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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Wool)섬유와 견(Silk)

섬유의 비교 분석

본 보고서는 방내화 분야의 전문화 및 업무의 원활화를 위하

여 방내화 분야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인 모(Wool)섬유와 견

(Silk)섬유의 특성과 감별 방법에 대하여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 속 : 방 내 화 팀

직 급 : 4급

성 명 : 강 희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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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Wool) 섬유의 성질

  ◎ 양모의 구조

 ∙ 양모의 주성분은 keratin으로, 완전 가수분해하면 아래의 구조와 같은 18종의 α-amino 

acid를 생성한다. 주요 원소는 C, H, N, S, O이다. 

                                     H   

                                     │

                             H2N ―  C ― COOH          

                                     │

                                     R

 ∙ 양모의 주성분인 keratin은 존재 장소에 따라서(양의  어느 부분인가에 따라서) amino 

acid의 조성이 다르며 matrix에는 fibril보다 crystine 함량이 많다.

 ∙ 양모는 아래 그림과 같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cuticle, 

cortex, medulla 이다.

  

  

  - cuticle은 양모의 가장 바깥쪽 표피 부분으로 epicuticle, exocuticle, endocuticle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며, cortex보다 황(S)의 함량이 많고 산성 amino acid의 함량이 많

     은 편이다. 

  - cortex는 양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para-cortex와 ortho-cortex로 나뉘어진  

     다. para-cortex에는 ortho-cortex보다 황의 함량이 많다. 이는 가교가 더 많이 있다  

     는 의미이다. 따라서 para-cortex는 구조 경직성이 높고, ortho-cortex는 덜 견고하여  

    쉽게 휘어진다. 이런 두 cortex의 차이가 자연적인 crimp를 생기게 하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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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그림에서 보면 양모의 피질세포는 α-helix를 기본구조로하여 이것이 3개가 모여 

하나의 단위인 protofibril을 형성하고 다시 protofbril이 11개 모여서 microfibril을 형성하게 

되고 이 중 2개는 안 쪽에 있고 나머지 아홉 개가 밖에서 고리모양으로 둘러 싸면서 규칙

적으로 배열되어있다.(그림 c) 

반면, 황의 함량이 커지면 α-helix 구조 형성이 어렵게 되므로 microfibril의 형성도 어렵게 

되므로 대신 비결정성인 matrix를 형성하게 되는데 , 이 matrix는 microfibril을 둘러싸고 있

다. matrix와 microfibril은 섬유축에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 사이에도 공유결합에 

의한 가교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상온에서의 양모의 흡습이나 물에 의한 swelling은 주로 matrix 속의 친수성기 특히 amino

기에 의한 것이다. matrix로 둘러싸인 microfibril의 집합된 형식은 육각형 모양으로 빽빽하

게 충전된 것과 소용돌이 모양으로 집합하여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전자를 para-cortex에서 볼 수 있으며, 후자는 ortho-cortex속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특

히 소용돌이형 집합체를 macrofibril이라 라며 이들이 피질세포(cortical cell)를 이룬다. 

 ∙ 양모의 내부에서는 세 가지의 결합.

  

  ① α-helix 구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자 내 수소 결합 또는 분자간 수소 결합

  

  ② cystine linkage (disulfide linkage) -> 황에 의한 가교결합으로 다른 단백질 섬유에서  

    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결합이며  알칼리, 환원제, 산화제에 의해 쉽게 가수분해되는   

    경향을 가지며 이러한 가수분해는 super contraction의 원인이 되며, 특히 염소에 의한  

    가수분해는 permanent set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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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salt linkage -> 이온성을 띄는 염에 의한 일종의 이온결합으로 용액의 수소 이온농도  

     에 따라 결합 의 수가 달라지며 주위의 수분함량에 따라서도 변화가 심하다. pH 4-8  

     범위에서 가장 안정하며 pH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salt linkage는 감소한다.

◎ Raw wool(정제하지 않은 생 양모)의 조성 

keratin : 33%  -> 정제 대상 아님

suint : 28%    -> 땀과 결합된 불순물 (water soluble)            

dirt : 26 %    -> 일반적인 불순물

fat  : 12%     -> 엄밀히 말하면 wax (organic solvent soluble)                 

mineral matter : 1.5% 

※ keratin 외에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정제해야 할 대상이다.

◎ 양모의 여러 가지 성질

 ∙alkali의 작용 

   알칼리는 salt linkage를 절단시키고, 알칼리의 농도가 진하거나 처리온도가 높으면 펩티  

   드 쇄 자체의 절단이 잇달아 일어나므로 양모공업에서는 낮은 농도와 알맞은 온도에서만  

   알칼리가 이용된다. 

 ∙환원제의 작용 

   환원제는 가교결합을 절단시키며, 이로 인해 양모섬유의 강도는 저하되는데, 실제로 습  

   강도는 1/10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생성된 티올기는 반응성이 크므로 산화  

   에 의한 가교결합의 재형성으로 원래의 강도는 다시 회복 가능하다. 

 ∙산화제의 작용 

 양모의 산화는 표백이나 방축가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며, 표백에는 과산화수소가 흔히

 쓰이는데 과산화수소는 펩티드 결합을 절단시키고 cystine을 산화시키기도 한다. 

 ∙setting property (세트성)

   set란 양모를 일정한 모양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처리로서, 일     종의 응력 완화 처리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양모가 세트성을 갖     게 되는 것은 분자구조의 특성 때문이다. 즉, 

케라틴 분          자는 수는 많으나 결합력이 약한 수소결합과 수는 적으나 결     합력

이 강한 disulfide 가교결합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양모 섬유의 세트처리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Temporary set과   Permanent set이 있다.

    

  ⇒  Temporary set : 수소 결합의 재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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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manent set : cystine linkage의 재배열 

∙ super contraction (과수축) 

  양모섬유를 물 속에서 인장하고 그 상태에서 잠깐 증기 처리

를 한 다음 장력을 풀어주면 인장하기 전의 원래의 길이보다 

짧게 될 뿐만 아니라, 증기처리를 100℃ 미만의 뜨거운 물로 

처리해 주면 처리시간이 길어져도 과수축 현상이 일어남을 

볼 수 있다. 양모의 구조중 이러한 과수축을 제어하는 것은 

더욱 짧게 웅크린 모양을 가지려는 힘을 갖고있는 helix 성분

과 깊은 관련이 있다.

  →                 →    

(처음상태)   (증기처리)    ※ 처음보다 더 줄어든다.

               

              (장력 가해줌)      

 ∙공기 중에서의 반응

   공기중의 수분과 자외선의 영향으로 cystine linkage가 감소하여 염료와의 친화성이 좋  

   아지는 경향이 있다. 

 ∙산의 작용 

   keratin은 갖고 있는 염기성기에 의해서 카르본산과 같은 가장 약한 산을 제외한 모든   

   산과 결합한다. 그리고 산과의 이러한 결합은 각 염기성기와 산의 활성도에 의해서 결정  

   되는 것임으로 해리 역시 약산인 경우에 쉽게 일어난다

 

 ∙등전점 (isoeletric point)

   산이나 염기를 흡착하지 않은 단백질을 산 또는 알칼리 용액에 넣으면 pH가 서서히 변  

   하는데, 이 변화는 단백질이 용액으로부터 수소이온을 흡착하거나 단백질로부터 수소이  

   온이 방출되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양모의 이러한 산이나 알칼리에 의한 수소이온의  

   흡착, 방출과정에서 (+)와 (-)가 같아지게 되는 pH를 등전점이라 하며 여기서 섬유를 처  

   리해야 손상이 없다. cellulose 계열의 섬유는 해리가 되지 않으므로 등전점을 가지지 않  

   으며 단백질 섬유만이 등전점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양모의 등전점은 pH4.8～7 정도 된  

   다.  

◎ 기타 모 섬유

∙Mohair

  앙고라 염소에서 얻어진 섬유로서 단면이 둥글고 스케일이 그리 발달하지 않았다. 귄축이  

  별로 없으며 축용성도 없는 반면 좋은 레질리언스를 가지고 있다. 양모에 비해 평활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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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을 가지고 있어 더러움을 적게 탄다.

 

∙Cashmere

  티베트의 캐시미어 염소로부터 얻어진 섬유로 염소의 부드러운 속털을 이용한다. 생산되  

  는 양이 극히 적다. 털은 매우 균일하므로 동물로부터 얻은 털 중에는 가장 비싼 섬유원  

  료에 속한다. 

∙Rabbit hair

  흔히 angora 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져 있는 rabbit hair는 주로 양모, 견, 레이온과의 혼  

 방으로 주로 이용한다.  

∙silk

  silk는 동물의 모섬유가 아니라 누에고치로부터 얻어지는 단백질 섬유이다. 구조는 피브로  

  인과 세리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리신은 silk의 표피 부분이고 피브로인은 silk의 주요 구성 물질로 결정과 배향이 잘 발  

  달되어 있다. 

2. 견(Silk)  섬유의 성질 

실크(silk)란 누에가 만든 고치로부터 얻어지는 섬유를 말하며, 이것을 원료로 한 견사로 

제조한 제품을 총칭한다.  넓은 뜻으로는 작잠사 등의 야잠사, 견 방사를 원료한 견 제품을 

포함하여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보통 견이라고 부르는 가잠견(true silk)은 사육 견(cultivated or domestic silk)이라고도 

한다. 견 섬유는 피브로인과 세리신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밖에 소량의 뇌질, 지방질 및 무기

염류를 함유하고 유색 고치실에는 색소가 있다.

이것을 정련하면 세리신과 기타 불순물이 제거되어 다른 섬유에서 볼 수 없는 우아하고 

고상한 광택과 부드러운 촉감을 지니고 있어 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고귀한 피복 재료로서 

상용되고 있다.  화학섬유의 진출로 견이 사용되던 분야에 상당 량이 대체되기는 하였으나, 

견 고유의 특성이 인정되어 부인용 고급 옷감을 비롯하여 이불감, 숙녀용 양말, 스카프, 신

사용 넥타이 등에 많이 애용되고 있다.  

◎ Silk 섬유의 거시적인 특성

(1) Silk의 구조

누에의 몸 속에는 한 쌍의 실샘이 있고 이것은 약1000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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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뽕을 먹고 뽕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영양으로 견사단백질, 즉 액상견을 합성한다.  이 

실샘은 해부학적으로 세 개로 구분되고 이들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한 쌍의 

실샘은 하나의 토사구로 합쳐져서 토사구를 이룬다.  실샘속에 젤리와 같은 형태로 저장되

어 있는 액상견은 누에의 실 토하기 운동으로 고치실을 형성하면서 고치를 짖는다.

양모와 면은 세포자체가 분열, 증식하여 섬유를 형성한다.  그러나 실크는 실샘 세포에서 

합성한 견단백질 용액이 누에의 토사운동에 의해 섬유로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치실이 

만들어지는 것은 합성섬유의 제조원리와 비슷하다.  즉 화학섬유의 원료인 폴리머와 용매를 

혼합하는 준비용 용기가 뒷실샘에 해당하는데, 이곳에서는 18종의 아미노산을 질서 있게 결

합시켜 피브로인 분자를 만들고 묽은용액(15%) 상태로 분비한다.  중간 실샘은 뒷실샘에서 

보내진 피브로인 용액을 피복할 수 있도록 세리신을 분비한다.  또한 피브로인을 숙성시키

는 기능을 가진다.  피브로인의 숙성은 묽은 피브로인 수용액의 농도를 약 30%까지 높임으

로써 분자의 집합성을 좋게 하여 섬유의 형성을 돕는다.  중간 실샘은 화학 섬유제조에서 

폴리머를 용해시켜 방사용액을 만드는 저장용기에 해당한다.  세리신은 중간실샘의 서로 다

른 부위에서 합성 분비되고, 액상 피브로인의 주위를 피복하여 내층, 중층 및 외층 세리신

을 형성한다.  그농도는 피브로인 보다 낮고, 누에가 고치실을 토할 때는 피브로인이 섬유

화를 도와주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앞실샘은 공통부, 압사부, 토사부로 구분되고 토사부에는 두 개의 실샘이 합류한다.  액상

견은 공통부를 지나 압사부에 이르게되면 길이방향으로 배열되고 물이 제거되면서 토사구에

서 고치실이 된다.  앞실샘의 공통부는 화학섬유제조기의 방사기와 같은 작용을 한다.

Fig. 3-1 생사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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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크의 아미노산조성과 화학구조

a. 단백질

실크의 구성성분은 피브로인과 세리신이고 이들은 섬유모양의 단백질이다.  이것은 누에

가 만들어낸 천연의 생체 고분자이다.  고분자는 분자량이 큰 화합물을 말하고 분자량이 작

은 것을 저분자라고 한다.  보통 분자량이 10,000이상인 화합물은 섬유, 막(membrance) 

또는 덩이모양이다.

 실크는 고분자의 단백질이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되어있으며, 아미노산은 탄소에 아

미노기(-NH2)와 카르복실기(-COOH)가 결합되어 단순한 알파 아미노산으로 구성된다.  그

리고 수많은 아미노산들이 사슬고리를 가지고 염주모양으로 연결된 고분자를 폴리펩타이드

라 한다.  결국 두 개의 아미노산의  -NH2와 -COOH가 반응하여 물(H2O)이 빠져나가게 

되고 평행으로 배열하여 섬유화가 이루어진다.  아미노산의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

Fig. 3-2 세가지 아미노산

여기서 N-C-C로 연결된 고리를 주쇄(main chain)라 하고 H-C-R의 고리를 측쇄(side 

chain)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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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 The pleated (β)-sheet structure in the fibroin of silk fibers

b. 피브로인

피브로인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글라이신(측쇄 -H), 알라닌(-CH3)이 많은데 이들 아미노

산은 분자의 측쇄가 짧은 것이 특색이다.  그리고 세린(측쇄 -CH2OH), 티로신(측쇄 

-CH(OH)CH2)를 합하면 90% 이상이다.  그리고 산성 아미노산(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과 

여기성 아미노산(라이신, 알라닌, 히스디틴)의 함량이 적은 것이 세리신의 아미노산 조성과

의 차이이다.

이들 아미노산을 서로 다른 연결조합으로 결합하면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한다.  피브로인

을 가수분해시키면 아미노산이 되고, 분자량이 30~50만으로부터 3,000 ~3,500의 알파 아

미노산이 결합하여 한 가닥의 분자를 구성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각각의 아미노산으로 결

합된 폴리펩타이드의 출현빈도는 실크의 성능과 관계 있다.  즉 섬유의 물리적 성질, 흡수

성, 염색성 등은 폴리펩타이드의 분자구조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Table 3-1 에 아미노산의 조성과 그에대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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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아미노산의 조성 및 비율

아미노산 예-1 예-2

알라닌 32.4 32.0

글리신 42.8 42.6

티로신 11.8 10.9

세린 14.7 14.7

아스프르트산 1.73 1.83

아르기닌 0.9 0.94

히스티닌 0.32 0.27

글루탐산 1.74 1.53

리신 0.45 0.39

발린 3.03 3.29

류이신 0.68 0.62

이소류이신 0.87 0.84

페닐알라닌 0.15 1.2

프로틴 0.63 0.68

트레오닌 0.63 0.68

메티오닌 0.1 0.01

시스틴 0.03 0.04

트립토판 0.36 0.40

c. 세리신

세리신의 아미노산 조성은 피브로인과 큰 차이가 있다.  즉 세린,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의 함량이 많은 대신 글라이신과 알라닌의 함량이 적다.  아미노산 조성을  보면 세리신은 

수산기(-OH), 카르복실기(-COOH), 아미노기(-NH2)와 같은 친수성이 강한 측쇄(극성기)를 

가지는 아미노산의 함량이 많아서 이들의 함량이 전체의 2/3을 차지한다.  이와 같이 세리

신은 수산기, 카르복실기 및 아미노기등의 친수성기를 가지는 극성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

고 비결정성이기 때문에 끓는물이나 알칼리 중에서 쉽게 용해된다.  세리신은 끓는물 속에

서 용해 속도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이 용해속도 차이에 따라서 세리신 -1,2,3구분한다. 

4종류의 세리신은 분자량, 결정성, 비중, 수분율, 등전점 및 색소 흡착성등 그 성질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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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피브로인과 세리신

고치실의 외층에는 물에 용해되기 쉬운 세리신-1 이 있으며, 내층으로 갈수록 용해되기 

어려운 세리신 2 -> 3 -> 4층의 순서로 분포한다.  그 구성비는 대체로 40%, 40%, 17%, 

3%이다.  이러한 층을 이루는 것을 세리신의 층상구조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중간실샘의 

분비 기능에서 비롯된다.

한편 고치실의 세리신을 물로 팽윤시킨 다음 건조시키면 팽윤 용해성이 감소하는 동시에 

비결정성이 결정성으로 변화하여 잘 녹지 않게 된다.

◎ Silk 섬유의 물리적인 성질

(1) 탄 성

운동 선수들의 기초 체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체력이 탄력인 것처럼 섬유의 탄성은 의류 

재료로서 기본적인 성질이다.  탄성은 섬유가 힘에 의해 늘어나 변형되다가 힘을 제거하면 

완전히 복귀되는 성질이다.  역학적 모형으로 용수철이 나타내는 성질과 같다.

천연 섬유는 각각 특징이 있는 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 성질을 잘 이용하여 용도에 알

맞은 의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내의류는 신축성이 좋은 소재로 만들고 정장용 의

류는 변형이 없는 소재로 만드는 것이 그 예이다.

  실크는 다른 섬유에 비하여 탄성은 매우 우수한 편이다.  2%까지는 늘어난 후 힘을 제거

하면 완전히 본래의 길이로 복귀하고, 그 이상 늘어나면 복귀하지 않는 부분이 남게 된다.  

위의 경우 늘어났다가 본래의 길이로 복귀하는 것을 탄성 신장(elastic elongation)이라 하

고, 복귀되지 않는 것을 소성 신장(plastic elongation)이라 한다.  그리고 탄성 신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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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주어진 힘과 변형량의 비율을 탄성률(Young's modulus)이라고 한다.  실크의 탄성

률은 양모나 나일론에 비하여 3～5배 정도 높다.

Table.3-2 여러 가지 섬유의 탄성률

섬유 견사 면 모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영률(㎏/㎟) 650～1,200 980～1,200 130～300 200～450 1,100～2,000 300～400

(2) 경연성

섬유의 경연성은 실의 부드러움과 딱딱한 정도를 나타내는 특성이다.  경연성은 일반적으

로 촉감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사의 경연성을 강성(stiffness)으로 표시한다.  생사

의 강성은 인장(tensibility)강성, 굽힘(bending)강성, 비틀림(torsion)강성 등으로 측정한다.

인장 강성 측정법은 생사에 힘을 주어 늘리는 경우 탄성 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굽

힘 강성은 일정한 각도에서 굽혀지는 실의 길이 또는 일정한 길이의 실을 늘여 놓을 경우 

그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비틀림 강성은 생사에 일정한 힘을 주어 비틀림을 주고 주

어진 힘으로 실이 비틀린 각도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생사의 경연성은 세리신의 양과 그 성질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  즉, 정련하여 세리신

을 제거하면 부드럽게 된다.

경연성 측정은 생사보다 직물로 만들어 측정하는 편이 취급하기 쉽고 측정 결과도 정확하

다.  캔틸레버(cantilever)법에 의한 경연도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2×15㎝ 크기의 직물

을 45도의 경사면으로 만들어진 수평대 위에 올려놓고, 직물의 한쪽 끝을 경사면으로 이동

시켰을 때 경사면에 닿는 직물의 길이(cm)를 측정하여 굽힘 길이(bending length)로 경연

성을 측정한다.

(3) 마찰 성질

섬유나 그 제품의 마찰에 대한 마모성은 의류 섬유로서 중요한 성질이다.  특히 직물과 

메리야스의 마모성 차이는 직물 조직이나 메리야스 조직에 영향을 받는다.  생사나 나일론

과 같은 필라멘트 섬유는 실이 부드럽고 그 표면이 미끄러워서 마찰 계수가 작다.

Table. 3-3 여러섬유의 마찰강도

섬    유 견사 양모사 비스코스

마찰 횟수 5,000 1,000 500～800

실에 일정한 무게를 달아 긴장시킨 상태에서 금속제의 마찰판으로 절단하기까지의 마찰 

회수로 표시한 성적의 예는 Table.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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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빛에 대한 성질

실크는 햇빛의 자외선에 노출되면 황색으로 변한다.  또한 흰 비단옷을 장롱 속에 보관해

도 세월이 오래 지나면 색이 변한다.  이러한 현상은 실크가 갖는 결점이다.  이것의 주원

인은 실크를 구성하고 있는 피브로인 중 비결정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티로신, 트립토판 등

의 아미노산이 공기 중의 산소와 햇빛의 자외선에 의해 산화, 분해되어 멜라닌 색소(갈색)

로 변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변색 방지를 목적으로 자외선 흡수제나 차단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결점을 개선하고 있다.

◎ Silk 섬유의 화학적인 성질

(1) 물에 대한 성질

생사를 물에 담그면 세리신층의 일부는 팽윤되고, 온도를 높이면 세리신, 색소, 무기 성분 

등이 용해된다.  그 용해량은 물의 성질, 온도, 시간 및 압력에 따라서 다르다.

세리신의 용해량은 50～60℃에서는 극히 적지만 100℃로 15～20시간 끓이면 대부분은 

용해되어 제거된다.  피브로인은 100℃ 이하의 물에서는 용해되지 않지만, 압력을 주어 끓

이면 물을 흡수하면서 팽윤을 일으키며 피브로인의 미세 구조가 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직

물의 제조 과정이나 제품의 취급에서 섬유가 팽윤된 상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팽윤 

상태에서의 섬유의 성능을 잘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즉, 물로 팽윤된 섬유의 체적 변화

는 길이 방향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지만 섬유측의 직각 방향으로 체적이 증가한다.

피브로인과 세리신은 물에 의한 팽윤 현상이 서로 다르다.  세리신은 팽윤이 지나치면 용

해되어 버리는 무한 팽윤 현상을 나타내고, 피브로인은 어느 한계까지 팽윤되다가 멈추어 

버리는 유한 팽윤 현상을 나타내어 약 30%의 체적이 증가한다.  피브로인과 세리신이 보이

는 팽윤 현상은 다른 섬유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세리신의 팽윤 유연화 특성을 이용하여 생사를 합사한 후 연사 가공하면 접착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그리고 직물로 만든 후 세리신을 제거하면 세리신이 제거된 부위는 공극이 형

성되어 실크 제품 특유의 촉감을 낼 수 있다.

Table. 3-4 여러 섬유의 팽윤성

구  분 견섬유 모섬유 면섬유

체적 증가(%) 30～32 36～41 42～44

(2) 알칼리에 대한 성질

실크의 가공 공정에서는 물론 그 제품을 사용에도 실크를 알칼리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

다.  특히 정련은 생사가 직물로 되는 과정에서 알칼리 액으로 처리하여 세리신을 제거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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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실크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작업이다.  그리고 실크제품을 비눗물로 세탁하는 것을 

보더라도 알칼리가 실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실크는 일반적으로 알칼리에 약한데, 그 정도는 약품의 종류와 처리 온도나 시간에 따라

서 다르다.  즉 짙은 수산화나트륨으로 처리하면 즉시 용해되지만, 비누나 암모늄과 같은 

약한 알칼리 처리는 큰 변화 없이 세리신만 용해되어 제거된다.

탄산나트류, 규산나트륨, 비누 등은 정련제로 사용되는데, 이들 역시 농도가 높게 되면 피

브로인에 손상을 미치므로 정련 처리는 낮은 농도에서 행해야 한다.  결국 알칼리는 실크를 

용해하는 작용이 있는 반면 섬유소 섬유는 큰 손상이 없다.

(3) 산에 대한 성질

황산이나 염산은 실크를 용해시키고 초산은 황색으로 변화시킨다.  짙은 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크는 수축되는데 그 정도는 농도, 처리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산에 의해 실크

가 수축을 일으키는 현상은 실크직물 가공에 응용되기도 한다.  즉,  실크직물 표면의 일부

에 파라핀을 바르고 염산(약 28.6%)에 1～2분 동안 담근 후  물로 씻어 내면 파라핀이 피

복된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수축되어 실크직물 표면에 특수 가공 효과를 

낼 수 있다.

개미산은 실크를 수축시키며 광택을 나쁘게 한다.  탄닌산은 섬유에 흡수되기 쉬우므로 

무게를 증가시키는 증량 가공에 이용한다.  또한 염색할 때에 탄닌산을 넣게 되면 염색이 

잘 되는 효과가 있다.

(4) 염류에 대한 작용

염류에 따라서는 실크에 특수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잇다.  즉 어떤 것은 실크에 잘 흡

수되고 또 어떤 것은 용해를 시킨다.

염화주석( Sn 2Cl 4)은 실크에 잘 흡착되는 작용이 있어서 증량 가공에 이용되는데, 이 가

공은 실크 넥타이에 응용되고 밝은 색으로 염색되는 특색이 있다.  한편, 염화칼슘( CaCl 2)

의 짙은 액은 피브로인을 용해시킨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부잠사를 용해시켜서 피브

로인을 특수 소재(의약품, 화장룸, 섬유가공제)로 이용한다.

◎ Silk 섬유의 열적인 특성

(1) 열전도성

섬유의 열전도성과 보온성은 추위와 더위를 피하는 성능으로서 섬유의 중요한 성질이다.  

실크를 비롯한 천연 섬유의 열전도성은 비교적 작지만 물보다는 크다.  의류의 보온성은 섬

유 자체의 열전도율이 작용하지만, 직물이나 편물로 만들어진 후에는 그들이 공기를 함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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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Table. 3-5 여러 섬유의 열전도율

재      료 공기 견 면 모

전도율(cal/cm/sec) 0.00056 0.000122 0.000136 0.000092

(2) 내열성

섬유는 가공 공정에서 정련, 염색 처리와 피복이 된 후에는 세탁과 다림질로 열의 작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  천연 섬유는 열에 대하여 안정하지만 합성 섬유 중에서는 열에 민감하

여 다림질을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실크를 가열하게 되면 100℃에서는 수분이 발산하고 130℃까지는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다.  그러나 130℃가 넘으면 휘발성 물질이 발산되고 175℃에서는 강도와 신도가 감소한

다.  200℃에서는 흰색에서 황색으로 변하며, 250℃가 되면 흑색으로, 그리고 280℃에서는 

특유의 냄새를 내면서 타 버린다.

(3) 비 열

비열(specific heat)은 일정한 무게의 섬유를 일정한 온도만큼 상승시키는데 요구되는 열

량을 말하는데, 대게 1g에 대한 값으로 나타낸다.  실크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보온 효과가 

있다.

Table. 3-6 여러 섬유의 비열

재료 생실 정련 견사 소모사 인견사 면사 마사

비열(cal/g) 0.331 0.331 0.326 0.324 0.319 0.310

◎ Silk 섬유의 용도

우리나라에서는 실크직물이 주로 한복지나 양장지 등의 정장의류 제품으로 사용되어 왔으

나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양복지나 양품잡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현대에는 실크의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어 다양한 실크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의류제품

실크 의류제품은 남성용, 여성용, 겉옷류 그리고 장식용품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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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의류로는 드레스, 원피스, 투피스, 스웨터, 가디건, 블라우스, 티셔츠 등의 정장용

품과 캐주얼 제품 등으로 쓰인다.  그 밖에 브래지어, 캐미솔, 비치코트, 슬립, 셔츠, 스타

킹, 란제리 등의 다양한 여성 속옷류가 있고, 잠옷, 타월, 손수건 및 레오타드 등으로 쓰이

기도 한다.

남성용 의류로는 셔츠, 코트, 블루존(점퍼의 일종), 스웨터, 스포츠 셔츠, 와이셔츠, 양복

류, 트렁크스(trunks, 운동용팬츠), 티셔츠, 속바지 등이 있고 장식용으로 넥타이, 목도리, 

양말등에 쓰인다.

의류용 이외의 용도로 인테리어, 스포츠 용품, 화장품 및 각종 자제로 널리 이용되는데 

종합해보면 Table. 3-7 와 같다.

Table. 3-7 의류제품이외의 실크의 용도

인테리어
커튼, 실크벽지, 태피스트리(tapestry), 책상 덥개, 카펫, 용단, 

이불, 등받이(쿠션)

스포츠 용품 등산용 천막의 내장지, 여러 가지 스포츠웨어, 낙하산

미술, 교예품 자수실과 그 제품, 부패류

여러가지 자재
재봉사, 고급리본, 현악기의 줄, 낚싯줄, 모형비행기의 날개, 의

료용 봉합사

화장품 크림, 파운데이션, 세안비누, 샴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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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ilk, Wool섬유의 물리화학적 특성 비교(총괄표)

     

             Silk           Wool

      출처         누에고치         양의 원모

      밀도
       1.35g/㎤

        (건조시)

        1.31g/㎤

        (건조시)

   현미경 분석

     측면

   단면 구조

     불규칙한 표면

      횡단 절단

      둥글하고 

      투명하다

    불규칙한 둥근 

      삼각형

각질형 세포 지붕기와

형으로 표면

Curticule이 덮여있음 방추형

     (o- 및 p-cortex)

  

     round 내지 oval형

 전자현미경 구조 
 Fibril      25 ~ 50 nm

 microfibril   4 ~ 9nm

 macrofibril : 200nm

 microfibril 7nm

 intermicrofibril

   X-ray 구조

    결정화도

 섬유분자의 간격

 X-ray 사슬구조

         간격

        β - fold

          60%

        0.697 nm

        0.39

        5.3 nm

  α - keratin( α - helix)

      20 내지 30%

        0.51 nm

        0.98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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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성질

    절단 강도

   2.5 - 5.0 cN/dtex

      75 - 90 %

      10 - 30 %

     120 - 200 %

    1.0 - 2.0 cN/dtex

        70 - 90 %

        25 - 50 %

       110 - 130 %

    전이 온도

      건조

      슴윤

          

           ―

           ―

           

            174

            -5

   건조열 저항성  120˚c 열풍에서 100시간 

 처리 강력은 60-80%로 저하

    

      150°c에서 1시간 

         190°C 30초

   화학적 조성

     15-25% sericin

     75-85% fibroin

    1.5% waxs and fat

      약 10% 수분율 

           원모: 

       섬유 35-75%

       protein 3-8%

       woolfat 11-16%

       외래잡물 6-20%

       수분율 12% 

      분자량       350000 Dallton

        저유황함유

     45000-60000 Dalton

        고유황함유

      14000-28000

       초고유황함유

       28000-37000

  글리신과 티로신 다량함유

     9000-13000 Da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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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의 조성비율

        Asp

        Thr

        Ser

        Glu

        Pro

        Gly

        Ala

        Val

       (Cys)

        Met 

        Ile

        Leu

        Tyr

        Phe

        Lys

        His

        Arg

    주요 아미노산

   가잠견       야잠견

    1.43         5.93

    0.80         0.24

   10.60        11.32

    0.89         0.95

    1.30         0.24

   50.40        36.48

   26.79        33.92

    1.64         0.62

    0.02         0.02

    0.00         0.02

    0.38         0.22

    0.36         0.37

    4.50         5.51

    0.41         0.26

    0.22         0,06

    0.08         0.95

    0.17         2.88

  글리신, 알라닌, 세리신

     

양모

         7.14

         7.03

        11.85

        13.07

         6.96

         8.18

         5.79

         5.18

         5.99

         0.37

         2.81

         8.09

         3.60

         3.04

         2.94

         0.74

         7.20

     시스틴, 알기닌,

     글루타민산, 세린

     Amid 말단기

    Amino 말단기 

   카르복실말단기

       결합기

           1.1%

      14          6

       Gly, Val, Ser

     수소결합, 염결합

     14 μMol/g  cystine

        20-30

          24

  시스틴, 수소결합, 염

     등전점(pH)            4.8            4.9

   산결합(Mval/kg)           0.13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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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칼리결합

   (Mval/kg pH13)
            0.70              1.12

       용해성

           수용액과 

      유기용제에서는 불용성

      시스틴결합을 절단시킨 

       후(알칼리에서) 용해   

     강산에 대한 

       내구성 
    공격을 받고 용해한다.

  

   세린에서 절단기의 재결합이 

    일어난다.(N-O-peptidyl)

         섬유의 용해

    산에 대한 분해

    

        pH 4이하에서는

    CI>Br>NO₃>J순으로

     약산인 경우에는 약간

     또는 분해되지 않는다.

    알칼리에 대한

         분해

      pH8이상에서는 

    세린과 Threonine이

       공격을 받고 

     β-Elimination된다.

    Li, Na, K, Ca, Ba 순

      시스틴이 분해되어

     Lanthionin으로 되고

       Lysinoalanin이

          형성된다.

     효소에 대한 

        영향

      Protease에 공격을

         받지 않는다.

  (Trysin은 세리신으로 분해)

      Protease는 keratin이

     아닌 물질을 공격한다.

          (15-20%)

    산화제의 영향

       갈색으로 변하고

      Trosin, 펩타이드,

  아미노산기가 공격을 받는다.

      

      cystine결합이 절단된다.

   광에 대한 영향

    양모나 면보다 강하다. 

      노란안트라키논계 

    염료에 매우 민감하다.

     Florida에서 1년동안

     광조사 후의 강력은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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