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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과제명. [S2295325, : 

상온염색기술 기반 프리미엄급 (CPB) 

친환경 섬유벽지 개발]

A string wallcovering is a kind of textile wallcovering which is made of 

cellulose fiber yarn laminated on base paper. Compared with normal paper or 

PVC wallpaper, a string wallcovering is preferred continually in the interior 

design market, as it is not only environmentally friendly but it also has less 

cost on mass production without the weaving process and has a natural 

visual effect, excellent functionality such as thermo keeping, permeability, 

sound absorption. However, in the dyeing process, it is not appropriate to 

use plenty of energy such as water, electricity, steam or chemicals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trend and the government policy plenty of energy such as 

water, electricity, steam or chemicals. Currently, a string wallcovering is made 

of raw white yarn and padding with direct dye or pigment which includes 

toxic elements, especially the use of direct dye is restricted in a part of the 

developed country due to inclusion of azo. In this study, we researched 

dyeing based on cold pad batch dyeing of a string wallcovering with reactive 

dyestuff. The peel strength and bending depth test confirmed that the 

optimum adhesive type and spread amount improved the water resistance of 

the string wallcovering. Also, pad batch dyeing with optimum reactive 

dyestuff enhanced the color fastness to light and rubbing in dry and wet 

conditions. Additionally, for improvement of color fastness to rubbing in a 

wet condition, the additional treatment finishing without soaping process 

which is used water.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energy saving of the textile wallcov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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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벽지는 실내장식을 목적으로 만드는 제품으로 주로 사용

되는 기재 에 따라 크게 종이벽지 섬유벽지 특수벽( ) , , 基材
지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종이벽지는 합지벽지, , 

벽지 부직포벽지로 분류되고 섬유벽지는 직물벽지PVC , , , 

스트링벽지로 분류되며 특수벽지는 식물성 초경벽지 질, , 

석벽지 코르크벽지 유리구슬 벽지 등으로 분류할 수 있, , 

다 종이벽지 중 가장 저렴한 합지(K. Kim, 1995). ( , 合紙
벽지는 두 장의 원지를 합지하는 과정에 포름알데Duplex)

히드가 다량 방출되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고 가장 많이 , 

쓰이는 벽지는 원지를 제외하면 유독성 화학성분이 PVC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염화비닐 이 이상을 차지하(PVC) 60%

는 인체에 유해한 벽지이다 유럽의 선진 (K. Kim, 1995).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의류 및 생활용품에서 사용을 PVC 

금지하고 있으며, 규제 등과 같은 화학물질관리REACH 

제도에 의해 으로 와 프탈레이트의 역내반입을 사실PVC

상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친. 

환경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선행연구 되었는데, K. 

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부질환 증가의 문제를 Lee(2014)

예방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원하는 소비자의 증가

하므로 친환경 섬유소재의 활용으로 다양한 친환경 상품

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고, H. Choi(2013)

는 점차 심해지는 자연 재해를 통해 소비자들은 환경공해

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공동체의 안전을 염려하는 이타주

의적 로하스 를 (Life 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이야기 하였다. 

스트링벽지는 셀룰로오스계 원사를 나열하여 원지에 배  

접 한 섬유벽지로 일반 종이나 벽지에 비(laminating) PVC

해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제직공정이 생략되어 대량생산 

시 제조비용이 낮고 소재의 자연스러운 시각적 효과와 보

온성 통기성 흡음성 등 우수한 기능성으로 인해서 인테, , 

리어 시장에서 꾸준히 각광 받고 있는 제품이다 그러나 . 

스트링벽지의 염색은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부여하는 중요

한 공정이나 다량의 물과 전기 스팀의 사용에 따른 에너, 

지소비가 높고 화공약품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에너

지절감 및 친환경트렌드에 따른 정부정책과 맞지 않다 현. 

재 스트링벽지는 원사를 배접하고 직접염료 Raw-white 

또는 안료로 패딩 염색하여 제조하는데 유해물질(Padding) , 

이 포함된 직접염료와 안료는 일부 선진국에서 사용이 금

지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표면 광택 및 촉감을 저해하여 

해외의 고급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다 또한 원사를 선염. , 

하여 스트링벽지를 제조하는 방법은 고품질의 제품생산이 

가능하지만 원사의 작태 염색 해사 분콘 크릴거치의 복, - - - -

잡한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높은 인건비와 에너지가 발생

하여 다품종 소량생산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외관과 품질을 갖는 스트  

링벽지의 생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직접염료와 안료 . 

사용의 대안으로 반응성염료를 이용하고 친환경적이고 에

너지 절감형 염색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 

방식 을 응용한 스트링벽지 Cold Pad-Batch (J. Lee, 2010)

패딩염색을 연구하였다 셀룰로오스계 섬유를 사용한 스트. 

링벽지에 적용 가능한 염색방법은 반응Cold Pad Batch 

성 염료와 알칼리의 혼합액으로 구성된 염액에 섬유제품

을 패딩한 후 수세 소핑 하여 염색하는 방법으로 - (Soaping)

작업공정관리 설비관리가 기존의 염색법 침염 에 비해 간, ( )

편하며 에너지소비량의 절감 높은 생산성의 장점이 있다, 

스트링벽지(J. Lee, I. Lee, S. Cho and H. Cho, 2013). 

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시각적인 심미성 향상 이외에

도 촉감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므로 섬유의류에

만 적용해 오던 를 응용하여 적용하면 색상발현 Pad Batch

및 터치감 등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험방법II.�

일반적인 염색은 염료를 섬유 표면에 부여하는 패딩CPB

공정 섬유와 염료의 반응이 일어나는 배칭(padding) , 

과 미염착염료를 스트링벽지로부터 제거하는 수(batching)

세의 단계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3 (Y. Kim, 2002). 

반적인 염색을 응용하여 이를 벽지에 적합한 조건을 CPB , 

단계별로 평가하여 스트링벽지에 최적화된 패딩염색방식

을 다음의 단계로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접착제의 종류3 . , 

와 도포량에 따라 염색용 벽지를 제조하여 염색에 적합한 

기초물성을 평가하고 둘째로 일광견뢰도가 우수한 염료를 , 

선정하여 스트링벽지에 패딩한 뒤 셋째로 벽지에 요구되, 

는 급 이상의 마찰견뢰도를 수세 없이 전처리 또는 후가4

공을 통해 확보하는 하고자 한다.

염색용�벽지제조�및�기초물성평가1.�

스트링벽지 제조1) 

접착제는 아크릴계 접착제(CP500, Choyang Industry 

와 계 접착제Co., Korea) EVA (AE555, Wacker Co., 

를 선정하여 각각 와 씩 원지Germany) 20g/ 3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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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포하였다(MA8212, 90gsm, Ahlstrom Co., Finland) . 

접착제가 도포된 원지에 레이온 방적사(Viscose Rayon, 

또는 린넨방적사 를 인치당 가닥씩 인24s/2) (25lea) 45 38

치를 나열하여 배접하고 열실린더 지름 개( 120cm, 90 ) 3℃

에 연속적으로 감아 분간 건조하였다3 . 

박리강도 평가2) 

접착제 종류 및 도포량에 따른 내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한 벽지 시료를 상온의 물에 분간 침지 후 에 10 50℃

분간 건조하였다 건조된 시료를 의 시험규50 . KS F 3217

격에 따라 만능물성시험기 를 이용하여 각각 (Instron 5567)

회 시험하여 평균값과 최대값을 측정하였다5 . 

유연성 평가3) 

접착제 종류에 따른 벽지의 유연성은 KS K ISO 9073-7

에 준하여 시험하였다 접착제 종류 및 도포량에 따른 시. 

료를 각각 개씩 폭 길이 로 재단하고12 210mm, 297mm , 

자중에 의해 굽혀진 끝단과 가상의 수평선과 수직으로 만

나는 굽힘 깊이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최적염료�선정�및� 패딩염색2.�

최적염료 선정1) 

벽지에 적합한 수준의 견뢰도를 가진 염료를 선정하기 위

해 규산나트륨 침투제 를 혼합한 용액에 , 50g/L, 5g/L

및 Synozol K3RS, Sunfron CR, Drimarene Synozol 

반응성염료를 각각 및 K-HL Yellow, Red, Blue 

의 배합으로 총 종의 염액을 제조하였다Combination 16 . 

상기 제조된 염액에 스트링벽지를 분간 침지하고 시간 5 24

상온에서 자연숙성하였다 자연 숙성된 벽지는 의 물. 20℃

로 수세하고 건조기에서 분간 건조한 후 일광견뢰180 3℃ 

(a) (b)

Figure� 1.� Bending� Depth� Test� Image� (a)� and� Concept� Diagram� (b)

도 와 마찰견뢰도 를 평가(KS K ISO105-B02) (KS K 0605)

하였다.

스트링벽지 패딩2) 

규산나트륨 침투제 를 혼합한 용액을 경도 50g/L, 5g/L 50

도 패딩롤러를 활용하여 벽지표면에 패딩염색한 후 열실, 

린더 지름 개를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 120cm, 90 ) 3 3℃

분간 배칭 및 건조하였다.

습마찰�견뢰도�증진�가공3.�

규산나트륨 전처리 1) 

패드배치에 알칼리안정성을 높이고 염료의 고착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염색 전 규산나트륨을 패딩으로 전처리하였

다 규산나트륨 전처리를 진행한 시료는 열실(Kim, 2002). 

린더 지름 개를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분( 120cm, 90 ) 3 3℃

간 건조하 후 패딩염색하였다 패딩염색된 시료는 . KS K 

에 따라 마찰견뢰도를 평가하였다0605 .

고착제2) 

미염착염료를 제거하여 마찰견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

착제 를 사용(New Fix, Sambong Chemicals Co., Korea)

하여 시료를 가공하였다 패딩염색과 건조가 완료된 시료. 

를 고착제를 사용하여 패딩가공한 후 열실린더 지30g/L (

름 개를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분간 재건120cm, 90 ) 3 3℃

조하여 에 따른 마찰견뢰도 실험을 진행하였다KS K 0605 .

발수제3) 

마찰견뢰도 증진 및 발수기능성 가공을 위해 발수제(KF 

의 용액을 1500, Nicca Korea Co., LTD, Korea) 100g/L

만들어 스트링벽지 시료를 고착가공과 동일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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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가공 및 건조를 진행한 후 으로 마찰견뢰KS K 0605

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시료코드4) 

은 원사의 소재 규산나트륨 또는 수산화나트륨 Table 1 , 

전처리 고착제 및 발수제 등 시료의 가공조건에 따른 샘, 

플 코드를 나타내고 에는 각 실험공정에 따른 조, Table 2

건을 코드로 나열하였다.

결과�및�고찰III.�

접착제�종류� 및�도포량�선정1.�

공정을 응용한 스트링벽지 패딩염색은 패딩 배Pad bath , 

칭 수세 등 다양한 공정에서 물을 사용하게 된다 스트링, . 

Table� 1.� Summary� of� Sample� Code

Sample� Code Content Remark

L Linen Linen 25lea　

R Rayon Viscose Rayon 24’s/2

X Non-treated -

S Sodium silicate 50g/l Sodium silicate aqueous solution

N Sodium hydroxide 50 wt.% Sodium hydroxide aqueous solution

F Fixing agent New Fix, Sambong Chemiclas Co., Korea)

W Water repellent KF1500, Nicca Korea Co., LTD, Korea)

( ) One-bath ex. (FW) : Fixing agent and water repellent in one bath

Table� 2.� Sample� Code� against� Treatment� Processing

Sample� Code Yarn Pre-treatment Fixing Water� Repellent

LXXX L X X X

LXFX L X F X

LSXX L S X X

LSXW L S X W

LSFX L S F X

LSFW L S F W

LSFW L S (FW)

RNXX R N X X

RN(FW) R N (FW)

벽지의 내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사와 원지 배접에 사

용하는 접착제의 최적화가 필요하므로 접착제 종류 및 도, 

포량에 따른 박리강도 및 유연성을 평가하였다. 

박리강도1) 

접착제 종류 및 도포량에 따른 스트링벽지 시료는 침지-

건조공정 후 박리강도를 회 측정하여  에 나타5 Figure 2

냈으며 측정 결과는 평균값으로 에 나타냈다, Table 3 .  

아크릴계 접착제를 도포한 벽지시료의 평균 박  20g/㎡ 

리강도는 로 측정되었고 도포한 시료는 3.33N , 30g/㎡ 

으로 측정되었으나 와 에 나타난 것2.06N , Figure 2 (a) (b)

처럼 인장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박리강도가 증가하지 않

고 감소하였으며 일부 시료는 초기 박리되었다 초기 박, . 

리 및 감소하는 이유는 박리침지 건조 공정에 따른 수분-

의 영향으로 접착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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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접착제를 도포한 시료의 평균 박리강도  EVA 20g/　 ㎡ 

는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포한 시료5.58N , 30g/㎡ 

는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 에 나타난 3.11N . Figure 2 (c)

도포한 시료의 박리거동은 그래프 중간에 까지 20g/ 0N㎡ 

강도값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침지 건조 공정. -

에 따른 수분의 영향으로 원사와 원지가 균일하게 배접되

지 못하고 부분 박리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반. 

면 접착제를 도포한 벽지는 실험 종료까지 , EVA 30g/㎡ 

박리강도가 증가하는 안정적인 거동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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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VA Type 2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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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VA Type 30g/m2  

Figure� 2.� Peel� Strength� of� the�Wallcovering� Samples� according� to� the� Adhesive� Type� and� Spread� Amount

Table� 3.� Load� at� Break� of� the�Wallcovering� Samplesaccording� to� the� Adhesive� Type� and� Spread� Amount�

Adhesive� Type Spread� Amount� (g/ )㎡ Load� at� Break� (N)

Acryl Type

(CP500)

20 3.33

30 2.06

EVA Type

(AE555)

20 5.58

30 3.11

유연성2) 

접착제 종류 및 도포량에 따른 유연성을 평가하기 위해 

스트링벽지 시료의 굽힘깊이를 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5

에 나타냈다 아크릴계 접착제를 사용한 스트링벽Table 4 . 

지의 굽힘깊이는 도포하였을 때 20g/ 55.0mm, 30g/㎡ ㎡ 

도포하였을 때 로 나타났다 계 접착제를 67.9mm . EVA

도포한 스트링벽지 시료의 굽힘깊이는 각20g/ , 30g/㎡ ㎡ 

각 의 결과를 보여 계 접착제를 사86.3mm, 74.2mm , EVA

용한 벽지가 아크릴계 접착제 사용 대비 우수한 유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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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패딩 배칭 수세 등 다양한 공정에서 물을 사용하는 패  , , 

딩염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침지 건조후 박리강도와 벽, -

지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접착제를 도포한 스EVA 30g/㎡ 

트링벽지를 기준 시료로 선정하였다.

최적염료�선정2.�

반응성염료 및 색상 종류에 따른 종 스트링벽지 시료의 16

일광마찰견뢰도는 에 나타냈다 일광견뢰도는 Table 5 . 16․
종의 시료 모두 급 또는 급 이상으로 측정되었으나 건4 4 , ․
마찰견뢰도는 를 사용한 시료만 모든 색상Synozol K3RS

Table� 4.� Bending� Depth� of� the�Wallcovering� Samples� according� to� the� Adhesive� Type� and� Spread� Amount�

Adhesive� Type Spread� Amount� (g/ )㎡ Bending� Depth� (mm)

Acryl Type

(CP500)

20 55.0

30 67.9

EVA Type

(AE555)

20 86.3

30 74.2

Table� 5.� Color� Fastness� of� the�Wallcovering� Samples� according� to� the� Reactive� Dye� and� Color� Type�

Type Synozol� K3RS Sunfron� CR Drimarene Synozol� K-HL

Color Fastness to 

Light

(Xenon arc)

Yellow 4↑ 4↑ 4↑ 4↑

Red 4↑ 4↑ 4↑ 4↑

Blue 4 4 4 4↑

Combination 4 4 4 4

Color Fastness to 

Rubbing

[Dry]

(Corckmeter)

Yellow 4-5 4 4-5 3-4

Red 4-5 4 2-3 3-4

Blue 4-5 3 2-3 3-4

Combination 4-5 4 2-3 4-5

Color Fastness to 

Rubbing

[Wet]

(Corckmeter)

Yellow 2-3 2-3 2-3 2-3

Red 2 2 1-2 2-3

Blue 2 2 1-2 2-3

Combination 2 2 1-2 2

에서 급을 나타냈고 습마찰견뢰도는 종의 배합 모4-5 , 16․
두 급 미만으로 낮은 결과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3 .  건마․
찰견뢰도가 가장 우수한 를 사용하여 염색Synozol K3RS

한 스트링벽지 시료를 선정하여 습마찰견뢰도 증진가공 , ․
실험을 진행하였다.

습마찰견뢰도�증진가공3.�

은 가공 종류별 습마찰견뢰도 등급을 보여준다Table 6 . ․
가공은 규산나트륨 전처리 고착가공 발수가공을 적용하, , 

였고 추가적으로 고착 및 발수가공의 동욕실험도 진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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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lor� Fastness� to� Rubbing� (Wet)� of� the�Wallcovering� Samples� accroding� to� the� Treatment� Type

Pre-treatment Fixing Water� Repellent
Fixing�with�Water�

Repellent

Code

(Grade)

LXXX

(2)

LXFX

(4-5)
-

LSF

(4)

Code

(Grade)

LSXX

(2)

LSFX

(4)

LSXW

(2-3)

LS(FW)

(3-4)

Table� 7.� Water� Repellent� Handiness� Test� of� the�Wallcovering� Samples� according� to� the� Treatment� Type

Pre-treatment Fixing Water� Repellent
Fixing�with�Water�

Repellent

Image -

Code LXXX LXFX - LSFW

Image

Code LSXX LSFX LSXW LS(FW)

규산나트륨 전처리 1) 

의 가공종류에 따른 습마찰견뢰도 결과에서 규산Table 6 ․
나트륨 전처리를 진행하지 않은 시료와 규산나트LXXX 

륨을 사용하여 전처리한 시료 모두 등급의 낮은 LSXX 2

습마찰견뢰도를 보였다 규산나트륨을 이용한 조절은 . pH ․
염료의 염착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했지만 벽지의 습

마찰견뢰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고착제2) 

미처리시료 와 규산나트륨 전처리를 진행한 시료 LXXX

를 사용하여 고착처리를 진행하였다 규산나트륨 전LSXX . 

처리와 상관없이 고착처리를 진행한 시료는 급 이상의 4

습마찰견뢰도를 보였다. ․
의 낮은 습마찰견뢰도는 미염착염료의 영향으로   LXXX ․

판단되며 이를 통해 규산나트륨 전처리에 따른 알칼리 조, 

절보다 고착가공을 통한 미염착염료의 제거가 반응성염료

를 이용한 벽지제품의 높은 습마찰견뢰도 확보에 유리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수제3) 

규산나트륨을 사용한 전처리 시료 를 사용하여 발수LSXX

가공에 따른 시료의 습마찰견뢰도를 분석한 결과, LSXW․
의 습마찰견뢰도는 등급에서 등급으로 소폭 상승하여 2 2-3

발수가공에 따른 습마찰견뢰도 상승이 크지 않았으나 각 , 

시료에 의 증류수를 높이에서 초 사이에 적10ml 150mm 5

하시킨 후 외관을 분석하는 간이 발수 시험을 통해 발수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고착 및 발수 동욕4) 

우수한 습마찰견뢰도 확보가 가능한 고착가공과 시료의 ․
발수성 부여가 가능한 발수가공을 순서대로 적용한 LSFW

와 동욕하여 한번에 진행한 의 습마찰견뢰도 및 LS(F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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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성을 분석하였다.

고착제와 발수제를 동욕한 가 순서대로 진행한   LS(FW)

대비 다소 낮은 등급의 습마찰견뢰도를 보였으LSFW 3-4 ․
나 공정시간과 비용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가공

공정의 동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IV.�

스트링벽지는 제직공정이 생략되어 제조비용이 낮고 천연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시각적 효과와 섬유가 

가진 다양한 기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품종소량화 , 

체제에 부응하기 위해 그간 백색의 원사를 배접하고 직접

염료 또는 안료로 패딩 염색하여 제조하게 되어 (Padding)

일부 환경적인 논란이 있어왔다 또 원사를 선염하여 스트. 

링벽지를 제조하는 방법 역시 인건비 상승과 염색공정에

서의 폐수발생 등의 이유로 점차로 제조가 어려워지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외관과 품질을 . 

갖는 스트링벽지의 생산 방안으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가 

절감되는 염색기술인 방식을 응용한 스Cold Pad-Batch 

트링벽지 패딩염색을 연구하였고 그 연구의 단계와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링벽지에 반응성 패딩염색을 위한 기초물성이 , 

확보된 제조조건을 확립하였다 스트링벽지를 염료로 패딩. 

하는 것은 기존의 안료방식에 비해 많은 공정을 거치므로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박리와 해리를 방지하면서도 유

연한 벽지를 생산하여야 하므로 내수성이 비교적 강하면, 

서도 친환경 접착제인 계 접착제를 사용하여 배접을 EVA

진행하고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적정 견뢰도를 갖는 염료를 선정하고 이를 패딩하  , 

는 조건을 도출하였다 현재 국내외 시장에서 일광견뢰도. 

와 마찰견뢰도가 모두 급 이상의 품질을 요구하므로 스4 , 

트링벽지에 사용되는 원사에 시중에 사용되는 염료를 적

용하여 급이상의 염료를 검증하였다, 4 .

셋째 수질오염의 방지책으로 수세없이 견뢰도를 확보하  , 

기 위한 후가공 방안을 연구하였다 패딩공정 후 미염착염. 

료에 의한 마찰견뢰도가 떨어지는 점과 이염의 우려가 있

는 점을 해결하고자 고착제와 발수제를 후가공함으로써 

수세없이 습마찰견뢰도가 급이상 확보되는 후가공 방안4

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박리강도와 유연성이 고려된 배접조건  

을 확립하여 반응성 염료를 이용한 스트링벽지의 패딩염

색과 수세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벽지에 사용하기 적합한 , 

수준의 일광견뢰도를 가진 염료를 검증하였다 앞으로 계. 

속되는 연구를 통해 습마찰견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 

공조건을 확립하여 직접염료나 안료 사용에 비해 물성과 

친환경성이 모두 우수하며 다품종소량생산이 가능한 공정

조건의 확립이 기대된다 나아가 목표색상을 구현하는 염. 

액의 처방과 검증방법을 구축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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