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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analyse basic properties for making packing batt according to doubling condition, packing batt yarn, of 300
D
,

900
D
, 3600

D 
made from DTY yarn 150

D
/48 were produced from KTDI.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birefringence of

the sample yarn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annealing temperature and denier. The initial modulus of the sample yarn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annealing temperature and denier. The higher than annealing temperature of 160

o
C, initial

modulus of the sample are equilibrated. The strain recovery ratio of samples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annealing tem-
perature and denier. The lower than annealing temperature of 140

o
C, strain recovery ratio of the sample are decreased

Where the 900
D
, 3600

D
 yarns are at 100

o
C the specific bending rigidity value obtained is 0.65kgf/d but the twisted yarn

(3,600) obtained 0.006 (gfcm
2
/tex

2
). However, where the heat temperature is 160

o
C, specific bending rigidity value

obtained 0.003(gfcm
2
/tex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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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섬유산업은 1970~1990년대를 거치면서 의류용 직물의 개발

에 주력을 두었으나 2000년대 이후 산업의 발달과 소비자의 생

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산업용 및 가정용 섬유제품(이불, 침

구용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어 여러 선진국의 섬유산업은

의류용 직물보다는 비의류용(산업용 및 가정용) 직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발표된 비 의류용 소재 기술혁신전략 수립에 관한 연

구에 따르면 비 의류용 산업 비중이 일본은 72.4%, 미국은

64.0%, 독일은 67.9%이고 중국도 30%를 넘어서고 있으나 한

국의 경우는 20%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 중 가구, 실내장식

및 바닥재의 생산에 사용되는 가정용 섬유부분은 비 의류용 산

업의 15%정도이나 중량 기준으로 볼 때는 전체 섬유 원사의

35%정도의 막대한 량이 사용되고 있다. 사회구조와 생활방식

의 변천에 의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면 시 침대 사용이 증가

함에 따라 실내공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져 침구류 소비가 크

게 증가하여 가정용 섬유부분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침대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게 낮에는

커버를 덮어 침대 전체를 가리는 베드스프레드(Bedspread)는 말

그대로 침대를 덮어주는 커버로 이불과 베개 위에 덮어 침구에

먼지가 쌓이는 걸 방지하고 침대를 깔끔하게 정리할 때 사용되

는 것으로 잘 때는 이불과 함께 덮기도 한다. 그러므로 베드스

프레드는 침상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적당한 탄력성, 흡습

성, Drape성, 밀도, 함기량, 섬유배열 등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력 뿐 만 아니라 색상과 디자인 등 소비자의 감성과 라이

프스타일에 적절한 조화성이 부여된 독창적인 제품의 개발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침구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

반 침구류의 완성제품에 대한 보온성(越智, 1980), 압축특성(松

尾, 1967; 北川, 1967; 失島, 1973), 성능(水梨 등, 1972) 등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침구 제조에 필요한 소재에 관한 연구는 극

히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uilting 효과를 나

타낼 수 있는 광폭 Jaquard Bedspread용 제직에 적합한 충전

용 솜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물성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실험방법

2.1. 시료 제작

충전용 솜사 Polyester사의 기초 물성 분석을 위하여 원시료

는 150
D
/48, DTY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연사기를 이용하여 합

사하여 섬도 300, 900, 3600 데니어 솜사를 제조하였고 이때

의 꼬임은 각각 50(terns/meter)으로 하였다. 
Corresponding author; Myung-Soo Park

Tel. +82-53-850-7205, Fax. +82-53-850-7605

E-mail: mspark@kiu.ac.kr



348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9권 제3호, 2007년

2.2. 물성 측정

수축률 측정 : 수축률은 시료 길이 30 cm, 1g/d의 장력을

부여한 후 비수(100
o
C)에서 20분간 처리하여 측정하였으며 제

조 공정에서의 후가공을 고려하여 비수에서 측정한 시료를

120
o
C, 140

o
C, 160

o
C, 180

o
C의 건열에서 20분간 무긴장 처리

한 후 아래 식에 의하여 수축률을 각각 계산하였다. 

l: 원시료 길이,  l': 처리 후 시료 길이

초기탄성률, 비 응력 및 신도 : 초기탄성률과 인장강도는

UTM(Hounsfield사 영국)을 사용하여 얻은 S-S curve에서 초기

탄성률과 비응력, 그리고 신도를 구하였다. 이때 측정조건은 아

래와 같다. 

Full scale: 10kgf, Load cell: 50kgf, 

Sample length: 10 cm, Extension speed: 3 cm/sec

복굴절률 : 편광현미경(Zeiss, mf-Aks Automatic-2)을 사용

하여 546.1 nm의 단색 광으로 retardation을 구한 후 광학현미

경으로 실측한 섬유직경을 사용하여 복굴절률을 산출하였다.

∆n : 복굴절률 : retardation : 섬유의 직경

신장 회복률 : 신장회복률은 UTM(Hounsfield사 영국)을 사

용하여 각 시료의 신장회복곡선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E / (E - E0) 

E: 절단강도 85%에 서의 신장된 길이

E0: 하중제거 후의 신장된 길이

비 굽힘 강성 : 시료의 비 굽힘 강성은 아래 식으로 계산하였

다. 

Specific bending rigidity = 

Ef : Elastic modulus,    e: Density(g/cm
3
)

T: tex,                 η: Shape factor(=1)

3. 결과 및 고찰

3.1. 복굴절

Fig. 1의 복굴절률의 변화는 시료의 처리온도가 높을수록 높

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결정 영역의 chain이 열고정

온도가 높을수록 결정영역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비결정 chain

의 orientation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리온

도 160
o
C이상에서는 복굴절 증가의 폭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시료의 섬도에 따른 복굴절률의 변화는 섬도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합사 시 섬도에 관계없이 꼬임을

50TM으로 일정하게 주어진 결과 섬도가 클수록 twist factor가

높아 분자chain의 orientation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 생각된다. 

3.2. 수축률

Fig. 2는 시료의 섬도가 클수록 열처리 온도가 높을수록 수

축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열처리 온도가 160
o
C이상에서는 증가

의 폭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열처리 온도가 높

을수록 annealing 효과에 의해 분자의 재결정화가 진행되어지

므로 전체 수축률은 크게 일어난 것으로 생각되며 열처리 온도

160
o
C이상에서는 재 결정화의 진행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결과 수축률의 증가의 폭이 적어진 결과로 생각된다. 처리온도

160
o
C의 경우에서 보면 섬도가 150d인 경우는 수축률은 약

10%, 300d, 900d인 경우는 약 25% 정도로 나타나나 3600d인

경우는 수축률이 40% 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섬도가 클수록 수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twist factor가 높

을수록 배향된 비결정영역의 chain들이 disorientation을 일으켜

coil 형으로 되면서 열수축 거동에 더욱 영향을 미친 결과로 생

l l'–

l
---------- 100×

∆n
R

d
---=

1

4π
------   

ηEf

e
-------- 10

5–

gfcm
2

tex
2

⁄( )×

Fig. 1. Birefringence of samples against various treated temperature. Fig. 2. Shrinkage of samples against various treate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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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3.3. 초기탄성률

Fig. 3에서 초기탄성률의 변화는 처리온도가 높을수록 감소

하고 있고 처리온도 160
o

C이상에서는 거의 평형에 도달하고 있

고 섬도가 클수록 초기탄성률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건열 처리 시 비결정 영역의 분자가 결정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비결정 chain의 감소로 인한 결과라 생각

되며 또한 섬도가 클수록 섬도가 낮은 경우보다 같은 꼬임 수

에 대한 twist factor가 높아진 결과 초기응력이 untwisting에

기여한 결과 초기탄성률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3.4. 절단강도

Fig. 4의 절단강도는 처리온도가 높을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섬도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섬도 3600d는 약 0.034

kgf/den 정도로 나타나나 섬도 150d의 경우는 약0.037 kgf/den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 신도

Fig. 5의 신도는 열처리 온도가 높을수록 시료의 섬도가 클

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비응력과는 반대되는 현상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리고 처리온도 140
o

C이상에서는 거의 평형에 도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리온도 100
o

C의 경우 섬도 150d는

약 30% 로 나타나나 처리온도 180
o

C에서는 약 90%로, 3600d

경우는 100
o

C에서는 약 70%로 나타나나 180
o

C에서는 120%

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3.6. 신장 회복률

Fig. 6은 신장 회복률을 나타낸 것인데 시료의 섬도가 높을

Fig. 3. Initial modulus of samples against various treated temperature.

Fig. 4. Tenacity of samples against various treated temperature.

Fig. 5. Elongation of samples against various treated temperature.

Fig. 6. Strain recovery ratio of samples against various treated

temperature.

Fig. 7. Specific bending rigidity of samples against various treate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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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열처리온도가 높을수록 신장 회복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열처리온도 140
o

C까지는 급격히 감소하나 그이상의 온도에서

는 거의 평형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료번수150d의 경

우는 열처리온도 100
o

C에서는 약47% 정도의 회복률을 보이나

열처리온도 140
o

C이상에서는 약40% 로 낮아지고 있고 번수

3600d의 경우는 열처리온도 100
o

C에서는 신장 회복률이 약

42% 정도이나 140
o

C이상에서 약 3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Fig. 5의 신도의 변화와 반대되는 현상으로 신

도가 증가할수록 신장 회복률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비 굽힘 강성 

Fig. 7은 시료의 비 굽힘 강성을 나타낸 것인데 시료의 번수

가 클수록 비굽힘 강성은 낮게 나타나고 있고 열처리온도가 높

을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열처리온도 140
o

C이

상에서는 거의 평형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료 번수가

150d, 300d의 경우는 열처리온도 100
o

C에서는 0.009(gfcm
2
/

tex
2
), 열처리온도 160

o
C이상에서는 약 0.004(gfcm

2
/tex

2
)정도로

나타나나 시료 번수 900d, 3600d 경우는 열처리온도 100
o
C에

서는 약 0.006(gfcm
2
/tex

2
), 열처리온도 160

o
C이상에서는 약

0.003(gfcm
2
/tex

2
)정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경향은 Fig. 3

의 탄성률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굽힘 강성은 연수가 높을수

록 인장 탄성계수가 감소하여 굽힘에 대한 저항이 감소하므로

쉽게 굽혀진 결과라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Quilting 효과의 광폭 Jacquard Bedspread용

제직에 적합한 충전용 솜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물성을

제공하고자 시료는 Polyester DTY 150
D
/48를 사용하여 합사

섬도 300, 900, 3600 데니어 솜사를 제조하였으며 이들의 구

조와 물성 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복굴절률의 변화는 시료의 처리온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

타나고 있고 섬도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2. 섬도가 클수록 열처리 온도가 높을수록 수축률은 증가하

고 있으며 열처리 온도가 160
o
C이상에서는 증가의 폭이 감소

하였다. 

3. 초기탄성률의 변화는 처리온도가 높을수록 섬도가 클수록

감소하고 있고 처리온도 160℃이상에서는 거의 평형에 도달하

였다.

4. 신장 회복률은 시료의 섬도가 높을수록 열처리온도가 높

을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열처리온도 140
o
C까지는 급격히 감소

하나 그이상의 온도에서는 거의 평형에 달하였다.

5. 비굽힘 강성은 시료 번수 900d, 3600d 경우는 열처리온

도 100
o
C에서는 약 0.006 (gfcm

2
/tex

2
), 열처리온도 160

o
C이상

에서는 약 0.003(gfcm
2
/tex

2
)정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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