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성물 /의류 제조 시 미국산 
코튼을 사용할 때 얻게 되는 
섬유 처리 이점에 대한 평가 
코튼카운실인터내셔널(COTTON COUNCIL INTERNATIONAL)이 발간한 연구백서 

예히아 엘모가지 (YEHIA ELMOGAHZY)와 데이빗 샛소(DAVID SASSO)가 실시한 연구
최종보고서, 2017년
COTTON USA SOLUTIONS® 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2016년 가을, 예히아 엘모가지 (Yehia Elmogahzy)와 데이빗 
샛소 (David Sasso)는 아시아 지역의 한 방적업체에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고품질 링스펀 코마사의 새로운 수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확장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확장의 일환으로, 이 업체는 이전에 사용했던 것보다 높은 품질의 (
오염도가 낮은) 코튼을 찾고자 했고, 세 가지 코튼이 사용되었습니다: 
(a) 믹스 1, 100% 미국산 코튼 베일; (b) 믹스 2, 100% 인도산 코튼 
베일 (샹카-6 타입); (c) 믹스 3, 호주,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코튼 
베일 각각1/3씩 혼합. (이 업체는 당초 세번째 믹스 채택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링 스피닝 시스템이 사용되었으며, 생산된 면사는 싱글 저지 니트 
직물용 20수 및 60수 코마사입니다. 

배경



통제 절차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세 가지 코튼 믹스에서 기본 섬유 특성의 유사한 
평균값을 유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모든 코튼 
베일은 해당 업체의 실험실에서 이용가능한 HVI 시스템 및 AFIS를 
사용하여 테스트했습니다. 

Appendix I에 나와있듯이, 세 가지 코튼 믹스의 HVI 섬유 특성 (
마이크로네어, 섬유장 및 강력도) 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생산 및 보관 
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그 외 섬유 특성들(Appendix I에서 확인 
가능)은 다소의 상이성을 보였으나 성능상의 차이는 원산지에 근거한 
코튼의 품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전반적으로는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통제 절차

이 모든 실험 시도는 Appendix II에 기술된 처리 작업 라인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처리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ROTARY BALE PLUCKER
2. AXIFLOW PRE-OPENING AND CLEANING UNIT
3. MULTI-MIXER
4. LVS
5. FINE CLEANING AND OPENING UNIT
6. CHUTE FEED SYSTEM
7. CARDING MACHINE
8. BREAKER DRAWFRAME
9. UNILAP AND COMBING MACHINE
10. COMBER NOIL

이와 같은 통제 (섬유 품질 및 처리) 조건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실험자들은 성능 상의 차이가 각 원산지 국가 내에서의 개별적 차이라기 
보다는 코튼의 원산지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 가지 코튼 믹스가 보인 처리 과정에서의 성능은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했습니다: 

1. 처리 과정 동안의 섬유 넵 및 종피 넵 (seed coat neps)의 변화 
2. 처리 과정 동안의 폐기물 제거  
3. 처리 과정 동안의 짧은 섬유 내용물의 변화  

결과 – 섬유 처리 단계에서의 성능  



미국산 코튼은 준비 (opening) 및 세척 (cleaning) 단계에서 가장 
낮은 넵 증가율을, 카딩 및 코밍 단계에서는 가장 높은 넵 제거율을 
나타내면서 인도산 코튼 넵의 55%, 호주/우즈벡/파키스탄 혼합 
코튼의 47% 수준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종피 넵의 경우도 전체 넵 (total neps)에 있어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미국산 코튼 (그램 당 2 종피 넵) 은 인도산 코튼의 57% 
수준, 호주/우즈벡/파키스탄 혼합 코튼의 25%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산 코튼이 가장 우수한 넵 성능을 보였습니다.  

100% 미국산 코튼  100% 인도산 코튼  호주/우즈벡/파키스탄 

최초 넵/g 229 163 228

준비 및 세척 단계에서의 증가/g 64 (29%) 152 (93%) 166 (73%)

카딩 넵 제거/g  237 (81%) 227 (72%) 284 (72%)

코밍 넵 제거/g 38 (67%) 55 (63%) 68 (66%)

은 코마사 넵/g 18 33 38

최종 vs. 최초 넵/g 8% 20% 17%

은 코마사 종피 넵 /g 2 3.5 8



미국산 코튼은 처음부터 세 종류의 코튼 믹스 중에서 가장 낮은 폐기물 
함량을 가지고 처리 과정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척 및 카딩 
단계에서 가장 높은 폐기물 처리율을 나타냈으며, 은 코마사(combed 
sliver)에서 가장 낮은 폐기물 함량을 보이며 처리과정을 마쳤습니다. 
이 수치는 인도산 코튼보다49% 낮고, 호주/우즈벡/파키스탄 혼합 
코튼보다 60% 낮았습니다.

미국산 코튼이 처리 과정에서 가장 우수한 ‘폐기물 제거  
(TRASH REMOVAL)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100% 미국산 코튼  100% 인도산 코튼  호주/우즈벡/파키스탄 

최초 폐기물 함량/g  44.8 71.8 76.7

준비 및 세척 시점의 폐기물 함량 
감소 20% 11% 14%

준비 및세척 이후의 폐기물/g 35.8 63.9 66.0

카딩 단계에서의 폐기물 감소 89% 88% 85%

카딩 이후의 폐기물/g 3.9 7.7 9.9

코밍 단계에서의 폐기물 감소 75% 75% 75%

코밍 이후의 폐기물/g 1.0 1.9 2.5



또한, 노일 코마사 (comber noil) 샘플에서 보다 낮은 보푸라기 함량
(lint content)/보다 높은 폐기물 함량 (trash content)을 나타냈듯이 
미국산 코튼은 가장 높은 세척 효율성(cleaning efficiency)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산 코튼이 처리 과정에서 가장 우수한 ‘폐기물 제거  
(TRASH REMOVAL)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100% 미국산 코튼  100% 인도산 코튼  호주/우즈벡/파키스탄 

comber noil waste 에서 lint 
함량 55% 62% 61%

가시 폐기물 (Visible trash) 37% 23% 21%

비가시 폐기물 (Invisible trash)  8% 15% 18%

세척 효율성 (Cleaning 
efficiency)  45% 38% 39%

시작부터 타 원산지에서 생산된 코튼에 비해 낮은 폐기물 함량을 지녔고 
세척 효율성은 높은 미국산 코튼을 사용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산 
코튼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제품은 보다 적은 운영비용으로 보다 높은 
품질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링 방적 또는 공기분사 방적 시, 방적 기계에 도착한 짧은 섬유들이 
방적 준비 동안에, 특히 코밍 작업 동안에 제거되지 않으면 강도는 낮고 
균일하지 못한 원사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미국산 코튼은 시작 단계에서는 다른 코튼 믹스들에 
비해 약간 더 낮은SFC를 보였으나, 준비 단계의 각 세부 공정을 거치며 
비교 우위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코밍 이후. 미국산 코튼은 SFC수치가 
인도산 코튼보다 25% 낮았고 호주/우즈벡/파키스탄 혼합 코튼보다 
37% 낮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산 코튼은 처리과정에서 SFC (SHORT FIBER 
CONTENT) 감축에 있어 현저하게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100% 미국산 코튼  100% 인도산 코튼  호주/우즈벡/파키스탄 

최초 SFC (%) 23.7% 24.8% 26.0%

준비 및 세척 단계에서의 변화 +2% +13% +2%

준비 및세척 이후의 SFF 24.2% 28.0% 26.5%

카딩 단계에서의 변화 -1% -4% -2%

카딩 이후의 SFC 23.9% 26.9% 26.0%

코밍 단계에서의 변화 -63% -56% -46%

최종 SFC (%)  8.9% 11.8% 14.0%



CCI is an equal opportunity employer and provider.

결론 

이번 실험에서 미국산 코튼이 처리 공정 과정에서 세 개 평가 기준 (넵 제거 
및 최종 넵 함량, 폐기물 제거 및 최종 폐기물 수준, 그리고 준비, 카딩 및 
코밍 이후의 SFC 수치 )모두에서 비교 대상 코튼들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COTTON USA의 전문가 그룹은 세계 각지의 100여 개
방적공장을 방문하여 이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우리의 
파트너사들이 사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OTTON USA SOLUTIONS® 프로그램. 더 보기.

BROUGHT TO YOU BY: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귀하가 속한 지역의 담당 CCI 대표에게 
연락하세요.  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니트 직물에서 미국산 코튼의 내구성 이점에 대한 평가  

편직 원단/의류 제조 시 미국산 코튼을 사용할 때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에 
대한 평가  

터키 공장의 검사 절차 수정으로 인해 파운드 당 7센트에 해당하는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편직물 및 의류 제조 시 미국산 코튼 함량이 높은 원사를 사용할 경우 얻는 
기술 및 경제적 이득  

다양한 COTTON USA MILL STUDIES 열람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