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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mixed characteristics of oily soil such as mixed ratio, polarity of oily soil on         

contact angle of fabric, removal of oily and particulate soil from PET fabric in oily/particulate soil mixed system.         

The contact angle of fabric in the surfactant solution with suspended oily soil was examined as a fundamental         

environment of detergency of soil from fabrics. Detergency was investigated as function of mixed ratios of oily/         

particulate soil, type of oily soil, surfactants concentration, surfactant type and temperature of detergency in         

surfactant solution. The contact angle of fabric in surfactant solution sharply increased with mixing nonpolar oily         

soil; in addition, the contact angle slightly increased with increasing contents of oily soil and decreased with         

increasing surfactant concentration. The removal of oily and particulate soil from fabric was higher in the solution         

mixed with polar versus nonpolar oily soil. The detergency increased with increasing surfactant concentration and         

the increased temperature of surfactants solution that were relatively improved in NPE compared to DBS         

solutio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detergency of oily and particulate soil showed a similar trend in oily/         

particulate mixed soil systems. The general contact angle of fabric was well related with the detergency of oily and         

particulate soil in oily/particulate mixed soil system, therefore, the primary factor determining the detergency of         

soil in oily/particulate mixed soil system may be the contact angle of fabric caused by wettability.

Key words: PET fabric, Surfactant solution, Mixed characteristics of oily soil, Contact angle, Detergency         

of oily soil, Detergency of particulate soil; PET직물, 계면활성제 용액, 지용성오구의 혼합         

특성, 지용성오구의 세척성, 고형오구의 세척성

I. 서  론
 

실제로 의복에 부착되어 있는 고형오구는 단독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지용성 오염층에 분산되어 있어 섬유   

기질에서의 고형오구의 세척성은 지용성오구의 화학   

적 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용액에서 고형오구는 이온화, 이온흡착, 이온용해   

현상에 의해 표면전하를 가지기 때문에 계면전기적 조   

건이 고형오구의 세척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Imamura & Tokiwa, 1974; Tagawa & Gotoh, 2007).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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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전기적 측면에서 세척거동을 설명하는 요소는 기질     

과 입자 사이에 형성된 전기이중층의 전하종류 및 크       

기가 기본이 되고 이를 응용한 기질과 입자 간의 상호        

작용에너지, 안정화 정수, 에너지 장벽 등이다. 계면전      

기적 요소(Kallay & Matijevic, 1981)외에 고형오구의     

세척성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주요 인자는 고형입자       

및 섬유기질에의 계면활성제의 흡착에 의한 입체적 안      

정화 효과이다(Kang, 2005). 계면활성제가 섬유기질에    

흡착되면 섬유기질 표면에 흡착된 계면활성제의 보호     

막이 입자의 접근은 막고 제거는 용이하게 하는 데, 특        

히 흡착제에 이온화 원자단이 있으면 입자와 섬유기질      

간의 전기이중층 반발이 증가되고 기질과 입자 사이의      

반데르발스 인력은 약해진다. 그리고 입자둘레의 흡착     

막 출현은 입자 사이에 반데르발스 인력이 지배적으로      

작용할 만큼 가까워지기 전에 상당한 자유에너지의 변      

화를 초래하여 섬유기질과 입자 간의 전기적 반발력에      

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지용성오구의 세척성은 롤링업 액정형성, 유화,     

가용화 등이 주된 기전(Tanthakit et al., 2009)으로 작용       

하는데 오구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        

질-지용성오구-세액의 3상 계면에 관여하는 것은 롤링     

업과 액정형성이며, 지용성오구-세액의 2상의 계면에    

관여하는 것은 유화와 가용화이지만, 롤링업과 액정형     

성은 전체 세척과정의 효율과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세척기구로 간주된다(Kim & Chung, 1995;      

Lee & Park, 1997). 지용성오구가 액체일 때는 주로 롤        

링업에 의해 계면활성제 수용액으로 제거되며, 지용성     

오구에 극성 물질이 혼합되어 있을 때는 롤링업 외에       

계면활성제 분자가 지용성오구의 내부로 침투하여 규     

칙적인 배열의 액정을 형성하여 제거되기 쉬운 상태로      

된다(Garrett et al., 2008). 롤링업이나 액정형성은 계면      

활성제의 종류와 농도, 기질의 종류, 세척온도, 오구의      

종류 등의 세척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데, 지용성       

오구의 극성은 지용성오구의 제거거동에 중요한 요소     

이다.

이와 같이 고형오구와 지용성오구의 제거기전은 상     

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이 혼합되어 있을 경       

우 상호간 작용 정도는 혼합되는 비율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면전기적      

현상과 계면활성제 흡착에 의한 입체적 안정화 효과에      

주된 기반을 두고 있는 고형오구의 세척거동이 롤링업      

및 액정형성에 의한 제거기전이 다른 지용성오구와 혼      

재되었을 때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용성오      

구의 혼합특성으로 검토된 사항은 지용성오구의 극성     

및 비극성, 지용성오구의 혼합비, 그 밖의 세척조건으     

로 계면활성제의 농도 및 종류와 세척온도 등이며 그     

리고 지용성오구가 혼재함에 따라 비교적 변화를 가질     

기본적인 세척환경으로 용액의 접촉각을 통한 침윤성     

을 검토하여 세척성과의 상호관련성을 고찰하였다. 고     

형오구로는 계면전기적 현상이 뚜렷한 α-Fe2O3입자를    

제조하여 사용하였고 직물은 표면이 비교적 평활한 폴     

리에스테르를 택하였다. 

 

II. 실  험

1. 시료 및 시약

1) 시료

KS K 0905의 염색견뢰도 시험용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였으며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시약

지용성오구(oleic acid, dodecyl alchol, triolein, liquid     

paraffin), 방사선동위원소(
14

C-triolein과 
3
H-oleic acid),   

scintillation용액, 계면활성제(DBS: sodium dodecyl benzen    

sulfonate, NPE: nonyl phenol polyoxyethyllene ether,     

EO10) 등의 시약은 1급 이상을 사용하였다.

2. 실험방법 

1) 시료의 준비

PET직물을 60
o
C 아염소산 나트륨, 포름산, 질산용     

액에서 60분간 처리하여 암모니아수로 중화하고, 이를     

benzene:ethanol(2:1)의 공비 혼합물로 8시간 속슬레 추     

출한 후 사용하였다.

2) α-Fe2O3 입자의 제조(Matijevic & Scheiner, 1978)

0.005M HCl와 0.3M의 FeCl3혼합용액(pH 3)을 밀폐     

하여 100
o
C항온기에서 14일간 숙성하여 α-Fe2O3입자    

Table 1. Characteristics of fabric

Material Polyester 100%

Yarn number 75d×75d

Weave plain

Fabric count (ends×picks/5cm) 210×191

Thickness (mm)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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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조하고 원심 분리한 다음 80
o
C에서 3시간 건조하       

고 150
o
C에서 1시간 열처리하였다.

3) 접촉각

Contact angle meter(Erma Inc. model G-1)를 이용하      

여 0.01ml 용액를 직물에 점적하여 표면에 액적을 형       

성시켜 1분 경과 후 접촉각을 구하였다.

4) 오염포제작

지용성오구(
14

C-triolein과 
3
H-oleic acid) 및 고형오구    

(α-Fe2O3)를 tetracloroethylene에 분산시켜 오염액을 만    

든 후 이를 5cm×5cm PET직물에 0.1ml씩 균일하게 점       

적하여 약 0.02~0.04µCi의 Counts per minute(cpm)은     

50,000~100,000 정도로 오염포를 제작하여 표준상태에    

서 일주일간 숙성하여 사용하였다. 

5) 직물에서의 지용성오구의 제거

50ml 계면활성제 용액에 오염포 1매를 넣고 규정조      

건의 항온진탕기에서 250rpm으로 60분간 직물에서 지     

용성오구를 제거하고, 1회 헹구어 자연 건조하였다.

6) 지용성오구의 정량

scintillation vial에 시료를 넣고 scintillation용액 20ml     

를 가하여 2시간 방치한 다음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wallac 1414)로 1분간 counting하여 평균한 c.p.m으로     

다음 식에 의하여 제거율을 산출하였다. 

제거율(%)=

D1: 세척 전 시료의 c. p. m(counts per minute)

D2: 세척 후 시료의 c. p. m(counts per minute)

7) 직물에서의 고형오구의 제거

50ml 계면활성제 용액에 오염포 1매를 넣고 규정조      

건에서 250rpm으로 20분 동안 직물에서 고형오구를     

제거하고, 1회 헹구어 자연 건조한 후 직물에 잔류한       

오구와 세액으로 분산된 오구를 동시에 정량하여 다음      

식에 의해 제거율을 산출하였다. 

8) 고형입자의 정량

6N HCl용액으로 α-Fe2O3를 용해하여, hydroxylamine    

hydrochloride로 환원한 다음 O-phenanthroline으로 발    

색시켜, UV-Vis spectrometer(Hewlett-Packard 8452 Diode    

Array Spectrophotometer)로 510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여 α-Fe2O3양을 산출하였다. 

III . 결과 및 고찰

1. 지용성오구 혼합세액의 섬유기질에의 접촉각

액체가 고체 표면을 잘 침윤하느냐의 여부를 판정하    

는 데 접촉각이 자주 사용된다. 접촉각은 액체와 고체    

간의 계면장력이 적고 고체의 표면장력이 크면 접촉각    

이 적어져서 액체는 고체 표면을 잘 침윤하게 된다. 일    

반적으로 용액에 계면활성제가 첨가되면 계면의 응집    

력을 약화되어 계면장력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고체    

표면에의 용액 침투를 용이하게 한다. 용액에 지용성    

오구가 첨가되면 용액의 고체 표면의 침윤성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단독 고형오구의 세척    

성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Fig. 1>은 지용성오구와 그의 혼합조합을 달리하여    

오구 1mg을 0.1% DBS 100ml 용액에 분산하여 PET직    

물에서 접촉각을 측정한 것이다. DBS용액의 PET섬유    

제거율(%)=
세액 내의 제거된 량

직물에 잔류한 량+세액 내의 제거된 량

D1 D2–
D1

-------------------

Fig. 1. Effect of oily soil type on the contact angle of 

the PET fabric in surfactant solution (Surfactant:

0.1% DBS, Oily soil content: 1%).
– 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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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에의 접촉각은 0
o
이지만(Kang, 2007), 이 용액에     

지용성오구를 첨가하면 지용성오구의 종류에 따라 접     

촉각에 차이를 보였다. 올레산과 도데실알콜과 같은     

극성오구인 경우, 계면활성제 용액에 첨가하여도 기질     

의 접촉각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비극성 지용성오구인     

트리올레인과 유동파라핀을 첨가하면 접촉각은 증가    

하는 데 트리올레인의 증가폭이 컸다. 그러나 트리올      

레인에 극성인 올레산을 첨가하면 접촉각은 감소한다.     

지용성오구를 혼합하는 경우 각 지용성오구의 단독 용      

액의 접촉각이 영향을 주어 올레산과 도데실알콜을 혼      

입하면 용액의 섬유기질에 대한 접촉각은 0
o
이고, 트리      

올레인과 유동파라핀을 첨가하면 트리올레인의 접촉    

각보다는 낮고 유동파라핀의 접촉각보다는 높다. DBS     

용액에 비극성 지용성오구가 첨가되면 오구의 용액에     

대한 친액성 부족으로 고체 표면에 대한 침윤성이 감       

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2>는 지용성오구의 첨가함량에 변화를 주어     

지용성오구 및 그 혼합조합에 따라 계면활성제 용액의      

PET직물에서 접촉각을 검토한 내용이다. 용액에 첨가     

되는 지용성오구량이 증가할수록 접촉각은 증가하는    

데, 함량에 관계없이 지용성오구의 종류에 따른 효과      

는 동일하였다. 오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용액의 기      

질에의 접촉각이 증가하는 것은 지용성오구의 함량증     

가는 용액의 소수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Fig. 3>은 지용성오구 분산액의 PET직물에 대한     

접촉각을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변화를 주어 측     

정한 결과이다.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증가하면 지용성     

오구의 종류에 관계없이 접촉각은 감소하는 데 계면활     

성제 농도 1%에서는 지용성오구의 종류에 관계없이     

접촉각이 모두 0
o
였다. 계면활성제의 농도증가에 따른     

액체의 기질에의 접촉각 감소는 전보(Kang, 2007)의     

내용과 일치한다. 전보에서 가공한 PET직물의 친수 및     

소수화에 관계없이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높으면 액체     

의 고체 표면에의 접촉각은 감소하였다. 이는 계면활     

성제의 농도가 증가하면 액적 내의 계면활성제 농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고체 표면의 계면활성제 흡착가능     

성이 증대되어 고체 표면에의 액체 친화성은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트리올레인의 경우 계면활성제 농도     

0.1%에서 0.01%와 유사한 접촉각을 가지지만 계면활     

성제 농도 1%에서 접촉각이 0
o
로 크게 감소하였다.

<Fig. 4>는 0.1% 음이온계 계면활성제 DBS와 비이     

온계 계면활성제 NPE용액에 지용성오구를 분산시켜    

PET직물에서 접촉각을 측정한 결과이다. NPE용액에    

비하여 DBS용액에서 지용성오구의 종류에 따른 접촉     

각의 차이가 많아 극성 오구인 올레산의 접촉각은 0
o
이     

지만 트리올레인의 접촉각은 여전히 높았다. NPE용액     

에서 극성 오구에 비하여 비극성 오구의 접촉각이 큰     

것은 DBS용액과 같지만 올레산의 접촉각이 올레산과     

트리올레인의 혼합오구의 접촉각보다 더 큰 것은 DBS     

Fig. 2. Effect of oily soil content on the contact angle 

of the PET fabric in surfactant solution (Sur-

factant: 0.1% DBS).

Fig. 3. Effect of surfactant concentration on the contact 

angle of the PET fabric in surfactant solution 

(Surfactant: DBS, Oily soil cont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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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과 차이가 있었다.

2. 고형/지용성오구 혼합계에 있어 섬유기질에서의    

지용성오구의 제거 

지용성오구의 제거기전에서 섬유기질에서의 지용성   

오구의 탈락에 작용하는 직접적인 기전은 롤링업과 액      

정형성 그리고 유화현상이고, 세액에 분산된 오구의     

안정성에 기여하면서 간접적으로 지용성오구의 세척    

성에 간여하는 기전은 가용화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       

으로 고형오구와 지용성오구가 혼재하는 경우 지용성     

오구가 메트릭스를 형성하고, 그 속에 고형오구가 분      

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형오구에 지용성오구 
14

C로 표지된 triolein과 
3
H     

로 표지된 oleic acid의 혼합비에 변화를 주어 제작한       

오염포를 40
o
C, 이온강도 1×10

-3
, 0.1% DBS용액에서     

PET직물에서 지용성오구를 60분간 제거하여 방사선    

분석법에 의하여 지용성오구의 제거량을 검토한 결과     

는 <Fig. 5>와 같다. 트리올레인은 고형오구에 혼합하      

는 함량이 증가하더라도 섬유기질에서 제거되는 지용     

성오구량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리올레인과 올레     

산의 혼합지용성오구에 있어선 고형오구에 혼합되는    

지용성오구의 혼합비가 증가할수록 섬유기질에서 제    

거되는 지용성오구량은 감소하였지만 올레산의 경우    

혼합비 1:10에서 다소 제거량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혼     

합비에 따라 제거량되는 순위가 다소 변하여 혼합비가     

낮은 경우 올레산, 올레산과 트리올레인 혼합, 트리올     

레인 순으로 제거량이 많지만 혼합비가 증가하면 트리     

올레인에 비하여 올레산과 트리올레인 혼합오구의 제     

거량이 낮아진다. 한편 지용성오구의 혼합비에 따라 섬     

유기질에 부착되는 지용성오구량을 검토한 전보(Kang,    

2010)에 의하면 지용성오구의 함량에 관계없이 극성 올     

레산이 비극성 트리올레인보다 섬유기질에 부착되는    

양이 많고, 고형오구에 혼입되는 지용성오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섬유기질에 부착되는 올레산의 양도 급격     

히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올레산의 부착과 제거량이     

동시에 많은 것은 올레산의 극성 특성에 기인하는 결     

과로 생각된다. 

<Fig. 6>은 고형과 지용성오구의 혼합비를 1:1로 하     

여 음이온 계면활성제인 DBS농도 및 계면활성제의 종     

류에 변화를 주어 <Fig. 5>와 같은 조건에서 PET섬유     

기질에서 지용성오구의 제거량을 검토한 내용이다.    

DBS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섬유기질에서 제거되는 지     

용성오구량은 증가하지만 지용성오구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어 비극성 오구인 트리올레인보다는 극성 오     

구인 올레산이나 올레산과 트리올레인 혼합오구에서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계     

면활성제 농도에 따라 지용성오구의 거동에 차이가 있     

Fig. 4. Effect of surfactant type on the contact angle 

of the PET fabric in surfactant solution (Sur-

factant concentration: 0.1%,  Oily soil content:

1%).

Fig. 5. Effect of blend ratio of particulate/oily soil on 

the removal of oily soil from the PET fabric in 

surfactant solution (Surfactant: 0.1% DBS, Tem-

perature: 4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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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계면활성제 농도 0.01%에서는 올레산보다 올레산     

혼합오구의 제거량이 많았다. 0.1% 음 및 비이온계면활      

성제 용액에서의 지용성오구의 제거량은 DBS용액보    

다는 NPE용액에서 제거량이 많았고 지용성오구의 종     

류에 따른 효과도 DBS용액과 차이를 보여 트리올레인,      

올레산, 올레산과 트리올레인 혼합 순으로 제거량이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용성오구의 섬유기질에의     

부착량을 검토한 전보(Kang, 2010)에서 DBS용액에서    

보다는 NPE용액에서 섬유기질에의 지용성오구의 부    

착량이 낮은 결과와 세척효율의 긍정적 측면에서 같      

았다.

세척온도는 세척효율의 주요 영향 요인이다. 세척온     

도가 세척효율에 주는 영향은 긍정적인 요소과 부정적      

요소가 있는 데, 이들은 오구의 종류와 용액의 조건에       

따라 작용범위가 다르다. <Fig. 7>은 고형 및 지용성 혼        

합오구로 오염된 포를 세척온도에 변화를 주어 0.1%      

DBS용액에서 섬유기질에서 지용성오구를 제거한 결    

과이다. 

지용성오구의 종류에 관계없이 세척온도가 상승하    

면 섬유기질에서 제거되는 지용성오구의 량은 증가하     

였다. 세척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용성오구의 제거량     

이 증가하는 것은 온도상승에 따라 지용성오구의 제거      

기전인 롤링업과 액정형성이 용이해지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세척온도가 지용성오구의 제거율에 미치는 효     

과는 지용성오구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척온도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올레산과 올레산이    

혼합된 오구에서 제거율이 높았고 비극성 오구에서 낮     

았다. 세척온도에 따라 지용성오구의 부착량을 검토한     

전보(Kang, 2010)에 의하면 용액의 온도가 증가하면     

섬유기질에 부착하는 지용성오구의 량은 증가하고 트     

리올레인, 올레산, 올레산과 트리올레인의 혼합 순으     

로 부착량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제거량의 검     

토한 내용와 동일한 것으로 세척온도가 상승하면 부착     

및 제거량이 증가하는 것은 세척효율에서 긍정적 부정     

적 측면이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앞서 검토된 세척조     

건으로 지용성 오구의 종류, 지용성오구의 함량, 그리     

고 계면활성제 농도의 효과가 세척효율의 측면에서 동     

일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3. 고형/지용성오구 혼합계에 있어 섬유기질에서의    

고형오구의 제거

계면전기적 현상 및 계면활성제의 흡착에 의한 입체     

적안정화 효과에 주로 영향을 받는 고형오구의 세척성     

이 혼재된 지용성오구의 세척기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8>은 고형오구와 지용성오구 혼합으로 오염된     

PET직물을 40
o
C, 이온강도 1×10

-3
, 0.1% DBS용액에서     

Fig. 6. Effect of surfactant concentration and type on 

the removal of oily soil from the PET fabric in 

surfactant solution (Particulate:oily soil=1:1, 

Temperature: 40
o
C).

Fig. 7.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removal of oily 

soil from the PET fabric in surfactant solution

(Particulate:oily soil=1:1, Surfactant: 0.1% D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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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rpm으로 20분간 PET직물에서 고형오구를 제거한    

결과이다. 고형오구에 지용성오구가 혼합되면 섬유기    

질에서의 고형오구입자의 제거량은 지용성오구의 종    

류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 올레산 및 도데실알콜과 같       

은 극성 오구가 고형오구에 혼합되면 섬유기질에서 제      

거되는 고형오구량은 증가하지만 트리올레인과 유동    

파라핀과 같은 비극성 오구가 혼합되면 고형오구제거     

량은 급격히 감소한다. 그리고 2가지 지용성오구를 동      

시에 혼합할 때 극성과 극성, 극성과 비극성 지용성오       

구의 혼합조합에 있어선 단독 고형오구에 비하여 제거      

량이 많았지만, 비극성과 비극성 조합에서는 비극성     

단독 혼합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극성 지용성오구가      

혼재된 경우 고형오구의 제거력이 향상된 것은 메트릭      

스 역할을 하였던 지용성오구가 극성의 물에 대한 친       

화성으로 쉽게 제거되고 그에 따라 고형오구를 동반      

탈락시켰고, 비극성 지용성오구는 물에 대한 친화성     

부족으로 제거가 어려웠고 그에 따라 고형오구의 제거      

도 어려워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용성과 고형오구의 혼합오염계에 있어 고형오구    

의 부착량을 검토한 전보(Kang, 2010)에 의하면 지용      

성오구가 혼재하면 섬유기질에 부착되는 고형오구의    

양은 감소하고 지용성오구의 종류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지만 입자의 제거거동은 지용성오구의 극성 여부에     

따라 차이가 커서 비극성 지용성오구가 첨가되면 고형     

오구 단독 오염에 비하여 제거율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Fig. 9>는 <Fig. 8>과 같은 세척조건에서 지용성     

오구의 혼합량에 변화를 주어 섬유기질에서 고형오구     

의 제거량을 검토한 내용이다. 지용성오구의 혼합량이     

증가하면 고형오구의 제거량은 다소 증가하지만 혼합     

량에 따라 고형오구의 제거되는 순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전보(Kang, 2010)에서 지용성오구의 함     

량이 증가하면 섬유기질에의 입자오구의 부착량이 다     

소 감소하는 것과는 세척효율의 측면에서 같은 긍정적     

결과이다. 혼합량의 증가에 따라 고형오구의 제거량이     

다소 증가하는 것은 앞서 검토된 지용성 혼입함량에 따     

른 섬유기질에서의 지용성오구의 제거거동과 다소 차     

이가 있었다. 지용성오구의 혼합비가 1:10-15로 지용     

성오구의 함량이 많으면 올레산과 트리올레인의 혼합     

오구에 비하여 올레산 단독 오구의 제거율이 높았다. 그     

리고 지용성오구의 혼합량에 관계없이 비극성 오구인     

트리올레인에 비하여 단독 올레산, 트리올레인과 올레     

산 혼합오염군에서 기질에서 입자의 제거량이 많았다.

<Fig. 10>은 <Fig. 8>과 같은 조건에서 오염포를 만     

들어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라 섬유기질에서의 고형     

오구입자의 제거량을 검토한 결과이다. 지용성오구의    

Fig. 8. Effect of oily soil types on the removal of α-

Fe2O3 particles from the PET fabric in sur-

factant solution (Particulate:oily soil=1:1, Sur-

factant: 0.1% DBS, Temperature: 40
o
C).

Fig. 9. Effect of blend ratio of particulate/oily soil on 

the removal of α-Fe2O3 particles from the PET 

fabric in surfactant solution (Surfactant: 0.1% 

DBS, Temperature: 4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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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여부에 따라 계면활성제농도가 고형오구의 섬유     

기질에서의 제거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다.     

단독 고형오구가 오염된 직물에서는 계면활성제 농도     

0.1%에서 섬유기질에서 제거되는 고형오구의 량이 가     

장 많지만 지용성오구가 혼합된 오염포에서는 혼합된     

지용성오구의 종류에 관계없이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섬유기질에서 제거되는 고형오구의 량을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용성오구의 종류에 따른 고형오     

구의 제거효과는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관계없이 올레     

산 및 트리올레인과 올레산이 동시에 혼입된 경우 크       

지만 트리올레인에서 낮았다. 지용성오구의 섬유기질    

에서의 제거도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     

하나 계면활성제 농도 0.01%와 0.1%의 차이가 적지만      

고형오구의 제거에 있어선 계면활성제 농도 0.1%와     

1%의 차이가 적어, 지용성오구에 비하여 고형오구의     

세척효율에의 최적 계면활성제 농도는 낮다. 계면활성     

제 농도가 증가하면 기질에서의 오구제거가 증가하는     

것은 계면활성제의 농도증가에 따라 입자나 기질에 흡      

착되는 계면활성제의 량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기질      

및 입자의 (−)표면전하 증가에 따라 전기이중층에 의      

한 반발력도 증가하고 입체적 안정화 효과도 나타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 11>은 이온강도 NaCl 1×10
-3

, 0.1% DBS 음이       

온 및 NPE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용액에서 PET직물에      

서 고형오구 입자의 제거량을 검토한 결과이다. 단독     

고형오구에 비하여 지용성오구가 혼합된 경우 계면활     

성제 종류에 따라 고형오구의 제거량에 차이가 많았다.     

그리고 DBS에 비하여 NPE용액에서 지용성오구의 종     

류에 관계없이 섬유기질에서 제거되는 고형오구의 량     

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지용성오구의 종류에 관계     

없이 비슷하지만 트리올레인의 경우 계면활성제의 종     

류에 따른 차이가 컸다. DBS용액에 비하여 NPE용액     

에서 지용성오구가 혼합된 상태에서 고형오구의 제거     

량이 많은 것은 DBS용액에 비하여 NPE용액에서 지용     

성오구의 세척성이 아주 좋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생각되어 혼합오염계에 있어 오구의 제거거동은 각     

오구가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상호작용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Fig. 12>는 이온강도 1×10
-3

, 0.1% DBS용액에서 세     

척온도에 변화를 주어 20분간 세척하여 섬유기질에서     

의 고형오구입자의 제거량을 알아본 결과이다. 세척온     

도에 관계없이 비극성 지용성오구인 트리올레인이 혼     

합되면 섬유기질에서 고형오구의 제거량이 현저히 감     

소하지만 극성 오구인 올레산이 혼합되면 고형오구의     

세척성은 다소 증가하였다. 그리고 세척온도의 증가에     

따른 고형오구의 제거량은 지용성오구의 혼입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단독 고형오구인 경우 세척온도     

Fig. 10. Effect of surfactant concentration on the re-

moval of α-Fe2O3 particles from the PET fabric

in surfactant solution (Particulate:oily soil=1:1,

Surfactant : DBS, Temperature: 40
o
C).

Fig. 11. Effect of surfactant type on the removal of α-

Fe2O3 particles from the PET fabric in sur-

factant solution (Particulate:oily soil=1:1, Tem-

perature: 40
o
C).
– 1249 –



112 한국의류학회지 Vol. 35 No. 10, 2011

 

 

 

 

 

  

 

60
o
C에서 급격히 제거량이 감소하지만 지용성오구가    

혼합되면 세척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직물에서의 고형     

오구의 제거량은 다소 증가하였다. 고형오구가 단독으     

로 오염된 경우는 60
o
C에서 다른 세척온도에 비하여      

세척효율이 낮은 데, 이는 지용성오구가 롤링업과 같은      

세척온도가 변수가 되는 기전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단       

독 고형오구인 경우 세척온도의 상승이 섬유기질의 간      

극을 확대시키고, 고형오구 또한 에너지에 따른 유동성      

이 증가하고, 입자와 섬유기질에 흡착된 계면활성제가     

표면에서 이탈하면서 계면활성제 흡착에 따른 입체적     

안정화 효과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면 섬      

유기질에서의 제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핵심인 접촉각과 지용성 및 고형오구의      

세척성 간의 상호관련성을 총괄적으로 고찰하면 세척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접촉각이 적을수록      

지용성오구와 고형오구의 제거량이 증가하여 지용성    

및 고형오구가 혼재된 세척계에 있어 접촉각은 섬유기      

질의 세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       

각되며, 또한 섬유기질에서 제거되는 고형오구는 지용     

성오구와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 양자간 상호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  론
 

 지용성/고형오구의 혼합오염계에 있어 지용성오구    

의 혼합특성이 용액의 기질에 대한 침윤성과 기질에서     

의 지용성오구 및 고형오구의 세척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용액에 비극성 지용성오구의 혼입하면 접촉각은     

급격히 증가하는 데 첨가되는 지용성오구의 량이 증가     

할수록 접촉각도 증가하였다. 지용성오구의 종류에 관     

계없이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증가하면 접촉각은 감소     

하였고 NPE용액보다 DBS용액에서 지용성오구의 종    

류에 따른 차이가 많았다.

2) 지용성오구의 세척성은 비극성보다는 극성 오구     

에서 높았고, 혼입되는 지용성오구량이 증가할수록 다     

소 감소하였지만, 계면활성제 농도가 증가하면 지용성     

오구 세척성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DBS용     

액보다 NPE용액에서 지용성오구의 제거량이 많았고,    

세척온도가 상승하면 지용성오구의 세척성도 증가하    

였다. 

3) 고형오구의 세척성은 지용성오구의 극성 여부 및     

계면활성제 농도 및 종류, 그리고 세척온도와 같은 세     

척조건에서 지용성오구의 세척성과 유사하였지만 지용    

성오구의 혼입량에 따른 결과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4) 세척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용성오구 혼입용액의 PET직물에서의 접촉각이 높    

으면 지용성오구 및 고형오구의 세척성이 감소하고,     

지용성오구와 고형오구의 세척경향은 유사하여 상호    

간 관련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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