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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ter vapor and thermal transmission properties of high emotional garments are important to evaluate

wear comfort; in addition, the measuring methods of these properties are also critical for breathable and

warm suit fabrics. In this study, the water vapor and thermal properties of composite yarn fabrics made of

CoolMax, Tencel, and Bamboo fibers with filaments were measured and compared according to the meas-

uring method. Water Vapor Transmittance (WVT) of the fabric woven by the sheath/core composite yarn in

the warp direction was the highest due to the small staple fiber volume in the sheath/core yarn structure and

high air voids in the sheath/core yarn fabrics. This property was also the highest in fabrics woven by bam-

boo staple yarns in the weft direction, and was the lowest on hi-multi filament fabrics. However, water va-

por resistance (Ref) of these fabrics by KSK ISO 11092 showed the opposite results to the water vapor trans-

mittance method (CaCl2 method); in addition, it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low.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Ref and the drying rate was 0.719; therefore, the measurement mechanism of Ref is analogous to the

drying property measurement. The thermal conductivity of the fabrics woven with compact staple yarn sho-

wed a high value; however, the hi-multi filament fabric showed low thermal conductivity. Therefore, fiber

characteristics affect thermal properties more than yarn structure. The correlation between thermal property

and moisture transport was also low. This study showed that: water vapor transmittance was active at the

loose yarn structure, dry heat transport was vigorous at the compact yarn structure, and heat transport was

affected more by fiber characteristics than yarn structure. In conclusion, sheath/core composite yarn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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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ant to the high absorptive cool suit along with siro-fil and CoolMax/Bamboo staple yarns that were

relevant to the heat diffusive cool suit.

Key words: Water vapor transmittance, Wear comfort, Thermal conductivity, Sheath/core composite yarn,

Water vapor resistance; 수분증기이동, 착용쾌적성, 열전도성, 시스코어 복합사, 수분증기

저항

I. 서 론

직물의 수분증기 이동특성은 의류의 열적 쾌적성을 결

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심한 노동 혹은 더운 환경에

서 움직일 때 착용하고 있는 의류의 수증기의 통과 정도

는 인체에서 발생하는 땀의 전달에 매우 중요하며, 착용

자가 느끼는 쾌적성에는 직물의 수분이동특성이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직물의 땀과 같은 수분증기 투과특성

은 실과 실, 그리고 섬유와 섬유 사이의 공간에 의해 지

배된다. 즉 증기확산(vapor diffusion)은 섬유상 물질 사

이에 존재하는 공기층을 통해서 일어난다. 따라서 수증

기 투과저항성은 직물의 공기투과도에 관계되기도 한

다. 섬유상 집합체를 통한 수분이동은 크게 두 가지, 즉

액체수분이동(liquid moisture transmission)과 증기수분

이동(vapor moisture transmission)으로 구분되며 액체수

분이동은 젖음성(wetting) 및 수분이동성(wicking) 그리

고 건조를 포함한 수분이동으로 정의하며 증기수분이

동은 땀의 이동, 즉 투습성이라고 불려진다. 이러한 직

물의 수분증기 이동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다양한 소재에 대한 이들 실험방법을 이

용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어 왔다(Congalton 1999; Huang

& Qian, 2008; Lomax, 1990; McCullough et al., 2003).

수분증기 투과특성(투습도)을 측정하는 국제규격화된

방법은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증발접시

법(evaporative dish method, BS7209법), 직립컵법(upri-

ght cup method, ASTM E96-66법), 인버터컵법(inverted

cup method, ASTM F2298법), 동적 수분투과셀법(dyna-

mic moisture permeable cell method, ASTM F2298법), 그

리고 정상상태의 열 및 투습저항의 측정법(스웨팅 가디

드 핫 프레이트법, sweating guarded hot plate method) 등

이다. 국내에서는 수분법(water method, KSK 0594법)과

염화칼슘법(KSK 0954법), 그리고 스웨팅 가디드 핫 프

레이트법이 사용되고 있다. KSK 0594법은 BS7209법과

ASTM E96-66법과 유사하며 KSK 0954법도 ASTM F

2298법과 유사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들의 측정방법에

따른 투습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시료에 따라서는 큰 오

차를 보이며, 단위가 달라서 환산에 어려움도 따른다. 특

히 상거래 시 요구되는 측정방법이 다르지만 국내에서

기존에 사용해 오던 KSK 0594법, 0954법과 최근 ISO

국제규격 간의 투습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발표

된 바 없다. 반면, 국제규격 간의 실험방법에 따른 차이

점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어져 왔다. Lomax(1990)는 ISO

11092법과 BS7209법의 차이를 Witcoflex 친수성 PU로

코팅된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직물을 사용하여 연구하였

다. Congalton(1999)은 미세다공 PU 코팅직물의 투습저

항을 스웨팅 가디드 핫 프레이트법과 증발접시법(BS72

09법)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McCullough et al.

(2003)은 26종의 방수, 방풍 그리고 투습 직물시료를 사

용하여 5가지 표준시험방법으로 투습도를 측정 ·비교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투습율(WVTR)은 직

립컵 방법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고 다음이 동적 수분투

과셀법, 인버터컵법, 건조 인버터컵법의 순서로 높은 값

을 보였다. 그리고 건조 인버터컵법이 스웨팅 가디드 핫

프레이트법과 음의 상관성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

고하였다. 한편 Huang and Qian(2008)은 투습성이 낮은

시료들과 높은 시료들을 준비하여 6가지 시험법으로 시

험방법에 따른 투습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McCullough

et al.(2004)와 Huang(2006)의 연구결과에서 투습도 측정

에 관한 각 시험방법들은 장 ·단점이 있지만 스웨팅 가

디드 핫 프레이트법이 인체에서 의류 그리고 바깥 대기

로의 열과 수분증기이동을 가장 잘 시뮬레이션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건열저항과 습열증기저항을 잘 측정

할 수 있어서 신뢰성이 우수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고가의 시험장치와 사용상 번거롭다는 단점을 지

적하였다. 건조 인버터컵법은 시료사이즈가 작고, 사용

이 편리하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측정값

이 다소 높은 수치를 보여 실제 사용에 맞는 대표성이

부족한 단점을 가진다고 하였다. Yoo et al.(2000)은 수

직형 땀 분비 피부모형장치를 개발하여 일반 면, 폴리에

스터, 그리고 PVC 필름 등의 증기압 변화를 측정하여

열과 수분증기의 이동성을 측정 ·분석하였다. 그러나 최

근 고감성 의류용 소재가 시장에 많이 출시되면서 이들

소재로 사용되는 복합 하이브리드사 직물의 투습성을

국내 투습도 측정규격들과 비교하여 연구한 결과는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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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기 어렵다. 특히 유럽과 미주지역의 무역 상거래에

있어서 최근 요구되는 ISO 규격과 기존의 국내 KS 규

격 사이의 투습성의 비교연구는 중소기업에 중요한 정

보를 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필라

멘트와 스테이플 섬유와의 시스코어(sheath/core), 사이

로필(siro-fil) 복합사 구조와 최근 친환경, 흡한속건소

재로 많이 사용되는 소재인 쿨맥스, 텐셀, 그리고 뱀부

섬유들의 특성에 따른 고감성 복합 소재 직물의 투습성

이 실험방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섬유

및 의류기업현장에서의 생산과 무역 거래에 필요한 기

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II. 수분 및 열이동 실험의 이론적 배경

수증기 이동특성은 섬유상 물질의 수분이동과정 중

액체이동(liquid transmission)과 기체이동(vapor trans-

mission)에서 기체이동의 개념을 설명하는 확산에 관한

Fick's law인 <Eq. 1>로 설명할 수 있다(Das & Alagiru-

samy, 2010)

...... Eq. 1.

where, J: moisture flux rate

dCA / dx: concentration gradient

DAB: diffusion coefficient

한편 직물구조 내에서 확산할 때 두 가지 형태로 설

명할 수 있다(Fohr et al., 2002; Lomax, 1985). 첫 번째

는 직물 내 섬유와 실 사이, 혹은 섬유길이를 따라서 존

재하는 기공을 통한 단순 확산과 다른 한 가지는 섬유

를 따라서 일어나는 확산이다. 따라서 수증기 이동특성

은 직물과 실 내의 기공도와 섬유의 확산특성에 의존하

게 된다. 일반적으로 섬유집합체 내에서 수분의 확산성

은 섬유부피가 증가하면 공기의 양이 줄어들고 확산성

이 감소하며, 섬유단면의 편평도가 낮을 때, 수분의 확

산성은 감소한다. 또한 공기투과도가 높으면 당연히 확

산성은 증가하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현상이다(Li &

Holcombe, 1992). 직물층을 통해 수분증기가 이동하는

메커니즘은 증발된 수분증기가 층을 통해 확산이 일어

나고 직물 내의 섬유들이 이들 증기를 흡수한 후 인접

한 섬유로 전달되고 다시 탈수과정을 거쳐 섬유표면으

로 흡착, 이동을 하여 대기상태의 공기흐름에 의해 바

깥으로 수분증기가 직물을 빠져나가게 된다(Li et al.,

1993). 이들의 이론적 배경은 투습도와 투습저항으로 나

누어지며, 투습저항 측정법으로서 염화칼슘법(KSK 09

54법)은 ISO 15496 2004법 표준에 따르는 방법으로 기

업현장에서 품질관리에 사용하기 쉽게 규격화된 방법이

다. 이 방법에서 수분증기투과량(Water Vapor Permea-

bility; WVP) 측정은 인버터컵 측정법과 같은 원리로 시

료는 3개 준비하여 측정되어지며 WVP는 <Eq. 2>에 의

해 계산된다.

...... Eq. 2.

where, WVP: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g/m
2

· h)

W2: mass of fabric specimen (mg)

W1: mass of fabric specimen before test (mg)

A: specimen area (cm
2
)

t: testing time (h)

한편, 투습저항법은 KSK ISO 11092법으로 섬유상 물

질의 열저항과 투습저항을 정상상태에서 측정하는 방법

이다. 열저항(thermal resistance, Rct)은 물질의 두 면 간의

온도차이를 구배방향(x)에 대한 단위 면적당 건열유동

량으로 나눈 값이며 <Eq. 3>으로 주어지고 이는 전도, 대

류 및 복사 중 한 종류 이상의 열이동특성으로 구성된다.

투습저항(water vapor resistance, Ret)은 물질의 두 면 간

의 수증기압의 차이를 구배방향에 대한 단위 면적당 증

발열 유동량으로 나눈 값, 즉 <Eq. 4>로 표현된다. 증발

열 유동은 확산과 대류 두 성분으로 구성된다.

...... Eq. 3.

where, Rct: thermal resistance (m
2
· K/W)

ΔT: temperature difference (K)

Qc: dry heat flow (W)

A: the area of the fabric specimen (m²)

...... Eq. 4.

where, Ret: water vapor resistance (m
2
· Pa/W)

ΔP: pressure difference (Pa)

Qe: the evaporative heat loss (W)

A: the area of the fabric specimens (m
2
)

한편, 투습도 지수(water vapor permeability index, imt)

는 <Eq. 5>로 주어지며 건열저항과 투습저항의 비로 정

J DAB

dCA

dx
---------=

WVP t W2 W1–( )× A⁄=

Rct
1 TΔ
Qc /A
-----------=

Ret
1 PΔ
Qe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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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된다.

...... Eq. 5.

where S: 60 (Pa/K)

imt는 단위가 없으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투습

도(water vapor transmittance, Wd)는 <Eq. 6>으로 주어

진다.

...... Eq. 6.

where, Wd: water vapor transmittance (g/m
2
· h · Pa)

: evaporation latent heat at Tm (0.674Wh/

g at Tm =35
o
C)

III. 시료준비 및 물성측정

1. 하이브리드 복합사 준비

1) 경사 하이브리드 복합사 준비

경사로 사용될 3종의 실을 사이로 링 정방기에서 제

조하였다. <Fig. 1>에 경사로 사용된 3종의 하이브리드

복합사를 도시하였다. PP DTY 30d/24f 필라멘트를 두

개의 텐셀 로빙과 프런트 롤러에서 만나게 하여 PP/텐

셀 시스-코어 하이브리드 방적사 40's를 제조하였다. 스

펀 정방기 위쪽 로빙부의 한 부분에 텐셀 로빙을 장착하

여 PET DTY 필라멘트와 만나 PET/텐셀 사이로필 40's

를 제조하였다. 또한 이 정방기의 사이로 장치 위쪽에

텐셀 로빙 두 가닥을 드라프트 영역으로 피드시켜 텐셀

사이로사 40's를 만들어 이들 세 가지 복합사를 경사로

사용하였다.

2) 위사 하이브리드 복합사 준비

위사로 사용된 5종의 실을 <Fig. 2>에 나타내었다.

PET 쿨맥스 50d/36f 필라멘트가 링 정방기에서 두 개의

텐셀 로빙과 프런트 롤러에서 만나 쿨맥스/텐셀 시스-

코어 30's가 제조되었다. 또한 PET 55d/216f 필라멘트

를 사용하여 PET 텐셀 siro-fil 30's를 2번째 위사로 사

용하였으며 PET 쿨맥스 스테이플 섬유와 뱀부 스테이

플 섬유를 혼합하여 만든 30's 방적사를 3번째 위사로,

뱀부 스테이플 섬유를 사용한 30's 방적사를 4번째 위

사로 사용하였다. PET 75d/144f 하이멀티 필라멘트를

5번째 위사용으로 사용하였다.

2. 직물시료 준비

본 연구에서 제조한 15종의 직물은 최근 고감성 의류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복합사와 이들로 만들어진 직물

소재 트랜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래피어 직기(pi-

canol gamma, 벨기에)를 이용하여 준비된 8종의 실로

직물을 제직하였다. 15종의 평직 조직의 직물시료를 각

각 30y씩 제직하였으며 염색과 가공을 진행하였다. <Ta-

ble 1>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물시료 특성을 나타내었

다. 제직한 15종의 생지는 CPB 정련기(BPB, Kuester, 독

일)에서 호발과 정련을 실시한 후 연속 정련기(EXTRA-

CTA-2400, Benninger, 스위스)에서 50m/분 속도로 수세

를 거친 후 1차 세팅을 150
o
C에서 40m/분로 실시하였다.

염색은 래피드 염색기(CUT-MF-1, Hisaka Work Ltd., 일

본)에서 120
o
C에서 60분 처리 후 건조기(Shrink dryer, 일

성기계, 한국)를 거친 후 최종 세팅을 130
o
C에서 50m/분

속도로 텐터기(sun-super, 일성기계, 한국)에서 처리하였다.

imt S
Rct

Ret

------=

Wd
1

Ret ∅T
m

⋅
------------------=

∅T
m

Model

Specifications
PP DTY 30d/24f+

Tencel sheath/core hybrid yarn

PET DTY 55d/216f+

Tencel siro-fil for hybrid yarn

Tencel+Tencel staple fibers

siro-spun yarns

Yarn specimens PP/Tencel S/C 40'S PET/Tencel siro-fil 40'S Tencel siro-spun 40'S

Fig. 1. Hybrid composite warp yar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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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pecifications
PET CoolMax 50d/36f+

Tencel sheath/core hybrid yarn

PET DTY 55d/216f+

Tencel siro-fil hybrid yarn

CoolMax/Bamboo staple fibers

ring spun yarns

Yarn specimens CoolMax/Tencel S/C 30'S PET/Tencel siro-fil 30'S CoolMax/Bamboo spun yarn 30'S

Model

Specifications Bamboo staple fibers ring spun yarns PET DTY 75d/144f filament

Yarn specimens Bamboo spun yarn 30'S PET 75d/144f

Fig. 2. Hybrid composite weft yarn model.

Table 1. Specification of fabric specimens

Group
Fabric specimen

no.
Warp yarn

Weft yarn Fabric density (/in.)

Yarn 1 Yarn 2 Wp Wf

A

1

PP DTY

30d/24f+

Tencel

sheath/core

40 Ne

P/CoolMax50/36+Tencel sheath/core 30'S

PP100/48 91.5 62.4

P/DTY55/216+Tencel siro-fil 30'S2

P/CoolMax+Bamboo spun 30'S3

Bamboo 30'S4

P/DTY75/1445

B

6

PET DTY

55d/216f+

Tencel

siro-fil

40 Ne

P/CoolMax50/36+Tencel sheath/core 30'S

PP100/48 91.5 62.4

P/DTY55/216+Tencel siro-fil 30'S7

P/CoolMax+Bamboo spun 30'S8

Bamboo 30'S9

P/DTY75/14410

C

11

Tencel+

Tencel

siro-spun

40Ne

P/CoolMax50/36+Tencel sheath/core 30'S

PP100/48 91.5 62.4

12 P/DTY55/216+Tencel siro-fil 30'S

13 P/CoolMax+Bamboo spun 30'S

14 Bamboo 30'S

15 P/DTY75/144

PP: Polypropylene, P: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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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분증기 및 열이동특성 측정

1) 수분증기 이동특성 측정(KSK 0954법)

수분증기 이동특성은 KSK 0954법의 염화칼슘법과 K

SK ISO 11092법으로 측정하였다. 15종 직물시료의 수분

증기투과량 WVP를 염화칼슘법인 KSK 0954법으로 실

험을 실시하였다. <Fig. 3>에 이 실험기구를 도시하였다.

지름 6cm, 높이 2.5cm 알루미늄 투습컵을 준비한 다음

항온항습기 내의 히터 위에 올려놓고 히팅하여 투습컵

내부온도를 40
o
C가 되게 한 후 흡습제(염화칼슘) 33gr

을 넣는다. 항온항습기(온도 20±2
o
C, 습도 65±2%R.H.,

풍속 2.5m/sec)에서 24시간 컨디셔닝시킨 지름 9cm(유

효투습면적: 28.26cm
2
, 유효지: 9cm)의 원형시료를 표면

을 흡습제 쪽으로 얹고 흡습제 위쪽 3mm 정도 위치에

팩킹 고무와 커버링으로 크램핑해서 실링하여, 시료와

컵 사이의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항온항습기

내에서 1시간 정도 후 시료의 무게를 측정(W1)하고 다시

1시간이 경과한 후 시료의 무게를 측정(W2)한 후 <Eq.

2>를 사용하여 투습도를 계산하였다.

2) 습열저항에 의한 수분증기 이동특성 측정(KSK ISO

11092법)

15종 직물시료의 투습저항, Ref는 KSK ISO 11092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Fig. 4>에 이 측정장치를 나타내었다.

장치는 가열전력 측정부분과 물 공급부분으로 구성되며

가열전력 측정부분은 가열센서(2b)가 있는 가열장치와

두께 3mm, 면적 0.04m
2
의 구멍 뚫린 금속판(1)이 가열

금속블록(6) 내에 설치되어 있다. 시료가 놓여지는 금속

판(1)은 가드히터(2a)에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시료 끝단

부의 잔류열 누수를 막아주고 금속판 밑바닥 부분에 백

킹히터가 장착되어 있어 열이 밑으로 흘러 열누수가 발

생하는 것을 막아서 열과 수분이 시료두께를 따라서 단

지 위쪽으로 옮겨지게 해준다. 한편 금속판(1) 위에는 셀

로판 멤브레인이 장착되고 30×30cm 직물시료가 그 위

에 놓여지면 증류수가 급수장치(5)에서 가열금속블록(6)

내의 금속판(1)에 전달되고 작은 구멍을 가진 금속판(1)

은 인체피부온도인 35
o
C까지 가열되고 금속판(1) 온도

가 금속판 바로 밑에 샌드위치 형태로 된 센서에 의해 측

정된다. 이때 공기유속은 1m/s, 공기온도 35
o
C, 상대습도

40%로 세팅하며 정상상태에 도달하면 직물의 전 투습

저항(total evaporation resistance, Ref)은 <Eq. 7>로 계산

된다.

...... Eq. 7.

where, Ret: total evaporation resistance (m
2
· Pa/W)

A: specimen area (m
2
)

ps: the saturation water vapor pressure (Pa)

pa: the water vapor pressure of the air (Pa)

H: the heat amount supplied to the measuring

unit (W)

ΔHe: correction factor

직물의 순수한 수증기 투습저항(Ref)은 시료가 없는 상

태에서 멤브레인만의 증기투습저항(Reb)을 측정하여 Ref

Ret

A ps pa–( )

H HeΔ–
----------------------=

Fig. 3. Measuring cup of CaCl2 method (KSK 0954).

Fig. 4. Schematic diagram of measuring apparatus by

ISO 1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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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 값을 뺀 값이 되며 <Eq. 8>로 표현된다.

 ...... Eq. 8.

where, Ref: the evaporation resistance of the fabric spe-

cimen (m
2
· Pa/W)

Reb: the evaporation resistance of the membr-

ane (m
2
· Pa/W)

본 연구에서는 측정장치의 저항과 시료표면에 부착

된 공기경계층의 투습저항을 결정하기 위해 시료를 측

정장치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장치의 투습저항상

수(Reb)를 측정하고 순수한 직물의 투습저항(Ref)은 <Eq.

8>로 계산하였으며 3개 시료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그

시료의 실험값으로 하였다.

3) 건조특성 측정

수분증기 이동특성은 인체에서 땀이 배출되어 증발되

고 의복 바깥 공기의 대기압과의 차이에 의해 땀이 의류

를 통과하여 증발하는 량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KSK

0954법이며 땀이 증발할 때 인체의 열을 빼앗고 이때

손실된 열량을 측정하여 투습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이

KSK ISO 11092법이다. 따라서 이들 수분증기 이동특성

이 건조성 측정방법인 KSK 0815A법과 B법에 의한 건

조특성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KS

K 0815A법과 B법에 의한 건조특성 실험을 실시하였다.

(1) KSK 0815A법

27±2
o
C 증류수가 담겨있는 수조에 40×40cm 시료를

침지시켜 충분히 흡수시켰다가 꺼내어 물방울이 더 이

상 떨어지지 않을 때 측정장치(IT-ACD, INTEC Co. Ltd,

일본)에 시료를 걸고 표준상태에서 자연건조될 때까지

시간(time, min)을 계측기의 센서에 의해 건조율(drying

rate)로 측정하였다. <Fig. 5>에 시험장치를 나타내었다.

(2) KSK 0815B법

<Fig. 6(a)>에 나타낸 시료 3매를 준비하여 <Fig. 6(b)>

에 보인 수분율 측정장치(HR200, AND, 일본)에서 초기

무게(W1)를 측정하고 27±2
o
C의 증류수에 시료를 3시간

이상 침지시켜 충분히 흡수되게 한 후 꺼내어 10분 후에

시료무게(W)를 측정하여 (W−W1)값을 증발성 자유 수분

Ref Ret Reb–=

Fig. 5. Drying rate measurement apparatus used in

this study.

Fig. 6. Specimen shape and balance for drying rat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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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mass, g)으로 하고 3회 평균치를 건조율로 하였다.

4) 건열이동특성 측정

수분증기이동 측정법 중에서 KSK ISO 11092법은 습

열이동의 원리로 투습저항을 측정하기 때문에 수분증기

이동은 확산과 대류의 두 성분으로 구성되며 건열이동

특성은 전도, 복사, 대류, 중에서 한 종류 이상의 열이동

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수분증기 이동특성 측정방법이

건열이동특성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KES-F7 건열이동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15종 시료

의 열전도도, Qmax, 그리고 보온성을 측정하였으며 WVP

와 Ref값과 비교하였다. KES-F7(Thermolabo II, Kato Te-

ch., Co., 일본) 계측기를 사용하여 열전도도를 측정하였

으며 항온항습실(실내 온도 22±1
o
C, 70±5%R.H.)에서 측

정하였다. 5×5cm 크기의 직물시료를 3개 준비하여 정

상상태에서의 열손실을 측정하고 <Eq. 9>에 의해 열전

도도(K, W/cm
o
C)를 측정하였다.

...... Eq. 9.

where, W: dry heat loss (W/cm
2
)

D: the thickness of the specimen (cm)

ΔT: the temperature difference (
o
C)

보온율(heat keepability rate, I)은 실온보다 10
o
C 높은

BT 상자를 평형상태에서 2~3분 후의 평균 열방산속도

(Wo)를 측정하고 시료를 올린 후 W값을 측정하여 Wo

와 W의 차이의 Wo에 대한 백분율(%)로 보온율(I)을 계

산하였다. Qmax는 항온 항습실(실내 온도 22±1
o
C, 70±

5%R.H.)에서 순간 열유속 최대치(Qmax, cal/sec · cm
2
)를

측정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사의 구조와 섬유특성 따른 수분증기 이동특성

1) 염화칼슘법에 의한 수분증기 이동특성

<Table 2>에 15종 직물시료의 수분증기이동, 열이동

특성치 및 건조특성치를 나타내었다. <Fig. 7>은 두 가

지 시험법에 의한 수분증기 이동특성치 중에서 염화칼

슘법에 의한 WVP를 도시한 것이다.

<Fig. 7>에서 경사가 PP/텐셀 시스/코어사인 A그룹이

PET/텐셀 사이로-필사인 B그룹과 텐셀/텐셀 사이로-스

펀 방적사인 C그룹보다 수분증기입자의 투과량이 많

Thermal conductivity K( )
W D⋅

TΔ
------------=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the drying property, water vapor and thermal transmittance according to the expe-

rimental method

Group
Specimen

no.
Weft yarn

Water vapor property Thermal property Drying property

WVP Ref Qmax K I
Time

(min)

Mass

(g)

A

1 CoolMax/Tencel S/C 421 1.9499 0.190 0.0450 39.07 75 3.56

2 PET/Tencel siro-fil 413 2.8200 0.216 0.0487 41.00 85 3.51

3 CoolMax/Bamboo spun 412 3.3346 0.206 0.0461 41.98 90 3.41

4 Bamboo spun 430 2.9230 0.213 0.0450 40.57 90 3.72

5 PET 75d/144f 385 1.7902 0.212 0.0415 45.28 90 2.74

B

6 CoolMax/Tencel S/C 339 2.8824 0.202 0.0444 36.53 105 3.73

7 PET/Tencel siro-fil 334 1.5616 0.202 0.0451 38.59 80 3.36

8 CoolMax/Bamboo spun 338 3.2166 0.204 0.0477 37.33 85 3.51

9 Bamboo spun 375 2.8479 0.209 0.0434 39.56 90 3.66

10 PET 75d/144f 326 1.3055 0.196 0.0399 42.78 90 2.60

C

11 Coolmax/Tencel S/C 355 2.4459 0.207 0.0459 40.57 85 3.60

12 PET/Tencel siro-fil 355 2.9722 0.207 0.0467 37.74 90 3.33

13 CoolMax/Bamboo spun 369 3.3495 0.205 0.0474 39.62 90 3.43

14 Bamboo spun 378 2.1946 0.204 0.0441 39.92 110 3.59

15 PET 75d/144f 337 1.7496 0.199 0.0412 40.87 95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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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수분증기 이동특성은 직

물과 실 내의 기공도와 섬유들 사이에서의 수분증기입

자의 확산특성에 의존한다는 선행연구(Fohr et al., 2002)

의 결과로 그 원인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직물과 실 내

의 기공도, 즉 실과 실 사이 그리고 실 내부의 섬유와

섬유 사이의 공간이 A그룹에 경사로 사용된 시스/코어

사가 B, C그룹의 실보다 더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Fig. 8>에 보여지는 A, B, C그룹의 경

사로 사용된 실의 단면사진에서 A그룹에 사용된 실 내

의 섬유 사이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B와 C그룹 경사보

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섬유 내에서 수증기

확산에 영향을 주는 다른 인자는 섬유들 사이에서의 수

분증기의 확산성이며 실 내의 섬유부피가 증가하면 공

기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수분증기의 확산성은 감소한

다는 선행연구(Fohr et al., 2002; Kothari, 2000; Lomax,

1985)를 바탕으로 <Fig. 8>에서 볼 수 있듯이 A그룹에

사용된 경사의 섬유부피가 B와 C그룹 경사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섬유 사이의 공기양을 증가시키게 되

며 이는 수분증기의 투과성의 증가를 가져와서 A그룹

직물군이 B, C그룹보다 수분증기투과량이 더 높은 값

Fig. 7. WVP of the specimens by CaCl2 method.

Fig. 8. Cross-section images of the warp yarns for each specime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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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실의 구조가 사이로필사, 사

이로스펀 방적사보다 시스코어 방적사 구조가 더 높은

수분증기투과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A, B, C그룹 내 시료의 수분증기의 투과량을 보면 4,

9, 그리고 14번 시료가 각 그룹에서 가장 높은 투과량을

보였다. 이 시료는 위사가 뱀부 방적사 시료이다. 선행연

구(Li et al., 1993)에 따르면 직물층을 통해 수분증기가

이동하는 메커니즘은 인체에서 증발된 땀/수분증기가

층을 통해 확산이 일어나고 직물 내의 섬유들이 이들 증

기를 흡수한 후 인접한 섬유로 전달하고 다시 탈수, 다

른 섬유표면으로 흡착, 이동하여 대기상태로 빠져 나간

다고 보고하였다. 이때 수증기 이동특성이 기공도와 섬

유의 확산성에 의존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경사 실

의 구조가 시스-코어 방적사의 경우 높은 수분증기투과

성을 보임으로써 초기의 층을 통한 확산이 잘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위사가 뱀부 방적사인 경우 높

은 수분흡수성을 보이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수분증기

이동 메커니즘에서 직물 내의 섬유들이 이들 확산된 증

기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뱀부 방적사의 높은 흡수성이

높은 수분증기투과성을 야기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

다. A, B, C그룹에서 위사가 하이멀티 필라멘트사인 5,

10, 15번 시료의 수분증기투과성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

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수분증기이동 메커니즘에서 기

공도와 섬유의 확산성이 하이멀티 필라멘트사의 경우가

가장 낮아서 초기의 직물층 내의 수분확산성이 낮고, 다

음 단계인 확산된 수분증기를 흡수하는 능력도 하이멀

티 PET 필라멘트사가 다른 실에 비해 낮아서 가장 낮은

수분증기투과성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2) 투습저항법(Ref)

<Fig. 9>에 투습저항을 측정하는 다른 측정방법인 KS

K ISO 11092법에 의한 투습저항을 나타내었다. A, B, C

각 그룹에서 시료의 투습저항, Ref는 KSK 0954법의 결

과인 <Fig. 7>과는 달리 경사가 시스코어사, 사이로필

사, 사이로스펀사의 구조에 따른 A, B, C그룹 간의 Ref

의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았다. 즉, 수분증기압의 차이

에 따른 투습저항을 측정한 <Fig. 9>에서는 3가지 경사

구조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쿨맥스와 뱀부 섬유

를 혼섬한 방적사가 위사로 사용된 3, 8, 13번 시료가 가

장 높은 투습저항값을 보여 수분증기 이동성이 가장 낮

았으며 하이멀티 PET 필라멘트사를 위사로 사용한 5,

10, 15번 시료의 Ref가 가장 낮은값을 보여 수분증기이

동성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KSK 0954법 결

과와는 반대의 결과로, 이론적 고찰에서 설명된 Fick's

law의 개념으로 수분증기이동성을 설명하는 KSK 0954

법과 습열이동특성 개념의 KSK ISO 11092법과는 반대

Fig. 9. Ref of the specimens by KSK ISO 1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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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를 보였다. 즉, 쿨맥스와 뱀부 혼방 방적사의 경

우 확산되어 들어온 수분증기가 섬유들의 실 내에서의

뒤틀림에 의해 섬유들에 포집되어 흡수상태에서 탈습이

어려워져서 투습성이 낮아지며 이는 건조특성을 설명

하는 메커니즘과 유사하다. 반면 멀티필라멘트사는 습열

수분입자들이 필라멘트 사이에서 포집되지 않고 빠져나

가서 높은 수분이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KSK ISO 11092법은 습열 수분증기입자의 이동현

상으로 투습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며 건조특성을 설명

하는 메커니즘과 유사한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2. 사의 구조와 섬유특성에 따른 열이동특성

수분증기 이동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증기

입자의 확산과 대류에 기초한 KSK 0954법과 습열입자

의 확산과 대류 그리고 열의 이동에 관한 전도, 대류, 복

사의 메커니즘을 함께 고려한 KSK ISO 11092법에 의

한 두 가지 측정결과와 순수한 전도에 관한 건열이동특

성 실험결과의 상관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사의 구

조와 섬유특성이 건열이동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

가를 분석하기 위해 시료에 따른 열전도도 결과를 <Fig.

10>에 도시하였다.

<Fig. 10>를 살펴보면, 경사의 사 구조가 다른 A, B,

C그룹 간의 열전도도에는 차이를 볼 수 없으며 A, B, C

각 그룹 내의 시료들은 위사의 실의 구조가 다르며 각

그룹에서 위사가 텐셀 사이로-필사와 쿨맥스/뱀부 방적

사인 시료(A그룹: 2, 3번, B그룹: 7, 8번, C그룹: 12, 13

번)의 열전도도가 높은 값을 보인 반면, 위사가 하이멀

티 PET 필라멘트인 시료(A그룹: 5번, B그룹: 10번, C그

룹: 15번)에서 가장 낮은 열전도도를 보였다. 이는 IV.1장

에서 보였듯이 수분증기의 이동은 확산과 대류 그리고

흡수성에 의해 사의 구조와 섬유의 특성이 중요한 역할

을 한 것에 반해 <Fig. 10>에서 보인 열전도도와 같이 전

도에 의한 열이동특성은 열입자와 실 내부의 섬유들 사

이의 접촉과 충돌에 의한 열의 이동이 일어나서 사의

구조가 컴팩트한 시료(A그룹: 2, 3번, B그룹: 7, 8번, C

그룹: 12, 13번) 즉 위사에 사용된 실이 텐셀 사이로필사

혹은 뱀부/쿨맥스 방적사 시료와 같이 조밀한 구조를 가

진 시료의 열전도도가 다른 시료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위사가 하이멀티 PET사의 경우 수분증기 이동

특성과 유사하게 가장 낮은 열전도도 특성을 보였다. 이

는 사의 구조는 컴팩트함에도 불구하고 PET 소재 자체

의 열전도도가 뱀부, 쿨맥스 그리고 텐셀보다 낮은 것에

기인된 것이며 섬유의 열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으로 판단된다. 즉, 수분증기이동과 건열이동특성에 직

물을 구성하는 사의 구조와 섬유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

Fig. 10. Thermal conductivity of specimens by KES-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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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분증기이동은 느슨한 사의 구조에서 잘 일어나며

전도에 의한 건열이동특성은 조밀한 사의 구조에서 높

은 값을 가졌다. 그러나 조밀한 PET 필라멘트의 경우는

수분증기이동이 낮은 값을 보였으며 열이동도 낮은 값

을 보이므로써 열이동에는 사의 구조보다는 섬유특성이

더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분증기

이동과 열이동특성은 사의 구조와 섬유의 특성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으나 하이멀티 PET 필라멘트의

경우는 수분증기이동과 열이동특성 모두 나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흡수성이 우수한 쿨소재로는 시스코어

사가 좋으며 열을 잘 발산시키는 쿨소재로는 사이로필

및 쿨맥스/뱀부 방적사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하이멀

티 PET 필라멘트사는 쿨소재로 흡수성도 좋지 않으며

열을 발산시키는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소재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1>은 15종 시료별 보온성 결과를 도시한 것이

다. <Fig. 11>에서 경사가 시스-코어사인 A그룹의 시료

가 B와 C그룹의 시료들보다 위사 5종 시료 모두에서 높

은 보온성을 보였다. 이는 시스-코어사 구조가 사이로-

필사와 텐셀 방적사 구조보다 느슨하여 열전도성이 떨

어지므로 더 높은 보온성을 보였으며 특히 열전도도가

낮았던 하이멀티 PET사 시료(5, 10, 15번)의 보온성이 가

장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Fig. 10>에서 설명하였듯이

이들 시료의 열전도도가 낮은 값을 보여 보온성은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수분증기이동과 건열이동특성 간의 상관성 분

석

본 연구에서 수분증기이동 측정방법을 두 가지 선택

하였고 이들 측정법의 메커니즘으로 볼 때 수분증기 이

동특성이 건조특성 측정방법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건

열이동특성과는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를 분석해 보기

위해 이들 인자들 사이에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은 이들 측정결과치들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

내었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수분증기이동 측정방법

간의 상관성, 즉 염화칼슘법(KSK 0950법)과 투습저항법

(KSK ISO 11092법)과의 상관계수가 0.206으로서 매우 낮

은 값을 보였다. 이는 IV.2장에서 설명이 되었듯이 15종

시료들의 이들 값의 시험법 사이의 경향성이 보이지 않

았으며 이는 염화칼슘법은 Fick's law인 <Eq. 1>에 따른

수분증기이동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며 투습저항은 증기

압의 차이에 의한 습열이동에 관한 <Eq. 4>에 의한 투

Fig. 11. Heat keepability rate of specimens by KES-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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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저항치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분증기 이동특성과 열적 특성 측정치 사이

에도 상관계수가 낮은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수

분증기 이동특성은 질량이동에 해당되는 Fick's law<Eq.

1>와 습열이동 저항식<Eq. 4>에 따라 정의되는 물리적

인 특성을 가지는 실험값이나, 건열특성 개념을 가진 열

전도도는 전도에 의한 열입자와 섬유 간 접촉과 분자적

충돌에 의한 열입자의 전달에서 측정된 실험값이므로 상

관성이 낮은 값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수분증

기 이동특성 중 수분증기의 이동저항의 정도를 나타내는

Ref와 단순한 수분이동에 관계하는 건조특성 측정법인

KSK 0815B법에 의한 건조특성(g)과는 0.719의 비교적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이는 수분증기의 이동저항(Ref)

과 직물 내에 건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수분량(g)이 비

례하는 관계를 보임을 의미한다. 즉 습열이동에 의한 수

분증기이동이 건조에서 일어나는 수분이동과 그 메커니

즘이 유사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료

된다. 한편, Ref와 초기 열이동 특성을 나타내는 Qmax와의

상관계수는 0.458, 그리고 Qmax와 건열이동특성을 나타

내는 K와의 상관계수는 0.481로서 낮은 상관성을 보였

다. 그리고 Ref와 K, Ref와 건조율(min)도 각각 0.284와

0.185의 낮은 상관성을 보이며 이는 수분증기의 이동저

항(Ref)과 직물 내의 수분이 건조되어 더 이상 수분이 존

재치 않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min)과는 상관성이 없다

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즉 수분증기이동과 건열이동특

성 그리고 건조특성과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V. 결 론

최근 고감성 의류용 소재로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복

합사를 PP, PET, 쿨맥스 필라멘트를 심사(core)로 사용

하고 뱀부, 텐셀, 쿨맥스, 스테이플 섬유를 초사(sheath)

로 사용하여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실을 사용한 15종

의 복합사 직물을 제조하여 이들의 수분증기와 열이동

특성을 측정방법을 달리하여 측정 ·분석한 결과 아래

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경사가 다른 3종의 그룹 중 PP/텐셀 시스코어사 구

조를 가진 A그룹의 염화칼슘법에 의한 수분증기투과량

이 PET/텐셀 사이로필사 구조를 가진 B그룹, 텐셀 사이

로 방적사 구조를 가진 C그룹 직물보다 더 많은 것을 확

인하였고 이는 시스코어사 구조에서 실 내의 섬유부피

가 작고 직물의 기공도가 높아 수분증기투과성이 높아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위사가 다른 5종의 시료에서는 뱀부 방적사 시료의

수분증기투과성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수분증

기투과의 메커니즘이 직물 내의 섬유들이 우선 증기를

흡수한 후 인접 섬유로 전달, 탈수 그리고 다른 섬유표

면에 흡착, 이동과정을 거쳐 외부로 빠져나가서 흡수성

이 높은 뱀부 방적사의 수분증기투과성이 높은 값을 보

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반면, 위사에 하이멀티 PET 필라

멘트사가 사용된 시료가 가장 나쁜 수분증기투과성을

보였다.

3. 수분증기압 차이에서 측정되는 KSK ISO 11092법

인 투습저항 실험법에서는 하이멀티 PET 필라멘트 시

료가 수분증기이동성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쿨맥스/뱀

부 혼합 방적사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어 염화칼슘법

의 수분증기투과성 방법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으며

상관관계도 낮았다. 경사의 A, B, C그룹 간 차이는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투습저항 Ref에 의한 수분증기 이

동현상은 건조특성을 설명하는 메커니즘과 유사하여 높

은 상관성을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according to the measuring method

Drying property Water vapor transmittance Thermal property

Drying rate (min.) Drying rate (g) Ref WVP K Qmax I

Drying rate (min.) 1.000 0.066 0.185 −0.257 0.115 0.124 −0.225

 Drying rate (g) 0.066 1.000 0.719 0.314 0.290 0.308 −0.292

WVT
Ref 0.185 0.719 1.000 0.206 0.284 0.458 −0.351

WVP −0.257 0.314 0.206 1.000 0.260 0.271 0.395

Thermal

property

K 0.115 0.290 0.284 0.260 1.000 0.481 0.052

Qmax 0.124 0.308 0.458 0.271 0.481 1.000 0.378

I −0.225 −0.292 −0.351 0.395 0.052 0.37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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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전도도는 위사에 텐셀 사이로-필사, 쿨맥스/뱀부

방적사와 같이 조밀한 사 구조를 가진 시료들이 높은 값

을 보인 반면 하이멀티 PET 필라멘트사 시료는 낮은 값

을 보여 열이동에는 실의 구조와 섬유특성이 모두 영향

을 미치나, 실의 구조보다 섬유특성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수분증기 이동특성과 건열이

동특성과의 상관성도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수분증기 이동현상을 시험

하는 국내 규격 중에서 KSK 0954법과 KSK ISO 11092

법은 하이브리드 복합 직물의 시료에서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열이동특성을 함께 고려할 때

실의 구조와 섬유의 특성이 수분증기와 열이동특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수분증기이동은 느슨한 사 구조에서,

건열이동은 컴팩트한 사 구조에서 높은 값을 가짐을 확

인하였다. 그러나 열이동특성은 사의 구조보다 섬유특

성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흡수성

이 우수한 쿨소재 의류에는 시스-코어사가, 열을 잘 발

산시키는 쿨소재 의류에는 사이로-필 및 쿨맥스/뱀부 방

적사가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유럽으로 수출되

는 고감성 의류의 투습성은 KSK ISO 11092법에 의한 투

습결과를 요구하므로서 KSK 0954법과 병행실험을 실

시하여 자사 제품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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