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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bedding fabrics consisting of warp (150d/144f, polyester) and

weft (polyester, Tencel and cotton MVS blended spun yarn) with blend ratio of weft. We measured electro-

static propensity, moisture properties, pilling propertie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fabrics for this study.

F-P fabric showed outstanding moisture properties and pilling properties. However, tensile properties and

electrostatic propensity were relatively inferior to other characteristic values. Significant static electricity may

make F-P fabric uncomfortable. F-P7C3 fabric showed outstanding moisture properties and pilling propert-

ies. Static electricity may make F-P7C3 fabric uncomfortable; in addition, F-P5C5 fabric showed outstand-

ing moisture properties and pilling properties. Rough and stiff hand feel were expected to increase because

tensile properties decreased and surface properties increased. F-C fabric showed outstanding pilling prop-

erties and electrostatic propensity. However, it showed inferior moisture control properties. F-P5T4C1 fabric

showed outstanding moisture properties, pilling properties and electrostatic propensity. Several properties are

outstanding; however, the hand feels are very rough and stiff from bending. The water evaporation and sta-

tic electricity increased with increasing polyester content. As the content of cotton increased, tensile prop-

erties were improved. However, water evaporation and static electricity decreased. The addition of Tencel

increased the thickness and compression energy so that it exhibited a soft characteristic upon compression

and an excellent moisture control properties, but the surface became somewhat coarse.

Key words: Polyester, Tencel, Cotton, MVS blended spun yarn, Performance of the bedding fabrics; 폴

리에스터, 텐셀, 코튼, MVS 혼방사, 침장용 직물의 성능

I. 서 론

근래의 소비자들은 섬유제품의 감성적 측면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높아 업체에서는 신 합섬을 중심으로 의

복의 외관, 촉감, 태, 질감 및 쾌적성의 면에서 소비자들

을 만족시키기 위한 소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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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합성섬유는 천연섬유가 갖지 못하는 우수한

역학적 특성 및 물성을 가지는 반면 감성적인 측면에서

는 천연섬유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2006). 합성섬유와 천연섬유 모두

고유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종류의 섬

유로 의복재료를 구성하여 구매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한 종류의 섬유로

구성된 제품보다는 다양한 섬유를 혼방 또는 교직함으

로써 각 섬유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발

현시킨 섬유제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섬유를 혼

합한 방적사를 혼방직물로 직조하여 다양한 물리적 성

능 및 최종 응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Lee at al.(2005)은 대표적인 의류

용 혼방직물인 면/폴리에스터 혼방시료로 생분해성을 평

가하여 혼방직물을 사용한 의류제품의 환경친화성에 대

하여 연구하였고 Park and Kim(2005)은 가공법, 밀도를

달리한 폴리에스터/면 혼방직물의 역학적 특성이 심퍼

커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다. Chung et

al.(2002)은 혼방비율을 달리한 폴리에스터/스판덱스 혼

방직물에 대한 5종 모노아조계 분산염료의 염색성을 연

구하였고 Nam et al.(2000)은 앙고라와 같은 특수모가 갖

는 촉촉하고 매끄러운 듯한 감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울/

텐셀 혼방직물을 효소처리 및 표면가공하여 그 물성을

측정하였다. Kang and Lee(2009)는 금속사 함량과 경사

의 종류가 메탈릭 자카드 직물의 역학적 특성과 태에 미

치는 변화를 살펴보아 겨울철 여성용 수트소재로의 적

합성을 살펴보았고 Song et al.(2007)은 염색한 대두/면

혼방직물의 역학적 특성과 객관적 태를 분석하여 대두

섬유의 의류제품 최종 용도에 대한 다양한 개발에 객관

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도 Park and Bae

(2005)는 텐셀 혼방직물의 고감성, 다기능성 의류소재로

서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캐티온화 텐셀 혼방직물의

역학적 특성과 태를 분석하였다. Kwon and Song(2003)

은 스포츠웨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나일론 섬유와 면섬

유를 다양한 조건의 교직물로 제직하여 역학적 특성치

와 객관적 태를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스포츠웨어용 직

물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Park and Ryu(1997)는

혼방섬유와 혼방률이 다른 여러 마직물의 역학적 특성

치와 객관적 태를 비교하여 착용 시의 변형거동을 살펴

보았다. 더 나아가 Kim(2008)은 Air-jet 직기의 특성이

감성 교직물의 물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촉감에도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MVS 혼방사의 물성 및 이를 이

용한 편성물의 물성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im, 2015, 2016; Sa & Lee, 2015). MVS(Murata Vortex

Spinning) 방적이란 공기의 와류거동에 기초하며 섬유

전체가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섬유는 평행하고 내

부섬유를 둘러싼 래핑섬유가 회전하여 래핑섬유의 꼬

임에 의해 결속되어 형성되는 방적 방식으로 링 방적사

에 비해 잔털이 적고 외관이 매끄러운 특성을 갖는다.

PET, Tencel, Cotton MVS 방적사의 섬도와 혼용률에 따

른 물성특성을 고찰한 선행연구(Sa & Lee, 2015) 결과

섬도와 혼용률에 따라 역학적 특성, 굽힘특성, 잔털지

수, 표면특성 등이 다르게 나타나 직물에 적용할 경우

다양한 촉감감성이 유발될 것으로 예측되며 쾌적감과

관련된 수분특성에서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섬유제품의 다양한 감성을 요구하는 시장의 흐름

에 발맞추어,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터와 천연섬유인 면

그리고 물리적 특성은 합성섬유에 가깝고 촉감은 천연

섬유에 가까운 텐셀을 사용하여 MVS 방식으로 만든 방

적사로 제직한 침장용 혼방직물의 물성특성을 평가하여

그 성능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Sa & Lee, 2015)의 결

과를 바탕으로 가장 내구성이 우수하게 나타난 30's의

Polyester, Tencel, Cotton MVS 방적사로 제직한 침장용

혼방직물의 마찰대전성, 수분특성, 필링성, 역학적 특성

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침장용 혼방직물의 종합적

물성을 분석하여 최종 제품에 응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실험방법

1. 시료

직물 제직에 사용된 직기는 레이피어식(Rapier type)

직기(국제기계, 제직속도 150rpm, 폭 58inch)이고, 2×1

변화평직으로 제직하였다. 경사에 사용된 원사는 150d/

144f의 폴리에스터, 위사는 MVS 861 정방기를 사용하여

폴리에스터, 텐셀, 면의 혼용률을 달리한 30's MVS 방적

사(Sa & Lee, 2015)로 5가지 직물을 제직하였고 얻어진

직물의 특징은 <Table 1>과 같다.

2. 마찰대전성 측정

마찰대전성은 KS K 0555:2010, B법에 따라 크기 4cm

×8cm의 시험편을 경사방향, 위사방향으로 준비하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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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대전압(V)을 측정하였다.

3. 수분특성 측정

직물의 심지흡수력은 20cm×2.5cm의 경사방향, 위사

방향의 시험편을 (27±2)
o

C의 증류수가 들어 있는 용기

의 수면에 한쪽 끝이 닿도록 하여 일정한 높이로 수평

봉을 정지시킨 후 2분 간격으로 10분까지 모세관 현상

으로 물이 상승하는 높이(mm)를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

로 표시하였다(Harnett & Mehta, 1984).

수분제어특성은 AATCC 195법의 MMT(Moisture Ma-

nagement Tester)를 이용하였다. MMT는 수분(땀)을 빠르

게 흡수하여 외부로 배출 후 건조되는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시험편 이면에서 표면으로의 배출성능, 시험편

표면에서의 퍼짐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8cm×8cm의 시

험편을 표준상태에서 24시간 이상 컨디셔닝한다. 위, 아

래 원형의 센서 사이에 이면이 위로 향하게 하여 시험편

을 삽입하고 테스트 용액(0.9% NaCl 0.2cc의 양)을 20초

동안 시료 위에 공급되게 한다. 측정시간은 2분(120초)

로 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아래는 MMT에서 출력되는

세부항목에 대한 정의이다.

· Wetting time(sec): 시료의 표면과 이면이 수분에 의

해 젖기 시작하는 시간으로 정 중앙 sensor로부터 다음

sensor(5mm)까지 걸리는 시간

· Absorption rate(%/sec): 원단의 표면과 이면의 시간

당 초기 수분흡수율로 최초 수분율이 측정되는 순가의

기울기

· Max wetted radius(mm): 원단 표면과 이면의 최대

수분확산반경

· Spreading Speed(mm/sec): 측정시간 내 원단 표면과

이면의 수분확산반경이 최대가 될 때까지의 속도

· One way transport Capability(OWTC): 측정시간 내

원단 표면과 이면의 누적된 수분함량(%)의 차이를 시

간당 평균으로 측정

· Overall Moisture Management Capability(OMMC):

이면의 수분흡수율, 원단 표면과 이면의 누적 수분함량

의 차이, 이면의 최대 수분확산속도의 세 가지 특성치를

조합하여 계산된 원단 전체 수분이동능력 지수

4. 필링성 측정

필링성 측정은 KS K 0501:2010의 브러쉬 스펀지 법

(Brush & Sponge)으로 시험하였고, 표준등급 도표(KS

K 0504)와 비교하여 1~5등급으로 표시하였다.

5. 역학적 특성 및 형태변형 거동 측정

20cm×20cm
 

크기의 시료를 KES-FB(Kawabata Eval-

uation System, Kato Tech Co. Ltd., Japan)를 이용하여 경

사방향, 위사방향에 대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Table 4>

에 표현한 인장특성, 굽힘특성, 전단특성, 압축특성 등의

표면특성 및 두께와 중량의 6개 항목에 EM을 포함한

17개의 역학적 특성치를 측정하였고(Kawabata, 1980),

특성치들의 조합값을 이용하여 형태변형거동을 살펴보

았다.

III. 결과 및 고찰

1. 마찰대전성

정전기(Static electricity)는 두 물체의 접촉 또는 마찰

에 의해 전하가 축적되는 현상 말한다. 혼방직물의 경사

방향, 위사방향 6매를 마찰포(면포, 모포)와 일정한 하중

을 주어 마찰시켜 측정한 시험편의 평균값을 <Fig. 1>에

나타내었다. 폴리에스터의 함량이 감소하고 면의 함량이

Table 1. Specification of fabrics

Sample code F-P F-P7C3 F-P5C5 F-C F-P5T4C1

Fabric count (ends×picks/5cm) 325×81 326×81 323×83 326×81 326×98

Thickness (mm) 0.55 0.53 0.54 0.59 0.66

Weight (g/m
2
) 157 157 157 158 162

Weft (MVS 30's) P100 P70:C30 P50:C50 C100 P50:T40:C10

Warp (filament) Polyester (150d/144f) 100%

Weave 2:1 plain



한국의류학회지 Vol. 41 No. 1, 2017

– 20 –

증가할수록 대전성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텐셀

이 함유된 직물에서 마찰대전성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

내었다. 이는 직물에 친수성 섬유를 혼방하여 교직하면

대전성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전성은 섬유의 흡습성이 적을수록, 대기 중의 습도가

낮을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면과 셀룰로오스 구조의 목

재펄프를 원료로 한 재생섬유인 텐셀은 강한 수소결합

력을 가지는 친수성 구조로 되어 있고 완전히 건조되면

절연체가 된다(Koo et al., 2012). 반면 폴리에스터는 소

수성 구조로 되어 있어 습도가 낮은 환경에서의 정전기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각 섬유의 표준수분율을 살펴

보면 폴리에스터가 0.4~0.5%, 면이 7%, 텐셀이 12~14%

로 텐셀이 비교적 높은 표준수분율을 가지고 있어(Kim,

2000) 텐셀이 함유되고 면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대전성

이 가장 낮은 값을 갖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텐셀이

함유된 직물은 면 100%인 직물보다도 대전성이 낮은 값

을 갖는 것으로 보아 강한 내구성을 가지면서 대전성도

낮은 것은 혼방직물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2. 수분특성

심지흡수력은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증발시키는 능력

을 의미하는 것으로 쾌적한 직물로 사용되기 위한 중요

한 요소이다(Choi, 2004). Polyester, Tencel, Cotton MVS

방적사로 제직한 직물의 경사방향 심지흡수력과 위사방

향 심지흡수력을 <Fig. 2>−<Fig. 3>에 나타내었다.

경사방향과 위사방향 모두 텐셀이 함유된 직물의 심

지흡수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폴리에스터의 함량이

감소하고 면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심지흡수력이 감소하

였다. 텐셀은 결정 부분이 적고 비결정 부분이 많아 면과

비교하였을 때 흡습성이 우수하고, 습윤상태에서 너비

방향으로 팽윤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실안의 섬유가

서로 밀착하게 된다(Kim, 2000). 텐셀은 습윤상태에서

팽윤하므로 물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섬유의 비표면적

이 더 넓어져 수분을 흡수, 배출에 대한 뛰어난 수분조

절능력을 가진다(Samil Spinning Co., Ltd., 2016). 한편

Fig. 1. Electrostatic propensity of fabrics using poly-

ester, Tencel and cotton MVS blended spun

yarns.

Fig. 2. Warp direction wick-ability of fabrics using po-

lyester, Tencel and cotton MVS blended spun

yarns.

Fig. 3. Weft direction wick-ability of fabrics using po-

lyester, Tencel and cotton MVS blended spun

ya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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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셀룰로오스 분자는 친수성이기 때문에 물의 흡수

는 빠르지만 증발이 느리고 심지흡수력이 떨어진다(An,

2007).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폴리에스터 함유량을 갖는

F-P5T4C1와 F-P5C5에서 텐셀의 함유량이 높은 F-P5T

4C1의 심지흡수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F-P

의 경우 MVS 방적사의 구조 상 중심부에 위치한 섬유

는 무연(無撚)이므로 이것으로 인한 모세관 현상이 발생

하여 소수성을 가진 폴리에스터 섬유라도 흡수성이 향

상되어 MVS 방적사로 제직한 직물의 심지흡수력이 향

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Fig. 2>−<Fig. 3>에서 경사방향

과 위사방향에 따른 심지흡수력의 변화를 절대적인 측

면에서 살펴보면 위사방향보다 경사방향의 심지흡수력

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경사에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방적사인 위사보다 모세관 현상이 잘 일어났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상대적인 측면으로 보면

경사방향보다 위사방향의 심지흡수력이 혼용률에 따라

더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분제어특성(Moisture management properties)은 수

분을 빠르게 흡수하여 외부로 배출 후 건조되는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시험편 이면에서 표면으로의 배출

성능, 시험편 표면에서의 퍼짐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Po-

lyester, Tencel, Cotton MVS 방적사로 제직한 직물의 흡

수시간, 흡수율, 최대습수반지름, 확산속도, 한방향 이

동성능, 전체 수분제어성능을 <Table 2>에 나타내었고

시간에 따른 직물의 이면과 표면수분함량을 <Fig. 4>−

<Fig. 5>에 나타내었다. 수분이 처음 닿는 면(의복의 안

쪽면)의 수분함량이 점선으로 표시되고 그 반대면(의복

의 겉면)의 수분함량이 실선으로 표시된다. 점선이 실선

아래쪽에 있을수록, 실선이 시간축과 이루는 면적에서

점선이 시간축과 이루는 면적을 뺀 값이 클수록,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수분함량이 낮아질수록 수분을 흡수 후

건조되는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Fig. 4>를

살펴보면 점선이 실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여 직물이

수분을 빠르게 흡수하여 이동시켜 반대면의 수분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는 의복으로 착용 시 땀을

흘린 면보다 의복의 겉면에 수분이 더 많다는 뜻으로 더

쾌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시료 F-P와 F-P5T4C1

은 모세관 효과가 뛰어난 폴리에스터와 수분제어능력이

뛰어난 텐셀이 함유된 시료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물

의 수분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수분이

직물로부터 증발하여 쾌적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시료 F-P5T4C1의 수분감소량은 가

장 높아 5가지 직물 중 수분제어특성이 가장 우수하다.

반면 <Fig. 5>를 살펴보면 수분흡수 초기에 점선이 실

선보다 높아 의복착용 시 땀을 흘린 쪽 면의 수분율이

의복의 겉면보다 높다는 것을 뜻하며 이로 인하여 쾌적

성이 감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땀을 흘린 쪽 면의 수분이 겉면으로 이동하지만 시료 F-

C의 수분이동시간은 더 오래 걸려 면은 흡수성은 좋은

섬유이지만 증발이 느려 의복으로 착용하여 땀을 흘릴

시 불쾌감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의 OMMC(Overall Moisture Management Capability)

Table 2. Moisture management properties of fabrics using polyester, Tencel and cotton MVS blended spun

yarns

 P100  P70:C30 P50:C50 C100 P50:T40:C10

A G A G A G A G A G

Wetting time

(sec)

T 003.30 4.5 002.70 5 02.50 5 003.10 5 001.70 5

B 003.50 4 003.20 4.5 02.50 5 003.30 5 001.70 5

Absorption rate

(%/sec)

T 037.50 3 012.50 1.5 36.90 1.5 041.80 3.5 049.70 3.5

B 047.70 3 025.60 2 39.90 3 026.60 2 069.60 4

Max wetted radius

(mm)

T 021.00 4 012.00 2 12.00 2 013.00 3 026.00 5

B 028.00 5 017.00 3 15.00 3 018.00 4 030.00 5

Spreading speed

(mm/sec)

T 004.10 4 002.80 3 03.40 4 003.10 3 008.40 5

B 004.60 5 002.80 3 03.60 4.5 003.30 3.5 009.10 5

One way transport capability 296.00 4 485.00 5 40.00 5 126.00 1.5 250.00 3.5

Overall moisture management

capability
000.74 4.5 000.70 4 00.72 4 000.42 2 000.74 4.5

A: Average, G: Grade, T: Top, B: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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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으로 보면 시료 F-P와 F-P5T4C1의 값이 5 중 4.5를 나

타내어 수분제어특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고 시료 F-C

는 2를 나타내어 수분제어특성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심지흡수력을 통해 나타낸 Polyester, Tencel,

Cotton MVS 방적사로 제직한 직물의 수분특성과 일치

하는 결과이다.

3. 필링성

Polyester, Tencel, Cotton MVS 방적사로 제직한 직물

의 필링성을 살펴본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KS

K 0504의 표준등급 도표에서는 필링성의 등급을 1등급

은 ‘very severe pilling’, 2등급은 ‘severe pilling’, 3등급은,

‘moderate pilling’, 4등급은 ‘slight pilling’ 그리고 5등급

은 ‘no pilling’으로 표기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시료는 혼

용률에 관계없이 모든 시료에서 4.5등급의 우수한 필링

성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방적사에서는 단일섬유로

방적된 실보다 잔털이 많이 발생한다(KOTITI, 1983). 또

한 MVS 방적사는 코어섬유가 커버링되었기 때문에 잔

털지수가 적어 직물로 제직했을 때 마모저항성이 링 방

적사보다 우수하고 외관이 깨끗하다(Stalder, 2014). 본 연

구의 시료가 혼방직물임에도 우수한 필링등급을 나타낸

것은 다른 방적사에 비해 잔털이 적은 MVS 방적사를 사

용하여 제직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로 보아 혼방비

율을 달리한 MVS 방적사를 사용하여 깨끗한 외관을

가지며 다양한 촉감을 가진 직물을 제직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4. 역학적 특성

Polyester, Tencel, Cotton MVS 방적사로 제직한 직물

의 역학적 특성을 KES-FB 시험기를 사용하여 인장특성,

굽힘특성, 전단특성, 압축특성, 표면특성, 두께 및 무게와

EM을 포함한 17개의 역학적 특성치 측정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최대신장성(EM)과 인장에너지(WT)는 F-P에서 가장

낮고 면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F-C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섬유의 표면이 매끄러운 폴리에스터로만

이루어진 F-P는 제직 시 치밀한 조직을 형성하여 인장

변형으로 인한 특성치가 낮으나, 면섬유가 혼용됨에 따

라 면섬유 측면의 꼬임으로 인해 경사, 위사 간 마찰력

이 증가하여 조직의 치밀성이 떨어져 인장에너지가 높

아지고 인장변형이 쉬워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일한

폴리에스터가 혼방된 F-P5C5와 F-P5T4C1에서는 텐셀

이 함유로 됨에 따라 인장에너지가 증가하였다. 이는 선

행연구(Sa & Lee, 2015)에서 P50:C50, P50:T40:C10, C

Fig. 4. Moisture transfer of fabrics (F-C, F-P7C3, F-

P5T4C1) using polyester, Tencel and cotton

MVS blended spun yarns.

Fig. 5. Moisture transfer of fabrics (F-P5C5, F-C) usi-

ng polyester, Tencel and cotton MVS blended

spun yarns.

Table 3. Pilling properties of fabrics using polyester, Tencel and cotton MVS blended spun yarns

F-P F-P7C3 F-P5C5 F-C F-P5T4C1

Grade 4.5 4.5 4.5 4.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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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비율의 MVS 방적사 순서로 잔털지수가 높게 나타

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꼬임의

역할에서와 마찬가지로 방적사의 잔털이 증가할수록 경

위사간 마찰력이 증가하여 조직의 치밀성이 떨어지고

인장에너지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면의 함량

이 큰 F-C와 텐셀이 포함된 F-P5T4C1에서는 인장선형

도(LT)는 증가하고 인장회복도(RT)는 감소하여 초기인

장이 어렵고 형태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굽힘특성을 살펴보면 시료 F-P5T4C1에서 굽힘강성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 직물이 뻣뻣해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굽힘이력 값도 시료 F-P5T4C1에서 큰 경향을 보여

직물이 굽혀진 후에도 굽힘변형으로부터 잘 회복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혼용률이 폴리에스터와 면으로

구성된 직물은 굽힘강성 값과 굽힘이력 값이 비교적 낮

은 값을 나타내어 직물이 잘 구부러지고 유연하며 굽힘

변형으로 부터 잘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단특성을 살펴보면 시료 F-P5T4C1에서 전단강성

(G)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 직물의 신축성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단이력(2HG, 2HG5) 값도 시료 F-P5T4C1

에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전단방향의 변형으로

부터 회복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한편 F-P<F-P7C3<F-P5

C5<F-C 순으로 전단특성이 증가하여 폴리에스터 함량

이 증가하고 면의 함량이 감소할수록 직물의 전단방향

으로의 변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표면특성을 살펴보면 마찰계수(MIU)와 마찰계수의 평

균편차(MMD)는 시료 F-P5T4C1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

내었으나 기하학적 거칠기는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

다. 이는 텐셀이 혼방된 직물의 마찰저항이 가장 커 표면

이 매끄럽지는 못하나, 표면은 더 평활하고 요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낸다.

압축특성을 살펴보면 시료 F-P5T4C1에서 압축선형

성이 가장 낮아 압축이 잘될 것으로 보이고 압축에너지

와 압축회복성은 가장 큰 값을 나타내어 부피감이 있고

압축변형으로부터의 회복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치들의 조합 값을 이용한 형태변형거동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직물이 받는 변형은 각 용도에 따른 외

력의 세기마다 다르며 소재의 역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다. 이에 따른 변형거동과 관련하여 직물 자체의 하

중이 작용한 기본 역학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며 특성치

들의 조합 값이 관여한다(Niwa, 1976; Sung et al., 1989).

단위면적당 중량에 대한 굽힘강성의 비율인 B/W 값

은 직물 자체 무게에 의하여 천이 늘어질 때의 형태와 관

련한 특성치로 값이 적을수록 잘 드리워진다. 가장 잘 드

리워지는 직물은 F-C로, 잘 드리워지지 않는 직물은 F-

Table 4. Mechanical properties of fabrics using polyester, Tencel and cotton MVS blended spun yarns

F-P F-P7C3 F-P5C5 F-C F-P5T4C1

Tensile

EM 3.440 3.710 3.680 3.960 3.610

LT 0.677 0.670 0.668 0.691 0.704

WT 5.800 6.200 6.150 6.820 6.380

RT 66.540 65.860 65.350 61.540 56.710

Bending
B 0.090 0.085 0.101 0.077 0.209

2HB 0.146 0.135 0.154 0.131 0.462

Shear

G 0.750 0.820 0.830 0.940 2.060

2HG 3.330 3.590 3.850 4.380 19.980

2HG5 4.440 4.820 5.060 5.660 11.930

Surface

MIU 0.160 0.184 0.190 0.178 0.362

MMD 0.016 0.015 0.017 0.017 0.036

SMD 7.500 7.070 7.800 7.600 3.286

Compression

LC 0.110 0.126 0.112 0.120 0.097

WC 0.054 0.054 0.059 0.057 0.098

RC 24.070 22.220 22.190 24.470 40.500

Thickness T 0.552 0.532 0.537 0.590 0.664

Weight W 15.713 15.758 15.730 15.775 1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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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T4C1로 나타났다. 단위면적당 중량에 대한 굽힘이력

의 비율인 2HB/W 값은 직물 자체 무게에 의하여 천이

늘어질 때 형태가 불확정한 것에 관련한 특성치로 값이

클수록 형태가 불확정하며 liveliness가 결여된다. 가장

형태가 불확정한 직물은 F-P5T4 C1로 나타났다. 굽힘변

형에 있어서 탄성 성분과 히스테리시스 성분의 비율인

2HB/B 값은 큰 값을 가질수록 형태안정성이 안 좋고 구

김이 생기기 쉽고 전단변형에 있어서 탄성 성분과 히스

테리시스 성분의 비율인 2HG/G 값은 적당한 값을 가질

수록 형태보유성이 좋고 손질이 매끈한 것을 나타내는

데, 본 연구의 시료는 폴리에스터와 면의 함량이 적절히

섞였을 때 작은 값을 갖게 되며 F-P5T4C1에서는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직물의 기하학적 거칠기에 대한 마

찰계수의 변동비율인 MMD/SMD 값은 작을수록 촉감

이 매끄럽다. 폴리에스터와 면으로만 구성된 직물 4가지

는 거의 동등한 값을 가져 촉감이 비슷할 것으로 보이

는 반면 텐셀인 함유된 F-P5T4C1은 큰 값을 나타내어

촉감이 다소 거칠 것으로 생각된다. 단위면적당 중량에

대한 압축에너지의 비율인 WC/W 값은 클수록 충실도

에 있어서 압축이 부드러운데, 시료 F-P5T4C1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내어 텐셀이 함유됨으로 압축 시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직물의 두께에 대한 압축에

너지의 비율인 WC/T 값은 클수록 압축 시 부드러운데,

폴리에스터만 함유된 F-P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

고 면섬유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특성치가 커지며 텐

셀이 함유된 F-P5T4C1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 면과

텐셀이 함유될수록 압축 시 부드럽게 느껴짐을 알 수 있

다. 직물의 두께에 대한 단위면적당 중량의 비율인 W/T

값은 작을수록 함기량이 크고 부피감이 있다는 것을 뜻

하는데, 폴리에스터와 면의 함량이 섞였을 때 가장 큰 값

을 갖고 텐셀이 함유된 F-P5T4C1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어 공기함량이 크고 부피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굽힘길이를 나타내는  값은 직물 자체의 중량

에 의해 늘어지는 성질에 관계하는 값으로 큰 값을 가질

수록 구부리기 어렵고 드레이프 계수가 크게 되는데, 면

이 많이 함유된 F-C에서 가장 낮은 값을 가져 드레이프

성이 좋고 F-P5T4C1에서 가장 큰 값을 가져 직물이 다

소 강직함으로 알 수 있다.  값은 직물 자체의

중량에 의하여 늘어뜨려지는 경우 굽힘이력 효과 때문

에 처진 모양의 형태부정에 관계되는 특성치로 큰 값을

가질수록 드레이프 모양이 정해지지 않고 liveliness가

부족하다. 폴리에스터와 면으로만 구성된 4가지 직물은

혼방비율에 의해 크게 값이 변하지 않았고 텐셀이 함유

된 직물에서는 특성치 값이 가장 크게 나와 드레이프성

이 다소 떨어짐을 나타내었다.

5. 혼방직물의 종합적 특성

Polyester, Tencel, Cotton MVS 방적사로 제직한 5가

지 혼방직물의 최종 물성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Fig.

6>에 표준화하여 나타내었다.

<Fig. 6(a)>는 시료 F-P의 최종 물성특성으로 OMMC

값이 높아 수분을 흡수하고 외부로 배출시키는 성능이

우수하여 발한에 의한 수분배출이 쉬워 쾌적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마찰대전성 값

이 다른 특성치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정전기 발생으

로 인한 불쾌감이 유발될 수 있다.

<Fig. 6(b)>는 시료 F-P7C3의 최종 물성특성으로 마

B/W3

2HB/W

Table 5. The standardized basic hand values of fabrics using polyester, Tencel and cotton MVS blended spun

yarns

　 F-P F-P7C3 F-P5C5 F-C F-P5T4C1

B/W 0.0057 0.0054 0.0064 0.0049 0.0129

2HB/W 0.0093 0.0086 0.0098 0.0083 0.0284

2HB/B 1.6200 1.5871 1.5257 1.7065 2.2081

2HG/G 4.4400 4.3780 4.6386 4.6596 9.6990

MMD/SMD 0.0021 0.0021 0.0022 0.0022 0.0110

WC/W 0.0034 0.0034 0.0038 0.0036 0.0060

WC/T 0.0978 0.1015 0.1099 0.0966 0.1476

W/T 28.4647 29.6194 29.2924 26.7373 24.4932

0.1789 0.1754 0.1859 0.1696 0.2342

0.0963 0.0925 0.0990 0.0913 0.1685

B/W3

2H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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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대전성이 중간 이상 값을 보여 정전기 발생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 OMMC, 필링성은 비교적 우수한 값을

나타내었다. F-P보다 굽힘특성은 감소하고 표면특성, 인

장특성은 증가하여 유연하고 인장성이 있으며 다소 거

친 느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여러 특성이 우수하고 촉

감이 개선되었지만 폴리에스터의 함량이 높아 정전기 발

Fig. 6. Physical properties of fabrics using polyester, Tencel and cotton MVS blended spun ya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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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으로 인하여 다소 불쾌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6(c)>는 시료 F-P5C5의 최종 물성특성으로 OM-

MC, 필링성은 비교적 우수한 값을 나타내었다. F-P7C3

보다 인장특성은 감소하고 표면특성이 증가하여 거칠고

뻣뻣한 촉감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대적

촉감이 매우 뻣뻣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폴리에스

터 함량의 감소로 마찰대전성이 감소하여 정전기 발생

이 적고 OMMC, 필링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6(d)>는 시료 F-C의 최종 물성특성으로 필링성

이 우수하고, 정전기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다. 굽힘특성

과 표면특성이 5가지 시료와 비교하여 비교적 작은 값을

나타내었고 인장특성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MMC 값

이 낮아 수분제어특성이 부족해 수분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발한 시 불쾌감이 유발될 수 있다.

<Fig. 6(e)>는 시료 F-P5T4C1의 최종 물성특성으로 F-

P5T4C1는 두께와 밀도가 다른 직물보다 커 B 값과 MIU

값이 크게 나타나 직물이 뻣뻣하고 표면이 매끄럽지 못

해 거친 촉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나 WC/T 값이 커서

압축 시 부드러운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필링성이 우

수하고, 정전기 발생이 일어나지 않으며, OMMC값이 높

아 수분제어특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폴리에스터, 텐셀, 면을 사용하여 MVS

방적 방식으로 방적한 30's 실을 이용하여 침장용 혼방

직물을 제직하였고, 혼방직물의 마찰대전성, 수분특성,

필링성, 역학적 특성을 측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혼방직

물의 종합적 물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폴리에스터 함량이 커지면 모세관 효과에 의한 수분

증발량은 커지나 마찰대전성이 커져 정전기 발생이 커

지게 된다. 면의 함량이 증가하면 인장특성이 향상되고

정전기 발생은 감소하나 수분제어능력이 떨어져 수분

의 발산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텐셀이 첨가될 경우 두께

가 증가하고 압축에너지가 증가하여 압축 시 부드러운

특성을 나타내고, 수분제어특성은 우수해졌으나 표면이

다소 거칠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ET, Tencel, Cotton MVS 방적사의 섬도와 혼용률에

따른 물성특성을 고찰한 선행연구(Sa & Lee, 2015) 결

과, 섬도에 따라서는 30's의 내구성이 좋다고 판단되었

고, 혼용률에 따라서는 P50:T40:C10 비율의 MVS 방적

사는 내구성이 좋았고 P50:C50 비율의 MVS 방적사는

표면이 가장 매끄럽다고 판단되어 혼용율이 다른 MVS

방적사를 이용하여 제직할 경우 다양한 감성과 특성을

가진 직물의 발현이 기대되었다. 실제 직물로 제직 후 혼

방직물의 물성특성을 고찰한 결과, 텐셀이 혼용되어 내

구성이 좋아 직물로 활용하였을 때 그 기능 발현이 기대

되었던 F-P5T4C1은 촉감이 다소 뻣뻣한 특징을 나타내

었으나 압축 시 부드러운 특성을 나타내었고, F-P5C5은

F-P5T4C1보다 촉감이 좋게 평가되었다. 또한 폴리에스

터, 면, 텐셀이 적절하게 혼방될 경우 수분제어특성이 향

상되었다. 구성섬유의 여러 가지 특성은 섬유제품의 물

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소재의 혼방을 통해 소비

자의 감성에 맞는 다양한 침장용 소재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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