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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lame retardant, anti-static property and wear comfort of knitted fabrics made

of two kinds of composite yarns comprised of modacryl, antistatic PET, cotton and excel® fibers. A Low

Oxygen Index (LOI) above 28 was observed in the modacryl knitted fabric specimens. The flame retardant

was superior at the excel® fiber (including modacryl knitted fabric) than the one including cotton fiber.

Anti-static properties of the modacryl knitted fabrics imbedded by 3wt% of antistatic PET fibers were obser-

ved by rubbing with wool fabric attached to the measuring apparatus, which showed a better anti-static pro-

perty than the excel® fiber (including modacryl knitted fabric). Wear comfort indicated that quick perspira-

tion absorption and the fast dry property of excel® (including modacryl knitted fabric) was better than one

that included cotton fiber. Warmth keepability and breathability of the knitted fabrics indicated good results

in the excel® (including cotton and the modacryl knitted fabrics). However, the tactile hand property of cot-

ton fiber (including modacryl knitted fabric) was better than excel® fiber due to high extensibility and com-

pressibility, and low bending and shear rigidity of the cotton fiber (including modacryl knitted fabrics).

Key words: Flame retardant, Modacryl, Kanekaron, Belltron, Wear comfort; 난연성, 모다크릴, 카네카

론, 벨트론, 착용쾌적성

I. 서 론

의류용 방염소재로는 모다크릴(modacrylic) 섬유가 오

래전부터 많이 사용되어왔다. 특히 모다크릴은 고유한

방염성(flame-retardant)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 폴리

에스터 섬유 등과 혼합하여 여러 가지 의류용 섬유소재

로 사용되면서 의류용 니트, 유/아동용 잠옷 그리고 방

염성이 요구되는 작업복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Kim &

Piromthamsiri, 1984; Kim et al., 2006). 따라서, 이들 모

다크릴을 일반 면과 폴리에스터 등의 일반 섬유와 혼합

한 여러 가지 직 ·편물의 물성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수행되어 왔다. Richard-Campisi et al.(1996)은 방

염소재로서 면/모다크릴 혼방 방적사의 열적거동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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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였다. 20wt% 면섬유와 80wt% 모다크릴 방적사 직

물을 대상으로, 면 100% 직물, 모다크릴 100% 직물 그

리고 면/모다크릴 혼방 직물의 LOI(Limit Oxygen Index,

%)를 각각 18.4, 32.3 그리고 24.0으로 제시하였다.

Tsai(1993)는 아크릴과 모다크릴 섬유에 방염조제 등

을 처리하여 이들의 열적, 기계적 그리고 방염성 등을 조

사하였다. 또한 그는 모다크릴의 방염성 연구(Tsai, 1992)

에서 상업적으로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는 Kanekaron(KA-

NEKA CORPORATION, Japan)을 사용하여 카네카론(ka-

nekaron)은 LOI 수치가 39.4로서 이태리에서 생산되어 판

매되고 있는 SNIA(Italy) 모다크릴(LOI: 38.9)과 방염성

을 비교 ·연구하였다. 또한 이들 두 가지 모다크릴 섬유

의 흡습성과 건조특성을 섬유단면특성과 관련시켜 분석

하였다. Chen et al.(2006)은 방염제를 비스코스 용액과 혼

합하여 방사한 후 이들 섬유의 방염성과 열적안정성을 평

가하여 LOI 값이 28.0 이상의 높은 값을 얻었으며 방염

성은 JIS 1091-77 일본 실험기준을 만족시킨다는 연구결

과를 발표하였다.

Tanaka et al.(2016)은 금속입자 화합물을 포함한 모다

크릴 섬유와 셀룰로즈 섬유로 구성된 방염직물의 방염성

을 연구하여 LOI 분석과 함께 ISO 15025 방염성 실험결

과 우수한 방염성을 확인하였으며 M0O3 입자크기가 작

을수록 방염성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Hribernik

et al.(2007)은 졸-겔(sol-gel) 공정으로 재생 셀룰로즈 섬

유표면에 실리카(SiO2) 층을 증착시켜 방염성을 증진시

키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Stejskal et al.(2005)은 셀

룰로즈 섬유에 얇은 폴리아닐린 필름을 코팅시켜 방염성

을 증진시킨 필터용 섬유를 개발하여 이들의 방염매커니

즘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Tsai et al.(1991)과 Tsai(1992,

1993)는 아크릴과 모다크릴 섬유들의 방염성에 대한 연

구에서 상업화된 카네카론 모다크릴 섬유의 방염성을

LOI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들의 흡습성을 섬유단

면형상과 비교하여 연구하였으나, 방염 아크릴 섬유 및

방적사로써 이태리 제품인 SNIA가 상업적으로 많이 판

매되고 있다. 이들의 용도는 가정용 섬유제품으로 커튼,

가구 그리고 카펫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의류용으로 니

트 및 직물에도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소개된 모다크릴을 사용한 방염성 소재 외에

레이온 계통의 텐셀, 모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방

염성 소재에 대한 연구도 또한 수행되었다. Lavate et al.

(2016)은 경사에 면 60Ne를 사용하고 위사에 텐셀, 모달,

엑셀(excel®) 그리고 면 등의 4가지 소재로 만든 40Ne

방적사를 사용하여 직물을 제조하고 이들의 물성을 측

정하여 의류 상태에서의 쾌적특성을 연구하였다. 그러

나 최근 친환경 레이온 신소재가 난연소재와 혼합하여

의류용 소재 및 유/아동복, 아웃도어 웨어 그리고 잠옷

등의 난연 의류용 소재개발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많

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이들 난연 레이온 소재에 대

한 연구보고는 아직 발표된 것이 없다.

한편, 방염 모다크릴 섬유인 카네카론 섬유는 필터, 카

펫, 커튼 등에 많이 사용되며 또한 인테리어, 침장 그리

고 방호 의류에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알칼리와 산 등

에 강해서 고도의 내약품성과 알칼리 염료에 염색이 가

능한 특성을 가지면서 열가소성 섬유와 혼합성이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사용한 실 및 직물에

대한 물성 및 방염성에 대한 연구내용은 보고된 자료가

많지 않다. 한편, 레이온 섬유로서 엑셀, 방염 레이온 소

재로서 FR-rayon 등도 최근 의류용 섬유소재로 많이 사

용되고 있으며, 제전 PET 소재로서 일본 KB SEIREN

에서 생산되고 있는 벨트론(belltron) 소재도 많이 사용

되고 있으나 면 등의 의류용 소재와 이들 섬유들을 복합

한 직 ·편물의 물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염특성이 우수하면서 착용쾌

적성이 뛰어난 고감성 난연 의류용 소재를 개발하기 위

해 카네카론 모다크릴 섬유, 대전방지 섬유인 벨트론 섬

유, 그리고 면섬유를 사용하여 방염 복합사를 제조하고,

면섬유를 레이온 섬유로 대체할 때 방염성과 쾌적물성

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두 가

지 복합 방적사를 제조하고 이를 사용한 니트소재를 만

들어 이들의 방염특성과 착용쾌적성을 분석하여 고감성

의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를 수행하고자 한다.

II. 실 험

1. 편성사의 제조

본 연구에서는 의류용 소재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

재인 면섬유와 난연성 부여를 위한 모다크릴, 그리고 제

전성 부여를 위한 제전 PET 섬유 등으로 구성된 복합 방

적사를 제조하였다. 가격 경쟁력과 의류 착용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면섬유를 레이온 섬유인 엑셀섬유로 대

체할 경우 엑셀섬유가 모다크릴 그리고 제전 PET 섬유

와 혼합이 될 때의 방적성을 면섬유를 사용할 때와 비교

하고 의류에서의 이들 두 가지 복합 방적사 직물의 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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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착용쾌적성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국내

D기업에서 링(ring) 정방기를 이용하여 모다크릴, 레이

온 섬유, 그리고 제전 PET사를 혼합한 36Ne 원사 1종과

모다크릴, 면, 제전 PET사를 혼합한 36Ne 원사 1종 등

복합 방적사 2종을 생산하였다. 실을 제조하기 위해서

방염 모다크릴을 섬유장 38mm와 51mm의 두 가지를 준

비하였다. 면섬유는 정소면 공정을 거친 슬라이버로서

4.5~4.7mic의 평균 섬도와 33mm 평균 섬유장을 가진 섬

유소재를 사용하였다. 레이온 섬유로서 엑셀을 사용하

였으며 평균 섬도 1.4dtex, 평균 섬유장 38mm 소재를 사

용하였다. 제전 PET 섬유(벨트론, KB SEIREN, Japan)는

3.4dtex 섬도의 51mm 섬유장이며, 이들 섬유소재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의 원료섬유를 사용하여 혼타면, 소면, 연조

조방공정을 거친 후 링 정방기에서 두 가지의 방적사 시

료를 준비하였다. 이들 공정에서의 공정조건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이들 조건에서 제조된 두 가지 방적사

특성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2. 편성물의 제조

<Table 3>에 나타낸 복합 방적사 2종을 이용하여 22,

24게이지(gauge) 밀도로 싱글(single)과 피케(pique) 조직

으로 편성물을 제조하였다. <Table 4>는 4가지 편물시

료의 실과 편성조건을 나타내었다.

3. 편성사 및 편성물의 물성 실험

1) 편성사 물성 실험

2종의 복합사 시료의 물성으로 번수(KS K 0414)(Ko-

rean Standards Association [KSA], 2015a)를 측정하였고

불균제도는 USTER 3(Switzerland)를 이용하여 KS K ISO

Table 1. Fiber characteristics used in this study

Material Fineness (dtex/mic) Fiber length (mm) Remarks

Modacryl
1.7 dtex 38 Kanekaron, Japan

1.7 dtex 51 Kanekaron, Japan

Cotton 4.5-4.7 mic 33 Combed fiber, India

Excel® 1.4 dtex 38 Modified viscose, India

Antistatic PET 3.4 dtex 51 Belltron, KB SEIREN, Japan

Table 2. Processing conditions of spinning

Process Sliver count (g/6y) Speed (rpm) Twist (TPI/TM)

Mixing - - -

Carding 25.00 300 -

Drawing 25.00 250 -

Roving 03.00 800 01.2/1.1

Spinning 01.37 10,000 26.1/4.4

Table 3. Characteristics of ring-spun yarns

Spinning m/c Specimens

Fiber characteristics

Blended fibers
Linear density

(Ne)
Blend ratio

(%)
Fineness

(dtex/mic)
Length
(mm)

Ring spinning
machine

1

Modacryl

36

48.5/48.5/3.0

1.7 dtex 38

Cotton 4.5-4.7 mic 33

Antistatic PET 3.4 dtex 51

2

Modacryl

36

1.7 dtex 38

Excel® 1.4 dtex 38

Antistatic PET 3.4 dtex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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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9(KSA, 2015b)에 의거하여 측정하고 U%, thin, thick,

nep의 개수를 측정하였다. 방적사의 강신도 시험방법

(KS K 0642)(KSA, 2016)에 의거하여 Testomeric Micro

350(U.K.) 인장시험기를 사용하여 시료길이 100mm, 인

장속도 100mm/min의 조건으로 초기탄성률, 절단강도,

절단신도를 20회 실험하여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사치

수 변화율은 KS K 0423(KSA, 2012)에 의거하여 열수

축률을 <Eq. 1>에 의해 측정하였다.

...... Eq. 1.

where, l1: yarn length (mm) before thermal treatment

where, l2: yarn length (mm) after thermal treatment

2) 편성물 물성 실험

편성물 시료 네 가지의 인장강도(KS K 0642)(KSA,

2016)와 파열강도(KS K 0350)(Korean Agency for Tech-

nology and Standards [KATS], 2016a)는 KSK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산소지수(KS M ISO 4589-2)(KA-

TS, 2016b), 마모강도(KS K 0642)(KSA, 2016), 필링특성

(KS K ISO 12945-1)(KATS, 2014) 및 마찰대전압(KS K

0555)((KATS, 2015)을 아래와 같이 측정하였다.

(1) 산소지수(OI) 측정

<Fig. 1>에 보이는 측정장치 내에 시료를 취부하여 측

정된 산소농도로부터 아래 <Eq. 2>에서 산소지수(OI)를

측정하였다.

OI = Cf + Kd ...... Eq. 2.

where, Cf: 부피 %로 나타낸 산소농도의 최종 값

where, d: 부피 %로 나타낸 산소농도 수준 사이의 간격

where, K: 상수인자

시료는 15~30개 시편을 준비하였고 시료길이는 80~

150mm, 폭은 10±0.5mm로 준비하여 온도 23±2oC 및 상

대습도 50±5% RH하에서 168시간 동안 통풍 오븐 내에

컨디셔닝을 하였다. 사용될 산소의 초기농도를 선택한

후 시험방법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전체 기체 혼

합물의 농도변화(d)는 0.2%씩 증가 혹은 감소를 시키면

서 사용된 산소농도(Co)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시험편에

사용된 산소농도를 Cf로 지정하였다.

(2) 마모강도 측정

마틴달 방법(KS K 0642)(KSA, 2016)으로 실시하였

으며 지름 8.3cm의 시료 4매를 준비하고 마틴달 시험기

홀더에 끼워 표준 마찰포와 9±0.2kPa의 하중을 여러 방

향으로 마찰시키면서 편물이 파괴되어 구멍이 날 때까

지 회전수를 측정하여 4회 평균값을 시료의 마모강도로

하였다.

(3) 마찰대전압 측정

시료 및 마찰포를 70oC에서 1시간 동안 예비 건조시

킨 후 온도 20±2oC, 상대습도 40±2% RH에서 24시간 컨

디셔닝시킨다. 시료의 크기는 4×8cm로서 경사와 위사

방향으로 각각 6매씩 준비하였다. 마찰포도 면 및 모직

물로서 폭 2.5cm, 길이 약 16.0cm 크기로 각각 6매 준비

하였다.

(4) 필링특성

필링실험은 KS K ISO 12945-1(KATS, 2014) 방법에

의해 실시한 후 표준 시료포와 비교하여 등급을 부여한

값을 필링의 급수로 정하였다.

4. 편성물의 착용쾌적성 실험

본 연구에서 직물과 의류의 착용쾌적성은 MMT(Mo-

isture Management Tester)에 의한 수분흡수성과 건조성

을 측정하였으며 FAST system에서 직물 역학특성을 측

정하여 촉감과 의류 착용 외관특성을 예측하였다.

1) MMT 시험법에 의한 흡한 · 속건특성 실험

80×80cm 5개 시료를 준비하여 항온항습실에서 21±

1oC, 65±2% RH 조건하에서 24시간 컨디셔닝을 실시하

Thermal shrinkage
l1 l2–
l1

-----------=

Table 4. Characteristics of the knitted specimens

No. Material Blend ratio (%) Yarn count (Ne) Gauge Structure

1 Modacryl/Cotton/Antistatic PET

48.5/48.5/3.0 36

24 Single
jersey2 Modacryl/Excel®/Antistatic PET 24

3 Modacryl/Cotton/Antistatic PET 22
Pique

4 Modacryl/Excel®/Antistatic PE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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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인체에서의 땀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 기기 내

에서 0.15g의 땀액(증류수+NaCl)이 시료의 중앙 부위 표

면에 자동으로 분사가 되며 흡수된 수분의 양에 따라 센

서부에서 전기저항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센서에서

측정된 전기저항치는 측정부와 기록장치로 전달되어 직

물의 수분제어 특성치로 산출된다. 여기서 측정한 수분

제어 특성치는 웨팅시간과 최대 습윤반경(max.wetted ra-

dius)으로서 웨팅시간은 분사된 물방울이 초기에 흡수되

어 시료가 웨팅되는 시간으로서 시료의 수평방향의 흡수

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최대 습윤반경은 초기의 1, 3, 10초

경과 시 최대 웨팅반경을 측정하였으며 이 값이 큰 값을

가질 때 건조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열전도도 특성 실험

KES-F7(Thermolabo II, Kato Tech. Co., Japan) 계측

기를 사용하여 열전도도를 측정하였으며 항온항습실(실

내 온도 22±1oC, 습도 70±5% RH)에서 측정하였다. 5×

5cm 크기의 직물시료를 3개 준비하여 정상 상태에서의

열손실을 측정하여 <Eq. 3>에 의해 열전도도(K, W/cm

oC)를 측정하였다.

...... Eq. 3.

where, W: dry heat loss (W/cm2)

where, D: the thickness of the specimen (cm)

where, ΔT: the temperature difference (oC)

3) 투습도 특성 실험

투습컵을 지름 6.0cm 높이 2.5cm 알루미늄 컵을 준비

한 다음 항온항습기 내 히터 위에 올려놓고 히팅하여 투

습컵 내부 온도를 40oC가 되게 한 후 흡습제(염화칼슘)

33gr을 넣는다(JSA-JIS L 1099)(Japanese Standards Ass-

ociation [JSA], 2012). 항온항습기(온도 20±2oC, 습도

65±2% RH., 풍속 2.5m/sec)에서 24시간 컨디셔닝시킨

지름 9cm(유효투습면적: 28.26cm2, 유효지름: 9cm)의

원형시료를 표면을 흡습제 쪽으로 얹고 흡습제 위쪽

3mm 정도 위치에 팩킹 고무와 커버링으로 크램핑해서

실링(sealing)하여 시료와 컵 사이의 수증기가 빠져나가

Thermal conductivity K( )
W D⋅

TΔ
------------=

Fig. 1. Measuring device of oxygen index (KATS, 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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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게 한다. 항온항습기 내에서 1시간 정도 후 시료의

무게를 측정(W1)하고 다시 1시간이 경과한 후 시료의

무게를 측정(W2)하여 <Eq. 4>에서 투습도를 측정한다.

이 방법에서 수분증기 투과량(Water Vapor Permeability;

WVP) 측정은 인버티드 컵(inverted cup) 측정법과 같은

원리로 시료는 3개 준비하여 측정되어지며 WVP는 <Eq.

4>에 의해 계산된다.

...... Eq. 4.

where, WVP: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g/m2 · h)

where, W2: mass of fabric specimen (mg)

where, W1: mass of fabric specimen before test (mg)

where, A: specimen area (cm²)

where, t: testing time (h)

4) FAST 역학특성 실험

FAST system에서 인장특성치는 E20과 E5의 값을 FA-

ST-3에서 측정하였으며 EB5% 값을 측정하여 전단강성

G 값을 <Eq. 5>로 계산하였다. 굽힘강성은 FAST-2에서

bending length C를 측정하여 <Eq. 6>으로 계산하였다.

압축특성은 FAST-1에서 T(2)와 T(100) 값을 측정하였다.

<Table 5>에 FAST system에서 측정되는 역학량의 특성

을 보인다.

...... Eq. 5.

B = 9.81×10-6 WC3 ...... Eq. 6.

where, EB5: extension (%) under 5gf/cm load

where, B: bending rigidity (gf·cm2/cm, µN·m)

where, W: fabric weight (g/cm2)

where, C: bending length (mm)

III. 결과 및 고찰

1. 편성사의 물리적 특성

<Table 6>에 본 연구에서 제조한 복합 방적사의 물리

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같은 번수(36Ne) 기준으로 난연

모다크릴/면/제전 PET 복합사(No.1)의 강도는 제직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절단신도와 모듈러스 등도 일반 아크

릴/면 일반 방적사들이 갖는 값을 보였으나 레이온 섬유

인 엑셀 복합 소재인 2번 시료는 레이온 섬유의 섬도가

1.4dtex로서 면섬유보다 다소 굵고, 섬유장도 38mm로

서 면섬유의 33mm보다 다소 길었기 때문에 1번 시료

에 비해 절단강도가 높고 모듈러스도 약 2.5에서 3배 정

도 높은 값을 보여 다소 거친 촉감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1번 시료는 초기탄성률이 낮은 값을

WVP t W2 W1–( )/A×=

G 4.9 100×( )/ 4 EB5%⋅( )=
123/EB5% N/m( )=

Table 5. Mechanical properties measured by FAST system

Instrument Description Symbol

FAST-1 Compression meter

Thickness at 2gf/cm² T (2)

Thickness at 100gf/cm² T (100)

Relaxed thickness at 2gf/cm² RT (2)

Relaxed thickness at 100gf/cm² RT (100)

FAST-2 Bending meter Bending length BL

FAST-3 Extension meter

Extensibility at 5gf/cm E5

Extensibility at 20gf/cm E20

Extensibility at 100gf/cm E100

Bias extensibility at 5gf/cm Eb

FAST-4 Dimensional stability test
Relaxation shrinkage RS

Hygral expansion HE

Physical properties Weight per unit area W

Calculated measurements

Surface thickness ST

Bending rigidity BR

Shear rigidity G

Formability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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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 부드러운 촉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난연 모다크릴/엑셀/제전 PET 복합사(No.2)의 불

균제도(U%)는 시료1보다 낮은 값을 보여 균제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엑셀섬유의 섬유장이 면섬유보다 길었기 때

문에 실의 균제도가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

결점수에 있어서 2번 시료의 thin 값이 1번 시료보다 훨

씬 적은 값을 가져 사 균제도가 낮은 값을 가지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thick와 nep의 개수는 1번 시

료보다 오히려 조금 많은 값을 보였으나 실의 균제도와

절단 강 ·신도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정도로 큰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 또한 2번 시료의 인장강도는 면 복합사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번 시료의 낮은 불균제도 때

문에 높은 U%를 보인 1번 시료보다 절단강도가 높은

값을 보였다. <Fig. 2>에 두 가지 복합 방적사의 SEM 사

진을 나타내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1번 시료보다

2번 시료가 실내의 섬유들이 더 컴팩트(compact)하게 배

열되어 균제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열수축특성은 면

복합사와 엑셀 복합사 모두 0.5% 이하의 낮은 값을 보여

열적 형태안정성을 확인하였다.

2. 편성물의 물성 분석

1) 인장 및 파열강도

<Table 7>에 편성물 시료 4가지의 일반 물성특성을 나

타내었다. 복합 방적사 2종을 이용하여 시료로 만든 싱글

조직과 피케조직의 편성물 4종의 인장강도를 <Fig. 3>

에 나타내었다. 난연 보호복용 소재로 사용될 때 니트유

니폼으로서 착용 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인장 및 파

열강도를 확인하였다. 원사종류에 상관없이 피케조직이

싱글조직에 비해 인장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같은 조

직별로 비교했을 때 원사의 종류별 인장강도의 경향성

은 나타나지 않았다.

<Fig. 4>는 니트소재의 파열강도를 나타낸 그래프이

다. 니트소재의 조직과 사용한 소재에 따라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어떠한 일정한 경향성도 보이

지 않았다.

2) 마모강도 및 필링특성

<Table 7>에 보였듯이 4가지 편물시료의 마모강도를

Table 6. Physical properties of yarn specimens

Specimens Measured
yarn linear

density
(Ne)

Evenness Tensile property
Thermal
shrinkage

(%)No. Blended fibers
Count
(Ne)

U%
Thin

(50%)
Thick
(50%)

Nep
Breaking
strength

(cN)

Breaking
strain
(%)

Modulus
(g/d)

1
Modacryl/Cotton/

Antistatic PET
36

35.90
(36.3)

14.76 130 949 2,404 197.2 3.48 284.5 0.2

2
Modacryl/Excel®/

Antistatic PET
36

36.36
(36.3)

14.08 44 1,038 2,922 246.9 1.71 779.7 0.3

Fig. 2. SEM images of yarn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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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소재와 편물조직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

았으며 모두 16,000~18,000 사이클 이상의 값을 나타내

어 마모강도에는 문제가 없는 실험치를 보였다. 한편

<Table 7>에서 볼 수 있듯이 니트소재의 필링성은 조직

과 원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4등급의 필링성을 나

타내어, 니트소재의 의류 적용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편, <Fig. 5>에 필링 실험법(KS K ISO 12945-1)

(KATS, 2014)에 의해 테스트한 시료의 표면사진을 보였

Table 7. Physical properties of the knitted specimens

No. Material Structure
Tensile strength (N) Abrasion

strength
(No.)

Pilling
(grade)

Bursting
strength

(N)Wale Course

1 Modacryl/Cotton/Antistatic PET Single 157.3 116.2 18,000 4 175.5

2 Modacryl/Excel®/Antistatic PET Single 179.2 121.3 20,000 4 181.5

3 Modacryl/Cotton/Antistatic PET Pique 118.0 109.4 20,000 4 156.5

4 Modacryl/Excel®/Antistatic PET Pique 110.1 101.5 16,000 4 191.0

Fig. 3. Tensile strength of the knitted specimens.

Fig. 4. Bursting strength of the knitt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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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번과 4번 시료에서 필링실험 후 마찰포의 마찰에

의한 변색이 더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면 복

합 니트소재의 필링저항성이 엑셀 복합 니트소재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편성물의 방염 및 대전방지특성

1) 한계산소지수(LOI) 평가

<Table 8>에 편성물 시료 4가지의 방염 및 대전특성

과 착용쾌적성 물성을 나타내었다. <Fig. 6>은 소재별 난

연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한계산소지수(LOI) 값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엑셀 복합 니트

소재가 면 복합 니트소재에 비해서 높은 난연성을 가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 LOI 값이 28.0 이상인 소

재를 난연소재로 분류하는데, 모든 복합 방적소재의 LOI

값이 28.0 이상으로 나타나서 난연 기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마찰대전압 평가

<Fig. 7>은 니트소재의 마찰대전압을 나타낸 그래프

이다. 마찰포가 울(wool)일 때는 면 복합 니트와 엑셀 복

합 니트 사이에 마찰대전압의 차이를 볼 수 없었으며 단

Fig. 5. Images of the knitted specimens after pilling test.

Table 8. Inflammability and wear comfort properties of knitted specimens

No. Material Structure
LOI index

(%)

Thermal
conductivity

(W/mK)

Water vapor
permeability
(g/m2 · 24h)

Rub voltage (V)

Cotton Wool

1 Modacryl/Cotton/Antistatic PET Single 28.6 0.0473 9,894 520 620

2 Modacryl/Excel®/Antistatic PET Single 30.8 0.0454 9,880 540 510

3 Modacryl/Cotton/Antistatic PET Pique 29.6 0.0425 9,518 760 730

4 Modacryl/Excel®/Antistatic PET Pique 31.2 0.0395 9,323 1,100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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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면 마찰포에 있어서 피케조직의 엑셀 복합 니트의 마

찰대전압이 아주 큰 값을 보였다. 그리고 피케조직이 싱

글조직에 비해 마찰대전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피케조직이 싱글조직보다 마찰점이 증대되어 정전

기 발생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조직끼

리 비교했을 때, 피케조직의 경우만 엑셀 복합 니트소재

가 면 복합 니트소재에 비해서 정전기 발생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싱글조직에서는 엑셀과 면 등의 소재에

관계없이 또한 마찰포의 소재에 관계없이 마찰대전압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니트소재가 울 마찰포보

다 면 마찰포와의 마찰에 의한 대전압이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면소재에 비해서 양모소재의 수분율이 높기 때

문에 마찰에 따른 정전기 발생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판

단된다.

4. 편성물의 착용쾌적물성

1) 편성물의 흡한 · 속건성

<Table 9>는 피케 니트시료 3번과 4번 시료의 MMT 시

험방법에 의한 흡한 ·속건성 실험결과를 보여준다. MMT

측정방법(AATCC Test Method 195-2011)(AATCC, 2012)

은 직 ·편물의 기공도 특성에 따른 수분관리능력을 평가

하는 시험법으로 동적 액체이동특성을 3차원적으로 측정

하여 수분이동특성 평가방법이다. Özkan and Meriç(2015)

Fig. 6. LOI index of the knitted specimens.

Fig. 7. Rub voltage of the knitt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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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MMT 실험에서 물방울 흡수시간이 짧을수록 흡수도

가 뛰어난 시료이며 최대 흡수반경이 증가할수록 건조

시간이 짧아져 흡수시간과 건조시간이 짧을수록 흡한 ·

속건성이 뛰어난 소재로 평가하였다.

<Table 9>에서 볼 수 있듯이 면 복합 니트소재보다 엑

셀 복합 니트소재의 웨팅시간이 짧아서 흡수율(absorp-

tion rate)이 엑셀이 높아서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흡수

속도(spreading speed) 역시 엑셀소재가 면소재보다 높은

값을 가져 건조특성도 우수함을 보였다. 이는 면소재보

다 엑셀소재가 흡습성이 우수한 고유의 특성과 면섬유

의 평균 섬유장보다 엑셀섬유의 평균 섬유장이 큰 값을

가져 흡수된 수분이 실을 구성하는 섬유들 사이에서 모

세관 현상이 더 빨리 일어나서 흡한 ·속건성이 우수함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2) 편성물의 열 및 수분증기 이동특성

<Table 8>에서 볼 수 있듯이 열전도도 특성은 면 복합

니트소재가 엑셀 복합 니트소재보다 열전도성이 우수하

며 싱글 니트소재가 피케 니트소재보다 열전도성이 우수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면섬유가 레이온 섬유보다 열전

도성이 우수한 원인(면: 0.461W/mK, 비스코스 레이온:

0.289W/mK)과 복합사 내의 기공도가 면 복합사가 엑셀

복합사보다 더 커서 기공 내의 공기층이 열입자의 이동

을 막아서 열전도도를 낮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

게 된다. 그러나 면 복합사의 벌키한 구조로 인해서 열전

도도를 낮추는 기여보다 면 자체의 열전도도가 레이온

계 섬유인 엑셀보다 큰 값을 가져 섬유특성에 의한 높은

열전도도가 실의 구조에 따른 기공층이 열전도성을 낮

게 하는 요인보다 더 큰 영향을 주어 면 복합 니트소재

의 열전도도가 엑셀 복합 니트소재의 열전도도보다 높

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기공도 특성은

니트조직 면에서도 싱글조직보다 피케조직의 기공도가

더 커서 니트조직 내의 기공에 함유되어 있는 공기가 열

이동을 막아서 기공도가 낮은 싱글니트의 열전도도가 더

큰 값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보온 방염소재

로서는 엑셀 복합사 니트소재에 피케 니트조직의 니트

소재가 바람직함을 알 수 있으며 쿨 방염소재로서는 면

소재에 싱글 니트소재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투습특성도 열이동특성과 유사하게 면 복합 니트가

엑셀 복합 니트소재보다 투습성이 더 우수하며 피케조

직보다 싱글 니트소재가 더 투습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앞에서 설명한 열이동특성과 동일한 이유

로서 설명할 수 있다. 즉, 투습성이 우수한 방염소재는

엑셀보다 면 복합 소재의 싱글 니트조직의 복합 니트소

재가 더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3) 편성물 촉감(tactile hand) 특성

<Fig. 8>은 네 가지 편성물의 FAST system에서 측정

된 역학량을 도시한 것이다. <Fig. 8(a)>에서 볼 수 있듯

이 모다크릴/엑셀/제전사로 혼합된 방적사로 편직된 시

료인 2와 4번 편물시료의 신축특성(extensibility)이 면이

들어가 있는 시료인 1번과 3번 편물시료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Table 1>에 보인 원료섬유특성에서 엑셀

섬유의 섬유장이 면섬유보다 5mm 더 긴 섬유로써 실을

더 컴팩트한 구조를 만들어서 2번과 4번 시료의 신축특

성이 더 낮은 값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Fig. 2>

에서 보인 SEM 사진에서도 엑셀 방적사가 면 방적사보

다 더 조밀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장탄성률 특성이

편성물의 굽힘특성에도 영향을 미쳐서 <Fig. 8(b)>에서

볼 수 있듯이 더 뻣뻣한 2번과 4번 엑셀섬유 방적사 편

물의 굽힘강성이 1번과 3번 면섬유 편물보다 더 큰 값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인장탄성률 특성이

편물의 전단특성에도 전달되어 <Fig. 8(c)>에서 볼 수 있

듯이 신축특성이 낮은 2번과 4번 엑셀섬유 편물의 전단

강성이 1번과 3번 면섬유 편물시료보다 더 높은 값을 보

이고 있다. 또한 실의 길이방향의 탄성특성은 측면방향

인 압축특성에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d)>

는 4가지 편물시료의 압축특성(compressibility)을 보였

Table. 9 MMT data of the knitted specimens

Specimens Texture

MMT

Wetting time
(s)

Absorption rate
(%)

Max wetted radius
(mm)

Spreading speed
(mm/s)

3
Modacryl/Cotton/

Antistatic PET
36's

Pique

7.526 35.293 12.000 1.220

4
Modacryl/Excel®/

Antistatic PET
36's 6.206 55.166 11.500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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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길이방향의 신축성이 높은 1번과 3번 면섬유 니트시

료의 압축성이 2번과 4번 엑셀섬유 시료보다 더 높은 값

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싱글과 피케조직에 따른 역학특

성은 <Fig. 8(a)>에서 싱글조직보다 피케조직인 3번과

4번 시료가 더 낮은 신축특성을 보였으며 <Fig. 8(b)>에

서 볼 수 있듯이 굽힘강성은 싱글조직인 1번과 2번 시료

보다 피케조직인 3번과 4번 시료가 더 높은 값을 보였다.

한편 <Fig. 8(c)>에서 보인 전단특성에서는 코스(coarse)

와 웨일(wale)의 마찰특성이 니트의 전단강성에 모두 영

향을 주기 때문에 조직에 따른 싱글과 피케조직 사이의

경향성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반면에 <Fig. 8(d)>에서 보

인 압축특성은 길이방향의 탄성적인 특성이 우수한 싱

글조직인 1번과 2번 시료의 측면방향 압축성이 3번과

4번 피케조직보다 더 큰 값을 보여 니트조직에 따른 역

학특성의 차이는 실의 길이방향과 직경방향의 높은 상

관성을 보여준다고 보여진다.

IV. 결 론

난연 모다크릴과 대전방지 PET 섬유를 면과 레이온

섬유인 엑셀섬유에 각각 혼합한 두 가지 복합 방적사와

이를 사용한 니트소재의 방염성과 정전기 대전방지특

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착용쾌적성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두 가지 복합 방적사의 특성은 구성섬유인 면과 엑

셀섬유 특성이 반영되어 섬도가 가늘고 섬유장이 짧은

모다크릴/대전방지 PET/면 복합사가 섬도가 굵고 섬유

장이 긴 엑셀 복합사보다 높은 불균제도를 보였으며 모

듈러스와 절단강도는 낮은 값을 보였다.

2) 모다크릴 섬유의 방염특성으로 인해 니트소재의 산

소한계지수는 모두 28.0 이상의 값을 보여 방염 기능성

을 확인하였으며 면 복합 니트보다 엑셀 복합 니트의 산

소한계지수가 높은 값을 보였다.

Fig. 8. Mechanical properties measured by FAST system of the knitt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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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전 PET가 함유된 두 가지 복합사 니트소재의 마

찰대전압은 마찰점이 많은 피케조직의 경우 면 마찰포

의 경우 엑셀소재가 면소재보다 높은 마찰대전압을 보

였으나 마찰포가 울인 경우 소재와 조직에 관계없이 낮

은 마찰대전압을 보였다.

4) 마모강도 및 필링특성은 면 복합 니트와 엑셀 복합

니트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원사소재 종류와 니

트조직에 관계없이 양호한 필링특성을 보였다.

5) 착용쾌적성에서 흡한 ·속건 특성은 면 함유 니트보

다 엑셀 함유 니트소재가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쿨 방

염소재에는 면 싱글 복합 니트소재가 적합하며 보온 방

염소재에는 엑셀 피케 복합 니트소재가 적합함을 확인하

였다. 투습특성은 면 싱글 복합 니트소재가 더 우수하였

다. 촉감특성은 엑셀 함유 니트가 면 함유 니트에 비해 낮

은 인장특성, 압축특성 높은 굽힘/전단강성을 보여 다소

뻣뻣한 촉감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방적사 내에 난연 모다크릴 섬유가

48.5wt% 함유될 때 방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산소한계

지수를 보였으며 혼합 소재로 면보다 레이온 소재인 엑

셀섬유를 혼합함에 따라 다소 우수한 난연/방염성을 확

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전 PET 섬유를 3wt% 혼

합하여 대전방지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착용쾌적성

에서도 엑셀을 함유할 때 더 좋은 흡한 ·속건성을 확보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면섬유보다 엑셀 레이온 섬유를 혼

합함에 따라 착용쾌적성이 우수한 난연 모다크릴 의류

용 소재개발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엑셀이 면 함유 니트

소재보다 다소 뻣뻣한 촉감을 보인 것은 최적 직물설계

를 통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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