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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differences between Jumchi-Hanji papers not dyed and dyed with persimmon juice (50%

concentration) in five strength properties (tensile, wet tensile, tearing, bursting, and folding strengths). For

the analysis, the undyed and the dyed Jumchi-Hanji papers were made by Jumchichigi during 40 minutes and

made with the Dakji of different layer (a layer, two layers) and Choji method (Oebal-teugi, Ssangbal-teugi).

Differences between Jumchi-Hanji papers dyed with the different concentration of persimmon juice (20% vs

70%) in the five strengths were also identified. For this examination, Jumchi-Hanji papers were made with

two layer Dakji (Oebal-teugi Choji method) and by Jumchichigi during 60 minutes. Jumchi-Hanji papers

made in this study were used as test samples. As a result, Jumchi-Hanji papers dyed with persimmon juice

had higher tensile strength (CD), wet tensile strength (MD, CD), and bursting strength than those of undyed

Jumchi-Hanji papers. However, tearing strengths (MD, CD) of dyed Jumchi-Hanji papers were lower than

undyed Jumchi-Hanji papers. Folding strengths (CD) of dyed Jumchi-Hanji papers were low but the folding

strengths (MD) of them were high compared to undyed Jumchi-Hanji papers. In addition, the concentration

of persimmon juice influenced the five strength properties of Jumchi-Hanji. The tensile, wet tensile, and bur-

sting strengths of Jumchi-Hanji papers dyed with a 70% concentration were higher than those one of Jumchi-

Hanji papers dyed with a 30% concentration while the tearing and folding strengths of Jumchi-Hanji papers

dyed with a 70% concentration were lower than Jumchi-Hanji papers dyed with a 30% concentration.

Key words: Jumchi-Hanji, Persimmon juice dyeing, Strength, Paper, Material; 줌치한지, 감물염색,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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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종이소재 패션제품의 대표적인 사례는 한지사(韓紙絲)

로 재직된 언더웨어와 양말 제품이다(Park et al., 2005).

최근에는 한지사와는 또 다른 종이소재로 제작된 패션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SIWA 브

랜드와 이탈리아의 UASHMAMA 브랜드의 가방과 지갑

제품들이다. 국내 기업들도 줌치한지 종이소재를 활용한

가방과 지갑 제품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줌치한지를 패션제품 소재로 활용하

는데 유용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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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치한지(Jumchi-Hanji)는 닥지를 ‘줌치치기’하여 가

공한 한지를 의미한다(Jeon, 2011; Kim & Jang, 2004).

줌치치기의 행위(Jeon, 2011), 결과(Kim & Jang, 2004),

메카니즘(Hong et al., 2017)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을 종

합하여 볼 때, 줌치치기는 표면이 매끈하고 빳빳한 닥지

를 손에 쥐고 주무르고 두드리는 행위를 통하여 셀룰로

오스 섬유의 세섬화 및 섬유들 간 교착 현상을 증가시키

는 작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줌치치기로 제작된 줌치한

지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면에 세밀한 요철

주름이 무수히 잡힌 입체적 질감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흰색의 미처리 줌치한지를 패션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염색가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줌치한

지의 장점이 친환경 경량소재라는 점을 주목하고 천연

염색가공을 고려하였다.

감물염색은 전통사회에서부터 이어져 온 천연염색방

법이다. 감물염색가공에 따른 물리적 성질은 줌치치기

를 하지 않은 닥지(Yoo et al., 2010)나 직물만을 대상으

로 연구되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감물염색가공으

로 견직물의 인장강도가 증가하고 굽힘강성이 감소하였

으며(Bae, 2013), 레이온 직물의 강연도, 발수도, 항균성

(Bae, 2015)과 면직물의 항균성이 증가하였다(Han, 2005).

특히, 닥지에 감물염색가공을 실시하는 경우 내절도는

감소하지만 인장강도는 증가하였다(Yoo et al., 2010). 이

와 같이 감물염색은 색상을 부여하는 염색기능 이외에

염색된 소재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감물염색가공에 따른 한지의 습윤인장강

도, 인열강도, 파열강도의 변화에 대해 규명한 연구들이

나 감물농도에 따른 강도 차이를 규명한 연구들은 찾아

볼 수 없다. 줌치한지는 줌치치기 이전의 닥지와는 다른

물성을 갖기 때문에(Hong et al., 2017) 줌치한지를 대상

으로 감물염색가공에 따른 강도 특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가방이나 지갑 제품에 맞는 종이소재를 선

정하는데 있어 종이가 봉제공정에서 잡아당겨질 때 견

디는 정도, 비에 젖었을 때 녹는 정도, 긁혔을 때 찢기는

정도, 담을 수 있는 물건의 중량, 꺾이거나 접히는 부분

에서의 닳는 정도에 관한 정보들이 중요하다. 또한 한

지는 섬유배향성이 높아 섬유결 방향(mashine direction)

의 강도와 발촉에 평행된 수평방향(cross direction)의 강

도가 반대적 성향을 갖는다. 그리고 인장강도와는 또 다

른 특성을 보이는 인열강도에 관한 정보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주목하여 선행

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줌치한지를 대상으로 감물

염색가공에 따른 5측면(인장강도, 습윤인장강도, 인열

강도, 파열강도, 내절도)의 강도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미처리 줌치한지의 강도 성능과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줌치한지의 조건(초지기법, 합지수)과 감물염색가공 조

건(감물농도 20%, 70%)을 세분화하여 이들 조건에 따

른 강도 변화를 규명함으로써 감물염색가공 줌치한지

를 패션제품 소재로 실용화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1. 초지기법과 합지수가 다른 미처리 줌치

한지와 감물염색가공 줌치한지의 강도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연구문제 2. 감물농도가 다른 감물염색가공 줌치한

지의 강도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1. 공시재료

미처리 줌치한지와 감물염색가공 줌치한지의 강도를

비교하기 위해(연구문제 1) 외발뜨기와 쌍발뜨기로 초

Undyed Jumchi-Hanji
Jumchi-Hanji dyed with

persimmon juice (20%)

Jumchi-Hanji dyed with

persimmon juice (70%)

Fig. 1. The examples of test samples undyed and dy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persimmon ju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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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 국내산 100% 닥지(Dakji)를 40분 줌치치기하여 제

작한 미처리 줌치한지 시료(undyed Jumchi-Hanji)와 감

즙농도 50% (5회 발색)로 염색가공한 감물염색 줌치한

지 시료(Jumchi-Hanji dyed with persimmon juice)가 사

용되었다. 그리고 감물농도에 따른 강도 비교를 위해(연

구문제 2) 외발뜨기로 초지한 2합지의 국내산 100% 닥

지를 60분 줌치치기하여 제작한 미처리 줌치한지 시료

와 이를 감즙농도 20%와 70%로 염색가공하여 3회 발

색한 시료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의 평량

(basis weight), 두께(thickness) 및 밀도(appearance den-

sity)는 <Table 1>−<Table 2>에 제시되었다.

2. 줌치한지 시료의 제조

1) 닥지의 제조

줌치한지의 재료는 초지기법과 합지수가 다른 4종류

의 닥지이다. 국내산 닥나무 백피(경북 영주산)를 원료

로 하고, 외발뜨기와 쌍발뜨기로 초지한 단장과 2합지

의 닥지들(63cm×93cm)이 제조되었다. 시중에 판매되는

닥지의 경우, 제조 정보(원산지, 초지기법, 합지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닥지는 한지 기업의 수초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제조되었다. 닥지의 제조 방식과 절차는 선행

연구(Hong et al., 2017)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외발뜨

기 닥지는 외발틀을 사용하여 앞물질과 옆물질을 행하

는 방식으로 초지되었다. 외발뜨기 단장은 초지된 습윤

한지 낱장 2개를 엇갈리게 합지한 음양합지이며, 외발

뜨기 2합지는 음양합지 2장을 압착 건조한 것이다. 쌍발

뜨기 닥지는 약간의 앞물질 후 옆물질 없이 쌍발틀에 남

는 지료를 뒤쪽으로 흘려버리는 방식으로 초지되었다.

쌍발뜨기 단장은 초지한 낱장 1개이며, 쌍발뜨기 2합지

는 낱장 2개를 압착 건조한 것이다.

2) 줌치치기

줌치한지를 제작하는 방법이 현재까지 기계화되지 못

한 점을 감안하여 선행연구들(Hong et al., 2017; Jeon et

al., 2014; Kim & Jang, 2004)에서처럼 전통적인 줌치치

기 방법(물적시기, 주무르고 두드리기 반복하기, 건조하

기)이 적용되었다. 줌치치기 시간은 선행연구에 근거하

여 40분(Kim & Jang, 2004)과 60분(Hong et al., 2017)

에 한정하였다. 미처리 줌치한지와 비교하는 감물염색

가공 줌치한지는 40분 줌치치기한 것이며(연구문제 1),

감물농도(20%, 70%)에 따른 강도 차이 비교에 사용된

줌치한지는 60분 줌치치기한 것이다(연구문제 2).

줌치치기가 완료된 줌치한지는 발에 널어 자연 건조

시켰다. 줌치치기 시간이 증가할수록 닥지 표면에 더 섬

세한 요철 주름들이 형성된다. 외발뜨기로 초지한 2합

지의 닥지를 60분 동안 줌치치기한 미처리 줌치한지가

<Fig. 1>에 제시되었다.

Table 1. The test samples of undyed and dyed Jumchi-Hanji

The Choji type

of Dakji

The number

of Dakji layer

Persimmon

juice dyeing

Basis weight

(g/m²)

Thickness

(mm)

Density

(g/cm³)

Oebal-teugi

A layer
Undyed 070.10 0.46 0.15

Dyed 073.60 0.44 0.17

Two layers
Undyed 151.40 0.68 0.22

Dyed 144.50 0.72 0.20

Ssangbal-teugi

A layer
Undyed 065.90 0.38 0.17

Dyed 091.90 0.47 0.19

Two layers
Undyed 121.30 0.70 0.17

Dyed 147.90 0.73 0.20

Table 2. The test samples of Jumchi-Hanji dyed with different concretration

The concentration of persimmon juice Basis weight (g/m2) Thickness (mm) Density (g/cm3)

Undyed 155.30 0.74 0.21

Dyed (20%) 135.70 0.62 0.22

Dyed (70%) 155.00 0.66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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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물염색

1) 염재와 염액

염재는 제주 농가에서 양력 8월에 채취한 제주 토종

풋감이다. 염액은 제주 토종 풋감을 분쇄기와 녹즙기로

추출하여 냉동 저장한 100% 감즙원액을 염색 직전에

해동시킨 후 농도를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미처리 줌치

한지와 감물염색가공 줌치한지의 강도 비교를 위한 시

료에는 50% 농도의 감즙이 사용되었으며(연구문제 1),

감물농도에 따른 강도 차이 비교를 위한 시료에는 농도

20%와 70%의 감즙이 사용되었다(연구문제 2).

2) 염색방법

줌치한지의 섬세한 주름과 오돌토돌한 입체적 표면 특

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행연구(Kim & Jang, 2011)에서처

럼 전통적인 손 염색방법이 이용되었다. 첫째, 미처리 줌

치한지와 감물염색가공 줌치한지의 강도를 비교하기 위

한 시료들은 선행연구(Han, 2005; Yoo et al., 2010)에 근

거하여 욕비 1:5의 감즙액(감즙농도 50%)에 침지시켜 상

온에서 염색되었다. 즉 외발뜨기와 쌍발뜨기로 초지한

2합지를 40분 줌치치기하여 제작한 미처리 줌치한지 시

료를 감즙액에 담그고 줌치한지의 요철이 펴지지 않도

록 유의하면서 가볍게 손으로 주무르고 두드리며 20분

간 염색하였다. 둘째, 감물농도에 따른 강도 차이 비교를

위해 60분 줌치치기로 제작한 미처리 줌치한지(외발뜨

기로 초지한 2합지) 시료들이 사용되었으며, 20%와 70%

농도의 감즙액(욕비 1:5)에 침지한 후 앞과 동일한 방법

으로 염색하였다.

3) 발색

다른 천연염색들인 경우, 염색과 동시에 발색이 이루

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감물염색은 다른 천연염색과

달리 염색단계와는 분리된 발색단계를 거쳐야만 색상

이 발현된다. 발색은 선행연구(Bae, 2015; Kim & Jang,

2011) 방식대로 실외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감물염색

된 줌치한지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에 발색되었다.

1회 발색은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위해 감물염색업체가

하는 방식대로 하루 7시간씩(오전 10시~오후 5시) 5일

동안 시행되었다(양력 6월 23일, 7월 4일~7월 7일). 즉

감물염색 줌치한지를 오전 10시에 물에 적신 후 발에

널어 직사일광 하에서 오후 5시까지 자연 건조시켰으며,

다음날도 동일한 시간에 물에 적신 후 동일한 방식대로

자연 건조시켰다. 미처리 줌치한지와 비교하기 위한 감

물염색가공 시료는 5일 동안 총 5회 발색되었으며(연구

문제 1), 감물농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감물염

색가공 시료는 3일 동안 총 3회 발색되었다(연구문제 2).

외발뜨기로 초지한 2합지의 닥지를 60분 줌치치기하여

제작한 미처리 줌치한지와 이를 20%, 70% 감물농도로

염색한 후 총 3회 발색한 줌치한지들이 <Fig. 1>에 제시

되었다.

한편, 감물염색에 의한 발색은 일광 및 공기 중의 산

소와 습도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진 점

을 감안하여(Kim & Jang, 2011), 발색이 이루어진 지역

의 환경적 조건이 <Table 3>에 제시되었다. 기온, 습도,

일사량, 풍속은 발색을 시작하는 시점(오전 10시)부터 끝

나는 시점(오후 5시)까지 매 시간 8회 측정된 값의 평균

이며, 일조량은 발색하는 7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측

정된 일조량 값을 합산한 것이다.

4. 물리적 성질 측정

한지의 물리적 성질은 한지지원센터(공인검정기관) 시

험분석실에 의뢰하여 평가되었다. 한지의 강도는 방향

성을 갖기 때문에 발촉과 평행되는 방향(CD)과 발촉과

Table 3. The climatic factors of local area during the color development of Jumchi-Hanji in sunlight

 Factors

Days

Temperature

(
o
C)

 Humidity

(%)

Wind speed

(m/s)

Amount of solar 

radiation (MJ/m
2
) Amount of 

sunshine (hr)
Means Range Means Range Means Range Means Range

The 1
st
 day 27.20 24.70-28.50 72.37 68-78 3.95 3.10-5.20 2.35 1.29-3.37 4.20

The 2
nd 

day 31.46 29.90-33.20 63.00 55-69 4.40 2.10-6.30 2.18 1.12-2.84 4.20

The 3
rd

 day 33.31 32.80-33.90 55.00 52-58 5.52 4.40-7.20 2.90 1.93-3.47 6.90

The 4
th

 day 29.96 29.40-30.50 69.63 66-74 4.10 3.10-4.60 2.90 1.99-3.42 7.00

The 5
th

 day 28.04 26.80-31.40 77.38 62-89 2.91 1.80-4.70 2.32 0.99-3.52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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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되는 방향(MD)에서 측정되었다. 발촉은 물에 현탁

되어 있는 지료를 떠올리는 한지발에 엮어 멘 여러 개의

대나무 촉들을 의미한다. 발촉은 외발틀과 쌍발틀 위에

올려 놓고 쓰는 직사각형의 한지발에서 폭이 좁은 횡방

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1) 평량, 두께, 밀도

평량은 종이의 무게를 나타내는 것으로 1m
2
당 g수(g/

m
2
)로 표시한다. 밀도는 겉보기 밀도로 종이의 치밀함 정

도를 나타낸다. 평량(Korean Standards Association [KSA],

2006a)과 두께(KSA, 2011)의 측정은 한국산업규격에 의

거하였으며, 밀도는 평량을 두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KSA, 2011).

2) 강도

인장강도(tensile strength)는 인장시험기로 종이시험편

을 신장시켜서 파괴 직전의 저항력을 평가하는 정속신

장법(100mm/min)으로 측정되었다(KSA, 2006b). 인장

강도는 평량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

장강도를 평량으로 보정한 인장지수를 함께 제시하였다.

습윤인장강도(wet tensile strength) 측정을 위해 미처리

시료는 20초 동안 물에 침지되고, 감물염색시료는 1시

간 동안 물에 침지되었다(KSA, 2007). 종이 및 판지에

대한 습윤인장강도 측정방법에 대해 규정한 한국산업규

격(KSA, 2007)에서는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 침지시

간을 약 1시간 정도로 잡고 있지만 종이유형에 따라 침

지시간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판지나 기타 단단하게 처리된 종이는 24시간 혹은 그 이

상으로 침지시간을 정할 수 있다. 특히, 가공처리가 되지

않은 닥지나 줌치한지의 습윤인장강도는 측정 불가능한

200N/m 이하(non detectable level)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Hong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한지지원센터 시

험분석실에서 권장하는 20초 침지시간을 수용하여 미처

리 시료를 20초 동안 침지시켰다.

인열강도(tearing strength)는 엘멘도르프 방식(elmen-

dorf method)에 의해 종이가 처음 찢어진 방향으로 계속

찢어지는 것에 대한 인열저항(tearing resistance)으로 평

가되었다(KSA, 2006c). 파열강도(bursting strength)는 종

이의 표면을 뚫는데 가해지는 유체 압력의 최대 값(kPa)

으로 평가되었다(KSA, 2004). 내절도(folding strength)

는 종이를 반복적으로 접었을 때의 저항성(folding end-

urance)으로 측정되었으며, 내절 횟수(times)로 표시되었

다(KSA, 2006d).

III. 결과 및 고찰

1. 평량과 두께 및 밀도

미처리 줌치한지를 감물농도 50%(5회 발색)로 염색한

결과, <Table 1>에서 보듯이 대부분 감물염색 줌치한지

가 미처리 줌치한지보다 평량(무게), 두께,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감즙염색직물에서와 마찬가지로(Han

et al., 2005; Huh, 2012) 감즙이 줌치한지의 표면이나 섬

유 사이에 점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감물

염색 줌치한지의 평량, 두께, 밀도는 단장보다 2합지에

서 더 높았다. 이것은 미처리 줌치한지에 대한 선행연구

(Hong et al., 2017)에서 초지기법이나 줌치치기 시간에

관계없이 단장보다 2합지의 평량, 두께, 밀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관된다.

한편, 외발뜨기 2합 줌치한지(60분 줌치치기)를 감물

염색농도 20%, 70%(3회 발색)로 염색한 시료의 경우

<Table 2>에서 보듯이 감물농도가 증가할수록 평량, 두

께, 밀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처리 줌치한지와 비교

하였을 때는 <Table 1>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70% 농

도로 염색가공한 줌치한지의 밀도만 미처리 줌치한지

보다 증가하였다. 특히, 동일 조건의 줌치한지(외발뜨기,

2합지)에서 감물염색가공에 따른 변화를 비교해 보면

<Table 1>−<Table 2>에서 보듯이 평량, 두께, 밀도는 서

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미처리 줌치한지와 비교

하는 시료(40분 줌치치기, 50% 감물농도, 5회 발색)와

감물농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 시료(60분 줌치치기,

20%와 70% 감물농도, 3회 발색)가 다른데서 비롯된 것

으로 해석된다.

2. 인장강도

1) 미처리 줌치한지와 감물염색가공 줌치한지의 차이

미처리 줌치한지 및 감물염색가공 줌치한지의 인장

강도와 인장지수(tensile index)는 <Table 4>에 제시되었

다. 감물염색가공에 따른 인장강도의 증가 효과는 줌치

한지 제작에 사용된 닥지의 초지기법에 영향을 받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인장강도를 평량으로 보정한 인장지수

를 보면, 외발뜨기 초지의 감물염색 줌치한지(단장, 2합

지)에서는 CD 인장강도가 증가한 반면 MD 인장강도는

미처리 줌치한지에서보다 감소하였다. 이것은 외발뜨기

로 초지된 단장과 2합지는 앞물질과 옆물질이 모두 행

해져 닥지의 섬유결이 얼기설기 엉기는 한편 섬유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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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서로 엇갈리게 교차시킨 음양합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발촉과 수직되는 방향(MD)에서 섬유 간 공극이

나 틈새 공간이 쌍발뜨기에서보다 더 작아서 감즙의 침

투와 점착 정도가 낮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쌍발뜨기로 초지한 줌치한지(단장, 2합지)의 경우, 감

물염색가공에 의해 CD 인장지수가 증가하는 한편 MD

인장지수 또한 미미하게나마 증가하였다. 이것은 쌍발

뜨기로 초지된 2합지는 옆물질 없이 앞물질만 행해져

서 섬유배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음양합지로 만드는

외발뜨기와 달리 습윤한지 낱장 2개를 포개어 만들어지

기 때문에 발촉과 수평되는 방향(옆물질 방향)은 물론 수

직되는 방향(섬유결 방향, 앞물질 방향)으로도 틈새 공간

이 많아 양방향으로 침투, 점착하는 감즙량이 많기 때문

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면직물과 한지 섬유 사이

에 침투된 감즙의 탄닌이 고분자화되면서 섬유와 섬유

간 결합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관점(Kim & Jang,

2011; Yoo et al., 2010)에 의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한편, 감물염색가공에 따른 인장강도와 인장지수 증

가 효과는 섬유결 방향의 인장강도(MD)보다 수평방향

의 인장강도(CD)에서 더 컸다. 특히, 감물염색 줌치한지

의 경우, 미처리 줌치한지와 반대로 CD 인장강도가 MD

인장강도보다 더 높았다. 이것은 닥섬유가 폭이 좁고 길

이가 긴 인피섬유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닥

섬유의 경우, 길이가 길기 때문에 섬유와 섬유 사이의 공

극이나 틈새 공간이 수직방향보다 수평방향에 더 많이

형성되어 있어 감즙 또한 이 방향으로 더 많이 침투되고

점착되기 때문에 CD 인장강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리고 감물염색 줌치한지의 인장강도(MD, CD)

는 단장보다 2합지에서 더 높았으며, 감물염색가공에 따

른 CD 인장강도 증가량은 단장보다 2합지에서 더 컸다.

이것은 2합지의 경우, 단장과 달리 층간 공극이 있어 감

즙 침투가 더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 감물농도에 따른 차이

감물농도에 따른 인장강도와 인장지수의 차이는 <Ta-

ble 5>에 제시되었다. 감물농도 20%일 때보다 70%에서

인장강도와 인장지수(MD, CD)가 더 높았다. 이것은 감

물농도가 20%일 때보다 70%일 때 감즙 점착력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외발뜨기 2합지가 사용된 미

처리 줌치한지와 비교하여 볼 때, 감물농도 20%, 70%

시료 모두 CD 인장강도와 인장지수는 높았지만 MD 인

장강도와 인장지수는 미처리 줌치한지보다 낮았다.

3. 습윤인장강도

1) 미처리 줌치한지와 감물염색가공 줌치한지의 차이

미처리 줌치한지 및 감물염색가공 줌치한지의 습윤인

장강도와 습윤인장지수(wet tensile index)는 <Table 6>

Table 4. The tensile strength of undyed and dyed Jumchi-Hanji

The Choji type

of Dakji

The number

of Dakji layer
Jumchi-Hanji

Tensile strength (N/m) Tensile index (N · m/g)

MD CD MD CD

Oebal-teugi

A layer
Undyed 1330 750 18.97 10.70

Dyed 1160 2250 15.76 30.58

Two layers
Undyed 3490 1570 23.05 10.37

Dyed 2480 5170 17.16 35.78

Ssangbal-teugi

A layer
Undyed 1340 790 20.33 11.99

Dyed 1880 2700 20.45 29.38

Two layers
Undyed 2480 1370 20.45 11.29

Dyed 3070 4150 20.76 28.06

Table 5. The tensile strength of Jumchi-Hanji dy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The concentration of persimmon juice
Tensile strength (N/m) Tensile index (N · m/g)

MD CD MD CD

Undyed 4760 1890 30.65 12.17

Dyed (20%) 1980 3570 14.59 26.31

Dyed (70%) 4360 5930 28.13 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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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시되었다. 미처리 줌치한지의 습윤인장강도는 검출

한계(200N/m)의 주변 값(MD 인장강도)을 보이거나 검

출한계 이하의 값(CD 인장강도)을 보일 정도로 매우 낮

았다. 이것은 종이를 물에 담그면 약해지는 원리와 같은

것으로(Lee & Park, 2003; Park, 2002), 물속에서 닥지를

줌치치기할 때 셀룰로오스 섬유의 친수성 수산기(OH)

가 물분자(H2O)와 더욱 강력하게 수소결합을 하면서 닥

지의 셀룰로오스 섬유와 섬유 사이에 형성되었던 수소

결합이 파괴되어 줌치한지의 습윤인장강도가 매우 낮아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감물염색가공 효과는 초지기법에 관계없이 외발뜨기,

쌍발뜨기로 초지된 모든 줌치한지에서 관찰되었다. 감

물염색 줌치한지의 MD 습윤인장강도와 습윤인장지수

는 미처리 줌치한지에서보다 약 2~5배 이상 높았다. CD

습윤인장강도와 인장지수는 검출한계 이하의 값(200N/

m)을 갖는 미처리 줌치한지와 비교하여 약 5~15배 정도

더 높았다. 그리고 감물염색 줌치한지의 CD 습윤인장

강도와 인장지수가 MD 습윤인장강도와 습윤인장지수

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감즙이 섬유와 섬유 사

이의 공극이나 틈새 공간을 메꾸는 한편 섬유 표면을 코

팅하는 효과를 가져와 섬유 간 수소결합을 파괴시키는

물의 침투를 막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미처리 줌치한

지와 달리 감물염색 줌치한지는 감즙이 섬유 사이를 메

꾸고 있어 물의 침투가 적기 때문에 셀룰로오스 수산기

(OH)와 물분자(H2O)의 수소결합은 적고, 셀룰로오스 섬

유 간 수소결합 파괴는 덜 일어남에 따라 습윤인장강도

가 미처리 줌치한지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길이가 긴 닥섬유의 경우, 틈새 공간이 많아 물의 침투

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평방향(CD)에서 감물염색

가공에 따른 습윤인장강도 증가 효과(약 5~25배 증가)

가 더 컸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한편, 단장보다 2합지에서 감물염색 줌치한지의 습윤

인장강도와 습윤인장지수(MD, CD)가 1.5~2배 더 높았

다. 이러한 경향은 초지기법에 관계없이 외발뜨기와 쌍

발뜨기 모두에서 일관되었다. 이것은 단장과 달리 2합지

에 존재하는 층간 공극에 따른 감즙 침투 공간의 차이

로 판단된다.

2) 감물농도에 따른 차이

감물농도에 따른 습윤인장강도와 습윤인장지수의 차

이는 <Table 7>에 제시되었다. 감물농도가 20%일 때보

다 70%일 때 섬유결 방향(MD)과 수평방향(CD)의 습윤

인장강도와 습윤인장지수가 2배 혹은 3배 이상으로 높

았다. 미처리 줌치한지와 비교해보면, 감물농도가 70%

Table 6. The wet tensile strength of undyed and dyed Jumchi-Hanji

The Choji type

of Dakji

The number

of Dakji layer
Jumchi-Hanji

Wet tensile strength (N/m) Wet tensile index (N · m/g)

MD CD MD CD 

Oebal-teugi

A layer
Undyed 162

 

* 02.31 *

Dyed 510 1530 06.93 20.79

Two layers
Undyed 294 128 01.94 00.85

Dyed 1110 3190 07.68 22.08

Ssangbal-teugi

A layer
Undyed * * * *

Dyed 910 1340 09.90 14.58

Two layers
Undyed 253 107 02.09 00.88

Dyed 1500 2310 10.14 15.62

*: Under 200N/m (Non detectable level)

Table 7. The wet tensile strength of Jumchi-Hanji dy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The concentration of persimmon juice
Wet tensile strength (N/m) Wet tensile index (N · m/g)

MD CD MD CD

Undyed 390 140 2.51 00.90

Dyed (20%) 640 1490 4.72 10.98

Dyed (70%) 1300 4240 8.39 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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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20% 줌치한지 모두 미처리 줌치한지보다 습윤인

장강도와 습윤인장지수(MD, CD)가 더 높았다. 특히, 감

물농도를 70%로 염색가공한 줌치한지의 습윤인장강도

와 습윤인장지수(MD, CD)는 미처리 줌치한지보다 2배

이상 더 높았다. 이것은 습윤지력 증강메카니즘(Park,

2002)의 3개 유형(homo-crosslinking, co-crosslinking, en-

tanglement) 혹은 일부가 줌치한지 감물염색가공에서 작

동하는 한편 감물농도가 높을 때 이러한 메카니즘의 작

동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감즙의 농도

가 70%일 때보다 20%일 때 미처리 줌치한지를 감물로

도포(coating)하는 효과가 더 크고 염액의 점도 또한 높

아 섬유 속으로의 물의 침투나 섬유가 팽윤되는 것을 막

기 때문에 습윤인장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인열강도

1) 미처리 줌치한지와 감물염색가공 줌치한지의 차이

미처리 줌치한지와 감물염색가공 줌치한지의 인열강

도와 인열지수(tearing index)는 <Table 8>에 제시되었

다. 섬유장이 긴 닥섬유로 만들어진 줌치한지인 경우, 섬

유결 방향으로 초기 절단된 것을 그 방향으로 계속 찢는

데 요구되는 힘(MD 인열강도)은 섬유결과 직각되게 찢

는데 요구되는 힘(CD 인열강도)보다 작다. 미처리 줌치

한지의 이러한 특징(MD < CD)은 줌치치기 시간에 따른

줌치한지의 인열강도 효과를 규명한 선행연구의 결과

(Hong et al., 2017)와 일관된다.

감물염색가공된 외발뜨기 줌치한지의 경우(단장, 2합

지), 미처리 줌치한지보다 인열강도와 인열지수(MD, CD)

가 낮았다. 그리고 감물염색 줌치한지의 MD 인열강도

(인열지수)는 CD 인열강도(인열지수)보다 높았다. 이러

한 결과들은 종이의 인장강도와 인열강도의 반대적 성

질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한편, 쌍발뜨기로

초지된 줌치한지(단장, 2합지)의 경우, 감물염색가공에

의해 MD 인열강도가 약간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

량으로 보정한 인열지수를 보면 외발뜨기 줌치한지와

마찬가지로 감물염색가공에 의해 양방향(MD, CD) 인

열지수 모두 감소하였다. 감물염색 줌치한지의 인열강

도(혹은 인열지수)가 미처리 줌치한지의 인열강도(혹은

인열지수)보다 감소한 결과 및 미처리 줌치한지와 달리

MD 인열강도(인열지수)가 CD 인열강도(인열지수)보다

큰 특징(MD > CD)은 닥지를 감물염색가공한 기존연구

(Yoo et al., 2010)에서는 규명되지 못한 결과이다. 종이

소재에 대한 감물염색 연구가 거의 없는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나 메카니즘을 명확하게 설

명하기는 어렵다. 하나의 가능성은 섬유 사이에 침투된

감즙의 탄닌이 고분자화되면서 섬유와 섬유 간 결합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Kim & Jang, 2011; Yoo et al.,

2010), 동시에 감즙이 섬유 간 공극과 틈새를 메꾸거나

섬유에 점착되어 피막을 형성함으로써 물리적으로(예:

섬유와 섬유 사이의 블럭화 기능) 혹은 화학적으로(예:

감즙액의 물분자와 수소결합) 셀룰로오스 섬유 간 수소

결합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즙 침투와 점착이

수평방향으로 더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수평방향으로

초기 절단된 감물염색 줌치한지를 다시 수평방향(CD)으

로 계속 찢는데 필요한 힘은 작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닥지와 줌치한지의 인열강도는 다른 유형

의 강도(인장강도, 습윤인장강도, 파열강도)와 달리 다양

한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Hong

et al., 2017) 감물염색가공에 따른 인열강도의 변화를 명

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결과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2) 감물농도에 따른 차이

감물농도에 따른 줌치한지의 인열강도와 인열지수는

<Table 9>에 제시되었다. 인장강도와는 반대로 감물농도

가 20%일 때보다 70%일 때 인열저항(MD, CD)이 양방

향 모두에서 1/2 정도 낮아졌다. 또한 감물농도가 70%

인 감물염색가공 줌치한지는 미처리 줌치한지보다 인

열저항이 낮았다. 이것은 섬유 간 틈새 공간을 채우고 섬

유와 섬유 사이에 점착되었다가 고착된 감즙들은 건조

시 강직화되기 때문에 물리적 힘이 가해졌을 때 진흙처

럼 부서지기 쉽다. 따라서 칼집을 낸 후 찢는 인열강도인

경우 감물농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힘이 덜 드는 것으

로 추론된다.

5. 파열강도

1) 미처리 줌치한지와 감물염색가공 줌치한지의 차이

미처리 줌치한지와 감물염색가공 줌치한지의 파열강

도와 파열지수(bursting index)는 <Table 10>에 제시되었

다. 미처리 줌치한지와 감물염색가공 줌치한지에 압력

을 가했을 때, 감물염색 줌치한지의 파열지수 대부분은

미처리 줌치한지에서보다 약간 높았다. 이것은 감즙이

미처리 줌치한지 섬유 사이에 생긴 공극을 메워 감물염

색가공 줌치한지 대부분에서 평량, 두께, 밀도가 증가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평량과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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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낮았던 쌍발뜨기 단장 줌치한지의 파열강도(파

열지수)가 감물염색가공에 의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

로 보인다.

한편, 감물염색가공 줌치한지의 파열강도는 미처리 줌

치한지와 마찬가지로 단장보다 2합지에서 약 1.5~2배 더

높았다. 이것은 감물염색가공 2합지의 평량, 두께, 밀도

가 단장보다 더 높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감물농도에 따른 차이

감물농도에 따른 줌치한지의 파열강도와 파열지수는

<Table 11>에서 보듯이 감물농도가 20%일 때보다 70%

일 때 더 높았다. 이것은 감물농도 70%로 염색가공을 하

는 경우 감즙 점착력이 높아 줌치한지가 두꺼워지는 한

편 강직해져서 20% 농도의 감물염색가공 줌치한지를

뚫을 때보다 더 큰 유체 압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감물염색가공 농도(20%)가 낮은 줌치한지의 파

열강도와 파열지수는 미처리 줌치한지의 파열강도보다

낮았다. 이것은 감물염색가공을 하는 경우 유체 압력을

가했을 때 구멍이 뚫릴 때까지 늘어지면서 버티는 미처

리 줌치한지의 표면 신장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농도(70%)를 더 높게 하여 감물염색가공을

하는 경우, 줌치한지의 표면 신장력은 낮아지지만 줌치

한지의 두께와 강직성이 대신 높아지기 때문에 파열강

도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내절도

1) 미처리 줌치한지와 감물염색가공 줌치한지의 차이

미처리 줌치한지와 감물염색가공 줌치한지의 내절도

는 <Table 12>에 제시되었다. 감물염색가공을 하는 경우,

MD 내절도는 미처리 줌치한지보다 매우 감소한 반면

CD 내절도는 월등히 증가하였다. 이것은 닥지의 섬유배

열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Kwon & Kim, 2013). 즉

섬유배향성이 높은 닥지인 경우, 섬유결 방향(MD)에 직

각되게 반복접기를 할 때보다 수평방향(CD)에 직각되

게 반복접기를 할 때 반복접기 횟수가 얼마 안되어 빨리

끊어진다. 그러나 감물염색가공을 하게 되면 섬유 간 틈

새 공간이 감즙으로 메꾸어져 수평방향에 직각되게 접

었을 때(CD) 섬유 간 틈새 공간이 비어있는 미처리 줌

치한지에서보다 저항력이 월등히 증가하게 된다. 반면,

닥섬유를 따라 길게 점착된 감즙은 응고되어 강직화되

기 때문에(Bae & Huh, 2016) 섬유결 방향에 직각되게

반복적으로 접는 경우 쉽게 절단되어 미처리 줌치한지

의 MD 내절도보다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Table 8. The tearing strength of undyed and dyed Jumchi-Hanji

The Choji type

of Dakji

The number

of Dakji layer
Jumchi-Hanji

Tearing strength (mN) Tearing index (mN · m
2
/g)

MD CD MD CD

Oebal-teugi

A layer
Undyed 2431  2633 34.68 37.56

Dyed 2014  947 27.36 12.87

Two layers
Undyed 4293  5846 28.36 38.61

Dyed 3944  2354 27.29 16.29

Ssangbal-teugi

A layer
Undyed 1933 2859 29.33 43.38

Dyed 2338  1428 25.44 15.54

Two layers
Undyed 3355  5256 27.66 43.33

Dyed 3483  2531 23.55 17.11

Table 9. The tearing strength of Jumchi-Hanji dy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The concentration of persimmon juice
Tearing strength (mN) Tearing index (mN · m

2
/g)

MD CD MD CD

 Undyed 4161 5705 26.79 36.74

Dyed (20%) 5329 3289 39.27 24.24

Dyed (70%) 2379 1607 15.3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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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물농도에 따른 차이

감물농도에 따른 내절도의 차이가 <Table 13>에 제시

되었다. 감물농도가 20%일 때보다 70%일 때 감물염색

줌치한지의 내절도(MD, CD)가 양방향 모두에서 더 낮

았다. 이것은 감물농도가 높은 경우 줌치한지가 더욱 강

직해지기 때문에 반복접힘에 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

히, 감물농도 20%로 염색가공된 경우 CD 내절도가 크

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미처리 줌치한지에서는 섬유 간

비어있는 틈새 공간이 많아 수평방향에 직각되게 접는

반복접힘(CD)에 대한 저항력이 낮았던 데 반해 감물염

색가공(20%)으로 섬유결을 따라 점착하며 피막된 감즙

에 의해 이 빈 공간이 메꾸어지면서 반복접힘에 대한 저

항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감즙의

농도가 70%로 증가하면 강직화 정도가 지나치게 높아

져 수평방향에 직각된 반복접힘 강도(CD)는 다시 낮아

지게 되므로 섬유결 방향에 직각된 반복접힘 강도(MD)

와 유사하게 되는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감물농도 20%, 70% 모두에서 감물염색가공 줌

치한지의 MD 내절도는 미처리 줌치한지보다 월등히 감

소한 반면 CD 내절도는 월등히 증가하였다.

I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첫째, 초지기법(외발뜨기, 쌍발뜨기)과

합지수(단장, 2합지)가 다른 닥지들을 40분 줌치치기하

여 제작한 미처리 줌치한지에 감물염색가공(감물농도

50%, 발색 횟수 5회)을 실시하고, 미처리 줌치한지와 감

물염색가공 줌치한지의 강도 차이를 규명하였다(연구문

제 1). 둘째, 미처리 줌치한지(외발뜨기, 2합지, 60분 줌치

치기)를 서로 다른 농도로 감물염색하고, 감물농도(20%,

70%, 발색 횟수 3회)에 따른 강도 차이를 규명하였다(연

구문제 2).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감물염색가공에 따른 인장강도 변화는 종이방향(MD,

CD), 초지기법, 감물농도에 따라 달랐다. 감물염색가공

줌치한지(40분 줌치치기, 50% 감물농도, 5회 발색)의

CD 인장강도와 이를 평량으로 보정한 CD 인장지수에

따르면, 초지기법과 합지수에 관계없이 감물염색가공

에 따른 미처리 줌치한지의 강도 증가 효과가 관찰되었

다. 특히, 감물염색가공 줌치한지(외발뜨기 2합지, 60분

줌치치기, 3회 발색)의 CD 인장강도와 인장지수는 감물

농도가 20%에서 70%로 증가할수록 더 높아졌다. 한편,

MD 인장지수는 합지수에 관계없이 감물염색가공 줌치

한지(40분 줌치치기, 50% 감물농도, 5회 발색)가 미처

리 줌치한지보다 낮거나(외발뜨기) 증가가 미미하여(쌍

발뜨기) 감물염색가공에 따른 인장강도 증가 효과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물농도가 20%에서 70%

로 증가할수록 감물염색가공 줌치한지(외발뜨기 2합지,

60분 줌치치기, 3회 발색)의 MD 인장강도와 인장지수는

증가하였다. 따라서 줌치한지를 높은 수준의 감물농도

로 염색가공하는 경우, 줌치한지의 인장강도는 양방향

Table 10. The bursting strength of undyed and dyed Jumchi-Hanji

The Choji type

of Dakji

The number

of Dakji layer
Jumchi-Hanji

Bursting strength

(kPa)

Bursting index

(kPa · m
2
/g)

Oebal-teugi

A layer
Undyed 232 3.31

Dyed 241 3.27

Two layers
Undyed 508 3.36

Dyed 528 3.65

Ssangbal-teugi

A layer
Undyed 186 2.82

Dyed 336 3.66

Two layers
Undyed 513 4.23

Dyed 565 3.82

Table 11. The bursting strength of Jumchi-Hanji dy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The concentration of persimmon juice Bursting strength (kPa) Bursting index (kPa · m
2
/g)

Undyed 604 3.89

Dyed (20%) 457 3.37

Dyed (70%) 539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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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CD) 모두에서 증가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습윤인장강도와 습윤인장지수는 미처리 줌치한지에

서보다 감물염색가공 줌치한지에서 증가하였으며(40분

줌치치기, 50% 감물농도, 5회 발색), 감물염색가공에 따

른 습윤인장강도 증가는 종이방향(MD, CD), 초지기법,

합지수에 관계없이 일관되었다. 특히 감물염색가공 줌

치한지인 경우(외발뜨기 2합지, 60분 줌치치기, 3회 발

색), 감물농도가 증가할수록 양방향(MD, CD) 모두에서

습윤인장강도가 증가하였으며, 감물염색가공에 의한 증

가 폭은 CD 습윤인장강도에서 더 컸다. 따라서 미처리

줌치한지의 습윤인장강도는 감물염색가공과 감물농도

증가에 의해 양방향(MD, CD) 모두에서 증가될 수 있음

이 시사되었다.

인열강도 증가 효과는 쌍발뜨기로 초지한 줌치한지의

감물염색가공에서만 확인되었으며(MD 인열강도), 증가

폭 또한 매우 미미하였다. 특히, 인열강도를 평량으로 보

정한 인열지수는 종이방향(MD, CD), 초지기법, 합지수

에 관계없이 미처리 줌치한지보다 감물염색가공 줌치한

지(40분 줌치치기, 50% 감물농도, 5회 발색)에서 더 낮

았으며, 감소 폭은 MD보다 CD 인열지수에서 더 컸다. 한

편, 감물농도가 증가할수록 감물염색가공 줌치한지(외발

뜨기 2합지, 60분 줌치치기, 3회 발색)의 인열강도와 인

열지수는 양방향(MD, CD) 모두에서 감소하였다. 따라

서 줌치한지에 대한 감물염색가공은 개발되는 제품에

서 요구되는 인열강도 성능을 고려하여 감물농도가 결정

되어야할 것으로 시사되었다.

파열강도와 파열지수는 대부분 미처리 줌치한지보다

감물염색가공 줌치한지(40분 줌치치기, 50% 감물농도,

5회 발색)에서 약간 더 높았지만 쌍발뜨기 2합지는 예외

였다(파열지수). 한편, 감물농도가 증가할수록 감물염색

가공 줌치한지(외발뜨기 2합지, 60분 줌치치기, 3회 발

색)의 파열강도가 약간 더 증가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처리 줌치한지들은 감물염색가공과 감물농도 증가에

의해 파열강도가 증가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감물염색가공(40분 줌치치기, 50% 감물농도, 5회 발

색)에 따른 내절도 변화는 종이방향(MD, CD)과 초지기

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쌍발뜨기 2합지를 제외하고

미처리 줌치한지 대부분의 경우 감물염색가공에 의해 MD

내절도는 감소한 반면 CD 내절도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감물농도가 증가할수록 감물염색 줌치한지(외발뜨기 2합

지, 60분 줌치치기, 3회 발색)의 내절도는 양방향(MD,

CD) 모두에서 감소하였다. 따라서 줌치한지에 대한 감

물염색가공에서 감물농도의 결정은 제품에 요구되는 내

절도 성능의 중요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시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감물염색가공에 따

른 줌치한지의 인장강도, 습윤인장강도, 파열강도 증가

효과는 양방향 모두(MD, CD)에서 가능하며, 이러한 강

Table 12. The folding strength of undyed and dyed Jumchi-Hanji

The Choji type

of Dakji

The number

of Dakji layer
Jumchi-Hanji

Folding endurance (Times)

MD CD

Oebal-teugi

A layer
Undyed 61 18

Dyed 37 98

Two layers
Undyed 577 39

Dyed 164 552

Ssangbal-teugi

A layer
Undyed 70 16

Dyed 55 205

Two layers
Undyed 76 665

Dyed 354 531

Table 13. The folding strength of Jumchi-Hanji dy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The concentration of persimmon juice
Folding endurance (Times)

MD CD

 Undyed 776 85

Dyed (20%) 153 895

Dyed (70%) 110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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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선 효과는 감물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더욱 효과적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처리 줌치한지의 인열강도

와 내절도는 종이방향(MD, CD)과 감물농도에 따라 다

르게 변화하므로 감물염색가공 여부나 감물농도의 증가

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강도 성

능 5개 유형이 모두 중요한 제품이라면 요구되는 강도

성능 수준을 기본적으로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최적

의 감물농도를 찾아서 이를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만일

특정 제품에서 요구되는 5개 강도 성능들이 일정 농도

의 감물염색가공에 의해 동시에 충족될 수 없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또 다른 후가공 처리 방안이 모색되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은 줌치한지를

대상으로 감물염색가공에 의해 강도 성능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지 분야와

감물염색가공 분야의 지식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학

술적 의의가 크다. 본 연구에서 줌치한지 조건(초지기법,

합지수)과 감물농도 조건(20%, 70%)을 달리하여 감물

염색가공 줌치한지의 5개 강도 성능을 평가한 정보는

기업이 제품에 적합한 줌치한지 종이소재를 선정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종이소재에

감물염색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전통문화자원의 실용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편, 본 연구에 적용된 줌치치기 시간, 감물 농도, 발색 횟

수는 한정적이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요인의

조건을 좀 더 세분화하고 줌치한지 감물염색가공에서

각 요인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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