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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physical properties of silk and nylon fabrics that are 

treated with persimmon juice in accordance with irradiation time of ultraviolet spectrum. 

Persimmon juice dyeing has the advantage of using the tannin component of the 

persimmon. Tannin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hibiting photodegradation of fibers or 

polymers. Among fibrous materials, silk and nylon are prone to deterioration by light. 

Hence, this study aimed to reduce these weaknesses of silk and nylon by applying 

persimmon juice treatment. We accordingly carried out investigation and experiments on 

ultraviolet irradiation,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reated fabrics. The persimmon juice 

treatment process led to increased weight and thickness. In addition, the air permeability 

of silk fabric was increased, as compared to the control specimen; whereas, that of 

nylon fabric was decreased. Both drape stiffness and flex stiffness of silk and nylon 

tended to be high in textiles processed with persimmon juice treatment, as compa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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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삶의 속도를 늦추는 일상의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삶이 주목받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 

유형으로 친환경 킨포크 슬로우 라이프 힐링 웰, , , , 

빙 등이 있다 이들 유형 중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은 . 

특히 패션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패션 에코 패션, , 

친환경 패션 등으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Nam, 2010).

최근 패션 소재 분야에서는 친환경적인 소재기획   

및 가공을 통한 에코패션 소재를 지속적으로 도입하

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되는 가(Kim & Yum, 2013) 

공 중에 천연염색 가공이 있다 천연염(Cho, 2007). 

색 가공은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염색하며 예로부터 , 

많이 행해져오고 있다 천연염색은 쪽 감 소목 자. , , , 

초 치자 홍화 울금 등을 이용하여 가공할 수 있, , , 

다 그 중에서 감이 원료인 감물염색가공은 한국에. 

서 이조 중기 출토 면직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통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감의 학(Lee, 1982). 

명은 Diospyros kaki이고 영명은 이다, Persimmon . 

감은 주로 아시아에서 재배되며 우리나(Lee, 2001), 

라는 제주도나 경북 청도 등지의 중부 이남에서 많

이 재배된다 감의 추출성분(Kim, 2012; Lee, 2001). 

은 잎 열매 열매꼭지 등 각 부위에 따라서 색소의 , , 

성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감즙(Kim & Lee, 2003), 

을 원액 그대로 사용하거나 물과 희석하여 감물가공

을 한다 감은 타닌 중에서 고분. Proanthocyanidin 

자인 카테킨 축합형 타닌을 포함하고 있(Catechin) 

다(Cho, 2000). 

단백질계 천연섬유인 견섬유  (Kim & Jeon, 2014; 

와 합성섬유인 나일론섬유Choi & Kim, 2014) (Yun, 

는 일광에 대해 비교적 취약Kim, & Jeon, 2004)

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를 광취화 혹은 광열화라. 

고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공제나 가공에 관한 ,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Koussoul, 1999; 

감물은 타닌 성분Sionkowska & Plancka, 2011). 

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가공처리에 의해 통기성, 

이 향상되고 색상의 견뢰도가 좋은 편이며 시원한 , , 

촉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자외선 . 

차단이 되는 장점이 있어 피부보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Lee, 2001). 

다양한 직물에 대한 감물염색가공 효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이 다음과 같이 보고되어 있다 감물염. 

색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일광조사를 진행할 경우에

는 일기의 변화로 인해 조사시간이나 조사 광량을 

조절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제된 조건 하에서 발색.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인공적인 자외선 

조사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자외선 조명등 혹은 카. , 

본아크등이나 제논 아크 등을 사용하여 조사(Xenon)

하는 발색을 비롯하여 알칼리 물 열을 통한 발색 , , , 

연구가 있다 그 중에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된 . 

것은 자외선 발색에 관한 연구이다(Huh, Bae, & 

An, 2008; Huh, 2011; Huh & Bae, 2014; Lee, 

또한 알칼리와 열 발색 물 발색을 시도한 2004). ,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Kim, 2012; 

그리고 감물가공의 자외선 차단성을 Park, 2014). 

확인한 연구 기본 물성을 (Ko, 2001; Park, 1995), 

비롯한 역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Bae, 2013; Lee, 1991).

발색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물의 타닌 성분은  

감물 가공한 소재의 태를 (Han, Yoo, & Lee, 2006) 

결정지어주는 역할을 한다 태는 의복재료에서 중요. 

한 요소이며 물리적 기계적 특성을 실험하는 방법, /

이 있다(Park, 2003). 그리고 감물염색은 천연염재

the control textile. Peak load and elongation at peak load of untreated samples clearly 

decreased in both silk and nylon fabrics with the increase of ultraviolet irradiation time, 

while those of persimmon juice treated samples increased. Furthermore, ultraviolet 

blocking ratio measurement indicated that the fabric specimens treated with persimmon 

juice blocked U.V. spectrum better than the control specimen.

 

Key words 친환경 감물가공 견 : eco-friendliness( ), persimmon juice treatment( ), silk( ), nylon    

나일론 자외선조사             ( ), UV irrad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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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행연구에서 땀 세, , 

탁 그리고 일광에 대한 견뢰도부문에서 우수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감물염(You & Roh, 2006). 

색가공에 대한 다양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소재의 태와 견뢰도 등을 평가하기 위  

한 물리적 기계적 특성에 관해 실험을 하였다 소재/ . 

로서 견과 나일론 직물을 선정하였다 실험은 감물. 

가공에 사용할 감물의 욕비와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

시켜 가공한 후 적정한 수준의 률이 , Wet Pick-up

되도록 맹글을 사용하여 패딩하였다 그리고 시료를 . 

건조 후 건조시료와 습윤시료를 두어 자외선을 시, 

간별로 조사하였다 이때 감물처리를 진행한 후 자. 

외선에 대한 광 안정 효과는 인장강신도의 변화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강연도 두께 등 기본적인 물리. , 

적 기계적 특성을 측정하여 소재의 태와 관련된 성/

능을 평가하였다. 

실험 . Ⅱ

시료 및 염재  1. 

시료  1) 

 

시판되는 견직물과 나일론을 사용하였다 각 시료  . 

의 특성은 과 같다Table 1 .

염재  2) 

경상북도 청도에서 년 월말 월초에 즙을   2014 8 9∼

짠 후 저장을 해놓은 푸른색 땡감으로 제조한 감물

원액을 입수하여 냉장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Sample Weave thread/inch
Weight

(g/m2)

Thickness

(mm)

Silk Plain 126×103 49.78 0.09

Nylon Plain 105×77 55.11 0.10

Table 1. Characteristics of Silk and Nylon

염색  2. 

 염색1) 

미가공한 견직물과 나일론 원포를 크  22 ×20㎝ ㎝ 

기로 준비한 후 감물원액에 액비 로 분간 , 100:1 15

온도에서 전통염색방식으로 손으로 주물러서 50℃ 

감물염색가공을 하였다.

패딩에 의한 률 조정 2) Wet pick-up

시료의 률을 수  Wet Pick-up 150%, 300%, 600% 

준으로 패딩 맹글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Wet 

률 와 는 회 패딩 건조하였다Pick-up 150% 300% 1 . 

률 시료는 률 Wet Pick-up 600% Wet Pick-up

로 조정한 건조시료를 동일하게 감물에 침지한 300%

후 패딩 맹글을 이용하여 률을 조정하Wet Pick-up

였다 패딩으로 적정 률을 설정한 시료. Wet Pick-up

는 실온에서 건조시켰다 패딩한 시료의 건조 전과 . 

건조 후의 무게는 다음 식에 의해 을 계산Add-on

하였다.

  

  
×

A1 감물가공 및 건조 후 원포의 무게 : 

A0 감물 가공 전 원포의 무게   : 

자외선 조사  3. 

견직물과 나일론 시료들은 자외선 조사 장치에 취  

부하였다 각 실험 시료는 크기로 하였.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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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가공한 견직물과 나일론 원포는 건조시료만 . 

실험하였고 감물염색시료는 건조 시료와 습윤 시료, 

를 나누어 진행하였다 습윤시료는 자외선 조사 직. 

전에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습윤시키고 취부하였다. 

시료를 취부한 원형의 자외선 조사장치는 중앙에 자

외선 광원 개를 설치한 것이며 시료와 광원과의 2 , 

거리는 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외선을 각 시20cm . 

료에 균일하게 조사하기 위해 를 Controller motor

사용하여 개의 광원을 중심으로 자외선 조사장치가 2

원형으로 회전하도록 설정하였다. U.V. 

Lamp(Germicidal Lamp G15T8-AN, Sankyo Denki 

와 CO., Ltd.) Controller motor(Phidget Contro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시료의 회전속도는 Panel) . 

으로 설정하여 균일하게 조사하도록 하였12 13rpm∼

다. 

자외선 조사시간은 시간으로 설정  20, 40, 60, 80

하였다 시간 조사는 미가공 견직물 나일론 원포. 20 , , 

한 건조 및 습윤 시료를 같이 두어 Wet Pick-up 20

시간동안 자외선 조사하였다 시간 조사는 시간 . 40 20

조사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견직물과 나일론 원포와 , 

률 감물염색Wet Pick-up 0%, 150%, 300%, 600% 

직물의 건조 습윤시료를 조사하였다 최초 자외선 , . 

조사 후 시간이 되었을 때 습윤 시료에 다시 물, 20 , 

을 적셔준 후 옆으로 뒤집어 다시 시간 조사를 , 20

진행하였다 조사시간 시간일 때 실험직물은 . 60 , 40

시간과 마찬가지로 견직물과 나일론 원포와 Wet 

률 의 감물염색가Pick-up 0%, 150%, 300%, 600%

공한 건조 시료와 습윤 시료를 자외선 조사하였다. 

이때 시간이 되었을 때 습윤 실험 시료에 물을 , 30 , 

적셔주었다 그리고 옆으로 뒤집어 시간을 추가로 . 30

자외선 조사하였다 시간은 시간과 마찬가지로 . 80 20

견직물과 나일론 직물 원포와 감0%, 300%, 600% 

물염색가공한 건조와 습윤 직물을 두어 자외선 조사

를 진행하였다 이 때 시간마다 습윤시료에 물을 . 20

적셔주었고 앞면과 뒷면이 균등하게 조사되도록, , 

물을 적셔주는 시간에 맞추어 옆으로 뒤집어서 자외

선 조사하였다.

물리적 특성  4. 

중량  1) 

법에 의거하여 원포의 무게와   KS K 0514:2011 , 

률 감물염색가공Wet Pick-up 150%, 300%, 600% 

포의 감물염색 전의 무게와 감물염색을 하고 난 뒤 , 

건조무게를 회 측정하였다 그리고 평균값을 내어3 . , 

이에 따라 중량 증가율을 계산하였다. 

두께  2) 

에 준하여 두께 측정기  KS K ISO 5084:2011

를 사용하여 회 측정(Hanwon testing Co., Korea) 3

한 후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공기투과도  3) 

법에 준하여  ASTM D737-04:2012 , KS K ISO 

법으로 공기투과도 시험기9237:2011 (Textest FX 

를 사용3300 Air Permeability Tester, Switzerland)

하였다 시료의 측정 유효면적은 인 링 을 . 38 (Ring)㎠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크기 의 견직. 10 ×10㎝ ㎝

물과 나일론 원포 률 와 , Wet Pick-up 150% 300% 

감물염색가공포를 사용하였다 감물염색가공포는 자. 

외선 조사하지 않은 시료와 자외선을 시간 시40 , 60

간 조사한 시료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강연도  4) 

시료의 굴곡성을 측정하기 위해 에 의  KS K 0539

거하여 플렉소미터 법을 사용하였다(Flexometer)

이를 통해 드레이프 강(Chen, 2009; .Hu, 2004). , 

경도와 굴곡 강경도를 계산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 

시료는 견직물과 나일론 원포 자외선을 조사하지 , 

않은 률 인 견직물과 나일론 감물Wet Pick-up 150%

염색가공포와 률 인 견직물 나일Wet Pick-up 300% , 

론 감물염색가공포를 측정하였다 크기는 . 2.5 ×15㎝

로 경사방향 과 위사방향 의 앞면과 뒷(Warp) (Weft)㎝

면을 각각 회씩 측정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드레2 . 

이프 강경도와 굴곡강경도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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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 = D/2㎝

드레이프 강경도C : 

밀려나간 시험편의 길이D : ( )㎝

E(㎝ ․ g)=C3W

굴곡강경도E : 

직물의 무게W: (g/ )㎠

인장강신도  5) 

본 실험은   KS K 0521:2011, KS K ISO 13935-1, 

에 준하여 스트립법으로 인장강신도ASTM D 5035

를 측정하였다 인장시험기. (Universal Tensile 

를 이용하여 신도 하중 Tester, Testometric, U.K.) -

곡선에서 최대의 하중을 나타내는 최고점(Peak 

과 최고점에 해당하는 신도Load) (Elongation at 

값을 측정하였다 유효 시료장 Peak Load) . 100mm, 

인장속도는 시료 폭은 설정하20mm/min,  2.5cm 

여 측정하였다 견과 나일론의 원포 조사한 견. , U.V. 

과 나일론의 감물 미처리포 조사한 , U.V. Wet 

률 의 감물 처리포를  Pick-up 150%, 300%, 600%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감물 처리포는 건조 시료와 . 

습윤 처리 시료 모두 측정하였다 시료는 각각 회. 3

씩 측정하였다.

Figure 1. Weight Increase Percentage of Silk and Nylon 

자외선 차단율  5. 

와 의 자외  UV-A(400 315 ) UV-B(315 280 )∼ ㎚ ∼ ㎚

선 차단율을 측정하였다 자외선 차단율을 측정하기 . 

위해서 센서 모듈, U.V-A (Model  UATM2 

과 센서 모-0903-001, Genicom CO., Ltd.) UV-B 

듈(Model UBTM2-0903-001, Genicom CO., Ltd.)

을 사용하였다 측정값은 자외선 광원의 투과량. 

을 측정하고 자외선 광원 투과량 대비 차단율(volt) , 

을 계산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견과 나일론 . 

원포와 를 조사하지 않은 률 U.V. Wet Pick-up 150%

와 의 견과 나일론 감물 처리포를 사용하였다300% .  

결과 및 고찰IV. 

물리적 특성  1. 

중량 증가율  1) 

과 같이 률이 상승할수록 견  Figure 1 Wet Pick-up

과 나일론의 중량이 증가했다 견의 경우에는 타닌. , 

산에 대한 피브로인의 친화력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

다 타닌의 기를 매개로 하여 견 피브로인 중의.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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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COOH , -NH- , NH– – 2기가 서로 수소결합이 형

성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Cho, 2000). 나

일론은 말단기의 비율이 낮고 소수성이 비교적 높은 

합성섬유이므로 관능기가 비교적 풍부한 천연섬유인 

견섬유에 비해 감물의 흡착량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일론의 중량 증가율은 견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께  2) 

에서 두께는 견과 나일론 모두 원포와 자  Table 2

외선 조사한 미처리포 률 의 값이 (Wet Pick-up 0%)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감물 처리 시료의 경우

Table 2. Thickness of Silk and Nylon Fabric Specimens

Irradiation hour, hr
Wet 

Pick-up, %
Dry/Wet

Thickness, mm

Silk Nylon

0 0.08 0.08

20

0 Dry 0.09 0.08

300
Dry 0.11 0.10

Wet 0.11 0.10

600
Dry 0.13 0.10

Wet 0.12 0.10

40

0 Dry 0.09 0.09

150
Dry 0.12 0.11

Wet 0.12 0.11

300
Dry 0.12 0.10

Wet 0.11 0.10

600
Dry 0.13 0.11

Wet 0.14 0.12

60

0 Dry 0.09 0.08

150
Dry 0.13 0.11

Wet 0.13 0.10

300
Dry 0.12 0.10

Wet 0.12 0.11

600
Dry 0.12 0.11

Wet 0.13 0.11

80

0 Dry 0.06 0.09

300
Dry 0.12 0.11

Wet 0.13 0.10

600
Dry 0.12 0.11

Wet 0.14 0.11

는 원포에 비해 두께가 증가하였다 이는 감물염색. 

가공을 하게 되면 감물의 유효 성분이 섬유 섬유, - , 

실 실 사이에 부착된 것에 기인한다- . 

공기투과도  3) 

견직물은 원포에 비해 감물 가공포의 공기 투과도  

가 증가하였다 을 보게 되면 . Table 3 Wet Pick-up

률 인 감물 가공포는 원포와 대비하여 배가150% 2

량 증가하였다 이는 자외선 조사 유무와는 상관없. 

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원포에 비하여. , Wet 

률 인 자외선 조사한 미처리 포는 원Pick-up 300%

포에 비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외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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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감물 가공 포는 원포대비 배가량 증가하였다2 . 

정련된 견섬유는 부드러운 특성으로 인해 몸에 달라

붙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하부다이 직물. 

은 감물처리에 의해 공기 투과도가 증가하였다 이. 

는 견직물을 구성하는 경위사의 견사 필라멘트 단면

형상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감물 처.  

리 전에는 경위사 중 견사의 단면형상이 평평하나 

감물처리 및 건조 후에는 실의 단면이 둥글게 집속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일론의 경우 . 

공기투과도가 원포와 대비하여 감소하는 경향이 보

인다 률 의 경우 자외선 조사한 . Wet Pick-up 150%

미처리 포와 감물 가공포의 공기투과도는 배 정도 2

감소하였다 률 경우 자외선 조. Wet Pick-up 300% , 

사한 시료에 비해 거의 배 정도 감소했다 나일3 4 . ∼

론 직물에서 필라멘트 상태인 나일론 섬유의 감물처

리 후 집속 효과가 견섬유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여기서 나일론 모노필라멘트 섬도는 . 

약 견의 모노필라멘트는 미만이므3denier, 1denier 

로 감물처리 및 건조에 의해 집속되는 효과가 섬세

한 견의 경우 더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

다.  

Table 3. Air Permeability of Silk and Nylon Fabric Specimens

Sample Wet Pick-up, %
Irradiation hour,

hr

Air Permeability,

/ /s㎤ ㎠

Silk

0 0 38

150

0 95.1

40 96

60 93.9

300

0 49.4

40 73.4

60 72.7

Nylon

0 0 34.3

150

0 12.1

40 9.2

60 14.9

300

0 9.8

40 14.4

60 9.45

강연도  4) 

에서 감물염색 가공한 견직물과 나일론 모  Table 4

두 드레이프 강경도 가 원포(Drape Stiffness)

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굴곡강경(Control) . 

도 역시 원포에 비해 감물염색가공(Flex Stiffness) 

한 직물의 값이 더 높게 나왔다 이는 감물염색가공. 

으로 인해 직물 조직의 결합이 견고해진 것에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감물가공 소재로 의복. 

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몸에 잘 달라붙지 않아 하절, 

기 의복소재로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인장강신도  5) 

분산분석 결과 와 같이 감물 가공하  , Figure 2 5∼

지 않은 시료는 자외선 조사시간 증가에 따라 견, 

나일론 모두 인장강도 가 저하함을 알 수 (Peak load)

있다 또한 결과 원포와 감물처리하.(p<0.05) t-test , 

지 않은 시료를 시간별로 자외선 조사한 취화된 건

조시료들 사이에서 인장강도의 유의차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감물가공 미처리 포 경우.(p<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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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rape Stiffness and Flex Stiffness of Silk Fabric Specimens

Sample Warp/Weft
Drape  Stiffness, ㎝ Flex  Stiffness, ·gf㎝

Control 150% 300% Control 150% 300%

Silk
Warp 1.76 3.62 3.55 0.03 0.26 0.26

Weft 1.95 4.16 4.27 0.04 0.39 0.44

Nylon
Warp 2.51 3.71 3.58 0.09 0.29 0.29

Weft 2.00 3.36 2.60 0.05 0.22 0.11

Figure 2. Change in Peak Load of Persimmon juice-treated Silk Fabric Specimens with U.V. Irradiation Time

자외선 조사 후 인장강도의 값이 절반가량으로 감소

하였지만 감물가공을 한 시료는 미처리 포에 비해 

인장강도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견. 

과 나일론 모두 감물 가공처리를 할 경우에 자외선 

조사 후 인장강도가 저하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었

다 단 률 건조 상태 시료기준( , Wet Pick-up 300%, ). 

자외선 조사를 시간 했을 때 나일론 미처리20 80 , ∼

시료의 원포 대비 강도 저하율은 이며 견12 35% , ∼

직물 미처리시료의 강도 저하율은 수준이36 64% ∼

다 나일론은 견에 비해서 자외선 조사를 했을 때. , 

원포에 비해 미처리포의 인장강도 값이 더 감소하였

는데 이를 통해 나일론도 자외선에 시료가 취화하지, 

만 견에 비해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견과 나일론의 신도 는   (Elongation at peak load)

분산분석결과에 따르면 인장강도와 마찬가지로 뚜, 

렷한 저하를 보여준다.(p<0.05) Figure 6 Figure 9∼

를 보면 신도는 인장강도와 같이 원포에 비해서 자, 

외선 조사한 시료의 값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 

외선 조사시간이 길어질수록 값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신도 값은 습윤시료의 값이 건조시료. 

에 비해서 그 값이 높게 나온 경향을 보인다 감물. 

가공을 하면 자외선에 의해 열화가 일어난 직물의 

신도값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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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ange in Peak Load with U.V. Irradiation Time, Silk Fabric Specimens(Control) 

Figure 4. Change in Peak Load of Persimmon juice-treated Nylon Fabric Specimens with U.V. 

Irradi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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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hange in Peak Load with U.V. Irradiation Time, Nylon Fabric Specimens(Control) 

Figure 6. Change in Elongation of Persimmon juice-treated Silk Fabric Specimens with U.V. 

Irradi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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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hange in Elongation with U.V. Irradiation Time, Silk Fabric Specimens(Control)

Figure 8. Change in Elongation of Persimmon juice-treated Nylon Fabric Specimens with U.V. 

Irradiation Time



김지민 김종준 · / 친환경 감물가공 소재의 자외선 조사에 의한 물리적 특성변화에 대한 연구

131

Figure 9. Change in Elongation with U.V. Irradiation Time, Nylon Fabric Specimens(Control)

Figure 10. U.V. blocking ratio of Silk and Nylon Fabric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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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율  2. 

자외선 차단율은 감물가공포가 원포보다 높게 나  

타났으며 이는 전술한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라고 , 

할 수 있다 을 보면 의 (Ko, 2001). Figure 10 UV-A

경우 원포의 차단율이 이지만 , 80.0% Wet Pick-up

률 인 감물가공포의 차단율은 견은 300% 90.4%, 

나일론은 값을 보여주었다 의 차단율90.6% . UV-B

도 와 마찬가지로 감물염색가공으로 인하여 UV-A

자외선 차단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견의 차단. 

율은 률 감물가공포는 Wet Pick-up 150% 90.5%, 

률 의 감물가공포는 의 Wet Pick-up 300% 93.6%

값을 보여준다 그리고 나일론은 률 . Wet Pick-up

의 감물가공포일 때 률 150% 94.5%, Wet Pick-up

감물가공포일 때 의 차단율이 있음을 300% 97.1.%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와 모두 . UV-A UV-B Wet 

률이 일 때의 감물가공포의 차단율과 Pick-up 150%

수준일 때의 차단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300% 

는다 따라서 률 일 때 자외선 . Wet Pick-up 300% , 

차단효과가 충분히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 론V. 

본 연구는 감물의 가공조건을 변경하고 조사  U.V. 

를 하였을 때 견과 나일론 직물시료의 물리적 기계/

적 특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적정한 수. , 

준의 률을 설정한 후 감물 가공을 시행Wet Pick-up

하여 수분 처리를 조절하고 조사 시(Wet, Dry) , U.V. 

간을 변경하여 물리적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 

이 때의 감물가공의 자외선에 대한 광안정 효과는 

자외선을 조사한 시료들의 인장강신도 변화를 통해 

평가하였다. 

감물가공으로 인해 견직물과 나일론의 단위면적   

당 중량과 두께가 모두 증가했다.

공기투과도는 원포와 대비하여 견직물 시료의 값  

은 증가하였으나 나일론의 값은 감소하였다 견섬, . 

유는 감물가공에 의해 경위사를 구성하는 섬유들의 

집속도가 높아지게 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

며 나일론은 견섬유와 달리 집속도 증가가 거의 없, 

고 코팅에 의해 기공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견과 나일론을 감물 가공했을 때 경 위사의 드레  ·

이프 강경도와 굴곡 강경도는 원포 대비 증가한다. 

원포와 비교할 때 견직물이 나일론보다 더 높은 증

가를 보여 상대적으로 더 뻣뻣해졌음을 알 수 있다.

분산분석 결과 미처리 시료는 자외선 조사시간   , 

증가에 따라 견직물 나일론 모두 인장강신도의 저, 

하가 뚜렷하다 그리고 결과 원포와 .(p<0.05) t-test , 

감물처리하지 않은 시료를 시간별로 자외선 조사한 

취화된 건조시료들 사이에 인장강도의 유의차가 있

음을 알 수 있다.(p<0.05) 

자외선에 대한 감물가공포의 차단율이 와   UV-A

모두 원포대비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UV-B . 

리고 감물 가공 시 률 수준일 때 Wet Pick-up 300% 

충분한 자외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친화적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친환경 패션트렌드 중 하나인 천연염색 가공 그 중, 

에서 감물가공의 조건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가공처

리를 하였고 그와 관련된 물성을 연구하였다 감물, . 

가공 원료의 선정이나 적정조건에 대해 차후 연구가 

더 뒷받침된다면 자외선 차단제 혹은 광안정제로써, 

의 역할과 더불어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감물염색의 

오랜 발색시간과 자외선에 취화되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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