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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지의 주원료인 닥나무는 섬유 길이가 길고, 셀룰

로스 함량이 많으며, 분자량 및 중합도가 높아 섬유 자

체의 강도가 우수하지만(Lee, 2002; Park et al., 2016)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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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he strength properties of Jumchi-Hanjis dyed with 70% and 100% persimmon juice 

concentrations and undyed Jumchi-Hanjis. The Juumchi-Hanjis were made from Dakjis (mulberry papers), 

which were mixed with different ratios of fibers from paper mulberries originating in Korea and Thailand, in-

cluding wood pulp from Canada.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ensile, wet tensile, and bursting strengths of 

Jumchi-Hanjis dyed with 70% concentration were higher than those of undyed Jumchi-Hanjis. However, the 

tearing strengths of the dyed Jumchi-Hanjis were lower than those of undyed Jumchi-Hanjis. The wet tensile 

strengths of Jumchi-Hanjis dyed with 100% concentration were higher than those of dyed with 70% concen-

tration.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tensile, tearing, and bursting strengths depending on persimmon juice dye-

ing differed as per the mixing ratio of the raw materials of Jumchi-Hanjis. Dyeing with 100% persimmon juice

concentration tends to be more useful than 70% to increase the tensile (MD) and wet tensile strengths of Jumchi-

Hanjis containing only Korean mulberry fibers (90%) and wood pulp (10%) as raw materials. Dyeing with 

100% concentration tends to be less useful than 70% to increase the tensile, tearing and bursting strengths of 

Jumchi-Hanjis with high proportions (90% or 60%) of mulberry fibers from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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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산 닥나무 백피의 고가격으로 업체들은 저렴한 가격

의 수입산 닥섬유나 목재펄프를 국내산 닥섬유에 혼합

하여 한지를 제조하고 있다(Kang & Ju, 2005). 한지 산업

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내산 닥섬유, 태국산 닥섬유, 

목재펄프의 섬유 조성과 섬유 길이에 대한 분석(Mun et 

al., 1992; Park et al., 2016), 다양한 원료 혼합에 따른 한

지의 물리화학적 특성의 분석(Park et al., 2016), 한지의 

품질 확보를 위한 목재펄프와 태국산 닥섬유의 최적 혼

합 비율 분석(Kwon & Kim, 2013)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

어지고 있다.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인 경우, 종이 원료의 적합

성을 결정하는데 핵심 성분이되는 홀로셀룰로스(셀룰

로스와 헤미셀룰로스의 혼합물) 함량은 높고(91.9%), 

알콜벤젠(2.24%), 리그닌(0.63%), 회분(0.98%) 등 다른 

성분들의 함량은 낮다(Park et al., 2016). 섬유 길이(6.58~ 

9.01 mm), 섬유 폭(15.85~27.80 μm), 내강 폭(4.50~12.54 

μm)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Go & Jeong, 2018), 

평균적으로 국내산 닥섬유의 섬유 길이(8.47 mm)는 수

입산 닥섬유나 목질계 섬유보다 길다(Park et al., 2016; 

Seo et al., 2001). Park et al.(2016)은 국내산 닥섬유의 낮

은 보수도 특성과 다른 인피섬유의 현미경 분석 결과

를 토대로 국내산 닥섬유의 장섬유 분포도 및 결정화도

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Saito & Isogai, 2004; Saito et 

al., 2006).

반면, 태국과 같은 열대 기후에서 성장한 닥나무 인

피섬유는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기후에서 성장한 닥나

무 인피섬유보다 섬유 길이는 짧고(Seo et al., 2001), 홀

로셀룰로스(85.5%)는 적은 반면 다른 성분들(알콜벤

젠 8.3%, 리그닌 1.6%, 회분 5.1%)은 많아 강도와 품질이 

낮다(Jeon, 2002; Mun et al., 1992). 침엽수와 활엽수 목

재펄프 각각의 섬유 조성인 경우, 홀로셀룰로스 함량은 

많고(96.84%, 97.26%), 알콜벤젠(0.48%, 0.21%), 리그

닌(0.26%, 0.32%), 회분(1%) 등의 함량은 닥섬유보다 낮

은 경향을 보였다(Park et al., 2016). 반면 침엽수(2.32~ 3 

mm)와 활엽수 표백 펄프(0.71~1.2 mm)의 섬유 길이는 

닥섬유보다 짧았으며, 침엽수 표백 펄프에는 장섬유와 

단섬유가 함께 분포했지만, 활엽수 표백 펄프에는 단

섬유가 균일하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Lee, 2002; 

Lee, 1996; Park et al., 2016).

국내산 닥섬유, 태국산 닥섬유, 목질계 섬유의 이러

한 차이는 각각의 원료로 제조하거나 혼합한 한지와 종

이의 특성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닥

나무 인피섬유는 목재섬유에 비해 섬유 길이가 길고 

분자량이 커서 인장강도 및 인열강도가 높으며(Jeon et 

al., 2014) 목질계 섬유(활엽수, 침엽수 펄프)에 국내산 

닥섬유를 혼합하면 인장강도가 약간 증가하고 내절도

는 감소하였다(Park et al., 2016). 목재펄프와 태국산 닥

섬유를 혼합한 핸드 드립용 커피 필터 개발 연구에 따

르면, 닥섬유 함량이 증가할수록 한지의 두께, 인장강

도, 습인장강도, 파열강도, 내절도가 증가하였으며 밀

도는 감소하였다(Woo et al., 2020). 문화재 보수 및 복

원용 한지 개발에서도 국내산 닥섬유로 제작한 한지가 

말레이시아 닥섬유로 제작한 한지보다 인장강도가 우

수하였다(Son et al., 2019).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수입

산 닥섬유를 혼합하거나 목재펄프를 혼합한 한지로 

제작한 줌치한지를 다양한 용도의 제품 소재로 활용

하기 위해서는 강도 보강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국내산 닥지로 제작한 줌치한지를 감물염색한 경우 

인장강도, 습인장강도, 파열강도가 증가하였다는 점

을 고려할 때(Hong & Kim, 2018) 감물염색은 국내산 닥

섬유 이외에 태국산 닥섬유와 목재펄프를 혼합한 줌

치한지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감물염색은 감을 분쇄하여 얻어진 감즙을 염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과거 전통시대에서부터 제주 지역에

서 활성화된 천연염색 방법이다. 감은 떫은 맛이 있는 

감과 떫은 맛이 없는 감으로 구분되는데, 감물염색은 

떫은 맛을 내는 풋감(Diospysos kaki, L.)에서 추출한 

감즙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에 의한다(Ampiaw & Lee, 

2020). 감즙에 함유된 탄닌(persimmon tannins)은 카키

탄닌(kaki-tannin)으로 일컬어진다(Matsuo & Ito, 1978). 

카키탄닌은 카테킨, 카테킨-3-갈레이트, 갈로카테킨, 

갈로카테킨-3-갈레이트(1:1:2:2 비율)와 말단 잔기로 

구성된 축합형 탄닌(condensed tannins)으로서 탄소 간 

결합(carbon-carbon interflavan linkage)을 갖는 프로안

토시아니딘 B 그룹(proanthocyanidin B group)에 속하

는 고분자 화합물이다(Matsuo & Ito, 1978). 감물염색

은 이러한 카키탄닌이 섬유와 결합하여 응고를 일으

키고, 햇빛과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 산화, 중합되어

(Han et al., 2004; Park, 1995) 감즙처리된 직물, 종이, 

실의 색상을 점차적으로 진한 갈색으로 발색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물염색 직물에서 감즙은 <Ta-

ble 1>‒<Table 2>에서 보듯이 실과 실 사이, 섬유와 섬유 

사이 및 섬유 표면에 점착하여 코팅 기능을 함으로써 



국내산과 태국산 닥섬유 및 목재펄프가 혼합된 줌치한지의 감물염색에 따른 강도 특성

– 1037 –

직물의 인장강도, 발수성, 방수성, 자외선 차단성을 높

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n et al., 2004; Park, 1995).

직물에 대한 감물염색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

졌지만 한지나 줌치한지와 같은 종이에 대한 감물염

색 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소수이다. 특히, 대부

분의 연구가 국내산 닥섬유로 제조한 한지(Yoo et al., 

2010) 및 국내산 닥지로 제작한 줌치한지(Hong & Kim, 

2018; Kim & Jang, 2004) 연구에 한정되었다. 종이 강

도에 영향을 미치는 섬유 길이나 섬유 조성 비율이 달라 

섬유 자체의 강도가 다른 국내산과 태국산 닥섬유 및 

목재펄프를 혼합한 한지나 줌치한지에 대한 감물염색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최근 유럽, 일본, 

국내에서 종이 소재를 활용한 가방과 지갑 및 다양한 

리빙 제품들이 개발되어 판매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가

격 경쟁력이 높은 저렴한 태국산 닥섬유와 목재펄프를 

국내산 닥섬유와 혼합한 닥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의 

강도 특성(인장강도, 습인장강도, 인열강도, 파열강도)

이 천연염색의 한 유형인 감물염색 가공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내산과 태국산 닥섬유 및 목재펄프의 

혼용률이 다른 미처리 줌치한지와 감물

염색 줌치한지의 인장강도, 습인장강도, 

인열강도, 파열강도를 비교 분석한다.

연구문제 2. 국내산과 태국산 닥섬유 및 목재펄프의 

혼용률이 다른 미처리 줌치한지에 대해 

감물농도(70%, 100%)를 달리하여 염색

한 줌치한지의 강도를 비교 분석한다.

Fabrics Undyed Dyed

Cotton 1

(plain)* 

75 × 70**

Cotton 2

(plain)

52 × 38

Cotton 3

(plain)

58 × 54

Linnen

52 × 43

Adapted from Ko (2000). pp. 37‒39.

*: Weave construction

**: Fabric count (ends × picks/inch)

Table 1. The photomicrographs of undyed and dyed 

fabrics with persimmon juice 

Untreated Dakji Treated with Jumchi-Chigi Treated with persimmon juice

Adapted from Kim and Jang (2004). p. 247.

Table 2. SEM images of untreated and treated Dakj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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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공시재료

국내산과 태국산 닥섬유 및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

펄프를 원료로 하여 쌍발뜨기로 초지한 4합지의 미표

백 닥지를 60분 동안 줌치치기하여 제작한 미처리 줌

치한지 시료 5종 및 미처리 줌치한지를 2개 수준(70%, 

100%)의 감물농도로 염색가공한 감물염색 줌치한지 

시료 10종을 본 연구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2. 닥지의 제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닥지는 쌍발뜨기로 초지한 4합

지의 수초지이다. 닥지의 원료로 사용한 국내산과 태

국산 닥섬유 비율을 4개 수준(30%, 45%, 60%, 90%)

으로 달리하였으며, 닥섬유 하나만으로 제작한 닥지인 

경우 밀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Woo et al., 2020) 

목재펄프(10%)를 혼합하여 5종의 닥지를 제작하였

다. 목재펄프 혼합으로 줄어든 닥섬유 비율 때문에 닥

지의 두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닥지를 

4합지로 제조하여 평량을 증가시킨 수초지로 제조하

였다(90 g/m2 이상). 닥지는 한지 제조업체와 수초지 장

인에게 의뢰하여 한지 제조공장에서 일반적으로 행해

지고 있는 조건과 방법을 준용하여 제조되었다. 즉 닥

나무 인피섬유의 증해 및 후숙 작업(닥 인피섬유 대비 

액비 4:1, 수산화나트륨 농도 10%, 4시간 가열 후 1일 

후숙), 세척 작업과 티고르기 작업, 고해와 해리 작업

(나이프 비이터에서 20~30분 고해, 인피섬유 대비 폴

리아크릴아마이드 분산제 0.01~0.02% 첨가)을 실시

하였다. 화학약품에 의한 표백 작업은 실시하지 않았

다. 고해와 해리 작업이 끝난 원료들을 원산지와 소재

별로 구분한 후 (국내산 닥섬유, 태국산 닥섬유, 캐나

다산 목재펄프) 각 시료의 혼용률에 맞게 일정량의 원

료를 지료통에 넣고, PAM 분산제(제조원 SNF Korea)

를 첨가하여(닥섬유와 목재펄프 원료 대비 0.02%) 현

탁액(지료)에서 원료(닥섬유와 목재펄프)가 차지하는 

비율을 2~3%로 맞추어 최종 현탁액을 만들었다. 쌍발

뜨기 초지기법으로 지료를 떠서 습윤닥지 4장을 초지

하고 습윤닥지 4장을 합지하여 철판에서 건조하였으

며, 도침은 생략되었다.

 

3. 줌치한지의 제작

미처리 줌치한지는 국내산과 태국산 닥섬유 및 목재

펄프를 혼합하여 쌍발뜨기로 초지한 4합지의 닥지 

5종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줌치치기한 후 발에 널어 자

연건조시키는 방법으로 제작되었다(닥지 물 적시기-

주름잡기-주무르고 두드리기의 반복 작업). 줌치치

기를 60분 동안 실시했을 때 20분과 40분 동안의 줌

치치기에 비해 강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Hong et al., 

2017)에 근거하여 모든 닥지에 대한 줌치치기 시간은 

60분으로 통일되었다. 60분 동안 줌치치기하여 제작

한 미처리 줌치한지 시료의 이미지는 <Table 3>에 제

시되었으며, 닥지의 원료 혼용률 및 줌치치기에 의해 

변화된 무게와 크기가 <Table 4>에 제시되었다. 줌치

치기가 끝나자 마자 젖은 상태로 측정한 줌치한지의 

무게는 닥지의 무게보다 증가하였지만 건조 후의 무

게는 줌치치기 이전의 닥지 무게와 동일하거나 1~2 g 

정도로 증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4합지의 닥지를 60분 

동안 줌치치기하여 건조시킨 줌치한지의 크기는 닥지

의 크기보다 줄어 있었다. 건조된 미처리 줌치한지를 

Undyed 

Dakiji

Undyed and dried

Jumchi-Hanji

Jumchi-Hanji 

dyed with 

persimmon juice

(70%)

Jumchi-Hanji 

dyed with 

persimmon juice

(100%) 

Table 3. The examples of test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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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물염색하여 발색시킨 줌치한지의 크기는 더 줄어들

었다.

4. 줌치한지에 대한 감물염색

감물염색은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위해 감물염색 업

체들이 실시하는 방식에 따라 야외에서 이루어졌다. 

전통적인 감물염색과 발색은 음력 7~8월에 이루어지

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업화를 위한 업체의 감물염

색과 발색은 자연 일광이 있는 날이면 상시적으로 이

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늦가을과 

초겨울에 이루어진 감물염색 줌치한지의 강도 특성을 

검토하였다. 감물농도 100% 염액은 물을 혼합하지 않

고 4합지로 제작한 줌치한지 시료 무게의 5배에 해당

하는 감즙 원액 100%로 만들어졌다(욕비 1:5). 감물

농도 70%의 염액은 감즙과 물을 7:3 비율로 혼합하여 

줌치한지 시료 무게의 5배가 되도록 하였다. 감물염색

은 각 농도의 염액에 줌치한지를 담가 20분 동안 가볍

게 주무르는 손염색 방법에 의하였으며(2016년 11월 

17일), 염색한 줌치한지는 당일 자연 건조되었다. 감

물염색을 통해 줌치한지에 스며든 감물의 양과 비율

은 <Table 5>에 제시되었다. 감물 픽업률(pick-up ra-

tio)은 감물염액에 줌치한지를 침지시키기 전의 감물

염액 무게(염색 전 염료 용액 중량)에서 감물염액에 

줌치한지를 침지시켜 손염색을 하고 난 후 남겨진 감

물염액 무게(염색 후 염료 용액 중량) 차이로 계산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Eq. 1).

Pick-up ratio (%) = 

염색 전 

염료 용액 중량
 –

염색 후 

염료 용액 중량
× 100  ...... Eq. 1.

염색전 염료 용액 중량

5. 감물염색에 따른 발색

염색한 줌치한지 시료들에 대한 발색은 주말을 제

외하고 햇볕이 있는 날 6일 동안(2016년 11~12월) 동

일한 실외 공간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11회 실시되었다. 오전 9시에 감물염색 줌치

한지를 야외 공간에 널고 분무기로 감물염색 줌치한

지의 앞면과 뒷면에 골고루 물을 뿌려 충분히 물에 적

신 후 햇빛에 건조시키고(1회 발색), 오후 1시에 다시 

이 작업을 반복하여 5시까지 건조시켰다(2회 발색). 

11회 발색 중 하루(12월 2일)는 오후에만 이루어졌으

며 오후 발색은 모든 시료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발

색이 야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발색 지역의 기온과 

습도를 1일 3회(9시, 13시, 17시) 기록하였다. 발색 지

역의 풍속, 일사량(solar radiation), 일조량(sunshine)에 

Test samples

Persimmon 

juice  

concent-

ration

(%)

Weight (g) Size (mm)

Dakji

Jumchi-

Hanji

before

drying

Jumchi-

Hanji

after

drying

Dakji 
Dried

Jumchi-

Hanji

Dyed

Jumchi-

Hanji

A
Korean mulberry fiber 90%

Wood pulp 10%

70 79 221 80 630 × 930 600 × 855 575 × 835

100 83 266 85 630 × 930 610 × 870 570 × 800

B
Thai mulberry fiber 90%

Wood pulp 10%

70 68 229 69 630 × 930 580 × 835 565 × 800

100 65 220 65 630 × 930 590 × 855 585 × 810

C

Korean mulberry fiber 60%

Thai mulberry fiber 30%

Wood pulp 10%

70 70 223 71 630 × 930 595 × 850 560 × 815

100 69 225 68 630 × 930 615 × 870 580 × 790

D

Korean mulberry fiber 30%

Thai mulberry fiber 60%

Wood pulp 10%

70 61 190 63 630 × 930 590 × 850 580 × 815

100 58 182 58 630 × 930 595 × 890 570 × 805

E

Korean mulberry fiber 45%

Thai mulberry fiber 45%

Wood pulp 10%

70 63 204 64 630 × 930 590 × 840 590 × 830

100 63 201 63 630 × 930 600 × 870 585 × 810

Table 4. The weights and sizes of Dakjis and Jumchi-Hanj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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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상청 정보 및 기록된 온도와 습도에 대한 정보

는 <Table 6>에 제시되었다.

 

6. 물리적 성질 측정

줌치한지의 물리적 성질은 한지산업지원센터(공인

검정기관) 시험분석실에 의뢰하여 한국산업규격에 따

라 측정되었다. 평량(basis weight)은 단위 면적당 종이

의 무게를 나타내는 것으로 1 m2당 g수(g/m2)로 환산

하여 표시된다(Korean Standards Association [KSA], 

2006a). 겉보기 밀도(appearance density)는 종이의 치밀

함 정도를 의미하며, 공극을 포함하여 계산한 단위 부피

당 무게로 표시된다(g/cm³). 밀도와 두께(thickness)의 측

정은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였다(Korean Agency for Te-

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1). 미처리 줌치한

지 시료와 감물농도(70%, 100%)를 달리하여 염색가공

한 줌치한지 시료의 평량, 두께 및 겉보기 밀도는 <Ta-

ble 7>에 제시되었다.

닥지는 섬유 배향성이 높기 때문에 미처리 줌치한

지와 감물염색 줌치한지의 강도는 발촉과 수직되는 

섬유결 방향(Machine Direction; MD)과 발촉과 평행

되고 섬유결과 직각되는 방향(Cross Direction; CD)에

서 측정되었다. 인장강도(tensile strength)는 종이 시험

편을 신장시켜 파괴 직전의 저항력을 평가하는 정속

신장법(100 mm/min)으로 측정되었다(KSA, 2007). 감

물염색 줌치한지의 습인장강도(wet tensile strength)

는 시험편을 1시간 동안 물에 침지시킨 후에 측정되

었다. 미처리 줌치한지는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습

인장강도(200 N/m 이하)가 낮기 때문에(Hong et al., 

2017) 20초 동안 물에 침지시킨 후에 측정되었다(KATS, 

Color 
development

dates

Temperature (°C) Humidity (%) Wind 
speed
(m/s)

Solar 
radiation
(MJ/m²)

Sunshine
(hr)9 am 1 pm 5 pm 9 am 1 pm 5 pm

Nov. 23 7 8 8 61 52 52 4.5   8.57 3.4

Nov. 24 7 7 7 52 56 56 5.3   5.87 0.9

Nov. 25 8 10 9 52 46 51 2.7   9.71 4.4

Dec. 2nd - 9 10 - 49 46 2.5 12.34 9.3

Dec. 7 6 12 12 65 50 50 3.0   8.88 4.4

Dec. 8 9 13 14 54 47 51 2.2 10.12 6.5

Table 6. Climatic factors of the local area

Test samples 

Persimmon 

juice

concentration

(%)

Jumchi-

Hanji 

weight

(g)

Weight of dye solution (g)
Pick-up ratio 

(%)Before

dyeing

After

dyeing

A
Korean mulberry fiber 90%

Wood pulp 10%

70 80 400 91 77.250

100 85 425 69 83.765

B
Thai mulberry fiber 90%

Wood pulp 10%

70 69 345 95 72.463

100 65 325 34 89.538

C

Korean mulberry fiber 60%

Thai mulberry fiber 30%

Wood pulp 10%

70 71 355 80 77.465

100 68 340 46 86.471

D

Korean mulberry fiber 30%

Thai mulberry fiber 60%

Wood pulp 10%

70 63 315 68 78.413

100 58 290 36 87.586

E

Korean mulberry fiber 45%

Thai mulberry fiber 45%

Wood pulp 10%

70 64 320 76 76.250

100 63 315 47 85.079

Table 5. The pick-up ratios of dyed Jumchi-Hanj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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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인열강도(tearing strength)는 종이가 처음 찢어

진 방향으로 계속 찢어지는 것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

며, 엘멘도르프 방식(Elmendorf method)으로 측정되

었다(KSA, 2006b). 파열강도(bursting strength)는 종이

의 표면을 뚫는데 가해지는 유체 압력의 최대값(kPa)

으로 측정되었다(KSA, 2005). 종이의 강도는 평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료의 강도를 평량으로 

나눈 인장지수(tensile index), 습인장지수(wet tensile 

index), 인열지수(tearing index)를 함께 제시하여 강도 

변화를 검토하였다.

 

III. 결과및논의

1. 평량과 두께 및 밀도

쌍발뜨기로 초지한 4합지를 줌치치기 하여 제작한 

미처리 줌치한지와 감물염색 줌치한지의 평량과 두께

를 비교한 결과, <Table 7>에서 보듯이 감물염색(70%) 

시료 모두에서 평량과 두께가 증가하였지만, 밀도는 

감소하거나 동일하였다. 감물염색 직물을 현미경으

로 촬영한 <Table 1>‒<Table 2>의 사진들 및 기존 연구

의 사진들에 근거할 때(Han et al., 2004; Kim & Jang, 

2004; Ko, 2000; Park, 1995), 평량과 두께의 증가는 감

즙이 섬유 사이에 점착되거나 섬유 표면에 도포되었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Han et al., 2005; Hong & Kim, 

2018; Huh, 2012). 감물농도가 70%에서 100%로 증가

함에 따라 4종의 감물염색 줌치한지의 평량과 두께는 

증가하였다. 이것은 감물농도를 100%로 증가시켰을 

때 감물 픽업률이 증가하고, 픽업률 증가에 따라 감즙 

흡착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Yoo et al., 

2010). 반면 밀도는 줌치한지 1종을 제외한 모든 줌치

한지에서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였다. 이것은 감즙 부

착에 따른 두께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즉 두께의 증가

로 부피가 증가하여 단위 부피당 무게가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 인장강도

종이의 인장강도는 일반적으로 섬유의 길이, 섬유 

간 결합의 정도, 섬유의 고해 정도, 섬유의 조도, 평량 

등에 따라 달라진다(Seo, 1996a). 미처리 줌치한지 및 

감물염색 줌치한지의 인장강도와 인장지수는 <Fig. 

1>과 <Table 8>에 제시되었다. 미처리 줌치한지를 70% 

감물농도로 염색했을 때, 5종의 감물염색 줌치한지 모

두 양방향(MD, CD)에서 인장강도와 인장지수가 증

가하였다. 이것은 국내산 2합 닥지로 제작한 줌치한지

Test samples
Persimmon juice

concentration

Basis weight

(g/m²)

Thickness 

(mm)

Density

(g/cm³)

A
Korean mulberry fiber 90%

Wood pulp 10%

Undyed 134.5 0.506 0.27

70% 174.0 0.749 0.23

100% 227.4 0.827 0.27

B
Thai mulberry fiber 90%

Wood pulp 10%

Undyed 122.8 0.506 0.24

70% 157.0 0.694 0.23

100% 161.3 0.725 0.22

C

Korean mulberry fiber 60%

Thai mulberry fiber 30%

Wood pulp 10%

Undyed 116.2 0.444 0.26

70% 172.3 0.847 0.20

100% 153.3 0.779 0.20

D

Korean mulberry fiber 30%

Thai mulberry fiber 60%

Wood pulp 10%

Undyed 104.4 0.421 0.25

70% 133.8 0.582 0.23

100% 166.8 0.799 0.21

E

Korean mulberry fiber 45%

Thai mulberry fiber 45%

Wood pulp 10%

Undyed 104.1 0.415 0.25

70% 135.2 0.544 0.25

100% 144.5 0.672 0.22

Table 7. The basis weights, thicknesses and densities of undyed and dyed Jumchi-Hanj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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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samples

Persimmon 

juice

concentration

Tensile index

(N · m/g)

Wet tensile index

(N · m/g)

Tearing index

(mN · m2/g)
Bursting 

index

(kPa · m2/g)MD CD MD CD MD CD

A

Korean mulberry 

fiber 90%

Wood pulp 10%

Undyed 40.446 26.691   3.063  1.599 26.223 30.706 4.461 

70% 41.609 30.460 29.655 12.931   8.948 10.460 3.529 

100% 47.801 27.177 31.794 22.296   6.816   8.668 2.964 

B

Thai mulberry 

fiber 90%

Wood pulp 10%

Undyed 41.450 19.218   2.875 * 44.878 43.184 5.456 

70% 74.586 37.452 40.064 16.115 22.987 32.261 6.758 

100% 75.449 34.718 47.923 18.041 13.459 17.235 5.412 

C

Korean mulberry 

fiber 60%

Thai mulberry 

fiber 30%

Wood pulp 10%

Undyed 41.738 19.621   2.788 * 31.291 35.164 3.985 

70% 54.034 35.403 31.863 15.264 12.240 15.699 4.382

100% 76.712 29.941 38.291 16.765 10.157 17.195 4.018

D

Korean mulberry 

fiber 30%

Thai mulberry 

fiber 60%

Wood pulp 10%

Undyed 36.494 16.667   2.174 * 32.213 36.370 4.080 

70% 59.940 32.735 27.803 11.958 16.368 22.608 4.925 

100% 46.283 27.158 32.134 12.170   7.218 11.930 3.651 

E

Korean mulberry 

fiber 45%

Thai mulberry 

fiber 45%

Wood pulp 10%

Undyed 40.058 18.828   2.863 * 31.595 35.034 4.400 

70% 59.246 28.846 26.405 13.092 14.652 17.500 4.911

100% 56.125 26.367 34.533 13.910   9.945 12.076 4.263

*: Wet tensile strength was in a non-detectable level.  

MD: Machine Direction, CD: Cross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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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CD MD CD MD CD MD CD

Korean Mullberry 90%
Wood 10%

(A)

MD CD

Thai Mullberry 90%
Wood 10%

(B)

Korean Mullberry 60%
Thai Mullberry 30%

Wood 10%
(C)

Korean Mullberry 30%
Thai Mullberry 60%

Wood 10%
(D)

Korean Mullberry 45%
Thai Mullberry 45%

Wood 10%
(E)

MD: Machine Direction
CD: Cross Direction 

Undyed

70%
100%

 Fig. 1. The tensile strengths of Jumchi-Hanjis. 

Table 8. The strength indexes of undyed and dyed Jumchi-Hanj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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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100% 감즙농도로 후처리 가공했을 때, 인장강도가 

미처리 줌치한지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Kim 

& Jang, 2004) 및 국내산 한지를 50% 농도로 감물염색

한 경우 인장강도가 증가했다는 결과(Yoo et al., 2010)

와 일관된다.

감즙에 들어있는 카키탄닌은 프로안토시아니딘 중

합체로 페놀성 수산기 그룹(phenolic hydroxyl groups)

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수소결합력이 높아 서로 응집

하고, 쉽게 겔화되며(gellation), 다양한 물질에 단단하

게 흡착하고, 금속 이온에도 친화성이 높다(Ahmad et 

al., 2015; Ampiaw & Lee, 2020; Matsuo & Ito, 1978). 이

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미처리 줌치한지에 대한 감물

염색으로 나타나는 인장강도의 증가는 한지(Yoo et al., 

2010), 줌치한지(Kim & Jang, 2004), 직물(Han et al., 

2004; Park, 1995)에 대한 감즙염색 연구들이 제시한 

설명처럼 섬유 사이에 침투한 감즙의 카키탄닌이 햇

빛과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 산화, 중합되면서 고분자

화 되거나 셀룰로스 화합물과의 축합반응을 통해 섬

유 결속력을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감물농도를 100%로 증가시킨 경우, 국내산 닥섬유 

비율이 높은 줌치한지(A, C)의 MD 인장강도는 뚜렷

하게 증가한 반면 태국산 닥섬유 비율이 높은 줌치한

지(B, D, E)의 MD 인장강도는 미미한 증감을 보여 거

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장섬유는 인

접한 섬유에 인장력을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지만 

섬유 길이가 짧은 단섬유는 인장력을 다른 섬유에 전

달하지 못하고 집중적으로 응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종이의 인장강도가 저하된다(Seo, 1996a). 이러한 점

을 고려할 때, 국내산 닥섬유인 경우 섬유 길이가 길고

(Park et al., 2016; Seo et al., 2001), 섬유 자체의 강도가 강

하여(Jeon, 2002; Mun et al., 1992) 100% 농도의 감물염

색에서 감즙이 섬유 사이에 점착되거나 감즙 표면에 

부착되더라도 장섬유의 높은 신장 특성으로 인해 섬

유 길이 방향(MD)으로 인장강도가 증가한 것으로 해

석된다. 반면, 태국산 닥섬유인 경우, 100% 농도에서

는 기존연구들에서처럼 감즙 픽업률 증가로 섬유의 

강직성과 신도 저하가 일어나고(Han et al., 2004; Kim 

& Jang, 2004; Park, 1995) 섬유 길이가 짧아서 인장에 

견디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Seo et al., 2001) 70% 농도

의 염색에서와 달리 섬유 길이 방향으로의 인장강도

(MD)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평량으

로 나눈 인장지수(MD)도 <Table 8>에서 보듯이 국내

산 닥섬유 비율이 높은 줌치한지(A, C)를 100% 농도

로 염색하였을 때 증가하였다. 반면 태국산 닥섬유 비

율이 높은 줌치한지의 MD 인장지수는 100% 농도의 

감물염색에서 현저하게 감소하거나(D), 미미한 증감

을 보였다(B, E).

감물농도를 100%로 증가시켰을 때의 CD 인장강도

인 경우, 4종의 감물염색 줌치한지들(A, B, D, E)에서

만 미미한 증감을 보여 70% 농도의 염색가공과 비교

하여 큰 변화가 없었지만, 국내산 닥섬유를 60% 포함

한 줌치한지(C)의 인장강도 감소 폭은 비교적 크게 나

타났다. 평량으로 나눈 인장지수(CD)는 100% 감물농

도로 염색한 5종의 줌치한지 모두에서 감소하였다. 이

것은 감즙 픽업률 증가로 섬유가 강직화된 상태에서 

섬유 결과 직각되는 섬유 폭 방향(CD)으로 잡아당겼

을 때 국내산과 태국산 닥섬유 모두 섬유 길이에 비해 

섬유 폭이 매우 짧아 집중적인 응력을 받기 때문에 CD 

인장강도가 모든 줌치한지에서 감소한 것으로 해석

된다.

한편, 미처리 줌치한지 및 감물염색 줌치한지(70%, 

100% 농도) 모두에서 섬유 배향성에 따른 인장강도 특

성은 인장지수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MD>CD). 

섬유 길이 방향보다 섬유 폭 방향의 인장인 경우, 폭이 

좁아 인장력을 다른 섬유에 전달하여 응력을 분산시

키지 못하기 때문에 CD 인장강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

된다(Seo, 1996a). 측정 방향에 따른 이러한 인장강도 

특성(MD>CD)은 닥섬유 원산지와 관계없이 미처리 

한지 및 미처리 줌치한지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

었다. 즉 국내산과 말레이시아 닥나무를 혼합하여 쌍

발뜨기로 초지한 미처리 한지(Son et al., 2019) 및 국내

산 닥지를 외발뜨기로 초지한 미처리 줌치한지에서도 

이러한 인장강도 특성이 관찰되었다(Hong et al., 2017; 

Hong & Kim, 2018). 그러나 이러한 인장강도 특성은 

감물염색한 국내산 줌치한지의 인장강도 연구결과와

는 반대되는 것으로(Hong & Kim, 2018) 이에 대해 명

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나의 설명 가능성은 줌

치한지의 닥지 원료와 감물농도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Hong and Kim(2018)은 섬유 자체의 강도

가 강하고, 섬유 길이가 긴 국내산 닥섬유만 포함된 줌

치한지를 염색하였다(감물농도 20%, 50%, 70%). 반

면 본 연구는 섬유 길이가 닥섬유의 1/3 혹은 1/4 정도 

밖에 안 되는 침엽수 목재펄프(Lee, 2002; Park et al., 

2016) 및 국내산 닥섬유보다 섬유 길이가 짧은 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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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섬유(Seo et al., 2001)가 혼합된 줌치한지들을 염색

하였다(감물농도 70%, 100%). 즉 국내산 닥섬유와 같

이 장섬유를 많이 포함한 닥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인 

경우, 감즙이 주로 섬유 폭 방향으로 점착하여 미처리 

줌치한지에서와 달리 감물염색 줌치한지의 CD 인장

강도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Hong & Kim, 2018). 

그러나 목재펄프나 태국산 닥섬유처럼 섬유 길이가 

짧은 단섬유를 많이 포함한 닥지로 제작한 줌치한지

인 경우, 섬유 간 공극이 섬유 길이 방향에서도 많이 형

성될 수 있다고 본다면 섬유 길이 방향이나 양방향으

로 감즙이 점착되어 Hong and Kim(2018)의 연구결과

(MD<CD)와는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추론

된다. 이러한 추론은 줌치한지의 다양한 원료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감물염색 메카니즘

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좀 더 명확히 검증될 필요가 

있다.

 

3. 습인장강도

미처리 줌치한지와 감물염색 줌치한지의 습인장강

도와 습인장지수는 <Fig. 2>와 <Table 8>에 제시되었

다. 미처리 줌치한지의 습인장강도는 4합지로 제작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라는 소재 특성으로 인해 검

출한계(200 N/m) 주변의 습인장강도 값(227~412 N/m)

을 보이거나(MD 습인장강도), 검출한계 이하의 습인

장강도 값을 보였다(CD 습인장강도). 이것은 종이를 

물에 담그면 셀룰로스 섬유의 친수성 수산기(OH)가 

물분자(H2O)와 경쟁적으로 수소결합을 시도하여 셀

룰로스 섬유와 섬유 사이에 형성되었던 수소결합이 

파괴되기 때문이다(Park, 2002).

미처리 줌치한지를 70% 감물농도로 염색가공한 경

우, 5종의 줌치한지 모두에서 습인장강도(MD, CD)와 

습인장지수(MD, CD)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MD 습인장강도는 미처리 줌치한지보다 약 11~18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CD 습인장강도 또한 10배 이상 증

가하였다. 이것은 국내산 닥지로 제작한 줌치한지를 

50% 감물농도로 염색하였을 때, 습인장강도(습인장

지수)가 양방향(MD, CD) 모두에서 미처리 줌치한지

보다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Hong & Kim, 2018).

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들에서 감물염색 소재(직

물, 줌치한지)의 공극이 미처리 소재에서보다 좁게 관

찰된 결과(Han et al., 2004; Kim & Jang, 2004; Ko, 

2000; Park, 2012) 및 감물염색을 하면 직물의 자외선 

광선 투과율이 현저하게 낮아진 결과를 고려할 때(Ko, 

2000), 감물염색으로 나타난 습인장강도의 증가는 감

즙이 섬유 사이의 공극을 메꾸거나 섬유 표면을 코팅

하여 물의 침투를 막기 때문으로 보인다. Niibayashi 

and Myamoto(as cited in Park, 2012)는 감즙 탄닌에 의

Wet tensile strength (N/m)

412
215 353 324

227 298

5160

2250

6290

2530

5490

2630

3720

1600

3570

1770

7230

5070

7730

2910

5870

2570

5360

2030

4990

201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N
o
n
 d

e
te

c
ta

b
le

MD CD MD CD MD CD MD CD

Korean Mullberry 90%
Wood 10%

(A)

MD CD

Thai Mullberry 90%
Wood 10%

(B)

Korean Mullberry 60%
Thai Mullberry 30%

Wood 10%
(C)

Korean Mullberry 30%
Thai Mullberry 60%

Wood 10%
(D)

Korean Mullberry 45%
Thai Mullberry 45%

Wood 10%
(E)

Non detectable level : Under 200 (N/m)

N
o
n
 d

e
te

c
ta

b
le

N
o
n
 d

e
te

c
ta

b
le

N
o
n
 d

e
te

c
ta

b
le

MD: Machine Direction
CD: Cross Direction 

Undyed

70%
100%

Fig. 2. The wet tensile strengths of Jumchi-Hanj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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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코팅 현상을 물에 잘 녹지 않은 플로바펜(phloba-

phene)에 의한 피막 형성으로 설명한 바 있으며, Imai(as 

cited in Park, 2012)는 감즙에서 검출되는 휘발성 산의 

증발로 피막 형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설명들에 

근거할 때, 감물염색으로 섬유 표면 코팅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감즙에 의한 섬유 표면 코팅이 물의 침투를 

막아 셀룰로스 섬유와 물분자의 결합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섬유 간에 형성되었던 수소결합의 파괴를 막

아 습인장강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감물농도를 100%로 증가시켰을 때, 감물염색 줌치

한지 5종 모두에서 MD 습인장강도가 증가하였으며, 

CD 습인장강도 또한 감물염색 줌치한지 4종(A, B, D, 

E)에서 증가하였다(Fig. 2). 국내산 닥섬유를 60% 함

유한 줌치한지(C)의 경우, 100% 농도의 염색가공에

서 아주 미미한 감소(CD)를 보여 변화가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량으로 나눈 습인장지수(MD, 

CD)는 100% 농도로 감물염색한 5종의 줌치한지 모두

에서 증가하였다(Table 8). 이것은 <Table 5>에서 보듯

이 감즙 픽업률이 감물농도 70%보다 100%에서 더 높

아 감즙이 섬유에 더 많이 흡착되었을 뿐 아니라 카키

탄닌이 고농도에서 겔화되는 특성으로 인해(Matsuo 

& Ito, 1978) 점도가 높아진 감즙이 섬유 표면을 더욱 두

껍게 도포하여 물의 침투를 어렵게 하기 때문으로 해석

된다.

한편, 감물염색에 따른 줌치한지의 습인장강도(습

인장지수)는 미처리 줌치한지와 마찬가지로 섬유 배

향성에 따른 강도 특성을 보였다(MD>CD). 이것은 국

내산 100% 닥지로 제작한 미처리 줌치한지의 습인장

강도를 분석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Hong et al., 

2017; Hong & Kim, 2018) 이를 감물염색한 줌치한지

의 특성과는 다르다(Hong & Kim, 2018). 원료적 차이

로 접근해 볼 때 태국산 닥섬유와 목재펄프를 원료로 

하는 미처리 줌치한지들인 경우 단섬유 분포량이 높

아 섬유 간 공극이 섬유 길이 방향으로도 많을 수 있다. 

즉 감즙이 섬유 길이 방향의 공극을 메꾸거나 공극 내

부에 점착하여 섬유를 도포하고 피막을 형성한다면 

섬유 내부로의 물 침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섬유 길

이 방향의 습인장강도가 미처리 줌치한지에서 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다(MD>CD). 반대로, 섬유 길이가 

긴 국내산 닥섬유만을 원료로 하는 경우(Hong & Kim, 

2018) 섬유 길이 방향으로 공극이 적어 감즙이 섬유 폭 

방향으로 더 많이 점착하기 때문에 CD 습인장강도가 

큰 것으로 추론된다(MD< CD). 이것은 평량을 고려한 습

인장지수에서 국내산 닥섬유(90%)와 목재펄프(10%)

만을 함유하고 있는 줌치한지(A)인 경우, 100% 농도의 

감물염색에서 섬유 길이 방향의 습인장지수(MD)의 

증가는 미미한 반면 섬유 폭 방향의 습인장지수(CD)

가 크게 증가한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Table 8). 반대

로 태국산 닥섬유를 포함하고 있는 4종의 줌치한지들

(B, C, D, E)에서 MD 습인장지수 증가 폭은 매우 크지

만 CD 습인장지수 증가 폭이 매우 적거나 미미한 결과 

또한 이러한 추론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Table 8).

 

4. 인열강도

종이의 인열강도는 섬유의 길이, 섬유 간 결합, 섬유

의 고해 정도, 평량 등에 따라 달라진다(Seo, 1996a). 인

열강도와 인열지수는 <Fig. 3>과 <Table 8>에 제시되

었다. 미처리 줌치한지를 70% 감물농도로 염색가공

한 줌치한지의 인열강도와 인열지수는 양방향(MD, 

CD) 모두에서 저하되었다. 처음 찢어진 방향(초기 절

단 방향)으로 계속 찢어나가는 것에 대한 저항력은 섬

유 자체의 강도와 유연성이 클수록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Jang & Park, 2017), 인열강도의 저하는 감즙 

점착에 따른 섬유의 강직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감즙이 직물(Han et al., 2004; Ko, 2000), 한지(Choi 

et al., 2010), 줌치한지(Kim & Jang, 2004)에 점착되어 

강연성이 높아지면 찢어지는 부위의 섬유 간 움직임 

자유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줌치한

지의 강직성을 초래할 수 있는 비교적 높은 농도(50%, 

70%)의 감물염색에서는 인열강도(MD, CD)가 낮아

졌지만, 강직성 초래 가능성이 적은 저농도(20%)의 감

물염색에서는 인열강도(MD)가 저하되지 않은 결과로

도 뒷받침될 수 있다(Hong & Kim, 2018).

감물농도를 100%로 증가시켰을 때, 국내산 닥섬유 

혼용률이 높은 줌치한지들인 경우(A, C), 인열강도와 

인열지수(MD, CD) 증감이 미미하거나 작아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Table 8). 그러

나 태국산 닥섬유 비율이 높은 줌치한지들(B, D, E)인 

경우, 감물농도를 100%로 증가시켰을 때 인열강도와 

인열지수 저하 폭이 양방향 모두에서(MD, CD) 매우 

컸다. 이것은 섬유 길이가 길고 결정화도가 높은 국내

산 닥섬유에는 단섬유의 분포가 낮아서(Park et al., 

2016) 섬유 간 공극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태국산 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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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는 섬유 길이가 짧아서 단섬유 함량이 높은 목재

펄프와 혼합되는 경우 점도 높은 감즙이 많은 공극에 

점착하여 섬유 강직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으로 해석

된다.

측정 방향에 따른 인열강도 특성은 미처리 줌치한지 

4종과 감물염색 줌치한지 5종 모두에서 CD 인열강도

가 MD 인열강도보다 높았다(MD<CD). 평량으로 나

눈 인열지수 또한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종이 섬유들은 길이 방향으로 잘 배열되어 있어서 섬유

결 방향(MD)으로 찢는 것보다 섬유결에 직각인 섬유 

폭 방향(CD)으로 찢는데 더 많은 힘이 요구되기 때문

이다(Seo, 1996b). 감물염색 줌치한지의 인열강도 특

성(MD<CD)은 국내산 한지를 50% 감물농도로 염색

했을 때와 일치하지만(Yoo et al., 2010), 국내산 닥섬유

만을 포함한 줌치한지를 20%, 50%, 70% 농도로 감물

염색했을 때(MD>CD)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Hong 

& Kim, 2018). 이러한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

렵지만 하나의 가능성은 줌치한지 제작에 사용된 닥

지의 원료 차이로 해석된다. 즉 국내산 닥지로 제작한 

줌치한지인 경우(Hong & Kim, 2018) 섬유 배향성이 

높아 감즙이 섬유 길이 방향보다 섬유 폭 방향으로 더 

많이 침투하여 섬유 폭 방향의 강직성이 커지면서 찢

어지는 부위의 유연성이 감소하여 CD 인열강도가 낮

아진 것으로 추론된다(MD>CD). 이러한 추론은 결정

성 측정이나 주사전자현미경 촬영을 통해 더욱 심층

적으로 명확히 검증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인장강도와 인열강도의 반대적 특성은 미처리 

줌치한지와 감물염색 줌치한지에 대한 기존연구들에

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Hong et al., 2017; Hong & 

Kim, 2018).

 

5. 파열강도

종이의 파열강도는 섬유 자체의 강도와 밀도를 비

롯하여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표현되는 복합적인 

물리적 성질로서 인장강도와 상호관련성이 높다(Seo, 

1996b). 미처리 줌치한지와 이를 감물염색한 줌치한

지의 파열강도와 파열지수는 <Fig. 4>와 <Table 8>에 

제시되었다. 70% 감물농도로 염색가공한 경우, 파열

강도는 5종의 감물염색 줌치한지 모두에서 증가하였

지만 평량을 고려한 파열지수에서는 1종(A)을 제외한 

4종에서 증가하였다. 이것은 국내산 닥섬유를 원료로 

하는 줌치한지 연구에서 50% 감물농도로 염색한 줌

치한지의 파열강도가 미처리 줌치한지의 파열강도보

다 높았고, 감물농도 20%보다 70%로 염색가공한 줌

치한지의 파열강도가 더 높았다는 결과와 일관된다

(Hong & Kim, 2018). 파열강도(파열지수)의 증가는 

감물염색에 의한 줌치한지의 평량과 두께의 증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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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tearing strengths of Jumchi-Hanj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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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강도의 증가, 표면신장력의 증가(표면에 수직으로 

유체 압력을 가했을 때 생기는 인장변형에 견디는 힘

의 증가) 때문으로 해석된다(Seo, 1996b).

반면, 감물농도를 100%로 증가시켰을 때, 태국산 

닥섬유를 혼합한 4종의 감물염색 줌치한지의 파열강

도는 70% 농도의 감물염색 줌치한지의 파열강도보

다 낮았다. 특히, 평량을 고려한 파열지수인 경우, 감물

염색 줌치한지 5종 모두 70% 농도에서보다 100% 농

도에서 감소하였다(Table 8). 미처리 줌치한지와의 비

교에서도 파열지수는 감소하거나 미미한 증감을 보여 

100% 농도에서는 감물염색에 따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농도(100%)의 감물염색

으로 강직성이 증가하여 표면신장력이 감소하였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 파열강도는 종이의 두께 방향으로 

유체 압력을 가하여 거의 구의 형태로 변형을 일으키

다가 파괴 시점의 압력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종이의 

인장강도나 신장률에 영향을 받는다(Seo, 1996b). 종

이의 신장률은 응력의 흡수 능력(stress-absorbing ca-

pability)과 종이가 파괴되는 지점까지 응력을 흡수할 

수 있는 인장에너지 흡수도(Tensile Energy Absorption; 

TEA)에 영향을 미친다(Seo, 1996b). 감물농도의 증가, 

패딩 횟수의 증가, 감즙 픽업률의 증가는 직물과 줌치

한지의 강연성을 높이고(Han et al., 2004; Huh & Bae, 

2014; Kim & Jang, 2004) 신도를 저하시킨다(Park, 1995).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100% 고농도의 감물염색

은 점도 높은 감즙들을 섬유에 점착시켜 줌치한지의 

강연성을 높이고 표면신장률을 낮추기 때문에 감물염

색 줌치한지들이 유체 압력에 의한 응력을 견디지 못

하고 쉽게 파열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IV. 요약및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과 태국산 닥섬유 각각의 혼

용률(90%, 60%, 45%, 30%)을 달리하면서 목재펄프

(10%)를 혼합한 지료를 쌍발뜨기로 초지한 닥지(4합

지)를 60분 동안 줌치치기하여 제작한 미처리 줌치한

지 5종 및 이를 감물농도 70%와 100%로 염색가공한

(11회 발색) 10종의 줌치한지의 강도를 비교하여 감물

염색 효과를 규명하였다. 감물염색에 따른 강도 특성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줌치한지에 대해 70%와 100% 농도로 감물염

색 가공을 실시한 결과, 감물염색 줌치한지 모두 미처

리 줌치한지에 비해 밀도는 감소하거나 동일하였지만 

평량, 두께, 인장강도(MD, CD), 습인장강도(MD, CD) 

및 파열강도는 증가하였으며, 인열강도(MD, CD)는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미처리 줌치한지에 대한 

감물염색 효과는 인장강도(MD, CD)와 습인장강도

(MD, CD)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습인장강도(MD, CD)

는 양방향에서 최소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평량으로 나눈 양방향(MD, CD)의 인장지수와 습

Bursting strength (kPa)

600

670

463
426

458

614

1061

755

659 664674

873

616 609 616

0

200

400

600

800

1000

1200

Korean Mullberry 90%
Wood 10%

(A)

Thai Mullberry 90%
Wood 10%

(B)

Korean Mullberry 60%
Thai Mullberry 30%

Wood 10%
(C)

Korean Mullberry 30%
Thai Mullberry 60%

Wood 10%
(D)

Korean Mullberry 45%
Thai Mullberry 45%

Wood 10%
(E)

MD: Machine Direction
CD: Cross Direction 

Undyed

70%

100%

Fig. 4. The bursting strengths of Jumchi-Hanj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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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지수 또한 미처리 줌치한지를 70%, 100% 감물농

도로 염색했을 때 증가하였다. 파열지수는 1종(A)을 

제외하고 미처리 줌치한지를 70% 감물농도로 염색했

을 때 증가하였다. 인열지수(MD, CD)인 경우 5종의 감

물염색 줌치한지 모두 미처리 줌치한지에서 보다 감

소하였다.

둘째, 감물농도에 따른 강도 특성을 비교한 결과, 

100% 농도의 감물염색 줌치한지들은 70% 농도의 염

색가공 줌치한지 5종 모두에 비해 습인장강도(MD, 

CD)가 증가하였다. 밀도는 100% 농도의 감물염색 줌

치한지 4종 모두에서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였지만(국

내산 닥섬유 90% 함유 줌치한지는 약간 증가), 평량과 

두께는 증가하였다(국내산 닥섬유 60% 함유 줌치한

지 약간 감소). 100% 농도의 감물염색에서 인장강도, 

인열강도, 파열강도 특성은 줌치한지 제작에 사용된 

닥지의 원료 유형과 원료 혼용률에 따라 달랐다. 즉 섬

유 길이가 길고 섬유 자체의 강도가 강한 국내산 닥섬

유(90%)와 목재펄프(10%)만을 원료로 하고 태국산 닥

섬유를 포함하지 않은 줌치한지(A)인 경우, 100% 농

도의 감물염색에 의해 인장강도(MD, CD)와 파열강도

가 증가하였으며 인열강도(MD, CD)는 미미한 증감

을 보였지만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섬유 길이가 짧

고 섬유 자체의 강도가 약한 태국산 닥섬유 비율(90%, 

60%)이 높은 줌치한지(B, D)인 경우, 100% 농도의 염

색가공에 의해 인장강도(MD, CD)는 미미한 증감을 

보였지만 거의 변화가 없었고, 파열강도는 약간 감소

하였으며, 인열강도(MD, CD)는 현저하게 감소하였

다. 국내산 닥섬유 비율(60%)이 높은 줌치한지(C) 또

한 파열강도와 인열강도(MD, CD)는 감소하였지만 

감소 폭이 작은 반면 인장강도(MD)는 현저하게 증가

하여 태국산 닥섬유 비율(90%, 60%)이 높은 줌치한지

(B, D)와는 다른 특성을 보였다.

단위 면적당 무게를 나타내는 평량을 고려한 경우, 

100% 농도의 감물염색 줌치한지는 70% 농도로 염색

한 감물염색 줌치한지들에 비해 인장지수(MD)와 습

인장지수(MD) 각각이 3종과 5종의 줌치한지들에서 

증가하였지만, 인장지수(CD)와 인열지수(MD) 및 파

열지수는 5종의 감물염색 줌치한지에서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CD 인열지수 또한 100% 농도의 감물염

색 줌치한지 4종에서 크게 감소하였으며, CD 습인장

지수의 증가는 1종(A)을 제외하고 4종 모두에서 미미

하였다. 특히, 100% 농도의 감물염색으로 인장지수, 

인열지수, 파열지수의 증감 폭은 줌치한지의 원료 혼

용률에 따라 달랐다. 국내산 닥섬유 비율(90%, 60%)이 

높은 감물염색 줌치한지(A, C)인 경우 인장지수(MD) 

증가 폭은 크고, 인열지수(MD, CD)와 파열지수 증감 

폭은 미미하였다. 반면 태국산 닥섬유 비율(90%, 60%)

이 높은 감물염색 줌치한지 각각은 이와 반대로 인장

지수(MD)의 증가는 미미하였으나(B) 감소는 컸으며

(D), 인열지수(MD, CD)는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파열

지수 감소 폭 또한 상대적으로 더 컸다.

넷째, 측정 방향에 따른 인장강도(인장지수)와 습

인장강도(습인장지수)의 특성(MD>CD)은 미처리 줌

치한지와 감물염색 줌치한지(70%, 100% 농도) 모두

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측정 방향에 따른 인열강

도의 특성(MD<CD)은 미처리 줌치한지와 감물염색 

줌치한지 모두에서 인장강도와 반대적 특성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국내산과 태국

산 닥섬유와 목재펄프가 혼합된 대부분의 미처리 줌

치한지의 경우 평량과 두께를 비롯하여 MD 혹은 CD 

측정방향의 인장강도(인장지수), 습인장강도(습인

장지수), 파열강도가 70%, 100% 감물농도의 염색가

공에 의해 크게 개선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70%, 100% 감물농도의 염색가공으로 크게 저하되는 

인열강도(인열지수) 및 100% 농도의 감물염색 가공

으로 저하되는 파열강도(파열지수)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가공 처리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

다.

한편, 섬유 길이가 짧고 섬유 자체의 강도가 약한 목

재펄프(10%)에 국내산 닥섬유 비율(90%, 60%)을 높게 

혼합한 닥지를 사용하여 줌치한지를 제작하고 이를 

100% 감물농도로 염색가공하는 경우, 70% 농도의 염

색가공에 비해 CD 인장지수의 감소는 동반되지만 인

열지수(MD, CD)와 파열지수의 큰 감소 없이 MD 인장

지수와 습인장지수(MD, CD)의 증가를 이끌 수 있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다룬 4개 

유형의 강도 모두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국내산 닥

섬유 비율(90%)이 높은 줌치한지(A)를 패션제품 소재

로 활용하거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산 닥

섬유(60%)에 태국산 닥섬유(30%)와 목재펄프(10%)가 

혼합된 줌치한지(C)를 패션제품 소재로 활용하는 경

우, 70%와 100% 농도의 감물염색 모두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섬유 길이가 짧고 섬유 자체의 강도가 약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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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닥섬유 비율(90%, 60%)이 높은 줌치한지들인 경

우, 100% 감물농도의 염색가공에 의해 습인장지수

(MD, CD)는 증가하지만 CD 인장지수가 감소하고, 

MD 인장지수 증가 폭이 미미하거나 감소하는데 반해 

인열지수(MD, CD)와 파열지수의 감소가 비교적 크

게 동반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4종의 강

도와 가격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태국산 혼

용률(90%, 60%)이 높은 줌치한지(B, D)를 제품 소재

로 활용하는 경우, 100% 감물농도의 염색가공에 신중

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태국산 닥섬유와 목재펄프를 국내산 닥

섬유와 혼합하여 초지한 닥지와 이것으로 제작한 줌

치한지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패션소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줌치한지에 대한 감물염색 효과와 

강도 개선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통문

화자원(한지와 줌치한지)의 실용화에 기여한다는 점

에서 연구의의가 높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감물염색

에 따른 강도 차이, 감물농도에 따른 강도 차이, 혼합된 

닥섬유 비율에 따른 강도 차이의 유의성을 통계적으

로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물

염색에 따른 줌치한지의 강도 변화를 섬유에 부착된 

감즙의 카키탄닌의 산화와 중합에 따른 고분자화나 

셀룰로스 섬유와의 수소결합, 감즙 탄닌의 섬유 사이

의 점착 및 섬유 표면의 코팅, 감물농도 증가에 의한 감

즙 픽업률 증가와 감즙점도 증가에 따른 섬유의 강직

성, 국내산과 태국산 닥섬유와 목재펄프의 섬유 길이 

및 섬유 자체의 강도 특성 등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목재나 인피섬유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른 종이의 기본적 성질에 기반하거나 직물에 대한 

감물염색 연구에 기반한 것으로 줌치한지에 대한 직

접적인 연구나 실증된 감물염색 메카니즘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향후에는 감물염색 줌치한지에 사용된 

각 원료의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은 물론 본 연구에 

제시된 해석이나 추론을 이론적 혹은 실증적으로 검

증할 수 있는 연구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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