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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과 구조에 의한 실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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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패브릭 및 생산품의 성능과 접한 관계가 있

다. 패브릭을 생산하는 사람은 매우 다양한 종류의

실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택은 패브릭 또는

제품의 촉감, 겉모습, 드레이프성, 내구성 등의 성질에

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꼬임이 많이 들어간 실(강연사,

强撚絲)은 패브릭에 파도물결 형태의 모습을 띠게 한다.

꼬임이 적게 들어간 실(약연사, 弱撚絲)은 플란넬 패브릭

이나 담요 등에 사용된다. 실은 좋은 품질의 섬유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나쁜 품질의 섬유의 속성을 부분적

으로 보완할 수 있다. 가공의 효율성은 실의 종류에 의존

한다. 실을 분류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이 있다. 실을 정의

하고 분류하는 요소는 섬유장의 길이(단섬유[스테이플]/장

섬유[필라멘트]), 실의 꼬임정도, 실의굵기, 실의길이방

향으로의 굵기의 균제성 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실에 대

패브릭이 면 또는 양모 같음 패브릭이 실크 같음 패브릭은 필라멘트사의 강도를 가지

나 광택과 촉감이 방적사와 닮았음

섬유의 강도가 잘 발현되지 않음 섬유의 강도가 잘 발현이 됨 섬유의 강도가 잘 발현되지 않음

단섬유는 잔털이 튀어 나온 채 연속

된 가닥으로 꼬임

길고 연속적이며 촘촘하게 모여 있음 길고 연속적이며 불규칙하고 기공이

많고 유연함

1. 무광, 흐릿함 1. 매끄럽고 광택 있음 1. 벌키하고 무광택

2. 잔털 2. 잔털 없음 2. 잔털 없음

3. 보풀이 발생하기 쉬움 3. 쉽게 보풀이 생기지 않음

4. 쉽게 오염 4. 오염 안됨 4. 매끄러운 필라멘트사보다 쉽게

오염

5. 따뜻함(매끄럽지 않음) 5. 시원하고 매끈함 5. 매끄러운 필라멘트보다 따뜻함

6. 실의 굵기와 꼬임에 따라 6. 부피감이 적음 6. 부피감과 신축성 있음

부피감이 다름

7. 쉽게 찢어지지 않음 7. 패브릭의 구조에 따라 스내그 발생 7. 스내그 발생

8. 신충성은 꼬임수에 의존 8. 신축성은 꼬임수에 의존 8. 신축성은 공정에 의존

9. 피복성 좋음(불투명) 9. 피복성 낮음(조금 불투명) 9. 피복성 좋음(불투명)

흡습성은 섬유 성질에 의존 흡습성은 섬유 성질에 의존 매끄러운 필라멘트와

대부분 흡습성 좋음 흡습성 아주 적음 비교했을 때 적당한 흡습성

1. 피부 접촉성 좋음 1. 정전기 문제 발생 1. 피부 접촉성 좋음

2. 정전기 적음 2. 습하게 할 수 있음 2. 정전기 문제 발생

번수로 표시 데니어로 표시 데니어로 표시

다양한 꼬임 매우 낮거나 높은 꼬임 낮은 꼬임

가장 많은 여러 단계의 공정 최소한의 공정 중간 정도의 여러 단계 공정

표 11-1

방적사, 필라멘트사, 텍스처사의 비교

방적사 필라멘트사 텍스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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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의를 내리고 실을 분류하는 방법, 실의 성능 등에 대

하여설명한다.

섬유의길이

대부분의실의성질은실에존재하는섬유장이나섬유의배

열에 향을미친다. 실을패브릭으로부터뽑아내어조사할

때, 그실의모습이일정하게매끄럽거나, 부피가많이나가

거나, 섬유의끝이실로부터튀어나와있을수있다. 또한

패브릭에서채취한실을꼬임을없애섬유로분리될때까지

만들수있다. 이때섬유의길이가짧거나(0.5∼2.5인치) 패

브릭의길이에해당될정도로긴섬유일수있다. 

방적사(spun yarn)는 짧은섬유로이루어져있으며, 꼬

임이들어가있거나, 접착제로결합되어있을수있다. 좋은

품질과높은가격의방적사는섬유장(fiber length)이비교

적긴단섬유를사용한다. 

필라멘트사(filament yarn)는 섬유장이 무한대로 긴 섬

유로구성되어있으며일반적으로여러개가함께있고약간

의꼬임이들어가있다. 매끄러운필라멘트사는각섬유들이

직선적으로이루어져있으며대부분평행하게배열되어있

다. 균일하게부피가큰필라멘트사를텍스처(textured) 벌크

필라멘트사라고부른다. 표 11-1은 패브릭에사용되는실의

타입에따른용도와관련된성질에대하여나타냈다. 그림

11-1에표11-1에서분류한실의형태를보이고있다. 이세

가지타입의실을만드는공정은제10장에서언급하 다.

실의꼬임

꼬임(twist), 실의축을따라섬유가나사선방향으로배열되

어있는것으로실의한쪽끝은고정하고다른한쪽을회전

하여만들어진다. 꼬임의정도는단위길이당꼬임수로표시

한다─꼬임수/인치(tpi) 또는꼬임수/미터(tpm). 꼬임수는실

과제품의성질및실의가격에 향을미친다. 

꼬임의방향

꼬임의방향은S꼬임(좌연)와 Z꼬임(우연)으로나타낸다. S

꼬임은오른쪽아래에서왼쪽위로올라가는방향으로되어

있는꼬임이며 Z꼬임은그반대이다(그림 11-2). 직물에사

용되는실은Z꼬임이일반적이다.

꼬임수

꼬임수는섬유의길이, 실의굵기, 사용처에따라다르게준

다. 꼬임수가증가하면섬유와섬유의결속력이커짐에따라

실의강도도증가한다. 하지만과도한꼬임은실의축에대

하여섬유가직각으로눕게되어섬유사이에전단거동을

하게 되어 실의 강도가 약하게 된다(그림 11-3). 꼬임수가

증가하면실의잔털(hairiness) 수, 안락성, 가격, 린트(lint)

그림11-1●방적사, 매끄러운필라멘트사, 텍스처벌크필라멘트사(좌

에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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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향을준다. 꼬임이적으면실의표면에잔털, 보풀,

린트가많고, 피부에접촉하게되었을때안락함을주며가

격면에서저렴하다. 

섬유장이긴섬유로만든정소면사(combed yarn)는섬

유장이짧은섬유로만든소면사(carded yarn)처럼많은꼬

임을필요로하지않는다. 길고평행한섬유들은단위길이

당섬유끼리더많은접촉을하게되어같은꼬임수에서실

의강도가더세다. 가는방적사는굵은방적사보다더많은

꼬임을필요로한다. 편물에사용되는방적사는직물에사용

되는위사보다꼬임이적게들어가있다. 좋은품질의실은

꼬임이실전체에걸쳐고르게분포되어있다. 또한같은종

류(굵기)의실은높은범위의꼬임수를가지고있을수록좋

은품질을가지고있다. 표 11-2와아래의내용은꼬임수에

따른실의성질을설명하고있다.

모노필라멘트는꼬임을가지고있지않다. 적은 꼬임(약

그림11-2●S꼬임과Z꼬임

S꼬임 Z꼬임
그림11-3●실의꼬임 : 적은것과많은것

적은꼬임

많은꼬임

낮은 꼬임 필라멘트사 : 2∼3tpi* 매끄럽거나 벌키함, 꼬임이 잘 보이지 않음

냅(nap) 꼬임 경사 : 12tpi 벌키하고 부드럽고 불분명하게 보임, 약함

위사 : 6∼8tpi

평균 꼬임 경사 : 25tpi 가장 일반적, 매끄럽고 규칙적이며 내구성이 있고 쾌적함

위사 : 20tpi 매끄럽고 일반적인 패브릭 생산

나일론 양말 : 25∼30tpi

높은 꼬임 단사 : 35∼40tpi 강하고 가는 실, 패브릭은 실 꼬임에 의해 딱딱한 촉감을 가짐

합사 : 16∼18tpi

크레이프(crepe) 꼬임 단사 : 40∼80tpi 이상 좋은 드레이프성과 부피감을 가진 패브릭을 만들며 실이

합사 : 2∼5tpi 패브릭에서 뒤틀리기 쉬움

* tpi - 꼬임수/인치

꼬임수 예 특 성

표 11-2

꼬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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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4●각기다른꼬임수를가진실로만든패브릭의예 : (a) 모노필라멘트, (b) 적은꼬임, (c) 냅꼬임, (d) 평균꼬임, (e) 높은꼬임, (f) 크레이프

꼬임

(a)

(c)

(e) (f)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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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은멀티필라멘트의경우매끄러운표면을가지면서단섬

유(monofilament)들을가지런하게유지시켜준다. 인치당

1∼2꼬임은필라멘트가따로분리되는것을방지해준다(그

림 11-4a와 11-4b). 냅 꼬임(표면에잔털이나와있을정도

의꼬임, napping twist)은고상한방적사를만들때부여한

다. 직물의표면에잔털이많이나와야하는경우위사로사

용된다. 방적사의끝부분에있는잔털들을빗기게되면부드

럽고은은한표면을얻을수있다(그림11-4c).(제17장의잔

털들이나와있는구조참조)

평균 꼬임(average twist)은방적사를만드는데통상적

으로사용되지만필라멘트사의경우는잘주지않는다. 평균

꼬임을준실은가장내구성이있는방적사가된다. 정소면

사, 소모사, 아마사의경우평행하게배열된섬유장이긴단

섬유를가지고만든다. 소면사, 방모사, 거친아마사등은덜

평행한배열을가진짧은단섬유를가지고만든다(그림11-

4d).  

높은 꼬임(강연, hard twist 또는voile twist)을준실은

딱딱한촉감을준다. 꼬임에의하여섬유들은더달라붙게

되고실은치 해져딱딱한촉감을주게된다(그림 11-4e).

이러한효과는단사에꼬임을많이주고합사할때다시꼬

임을많이주게되면극명하게나타난다. 이와같이중복 꼬

임(twist-on-twist)이란단사의꼬임방향과같은방향으로

합사할때꼬임을부가하는것을말한다(그림11-5).(제12장

의직물에있는보일(voile) 직물참조)

크레이프(crepe) 꼬임은 인치당 가장 높은 수의 꼬임(40

∼80tpi)을준것을말한다. 이런방적사나필라멘트사는꼬

임을많이주었기때문에직물로부터뽑아내었을때비틀려

져균형이잡혀있지않다. 크레이프사는매우불안정해서

제직이나편직을하기전에연지(twist-set, 撚止) 공정을해

야만한다. 크레이프사로제대로되었는지확인하기위하여

패브릭으로부터실을빼내어한쪽끝을놓아두게되면그림

11-6에서보인형태로된다. 대부분의크레이프직물은위

사로크레이프사를사용한다. 하지만때로는경사로크레이

프사를사용하기도하며경위사모두크레이프사를사용하

기도한다. 크레이프직물은제12장, 제13장에서다룬다. 

크레이프사의꼬임수를늘리거나꼬임방향을번갈이제

직하면크레이프직물에주름이더많이가게된다. 예를들

면6개의S꼬임사를넣고다시Z꼬임사를6개넣게되면2

개의S꼬임사, 2개의Z꼬임사를번갈아넣은것보다주름이

더욱선명하게나타난다. 

실의굵기

실의번수

실의 굵기 또는 가늘기를 나타내는 것을 실의 번수(yarn

number)라한다. 필라멘트사의경우에는단위길이당의무

게로표현한다. 방적사의경우에는단위무게당의길이로나

타낸다. 방적사의 경우 정의된 무게나 길이가 실의 종류에

따라다르게표현한다. 많은실들이면사시스템을따르므로

여기에서는면사시스템에관하여설명한다. 방적사의경우

그림11-5●중복꼬임을준이합사

그림11-6●직물로부터분리시켰을때크레이프사의꼬이고뒤틀리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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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굵기가가늘어지면굵기를나타내는숫자가커진다. 그

러므로70수는가늘고20수는굵다는것을알수있다. 면사

의 번수는 실의 1파운드에 있는 타래(hank, 840야드)수로

나타낸다(표 11-3). 일반적으로실이가늘수록좋은품질을

나타낸다. 하지만굵은실보다는내구성면에서는좋지않다.

실의굵기와직물의무게사이의관계를표 11-3에보이고

있다. 

방모/소모사와마사의경우도1행크에있는실의길이가

다르다는것을제외하면면사시스템과비슷하다.

데니어

데니어(denier)는 필라멘트사의굵기를표시한다. 데니어는

매끄러운필라멘트사나텍스처사모두사용된다. 

필라멘트사의굵기는실에있는각섬유의굵기와필라

멘트사를구성하는섬유의개수로나타낸다. 필라멘트섬유

와필라멘트사의굵기는단위길이당의무게로표시한다. 섬

유와실모두데니어는9,000m에나가는실이나섬유의무

게로나타낸다. 이러한데니어시스템은실의길이를일정하

게놓아두고생각한다. 즉 숫자가직접적으로실의굵기를

나타내는것으로숫자가작아지면실이가늘다는것을뜻한

다. 표 11-4는다른용도에사용되는일정데니어로만들어

진필라멘트사의예를보이고있다. 

실의데니어는종종필라멘트사로만든직물을표현하는

데에도사용한다. 왜냐하면이러한데니어로의표현은패브릭

제조업자에게부가정보를제공하기때문이다. 즉, 숫자가크

다는것은굵은실을표시한다. 예를들면160데니어패브릭은

330데니어패브릭보다가는실을가지고있다는것을뜻한다.

160데니어패브릭은330데니어패브릭보다부드럽고피부에

닿는촉감이더좋으며내구성이적다는것을뜻한다.

실의데니어는최종사용성능을결정하는데도움을준

다. 데니어를표시하는데있어a/b와같이표시하면a 숫자

얇고 투명한 직물(2.0) 70s* 100s 70 100 58,800 84,000

날염 직물(4.5) 30s 40s 30 40 25,200 33,600

범포(7.5) 13s 20s 13 20 10,920 16,800

*는단사를의미한다.

경사 위사 경사 위사 경사 위사

표 11-3

면사 시스템

직물의 예(무게 oz/yd2) 실의 굵기 행크/파운드 실의 길이/파운드(야드)

20 얇은 양말 2.2

40∼70 트리코트 란제리, 4.4∼7.8

블라우스, 셔츠, 

양말, 얇은 커튼

140∼520 외투, 가구용 패브릭 15.6∼57.8

520∼840 가구용 패브릭 57.8∼93.3

1040 카펫, 편성사 115.6

표 11-4

필라멘트사의 굵기

데니어 용 도 텍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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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실의굵기를나타내는숫자이고b는실을이루는필라멘

트섬유의개수를뜻한다. 각필라멘트섬유의굵기가중요

할때에는 a를 b로나누어필라멘트섬유의굵기를결정하

거나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산업자재용 나일론 직물을

1,000/280이라고표시하면이직물을이루는실은1,000데

니어 굵기의 실을 사용하 으며, 1,000데니어 실은 280개

의필라멘트수로이루어져있다는것을뜻한다. 따라서필

라멘트섬유하나는약3.6데니어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

굵기는가구용, 부드러운백등을만들기에는비교적튼튼하

고내구성이있으며딱딱한느낌을갖게할수있다. 실을데

니어와필라멘트수로표현하는방법은의류및가구류에사

용되는마이크로사를포함하여필라멘트사로만든모든종

류의패브릭에사용된다. 

텍스시스템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모든실에같은방법을적용하여실

의굵기를나타내는 텍스(tex) 시스템을채택하 다. 텍스는

실 1,000미터에 해당되는 실의 무게를 나타낸다. 1텍스는

0.11데니어에 해당된다(텍스=데니어/9). 텍스의 크기가 작

아데시텍스(desitex, dtex)가사용되기도한다. 1데시텍스는

1텍스의10배에해당된다(표11-4).

실의균일도

실의균제도는실의길이방향으로실의모습이나구조가균

일한정도를나타내는것이다. 일반실은길이방향으로굵

기나구조가비슷하다. 실의 길이방향으로섬유의평행한

정도, 섬유의길이, 섬유분포등에기인하여약간의변동이

있을수있다. 예를들면섬유길이의매우다른분포, 평행

하지않은섬유들, 또는마와같이불규칙한굵기를가진섬

유등을가지면균제도가나빠진다. 실의품질은실에존재

하는여러가지요소들의균제성과 접한관계가있다. 

장식사와같은실은의도적으로구조적변화를준실이

다. 이러한불균제는제조공정에의하여일정간격으로나

타난다. 복합사는서로다른요소를포함한실이다. 아래에

서는세가지형태의실에대하여설명한다. 

단순사

단순사(simple yarn)는 모든 부분이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섬유의길이에따라방적사와필라멘트사로구분할수

있으며단순사는섬유의방향, 실의꼬임정도, 실의굵기등

으로구분할수도있다. 그림 11-7은이러한분류에의하여

실을분류한것을보이고있다. 

실을생산하는데사용되는가닥수에의해실을분류하

기도한다. 단순사는단사, 합사, 코드사등으로구분된다.

그림11-7●단순단사의분류

방적사

매끄러운필라멘트사 텍스처벌크필라멘트사

필라멘트사

냅꼬임사 평균꼬임사 높은꼬임사 크레이프꼬임사 크레이프꼬임사낮은꼬임사 낮은꼬임사

단순단사



제11장 실의분류 219

단사(single yarn)는한가닥으로이루어진실로써가장단순

한타입이다. 단사는정방공정에서첫번째꼬임을주면서

생산되는실이다(그림 11-8a).  단순단사는실이형성되면

이후의다른공정을필요로하지않는다. 

방적사, 필라멘트사, 텍스처사등은의류, 가구용패브릭

에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는단순단사이다. 이러한단순단

사는실의모든부분이동일하고한가닥으로이루어져있다. 

합사(ply yarn)는2개이상의단사를합치면서꼬임을준

실을말한다(그림11-8b). 합사에서의각부분을플라이(ply)

라고부르며플라이를연사하는기계를연사기라고부른다.

대부분의합사는단사의꼬임방향과반대방향으로꼬임을

준다. 처음몇번의꼬임은단사의꼬임을풀리게하고꼬여

있는섬유를어느정도펴지게하면서실은약간소프트하게

해준다. 

합사(plying)는실의직경, 강력, 균제성, 품질을향상시

킨다. 합사는때때로직물에서실의강력을증가시키기위하

여경사로사용되기도한다. 이합사는매우높은품질의남

성용셔츠지에사용된다. 이합사는봉제사나수화물을묶는

데사용되기도한다. 단순합사가위사로사용될때는강도보

다는다른효과를내기위하여사용된다. 

코드사는세번째연사공정을거친실로써합사된실을

다시 합연하여 만든 실을 의미한다(그림 11-8c). 재봉사나

몇몇로프등은이코드사로만들기도한다. 코드사는의류

및 가구용 패브릭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나 범포(sailing

cloth, duck)나캔버스등의산업자재용패브릭에사용된다.

봉제사

봉제사(sewing thread)는 재봉틀이나 재봉기에 사용되는

실을뜻한다. 봉제사는여러가지굵기및구조를가지고있

다(예 : 합연사, 코드사, 케이블사, 브레이드사, 텍스처사,

필라멘트사, 모노필라멘트사, 심방적사등). 봉제사는마찰

및응력에잘견디고, 고속의재봉기에서요구되는취급성

때문에종종윤활제나왁스등으로처리한다. 봉제사에는매

우다양한섬유와섬유의혼방, 혼섬등으로사용된다. 선택

되는봉제사는봉제되는재료, 사용처, 요구되는속성에의

하여달라지게된다. 봉제사의굵기는데니어, 텍스, 번수등

으로표시한다.

장식사

장식사(fancy yarn, novelty yarn)는의도적으로실의각부

분을다르게만들고규칙적으로불균일하게만든실이다. 불

규칙성은 미세하게 조정되고 주기는 규칙적이거나 무작위

로만들수있다. 

장식사는단사, 합사, 코드사로만들수있고방적사, 필

라멘트사, 텍스처사, 또는여러가지실의조합에의하여만

들수있다. 장식사는패브릭에독특한효과를가져올수있

다. 장식사는구조가복잡하고하나의장식사를만들기위하

여여러개의실을합하여만들게된다. 

장식사는 몇 가지로 만드느냐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

패브릭에나타나는효과에의하여이름붙여지기도한다. 일

반적으로 장식사는 가구용 패브릭에 사용되며 의류용에는

많이사용하지않는다. 장식사는예술가나장인등이창작을
그림11-8●실의요소 : (a) 단사, (b) 이합사, (c) 코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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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위하여사용되기도한다. 

장식사는각기다른장력을줄수있는장치와각플라이

의공급속도를달리하기위한장치가붙어있는연사기에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연사기는 실에 헐거운 부분, 컬(curl),

꼬임, 루프(loop) 등의 형태를 실의 일부분에 만든다. 다른

색깔의방적섬유를이용하여실에슬러브(slub)을집어넣기

도한다. 정방기에특수한장치를부착하여매듭과같은효

과나슬러브등을일정간격혹은임의대로만들수있다. 

장식사는여러가지목적에의하여만들어진다. 실의타

입과사용되는섬유의종류에따라장식사의특성과성능을

매우다양하게만들수있다.

●장식사는일반적으로합사에의하여만들어지나직물

에강도를부가하기위하여만드는경우는거의없다.

장식사는약하고마모에매우민감하다.

●장식사를한방향으로만사용할때전부위사로만사

용한다. 왜냐하면 위사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경사로사용할때실이끊어지는것을방지하여파사

량을줄일수있기때문이다. 위사는변형이적게걸리

며디자인목적에부합하도록쉽게변경할수있기때

문이다.

●장식사는낮은비용으로평직에독특한효과를가져올

수있다.

●장식사(벌크사)는 직물의구김에대한저항성을크게

하지만직물의촉감을거칠게만든다.

●장식사로만든패브릭의내구성은각플라이의굵기,

플라이가얼마나실에견고하게붙어있는지, 여러부

분의있는섬유종류, 패브릭구조의견고성등에의존

한다. 일반적으로장식의정도가적을수록실이마모

에의한 향이적고쉽게어디에걸려서실이빠져나

오는확률이작아져견고성은좋아진다.

●장식사의가격과품질은구성하는섬유와장식사를이

루는플라이의품질, 장식사를만드는방법및실구조

의균제성과관계가있다.

그림11-9는단사혹은합사구조에따른가장널리사용

되는장식사를분류한것이다. 

트위드사(tweed yarn)는 단사로만든방적장식사의예

이다. 짧은색깔이들어간단섬유뭉치들(트위드)이방적사

에더해져꼬임이들어간다. 트위드는접착성때문에종종

양모를사용한다. 트위드사는의류, 가구용패브릭, 커튼등

에사용된다.

슬럽사(slub yarn)는또다른단사로이루어진방적장식

사이다. 슬러브사의두껍고얇은부분은두가지방법으로

만들수있다. 

1. 슬러브사를만들기위하여주기적으로실에들어가는

꼬임수를변화를준다.

2. 실의두꺼운부분은꼬임을적게주고가는부분은꼬

임을많이준다.

그림11-9●장식사의분류

장식사

단사 합사

트위드사 슬럽사 라티네 스파이럴사 매듭사 스날사 루프사 슬러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