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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rface properties, including the texture and the luster, of cotton fibers and yarns thereof play an
important role in textile technology. The convolutions and the cross-sectional shape of the cotton fiber
affect the fabric texture and the luster accordingly. Mercerization of the cotton fabric affects the luster,
strength, and other properties of the fabric. In this study, the effect of mercerization was examined on the
luster of the cotton fabric, together with the effect of polishing treatment. One of the traditional methods
determining the fabric luster is the use of glossmeter or goniometric glossmeter. The use of glossmeter
gives successful results in determining the gloss of rather flat and continuous surface such as plastic
sheet, painted surface, or paper products. Since the textile fabrics have diverse surface structures and
textures, these could be regarded as having three-dimensional surface. Such complexity imposes some
difficulties for differentiating subtle surface luster properties of diverse textile fabrics. The advancement in
the area of imaging technologies has enabled the micro-scale analysis of the surface textures and the
fabric luster recently. Using a CCD camera, the surface luster images were taken at various incident
illumination conditions. Microscale analysis, including the blob analysis, of the images could
differentiate the subtle luster properties present in a group of cotton fabric samples comprising
mercerized cotton fabric, non-mercerized cotton fabric, polished cotton fabric, and a ‘standard’ cotton
fabric. The glossmeter measurement gave satisfactory but limited differentiation among the samples,
whose luster differences are easily recognizable with visual observation, except for the mercerized
cotton fabric sample and the non-mercerized cotton fabric. The microscale analysis of the fabric luster
could, therefore, help understand the nature of diverse textile fabric luster.

Key words: cotton(면), glossmeter(광택도계), luster(광택), multi-focusing(다중초점)

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 7, No. 5,  pp.108~118(2003)



I.

천연섬유는 합성섬유의 균일하고 과도한 광택과는

다르게 불균일한 표면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외관 품위

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인 원형단면의 합성섬

유와 대비할 때 면과 양모섬유는 불규칙한 표면을 가

지고 있어 경면반사보다 난반사가 많다. 또 독특한 청

량감 있는 태가 느껴지며 특히 면섬유는 흡습성과 위

생적인 측면에서 뛰어나다. 합성 섬유의 개발 목표의

하나로서 천연 섬유를 모델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표

면상태나 광택을 보다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잘 배향된 섬유의 표면

에 불규칙한 미세구조(micro structure)를 형성하는

것으로 면이나 양모 등의 천연섬유의 외관과 유사하게

표면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천연섬유 또한 부족한 합성섬유의 장점을 여러 가지

가공처리로서 개선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섬유의 경우 머서화처리를 긴장한 상태에서 진행

하면 섬유축에 대한 분자배향이 증진되고, 강도가 증

대되며, 염색성이 향상되고 횡단면의 꼬임이 풀리면서

원통상이 되어 평활하고 균일한 측면과 둥근 단면이

됨으로써 광택이 증진된다. Polished cotton은 매끄러

운 표면의 금속롤러를 사용하여 원단의 표면을 압착한

상태에서 광택이 나도록 처리를 한 것이다.

직물의 외관 품위를 결정짓는 요소인 광학적 특성

중 주요한 것으로 직물의 광택이 있다.1) 처음 직물을

접할 때 사람의 시각으로 판별되는 이유에서 적절한

수준의 광택을 부여하는 기술은 직물의 부가가치를 높

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근래에 들어 컴퓨터의 발달과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

어의 개발. 전자기술 및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로 전자,

건축뿐 아니라 섬유와 직물의 여러 분야에 컴퓨터를

확대 응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섬유 공업의 여

러 분야에서 자동화,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를 보다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발달한 화상분석 기술은

주관적인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

게 측정하고 직물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

는 시스템의 개발을 목표로 했으며, 응용 범위 또한

섬유특성 평가2,3), 부직포 특성 평가4-6), 직물의 결점

분석7-10), 실의 균제도11)와 기공도 평가, 직물 표면광

택12)의 분석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품질

평가 뿐 아니라 광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컴

퓨터에 연결된 현미경, CCD 카메라와 프레임 그래버

를 이용하여 표면의 이미지를 획득하고, 획득한 이미

지를 이미지 프로세싱을 적용해 중요한 시각적인 특징

을 이끌어 낸 연구13), 직물의 표면섬유, 혹은 필링 평

가를 이미지 분석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방법으로 발전

시킨 연구14,15),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하여 직물을 평가

한 연구16,17), 화상분석을 이용하여 직물을 설계하거나

품질평가, 표면특성을 분석한 연구18-20)등 감성 차원에

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산되

고 있다.

광택의 측정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지는데 직

물을 구성하는 실의 상태(굵기, 도 등)와 같은 배열

에 따라서도 직물표면의 광택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광택은 같은 직물이라도 특정한 각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섬유 각각의 광택, 섬유의 형태, 실

의 꼬임, 직물의 조직의 다양함, 도, 굵기, 내부 첨가

제, 후가공 등이 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따라서 표면

의 상태가 상당히 복잡한 섬유집합체인 경우에는 광학

적인 측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대응시키는 것이 어렵

게 된다.

직물의 광택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는 광택도측정

기(Glossmeter)에 의한 반사광량의 측정, 혹은 2차원

이나 3차원 변각광도계에 의한 반사광량의 측정조건

에 따른 변화의 측정조건에 따른 변화의 측정 등이 있

다. 일반적인 광택의 측정방법인 광택도측정기에 의한

광택도의 측정은 변각광도계를 사용하여 반사특성을

구하게 되며, 주관적인 광택감의 정도에 가까운 수치

를 보여주는 정반사광과 확산반사광의 비로써 표시하

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광

택의 양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다양

한 섬유의 종류에 따른 광택의 질에 관한 상세 데이터

를 얻기 어렵다. 반면, 광학적으로 직물의 표면을 확대

하여 획득한 광택화상에 대한 분석기법을 사용한 광택

의 분석은 광택의 양뿐만 아니라 비교적 미묘한 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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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물의 광택을 기존의 측정방법을 사

용하 을 때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미시적으로 광택

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광택의 양과 질을 평가하고,

또한 CCD(charge coupled device) 카메라와 화상

분석 방법 등을 활용하여 직물의 시각적인 평가에 대

한 정보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정보를 얻고자

했으며, 광택도측정기와 CCD에 의한 광택을 비교 분

석하여 머서화면직물과 Polishing가공된 면직물을 비

교 평가하고자 하 다.

II.

1. 직물 시료

본 실험에서는 일반적으로 광택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공으로 머서화 처리를 한 면과 그 이외의 몇 가지

경우의 광학적 특성을 비교하 으며, 일반적으로 광택

측정에 쓰이는 Glossmeter에 의한 방법과 화상분석

시스템을 통한 광택을 분석하는 CCD(Charge

Coupled Device)에 의해 섬유 및 직물의 광학적 거

동을 알아보고, 이것을 비교 분석하 다.

머서화된 면과 다른 면섬유들간의 광학적 차이를 알

기 위해 100%면으로 된 4종을 직물(fabric) 상태에서

나누어 실험하 다.

사용된 시료의 조직은 모두 평직(plain)이다. Poplin

인 Mercerized cotton(M), Non-mercerized

cotton(NM)에서 시료NM는 시료M을 방림방적에서

NaOH처리 (23~25Be) 한 것이다. 그러나 Polished

cotton(P)은 polishing가공 외에도 여타 가공처리가

되어있을 수 있다. 여기서 얻어진 결과를 비교·분석

하기 위한 표본이 되는 표준백면포(standard cotton)

를 사용하 다. 그러나 표준백면포의 경·위사의 굵기

가 다르고 도 또한 이외의 시료들에 비해 작으므로

측정할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 다. 실험에 앞서 육

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광택의 차이는 시료 P를 제외

하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정도로 미세하 으며 조명의

각도, 상태의 관찰방향에 따라 인지되는 정도의 변화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명조건을 변경하 다.

본 실험에 사용된 직물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광택도측정기에 의한 광택도 측정

광택도 측정기는 지금까지 일반적인 광택을 조사하

기 위하여 사용되어졌다. 광택도측정기로 광택의 양을

알 수 있으며, 각각의 시료에 따른 광택의 차이를 알

고자 했다. 입사각(a)을 30°, 45°, 60°로 변화시켰고

이 때 수광각(b)은 각 입사각에 대하여 0~70°까지 각

5°의 간격으로 변화시켜 측정하 다. 측정된 수치에

따른 경. 위사 별로 각각 그래프를 나타내어 변화비교

를 보고자 했다. 입사각에 의한 광량에 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흑색판을 시료에 덮어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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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on of the samples

Sample M NM P S

Yarn Count Ne 40×40(plain) 40×40(plain) 40×40(plain) 30×40(plain)

Fabric Count(ends×picks/inch) 144×80 137×71 138×71 73×73

Fabric Weight(g/m2) 116 117 112 9

Fabric Thickness(mm) 0.180 0.217 0.177 0.19

L* 94.57 94.56 92.56 94.46

Color Measurement a* -0.57 -0.37 0.36 -0.37

b* 3.07 2.93 5.36 1.9

M : mercerized cotton   NM : non-mercerized cotton   P : polished cotton   S : standard cotton

Sample M NM P S



3. CCD에 의한 광택 측정

1) CCD카메라 시스템의 구성 및 측정

CCD(charged coupled device)에 의한 직물의

섬유상 미소평면에 관한 광택의 측정을 위하여 상

입력 장치인 CCD 카메라, 렌즈, 화상분석용 컴퓨터,

조도조정이 가능한 조명 장치, 조명장치의 입사각조절

이 가능한 각도조절기와 프레임 그래버(frame

grabber), 화상 분석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화

상신호는 프레임 그래버의 A/D(Analog to Digital)회

로를 통해 디지털화되어 컴퓨터에 저장되었다. 촬 된

화상들의 저장형식은 TIFF(Tagged Image File

Format), 혹은 BMP를 사용하 다.

2) 섬유의 다중초점(multi focusing) 분석시스템의

구성 및 측정

섬유의 광택을 보다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광

학현미경의 확대 상을 얻은 후 이미지 분석을 하 다.

이 때 시스템은 광학현미경(Olympus사, BX51)에 부

착된 비디오 카메라(Polaroide사)로 구성되었다.

먼저 4종의 시료에서 섬유를 채취한 후, 슬라이드

래스 위에 올려놓는다. 섬유의 양옆을 테잎으로 고

정한 후 접안렌즈를 통하여 관찰한다. cover glass를

덮지 않고 관찰하 다. 200배의 배율로 진행되었으며

노출은 20 MC이며, 입사각은 90°로 현미경의 대물렌

즈에서 빛을 조사하 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은 TDI

scope Eye이다. Multi-focusing이란 초점이 맞지 않

는 화상들을 초점 심도가 맞는 부분만을 조합하여 깨

끗한 하나의 다중 초점 상을 획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면사 중의 면섬유와 같이 입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물체의 광학현미경에 의한 고배율 관찰은 초점심

도가 낮기 때문에 한 부분에 초점이 맞을 경우 다른

부분은 흐려지게 되어 광택의 정 한 분석이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하

여 섬유의 광택을 관찰하는 경우 다중초점시스템을 적

용하 다.

3) 화상획득

현미경에 CCD camera를 창작하고 이 화상정보

신호를 컴퓨터 프레임 그래버(frame grabber)로 옮기

어 화상을 획득하 다. CCD에 확대상을 얻기 위하여

수동 렌즈인 고배율과 저배율의 렌즈를 부착하는데 본

실험에서 사용한 렌즈는 M350렌즈이며, 광원으로는

반사광의 경우에는 할로겐 램프(Gooseneck Fiber

Optic Light Guide)를 사용하 다. 먼저 화상을 촬

하기 위하여 HL-image을 열어 Tool에서 camera

(DT3153)을 열어 Image Name와 저장경로인

Acquire to Disc storage path 등을 입력한 다음 화

상을 얻는다. 이 때 획득한 이미지의 해상도는 가로,

세로 640×480 pixel로서 이는 배율에 따라 실제로는

약 1.9×1.4 mm2~5.5×4.2mm2의 면적에 해당한다.

4) 측정각도 및 조건

면직물의 각 시료 아래에 대물대의 향을 받지 않

기 위해서 광택이 없는 표준 흑색판을 붙여 해당 입사

각의 광량을 교정하 으며, 화상의 전체적인 광택을

보기 위하여 비교적 저배율인 M350렌즈를 사용했고

렌즈의 초점을 광택이 많은 부분에 맞추어 진행했다.

조도는 5200 lux로 조정하 다. 조명과 시료와의 거

리는 12cm로 하 으며, 4종의 시료는 각각 동일한 조

건에서 촬 하 다.

광원과 수광부의 변각이 가능한 시스템을 사용하

다. 시료의 표면 법선에 대하여 입사각(Incident) g, a
는 g=0°, 90°에 대해 a를 30°, 45°, 60°로 각각 변화

시켰으며 이 때 수광각(Receiving) g, a를 각각 0°로

고정하여 측정하 다.

5) 화상처리 과정

화상의 획득 및 분석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HL-image(Data-Translation Co.)와 Image-J(NIH,

USA)이었다. HL-image에서 BMP 형식으로 저장한

화상을 앞에서 언급한 화상분석 프로그램 중 Image-

J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를 열어 화상처리를 하 다.

이미지를 획득한 후에는 분석 시에 처리속도를 빠르

게 하고 저장 시에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Image에서 type기능을 선택하고 저장형식을

111

文羨惠·金鍾俊·全東源/多重焦點畵像技法을 適用한 綿纖維光澤分析 및 綿織物의 光澤에 關한 硏究



8bpp(bit per pixel)로 변환하 다. 적절한

Threshold 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 원래의 화상을

Gray scale 화상으로 변환시켜 보면서 화상자료를 획

득한 후 회색 단계(grey level, 0~255)로 전환시켰다.

비교적 강한 광택개체로 판단되는 섬유상의 역에 대

하여 각각의 개체로 구분하고 Gray scale 화상을 2치

화상(binary image)으로 변환시켜 광택의 범위를 결

정하고 이로부터 각 광택의 면적과 광택의 개수, 단축

의 길이, 축의 방향 등의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하

다. 프로그램 중의 입자분석(particle analysis)기능을

사용하여 분석하기 위한 최소 화소값과 최대 화소값을

주고 각 개체의 주위에 outline이 형성되도록 처리하

다. 이 실험에서는 최소 픽셀값을 3, 최대 픽셀값을

10000으로 한 후 결과를 얻었다. 이 값들을 MS-

Excel로 옮겨 데이터화하 다 .

III.

면직물의 머서화가공과 Polishing가공에 따라 광택

의 변화추이를 조건 하에서 알아보고, 광택도측정기와

컴퓨터에 의한 화상분석결과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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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lossmeter measurement.

sampleDirect Incid.Receiving Angle

Ang.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30 2.3 2.4 2.4 2.4 2.5 2.5 2.4 2.4 2.3 2.2 2.1 1.9 1.7 1.5 1.3

Warp 45 2.3 2.4 2.4 2.4 2.5 2.5 2.5 2.6 2.5 2.5 2.4 2.2 2.1 1.9 1.6

M
60 2 2.1 2.2 2.3 2.4 2.5 2.6 2.6 2.7 2.7 2.7 2.6 2.5 2.4 2.2

30 2.4 2.4 2.5 2.5 2.5 2.5 2.5 2.4 2.3 2.2 2.1 1.9 1.7 1.5 1.3

Weft 45 2.4 2.4 2.5 2.5 2.6 2.6 2.6 2.6 2.5 2.5 2.4 2.2 2.1 1.9 1.6

60 2.2 2.3 2.3 2.4 2.5 2.5 2.6 2.6 2.6 2.7 2.7 2.6 2.5 2.4 2.2

30 2.5 2.5 2.5 2.6 2.6 2.6 2.5 2.5 2.4 2.3 2.2 2 1.9 1.7 1.4

Warp 45 2.5 2.5 2.6 2.6 2.6 2.7 2.7 2.6 2.6 2.5 2.4 2.3 2.2 2 1.7

NM
60 2.3 2.4 2.5 2.5 2.6 2.6 2.7 2.7 2.7 2.8 2.7 2.7 2.6 2.4 2.2

30 2.4 2.4 2.5 2.5 2.5 2.4 2.4 2.3 2.2 2.1 2 1.8 1.6 1.4 1.2

Weft 45 2.4 2.4 2.5 2.5 2.5 2.5 2.5 2.4 2.4 2.3 2.2 2 1.9 1.7 1.5

60 2.2 2.3 2.3 2.4 2.4 2.4 2.5 2.5 2.5 2.4 2.4 2.4 2.3 2.2 2

30 2.6 2.8 3 3.1 3.3 3.3 3.4 3.3 3.2 3 2.7 2.5 2.2 1.8 1.5

Warp 45 2.2 2.4 2.7 2.9 3.1 3.4 3.5 3.7 3.8 3.7 3.6 3.4 3 2.7 2.2

P
60 1.9 2.1 2.3 2.6 2.8 3.1 3.3 3.6 3.9 4.1 4.2 4.2 4.1 3.8 3.4

30 2.7 2.8 2.9 3 3 3 3 3 2.9 2.8 2.7 2.5 2.2 2 1.6

Weft 45 2.7 2.8 2.9 3 3 3.1 3.2 3.2 3.2 3.1 3 2.9 2.7 2.4 2.1

60 2.4 2.5 2.6 2.7 2.8 3 3.1 3.1 3.2 3.3 3.3 3.4 3.2 3 2.8

30 2.1 2.2 2.2 2.3 2.3 2.3 2.4 2.3 2.2 2.1 1.9 1.8 1.9 1.4 1.2

Warp 45 2.1 2.1 2.2 2.3 2.3 2.4 2.4 2.4 2.4 2.4 2.2 2.1 1.9 1.7 1.5

S
60 1.9 2 2.1 2.1 2.2 2.3 2.4 2.4 2.5 2.5 2.5 2.5 2.4 2.3 2.1

30 2.2 2.2 2.2 2.3 2.3 2.3 2.3 2.2 2.1 2.1 2 1.8 1.7 1.5 1.3

Weft 45 2.2 2.3 2.3 2.3 2.4 2.4 2.4 2.4 2.3 2.3 2.2 2.1 2 1.8 1.6

60 2.2 2.2 2.3 2.4 2.4 2.4 2.5 2.5 2.6 2.6 2.5 2.5 2.4 2.3 2.1

sample Direct
Incid. Receiving Angle

Ang.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1. 광택도 측정기에 의한 광택분석

Glossmeter에 의한 측정에서 본 논문에서는 광택

도 측정기의 입사각(a)을 30°, 45°, 60°로 변화시켰고

이때 수광각(b)은 각각의 입사각에 대하여 0°에서 70°

까지 각 5°의 간격으로 변화시켰으며 경사. 위사 방향

으로 구분하여 광택 도를 각각 측정하 다.

측정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측정한 시료는 측색에 있어 거의 유사해서 육안에

있어서 분별하기가 어려우나 광택도 측정에 있어서는

미세하게 분별할 수 있었다.

경사와 위사방향의 측정결과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미세하지만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는 시

료P의 광택도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Fig. 1> 또 시

료S는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머서화된 시료

인 M과 머서화되지 않은 시료인 NM간에는 차이를 거

의 볼 수 업었다.

Glossmeter에 의해 측정한 값은 광택의 양을 대표

하는 값이지만, 비교적 광택차가큰 경우 유의한 것으

로 판단된다.

2. 섬유의 다중초점(multi focusing )화상에
의한 광택분석

광택의 미묘한 부분 혹은 광택의 질을 평가하기 위

해서는 미세한 광택범위까지 관찰하고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입체적인 시료의 경우 초점심도로 인하

여 광택의 명확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초점위치별로

다중초점상을 얻은 후 이를 다시 합성하여 한 화면을

형성하고 표면의 반사거동을 미세하게 분석하 다. 여

기서 시료의 광택을 일정한 수준이상의 것으로 분류

(Threshold)하여 적용하고 이를 2치화하여 광택개체

로 구분하 다. 이러한 광택 개체의 수를 세고 또 광

택개체 각각의 면적을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다

중초점화상 및 이들로부터 composite image를 얻는

기초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이로부터 초점이 보다 뚜렷

한 입체적 시료에 대하여 광택을 측정할 수 있음을 시

도하여 보았다. <Fig. 2>

<Fig. 3>은 multi-focusing을 한 것 중 광택이 비교

적 많은 시료P를 선정하여 화상분석을 시행하 다.

Threshold값은 175, 180 두 가지로 한 후 각각 2치화

된 화상을 나타내었다.

<Fig. 4>의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머서화한 면섬유와

그렇지 않은 면섬유 사이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시료M

과 NM의 단면사진을 보면 머서화한 시료M은 단면이

원형이고 머서화로 인해 팽팽해져 곧게 뻗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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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verage value of glossmeter reflectance.

<Fig. 2>  Multi-focusing process and the final

composite image of cotton fibers.



<Fig. 5>의 전자현미경에 의한 섬유다발의 측면사진

을 보면 시료M은 머서화로 인해 수축되고 굵어지면서

꼬임이 없으며, 시료NM, S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면섬유의 외관과 같다. 시료P에서 마치 스케일 층처럼

보여지는 것은 Polishing가공 혹은 기타 가공에 의한

부착물로 추정된다.

3. 직물에서의 광택분석

광택의 미묘한 부분인 광택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미세한 부분까지 광택개체를 관찰하고 측정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표면의 반사를 고배율렌즈

가 부착된 CCD카메라를 사용하여 촬 하고 이를 컴

퓨터 상에 저장한 후 다시 표면의 반사거동을 미세하

게 분석하 다. 여기서 시료상의 광택을 일정한 수준

이상의 것으로 분류하고(Threshold설정) 이를 二値化

하여 광택개체로 구분하 다. 이러한 광택 개체의 수

를 세고, 또 광택개체 각각의 면적을 측정하 다.

수광면의 각을 0°(q=0°, g=0°)으로 고정한 상태에

서 입사각 q를 0°, 45°, 60°으로 두고 이에 대해 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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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M photographs of M and NM.

M

NM

<Fig. 3>  a) Multi-focused and composite cotton fiber image;

b), c)Thresholded-binarized images of multi-focused

cotton fiber image.

a) composite image from multi-focused 
images of cotton fiber specimen

b) threshold 175

c) threshold 180



0°, 90°로 변화시켜 측정하 다. <Table 3>은 Blob

analysis를 통해 얻어진 시료들의 광택 분석값이다.

여기서 광택의 크기를 나타내는 각 개체의 면적의 합

인 Total area를 통해 값이 클수록 광택이 큼을 알

수 있다.

분석하기에 앞서 육안으로 관찰해 본 시료의 광택은

P를 제외하고는 분별하기가 어려웠다. Blob의 역에

서 광택의 값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Numbers,

Total area의 값들에서 P > M >S, NM 순으로 나타났

다. 주어진 표에서 Total area는 광택의 크기가 작고

광택이 어두울수록 낮게 나왔으며, 입사각 q=60°,
g=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찰시점과 광원위치에 따

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시료M보다 시료

P(Polished cotton)쪽이 광택이 큼을 알 수 있다. 또

한 시료 NM과 S는 크게 광택의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직물이 대체적으로 정반사각도에서

다른 각도의 위치보다는 광택의 양이 많지만, 사람이

인지하는 직물의 광택양은 여러 각도에서 보여지는 전

체적인 광택의 양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육안에 의해 관찰할 수 있는 광택의 정도와, 조직과

도는 시료S의 조직에 있어서의 느슨함, 시료P에 있

어서는 광택이 비교적 많이 느껴지는 것 외에는 별다

른 차이가 없었다. 각도에 있어서는 qi=30°, gi=0°
(qr=0°, gr=0°)에서 가장 광택이 컸다. <Fig. 6>

이 그림에서 광택이 강한 부분을 threshold -

binary 화하여 검게 표시하도록 하 다. 천연섬유는

섬유 한 가닥 한 가닥이 일정하지 않은 자연적인 불균

일함이 있어 광택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광택의 모양이나 크기, 배열상태 등의 작은 차이로 인

해 육안으로 관찰할 때 광택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게

된다. Gray average(평균 밝기)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육안으로 직물을 관찰할 경우 고정된 한 각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대개 다양한 위치에서 전체적으로 직

물의 광택을 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에 의해 측

정할 경우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측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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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M images of cotton fibers.

M : mercerized cotton

P: polished cotton S : standard cotton

NM : non-mercerized cotton



IV.

광택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광택도측정기에 의한

반사광량의 측정, 혹은 2차원이나 3차원 변각광도계에

의한 반사광량의 측정조건에 따른 변화의 측정 등이

있다. 이것이 광택의 양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광택의

미묘한 부분 즉 광택의 질을 평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달로 인해 직물의

표면이나 광택, 시각적인 특성을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석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화상처리를 활용

한 많은 연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화상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광택에 대한 정보를 보다 객

관적이고 계량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

을 두고 있다.

1. 표면의 광택은 광택도측정기를 사용한 분석방법

에 의해 어느 정도의 평가가 가능하며, 육안관찰에 의

거한 결과와 경향이 유사하나 미세한 구분을 하기는

곤란하 다.

2. 광택도 측정에 의한 측정 결과 Polished Cotton

직물인 시료P의 광택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육안관찰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다. 육안 관찰 시 M은

NM에 비해 광택이 조금 더 인지되는 상태인데, 광택

도 측정결과에서는 유의할 만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

다. 시료S와 NM 또한 뚜렷한 차이를 보기는 어려웠

다. 이로써 육안으로 관찰한 직물의 광택에 비교적 뚜

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Glossmeter에 의한 측정

결과도 차이가 나타나지만, 광택의 차이가 비교적 적

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Glossmeter에 의한 광택도 측

정으로는 차이를 쉽게 판별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3. 다양한 각도에서 감지할 수 있는 광택을 비교적

제한된 각도에서 측정하는 변각광도계와는 달리 관찰

조건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화상분석장치를 통한

광택의 분석으로는 Glossmeter보다 시료간의 광택의

차이와 변화를 더 자세하게 관찰 할 수 있었다. 또한

초점심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다중

초점화상기법의 활용을 시도해 보았다.

4. 직물의 미소평면에 대하여 CCD Camera로 다

양한 각도에서 화상을 얻었으며, 이를 화상분석한 결

과 Blob area, Total blob area, Blob No., Gray

average 등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함을 확인하 다. 이러한 항목은 명시거리에서의

육안관찰에 의한 광택의 질을 비교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4종의 시료에 대하여 화상분석을 시행한 결과,

광택의 크기는 전반적으로 P>M>S, NM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시료P를 구성하는 화소의 수가 많고 시료P나

M은 각각 Polishing가공과 머서화 가공을 하여 광택

을 증가시킨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택분석 결과를

통해서 섬유의 단면상태, 다양한 관찰 각도 등 다양한

관찰 조건에 따른 광택의 상태를 다르게 인지할 수 있

음을 확인하 다. 이는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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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CD camera images and threshold-binarized

images, qi=30°gi=0°.



러 관찰 조건에서 비교적 다양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광택의 미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각촬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직물의 광택에 대한 정보와 이

를 통한 세 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직물의 광택을 분

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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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uster analysis of cotton fabrics.

qr=0 gr=0 sample Threshold Blob No. Total area Gray average

M 160 400 5940 240.13

gi=0
NM 160 220 2110 252.92

P 160 470 7886 236.66

qi=30
S 160 172 1510 249.70

M 160 187 1710 253.44

gi=90
NM 160 38 318 254.70

P 160 333 3821 251.63

S 160 83 550 254.45

M 160 339 3958 243.12

gi=0
NM 160 122 951 251.55

P 160 382 4319 251.20

qi=45
S 160 94 661 252.54

M 160 91 698 252.56

gi=90
NM 160 19 89 254.63

P 160 155 1183 253.88

S 160 50 322 253.77

M 160 244 2857 246.72

gi=0
NM 160 121 834 251.62

P 160 217 2528 247.76

qi=60
S 160 71 542 253.09

M 160 172 1642 249.68

gi=90
NM 160 80 540 252.93

P 160 297 3224 252.15

S 160 62 429 253.39

qi : Theta Incident    gi : Gamma Incident    qr : Theta Receiving    gr : Gamma Receiving

qr=0 gr=0 sample Threshold Blob No. Total area Gray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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