  

RT는 약간 증가하였다.
2. 한지사 직물의 B가 면사 직물의 B보다 크지만 

접착제의 효과는 면직물인 경우 더 큰 것으로 관찰된

다. 한지사에 면사의 혼용율을 높이면 한지사 혼용직

물의 B는 감소하고 2HB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Fig. 6. Changes of surface property after f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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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지사에 면사의 혼용율이 높아질수록 한지사 

혼용직물의 G값은 커진다. 면사와의 혼용으로 직물 

제작 시 중요한 전단강성이 보완되며 접착 후 G값은 

접착제의 영향으로 전단 움직임이 구속을 받으면서 

증가하였다. αB와 αG의 비교에서 한지사 혼용에 따

른 굽힘강성과 전단강성에서의 접착제 효과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한지사가 굽힘강성이 크지만 
전단강성이 매우 낮으므로 이에 따라서 접착 후 거동

에서 접착제의 효과가 차이나는 것으로 추론된다.
3. 굵은 면사 혼용이 많은 한지사 혼용직물의 LC

가 한지사 100% LC보다 크게 나타났다. 굵은 한지사

와 면사가 혼용된 직물의 WC가 가장 크며 100% 한
지사의 WC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착 후 LC, 
RC, WC는 증가하였다.

4. 굵은 면사의 MIU가 가장 크고 한지사의 MIU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착 처리로 표면의 특성

이 바뀌는데 한지사 직물의 MIU 경우 접착 후 접착

제의 영향으로 MIU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
수 한지사 직물의 MMD와 SMD가 가장 크지만 접착

으로 감소하였다. 접착 후 MIU는 증가하고 MMD는 

대체로 감소하며 SMD는 직물의 종류에 따라서 감소

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한지사 혼용직물에서 한지사의 혼용률이 높아

지면 EM, B, 2HB, MMD 값이 증가하며 LT, RT, G, 
2HG, LC, WC 값은 감소한다. 한지사 단독 사용보다 

면사와의 혼용을 통하여 전단특성, 회복성이 향상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접착심의 선택에서 형태 보형성 강화 측면에서

는 I2 심지가 우수하지만 실루엣 형성 및 인장 및 압

축회복성 등의 선택에서는 I1 접착심이 추천된다. 특
히 굽힘강성이 크고 전단강성이 적으며 회복성이 낮

은 한지사 직물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I1 접착심의 선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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