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염색가공학회지 pISSN 1229-0033, eISSN 2234-036X

연구논문(학술) https://doi.org/10.5764/TCF.2021.33.4.182

                                                            

                                                            

                                          

182

1. 서  론 

  최근 다변화된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
라 활동적이고 착용이 편리한 캐주얼 복장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류산업에서 관리가 용이하고 신축
성을 가진 스판덱스에 대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스판덱스는 
높은 신축성과 특유의 탄력성을 바탕으로 우리생활 많은 곳에
서 사용되고 있으며, 여전히 신축성을 요구하는 품목에서는 기
능이 우수하여 오랫동안 많이 사용되는 소재이다. 
  그러나 고온고압의 폴리에스터의 염색조건에서 스판덱스의 
신축성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신합
섬의 벌키성, peach감, 반발탄성을 부여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
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PET와 PTT(polytri
-methylene terephthalate)를 side-by-side 방식으로 복합 
방사한 듀폰의 T-400(Sorona®)이 출시되어 의류용 시장에 적
용되었으나 신축특성과 경제성 문제로 일부 원단에만 적용되기 

시작하였다1-3).
  최근 팬데믹의 장기화로 하이킹이나 캠핑, 골프나 낚시 등의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젊은 층이 크게 늘어나면서 야외 활동
과 동시에 오피스룩으로도 손색없는 편안한 아웃도어 의류가 
주목받고 있다. 스판덱스 섬유와 비교하여 신축성이 강한 것은 
아니지만 원사 자체로서  신축성을 갖고 있는 잠재권축사는 이
를 사용한 우븐직물과 니트직물이 패션트렌드에 맞아 세계적으
로 수요가 팽창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염색과 가공 공정에서 
자연스러운 볼륨감, 촉감, 신축성 등이 구현되는 잠재권축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스판덱스 시장 가격의 급등과 사가공 단가의 증가로 인하여 
별도의 추가 공정 없이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잠재권축사에 
대하여 새로운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친환경 소재의 개발 흐름
에 따라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를 적용한 잠재권축사 및 신축성
을 개선한 잠재권축사도 개발되어 출시되고 있다. 최근 자라, 
H&M, 유니클로 등 글로벌 SPA브랜드들이 캐주얼 슈트를 비롯
하여 바지, 드레스, 블라우스용 소재로 잠재권축사 사용 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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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6) in the ground and PET DTY (70/100) in the pile loop, in order of napped 
process the napped knit fabric (SN) was napped SK fabric. In order to compare of la-
tent crimped yarn content, the last knit fabric (DN) was napped 2ply latent crimped 
yarn were included in the same structure of SK. Dyeability of three knit fabrics was 
similar but the shrinkage properties of DN fabric were significant different. The bulki-
ness shows a tendency to increase the bulkiness as increasing the dyeing temperature, 
and the bulkiness of the SN was higher because of the napping process and optimal 
content of latent crimped y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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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는 중동에 수출되는 원단용으로 사용이 확대되어 잠재권축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5).
  잠재권축사의 방사속도 및 연신공정에 따른 물성평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가격이 저렴하고 사
가공을 통해 기능성을 추가하기 용이한 폴리에스터에 대한 소
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벌키성과 촉감을 개선하기 위한 많
은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로 두 성분의 조합과 방사속도 
및 연신공정에 따른 수축특성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6-12). 최근 SPA브랜드에서 다양한 종류의 의류에 적용되어 사
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잠재권축사의 염색 및 
가공부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모공정과 잠재권축사의 함량률이 
다른 원단을 시료로 선정하여 염색공정에 따른 염색성과 물리
적인 변화를 관찰하여 잠재권축사를 적용하는 편성물의 설계 
및 염색가공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시료 및 시약 

  기모 가공 전∙후의 염색과 물성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권축사 1ply를 그라운드에 적용하고 기능성 폴리에스터를 
파일조직으로 사용하여 편직한 시료(SK)를 기모 가공처리한 시

료(SN)를 선정하였고 잠재권축사의 함량에 따른 염색과 물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파일원사를 사용하고 그라운드
에 잠재권축사를 2ply 투입하여 기모가공한 시료(DN)를 편직하
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편직물을 ㈜덕산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
받아 사용하였으며 시료의 정보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분산염료는 저활성화 에너지형으로 균염성이 
우수한 E-type의 Red, Blue, Yellow 삼원색을 ㈜오영산업으로
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조제로는 acetic acid(98%, Daejung,
Korea), 분산제로는 HEXA GEN RPL509B(Poonglim oil 
Chemical, Korea)을 사용하였다. 

2.2 염색

  DR-60, DB-56, DY-54 삼원색의 분산염료를 사용하여 시료
를 염색하고 기모가공 전∙후와 잠재권축사 함량별 원단의 염
색성을 Table 2에 고찰하였다. 액비(L/R) 1:10에서 각각 1% 
o.w.f. 농도로 진행하였으며, 분산제 1g/L, 아세트산 0.3g/L을 
첨가하여 염색하였다. 염색은 실험실용 IR염색기(DL-6000, 
DAELIM STARLET CO., LTD, Korea)를 사용하였다. 
  온도조건은 잠재권축사의 염색과정 중 염착성과 물리적 변화
를 비교분석 하기 위해 40℃에서 시작하여 1.5℃/min의 속도
로 90℃까지 1℃/min의 속도로 각각 115℃와 130℃로 승온하
고 40분간 유지하여 염색하였으며 70℃부터 10℃ 승온 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Table 2. List of disperse dyes

Sample Commercial name C.I. No.

DR-60 Suncron Red E-FB 200% C.I. Disperse Red 60

DB-56 Suncron Blue E-FBL C.I. Disperse Blue 56

DY-54 Suncron Yellow E-3G 200% C.I. Disperse Yellow 54

Table 1. Characteristics of knit fabrics

Sample SK SN DN

Pile PET DTY 70/100 (Thermolite®), 1ply

Ground
SDY 75/36

(Zenadu®), 1ply

SDY 75/36 

(Zenadu®), 1ply

SDY 75/36 

(Zenadu®), 2ply

Weight(gps) 208 196 282

Remark
Single ground,

Knit fabric

Single ground,

Napping fabric

Double ground,

Napping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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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측색

  염색 이후에 10℃ 간격으로 피염물을 꺼내 수세하고 자연건
조를 실시하였다. 건조가 완료된 시료들은 염색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의 그라운드면(Ground Face; GF)과 기모면(Napping
Face; NF)을 측색기(X-rite, Premier 8200, Korea)를 이용하
여 K/S값을 측정하였다. K/S값은 측정된 반사율을 이용하여 
다음 식(1)의 Kubelka-Munk 등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1)

  where,
  K : Absorption coefficient
  S : Scattering coefficient
  R : Reflectance value

2.4 염색물의 견뢰도

  KS K 0650(크로크미터법)에 의거하며 마찰견뢰도 시험기
(ASIA TESTING MACHINE CO., ASA-298, Korea)를 사용하
여 건식, 습식 조건에서 시험을 하였으며 세탁견뢰도 시험은 
KS K ISO 105-C06에 의거하며 세탁견뢰도 시험기(ASIA 
TESTING MACHINE CO., ASA-202-3, Korea)를 사용하였다. 

2.5 표면분석 

  기모 공정과 잠재권축사의 함량에 따른 원단의 그라운드면과 
기모면의 차이 원사의 밀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SK, SN 및 DN 
원단의 표면과 단면을 전자현미경(Hitach, S-3000N/EMAX, 
Japan)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2.6 물성분석

2.6.1 수축율

  수축률은 KS K 0642의 치수변화율을 준용하여 적용하였다. 
250mm × 250mm 시험편에서 웨일 및 코스 방향으로 시편 중
간 200mm를 표기하고 염색 후 길이를 3회 측정하고 염색 전
의 길이를 L, 특정 온도에서 염색 후의 길이를 L′로 하여 수축
율을 다음 식(2)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2)

  where, 
  L : The length before dyeing fabric
  L′ : The length after dyeing fabric 

2.6.2 벌키도

  벌키도는 KS K 0642에 따라 다음 식(3)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단위 면적당 질량은 염색 후 200mm × 200mm의 피염물을 건조
한 후 무게를 측정하여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두께는 KS K 0642
에 의거하여 mitutoyo thickness gauge 7301(Mitutoyo, 
Japan)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염색 후 두께의 변화를 알
기 위해 시료의 다른 5곳에 대해서 두께 측정기를 사용하여 10초 
후 측정하였다.

   

×                                    (3)

  where, 
  Bu : Bulkiness(cm3/g) 
  Sm : Mass per unit area(g/m2)
  t : Thickness(mm)

3. 결과 및 고찰

3.1 염색성 평가

3.1.1 표면 염착량

  최대흡수파장에서의 K/S값 그래프를 통해 조건별 염색성을 
비교하였다. Figure 1과 Figure 2는 DR-60, DB-56, DY-54 
분산염료로 115℃와 130℃에서 step-dyeing을 실시하여 1% 
o.w.f.로 염색된 피염물의 그라운드면(GF), 기모면(NF)의 K/S
값을 비교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DR-60은 최대흡수파장인 520nm에서 가장 높은 K/S값을 
나타냈으며, DB-56은 630nm, DY-54는 450nm에서 가장 높
은 값을 나타났다. E-type의 3색 염료 모두 SK와 SN, DN의 
경우 폴리에스터의 Tg이상인 90℃이후부터 급격한 상승을 나
타내고 있었으며 평형상태에서의 K/S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
았다. 115℃와 130℃의 K/S값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는 없지
만 대부분 115℃보다 130℃에서의 K/S값이 높은 값을 나타내
었다. 따라서 잠재권축사를 적용한 기모 편성물의 경우 수축, 
벌키도 등 완성된 편성물의 물성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저온인 115℃에서 염색을 진행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K/S값을 시료에 따라 비교해 보면 SK, SN, DN의 K/S값은 
서로 크게 상이하지 않고 비슷한 K/S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SN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모가공 후인 SN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반면 그라운드면에 잠재권축사가 2ply 적
용된 DN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원사의 함량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일
한 폴리에스터라도 원사의 결정화도 및 배향도에 따라 분산염
료의 흡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잠재권축사의 비
율의 차이가 거의 없는 SK 및 SN의 경우에는 유사하게 나타나
며 잠재권축사가 2배 증가한 DN이 낮은 것은 잠재권축사가 염
료의 흡진이 높아 파일면에 적용된 원사에 흡진된 염료의 농도
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원단의 표면 특성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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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R-60 a) DR-60

b) DB-56 b) DB-56

c) DY-54 c) DY-54

Figure 1. K/S values of SK, SN and DN dyed by step dyeing 

process at 115℃.

Figure 2. K/S values of SK, SN and DN dyed by step dyeing 

process at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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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면(GF)과 기모면(NF)에 따른 K/S값을 분석한 결과 SK, 
SN 및 DN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기모면(NF)의 K/S값
이 그라운드면(GF)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그라운드면(GF)과 기모면(NF)의 단면이 물리적으로 달라
서 K/S값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그라운드면(GF)은 
잠재권축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평평하나 기모면(NF)은 
기모가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반사를 일으켜 심
색화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SEM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그라운드면(GF)의 경우 공정이 흐름에 따라 다소 평활성이 떨
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기모 가공으로 인하여 현격한 표면의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3).

3.2 염색 견뢰도 

  Table 3과 Table 4는 SK, SN 및 DN 원단을 115℃, 130℃

로 염색한 후 환원 세정한 시료의 세탁견뢰도와 마찰견뢰도 등
급을 나타내었다. 세탁견뢰도의 경우 대부분 4등급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염색온도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을 나타났다. 다
만, 기모 처리한 SN, DN 원단의 경우 기모공정을 하지 않은 
SK 원단에 비하여 Acetate 원단과 Nylon 원단으로의 이염으
로 인하여 반등급 정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상
대적으로 원단의 표면적이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마찰견뢰도의 경우에는 편직 후 기모전인 SK 원단의 경우 모
두 온도, 염료 색상에 상관없이 건/습 마찰견뢰도가 대체로 4
등급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모공정을 거친 SN 및 DN 원단의 경우 그라운드면
(GF)에서는 4-5등급으로 우수하게 나타났으나 기모면(NF)의 경
우에는 건마찰의 경우 3-4등급, 습마찰의 경우 2-3등급 수준으
로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모공정 후 표
면적이 넓어져서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모공

Figure 3. SEM images(×50) of SK, SN and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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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ubbing fastness of SK, SN, DN on ground face(GF) and napped face(NF)

Sample Condition
SK SN DN

GF NF GF NF GF NF

DR-60

115 ℃

Dry

4-5 4-5 4-5 4-5 4-5 4

DB-56 4-5 4-5 4-5 4 4-5 4

DY-54 4-5 4-5 4-5 4 4-5 4

DR-60

Wet

4-5 4-5 4-5 2-3 4-5 2-3

DB-56 4-5 4-5 4-5 2-3 4-5 2-3

DY-54 4-5 4-5 4-5 2-3 4-5 2-3

DR-60

130 ℃

Dry

4-5 4 4-5 4 4-5 4

DB-56 4-5 4-5 4-5 4-5 4-5 4

DY-54 4-5 4-5 4-5 3-4 4-5 3-4

DR-60

Wet

4-5 4 4-5 2-3 4-5 2-3

DB-56 4-5 4-5 4-5 2-3 4-5 2-3

DY-54 4-5 4 4-5 2-3 4-5 2-3

Table 4. Rubbing fastness of SK, SN, DN on ground face(GF) and napped face(NF)

Sample
Washing staining

Acetate Cotton Nylon PET Acrylic Wool

DR-60

115 ℃

SK

4 4-5 4 4-5 4-5 4-5

DB-56 4-5 4-5 4 4-5 4-5 4-5

DY-54 4 4-5 4 4-5 4-5 4-5

DR-60

SN

4-5 4 4 4-5 4-5 4-5

DB-56 4-5 4 4 4-5 4-5 4-5

DY-54 3-4 4-5 3 4-5 4-5 4-5

DR-60

DN

4-5 4 4 4-5 4-5 4-5

DB-56 4-5 4 4 4-5 4-5 4-5

DY-54 4 4 3-4 4-5 4-5 4-5

DR-60

130 ℃

SK

4 4-5 4 4-5 4-5 4-5

DB-56 4-5 4-5 4 4-5 4-5 4-5

DY-54 4 4-5 4 4-5 4-5 4-5

DR-60

SN

4 4-5 3-4 4-5 4-5 4-5

DB-56 4-5 4-5 4-5 4-5 4-5 4-5

DY-54 4 4-5 3-4 4-5 4-5 4-5

DR-60

DN

4 4-5 3-4 4-5 4-5 4-5

DB-56 4-5 4-5 4 4-5 4-5 4-5

DY-54 4 4-5 3-4 4-5 4-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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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하지 않은 SK의 기모면(NF)이 4등급 이상이고 기모된 원
사가 마찰에 의하여 마찰되는 표준 면백포에 물리적으로 빠져 
나온 것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염료 자체의 이염보다는 기모
면(NF)의 물리적 가공에 의한 표면특성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모처리 후 잘려진 파일 원사가 원단에 잔류되지 않
도록 처리하고 편직시 마찰에 의해 파일사가 빠지지 않도록 설
계하면 마찰견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3 편물의 물성변화

3.3.1 수축특성

  Figure 4와 Figure 5는 step dyeing을 실시하면서 70℃부
터 10분 간격으로 원단을 빼고 흐르는 물에 수세하여 자연 건
조한 후 웨일(wale) 방향과 코스(course) 방향의 길이를 측정
하여 염색 공정 중 원단의 치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확인하였
으며 115℃ 및 130℃로 염색한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였다. 치수 변화가 대부분 (-)로 계산되어 치수 변화율 대
신 수축률로 변경하고 (+)의 값으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SK, SN 원단은 모두 웨일 및 코스 방향으로 수축이 발생하
였으며, DN 원단의 경우 웨일방향은 수축되었으나 코스 방향
의 경우 변화가 없거나 최대 0.7% 신장된 것으로 거의 치수변
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5℃의 온도로 염색한 경우 SK
는 웨일방향으로 6.1±0.2%, 코스 방향으로 2.7±0.9% 수축이 
나타났으며 SN는 웨일방향으로 6.6±0.2%, 코스 방향으로 
4.9±0.2% 수축되었고, DN은 웨일방향으로 7.9±0.9% 수축되
었으나 코스 방향으로는 0.5±0.4% 신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30℃의 온도로 염색한 경우 SK는 웨일방향으로 
6.2±0.4%, 코스 방향으로 3.0±0.2% 수축이 나타났으며 SN는 
웨일방향으로 6.6±0.8%, 코스 방향으로 5.7±0.5% 수축되었

고, DN은 웨일방향으로 8.4±0.2% 수축되었으나 코스 방향으
로는 0.1±0.2% 신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5℃와 130℃ 온
도에서의 염색할 경우 수축 특성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원단의 종류에 크게 차이 없이 웨일방향의 치수변화가 코스 방
향의 치수변화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싱글편조직의 루
프 구조상 코스 방향보다 웨일방향의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되며 wool-like PET의 수축특성을 보고
한 논문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8). 
  본 연구에서는 기모공정 전후 및 적용원사의 구성에 따른 실
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수축 특성이 확인되었다. 
기모하기 전 완전한 루프를 가지고 있는 SK의 경우 루프가 잘
려진 SN보다 치수 변화가 낮게 나타난 것은 루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축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DN의 
경우에는 2ply의 잠재권축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원
단에 비하여 웨일방향의 수축이 큰 것으로 보이며 특이한 것은 
코스 방향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ply의 
잠재권축사가 적용된 SK, SN에 비하여 원사의 두께가 굵어 동
일한 게이지로 편직했을 때 상대적으로 수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잠재권축사를 설계할 때 스
티치의 값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치수
변화가 관찰된 70℃에서 웨일방향은 전체 치수변화의 39 ~
48% 수준으로 코스 방향은 치수 80℃에서 50% 이상의 치수 
변화가 관찰되었다. 

3.3.2 벌키도 

  Figure 6과 Figure 7은 염색 공정 중 온도에 따른 벌키도 
변화를 확인한 것이다. Step dyeing 실험과 같은 조건으로 7
0℃부터 원단을 빼고 흐르는 물에 수세하여 자연건조한 후  
115℃와 130℃에서 step-dyeing을 실시하여 온도별 두께를 비

Figure 4. Shrinkage(%) of SK, SN, DN on dyeing process at 

115℃.

Figure 5. Shrinkage(%) of SK, SN, DN on dyeing process at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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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였을 때, 온도가 증가할수록 두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는 온도가 상승할수록 수축에 의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115℃에서 SK의 경우 1.23±0.02mm, SN의 경우 
1.31±0.02mm, DN의 경우 1.77±0.03mm으로 130℃에서는 
SK의 경우 1.26±0.01mm, SN의 경우 1.31±0.01mm, DN의 
경우 1.73±0.02mm으로 나타났다. 루프로 구성된 파일이 잘려
진 SN원단의 경우 SK에 비하여 두께가 얇아야 되는 것으로 보
이지만 기모공정에 의해 파일 벌키해짐에 따라 더욱 두껍게 나
타났으며 DN의 경우는 SK, SN원단에 비하여 잠재권축사를 추
가하여 두께가 상대적으로 두꺼운 것으로 판단된다. 
  SK, SN 및 DN의 단위 중량은 각각 208g/m2, 196g/m2, 
282g/m2, 이였으나 염색 후 수축으로 인하여 SK의 경우 211 
g/m2, SN은 198g/m2, DN은 294g/m2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벌키도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두께가 가장 두꺼웠던 
DN원단은 중량이 높아 벌키도가 떨어지고 중량이 가장 낮고 두
께가 상대적으로 두꺼운 SN원단의 벌키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따라서 가볍고 신축성이 있는 기모 원단을 구성할 경우 잠
재권축사의 적정 함량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폴리에스터 잠재권축사를 기모 가공 전∙후 및 잠재권축사 
함량에 따라 시료를 선정하여 온도별 열처리에 따른 염색성과 
물성 변화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K/S값은 115℃와 130℃에서 온도별 K/S값은 큰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며, 시료에 따른 SK, SN, DN의 K/S값 또한 
비슷한 값을 나타내어 시료별 염착특성은 크게 차이가 없었
다. 그러나 시료의 그라운드면(GF)의 K/S값 보다 기모면
(NF)의 K/S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2. 기모 가공 전후 및 잠재권축사 함량과 무관하게 웨일방향의 
수축이 코스 방향의 수축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잠재권축사
를 2ply 적용한 DN의 코스 방향 수축은 확인되지 않았다. 

3. 시료별 두께의 차이는 기모가공처리 한 SN의 두께가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잠재권축사 함량별로는 잠재권축사 함량
이 더 많은 DN의 두께가 더 높았다. 

4. 벌키도는 원단의 수축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고 기모 가공
으로 두께가 두꺼운 SN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잠재권축
사의 함량이 높아져도 원단 중량의 증가에 따라 DN의 벌키
도가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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