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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optimal washing conditions for dry cleaning recommended fabrics to minimize

dimensional changes using wet cleaning. We suggest water-based alternatives to a perchloroethylene based

cleaning process. Wool and rayon fabrics were laundered under various washing conditions and then air-

dried for 24hrs. All specimens were extended after spinning and shrunk after drying. This is probably

because the fibers were swollen and extended by wetting. The wool fabrics were shown to be acutely

influenced by washing temperature and mechanical force. The optimal washing conditions for wool fabric

to minimize the dimensional change implied a normal washing temperature and minimized mechanical

force. For rayon specimens, dimensional change by a hand wash showed a remarkable decrease compared

with a machine wash. Rayon fabric seemed to be influenced by the quantity of water contained in the fabric

after spinning and washing time. Therefore, the desirable washing conditions for rayon fabric are to reduce

the time required for washing and to increase the spin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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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드라이클리닝은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오구를 제거

하는 세탁방법으로, 지용성 오구 제거에 용이하며, 물

세탁으로 인한 섬유의 수축, 구김 등의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Friedli, 2001; Gold et al., 2008;

Lange, 1994). 하지만 드라이클리닝에 주로 사용되는

유기용제인 perchloroethylene(PCE 또는 perc)은 대기,

토양, 수질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 노출되

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피로, 집중력 저하, 단기기억상

실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추신경계 이상, 간 손상,

신장 손상, 호흡기계 질환 등을 야기한다(Onasch, 2011;

Sinsheimer et al., 2007). 이런 이유로 미국 환경보호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국제 암 연구

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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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단체는 PCE를 발암 우려물질(probable carcinogen),

또는 발암 가능물질(possible carcinogen)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Gold et al., 2008; Sinsheimer et al., 2007).

이처럼 PCE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PCE를 이용한

드라이클리닝을 대체할 수 있는 세탁방법에 관한 연구

가 많아졌다. 정제된 유기용제, 실리콘 기반의 용매, 액

체 이산화탄소 등을 이용한 세탁과 웨트클리닝에 관한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웨트클리닝은 드라이클

리닝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섬세의류의 손

세탁을 기계를 통해 모사한 것으로, 효과적 세탁을 위

한 충분한 기계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세탁으로 인한 섬

유의 손상이 최소화되도록 드럼의 회전을 조절하는 것

이다. 이러한 웨트클리닝을 드라이클리닝과 비교하면

에너지 효율이 좋고, 무독성, 무배출(zero-emission)이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는다(Keoleian et

al., 1997; Keoleian et al., 1998; Sinsheimer et al., 2007).

하지만 드라이클리닝에 사용되는 유기용제에 대한

규제와 웨트클리닝에 대한 관심과는 달리, 웨트클리닝

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웨트

클리닝 과정에서 세탁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세탁성

능을 극대화하는 세탁조건을 결정하고, 웨트클리닝이

가능한 의류 소재의 범위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드라이클리닝이 권장되는 대

표적인 섬유인 양모와 레이온에 대하여, 웨트클리닝으

로 인한 섬유의 형태변화율을 살펴보고, 이를 최소화

하고 동시에 세탁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웨트클리닝

의 조건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판되고 있는 다

양한 웨트클리닝 세제들의 세탁성능과 치수 안정 효과

를 드라이클리닝과 비교 평가하였다.

II. 실험방법

1. 시료

시료는 대표적 겨울용 양복지인 양모/캐시미어(85/15),

대표적 여름용 양복지인 양모/모헤어(60/40), 그리고 양

모(100), 레이온(100)의 표준시험포를 사용하였으며 시

료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세탁

세탁은 손세탁과 기계세탁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손

세탁은 3분간 침지, 3회 헹굼, 3분간 탈수하였고, 기계

세탁은 울코스 세탁 25분(30rpm 2초 회전/20초 정지),

3회 헹굼, 3분간 탈수하였다. 세탁 후 시료들은 그늘에

뉘어서 자연 건조하였다. 세제에 대한 영향도를 살펴

보는 실험에서는 시판되는 국내·외 웨트클리닝용 세

제 16종(D1~D16)을 사용하였고, 이 외의 실험에서는

중성세제 1종(D1)을 선택하여, 권장사용량 2g/l를 사용

하였다. 사용된 16종 세제의 pH는 <Table 2>와 같다.

세탁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EMPA101, EMPA107과

일본 습식 오염포를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세탁조건

은 <Table 3>에 제시되었다. 

드라이클리닝은 500ml 용기 안에 perchloroethylene

100ml와 stainless steel ball 10개를 넣고 Launder-O-

meter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25분간 세탁한 후 깨끗한

Table 1. Characteristics of specimens

Sample No. Fiber content Weave Density (warp*weft) (inch) Thickness (mm) Weight (g/m
2
)

A Wool 85/Cashmere 15 Plain 54 × 51 0.372 182

B Wool 60/Mohair 40 Plain 64 × 50 0.481 133

C Wool 100 Plain 53 × 45 0.289 130

D Rayon 100 Plain 96 × 64 0.137 135

Table 2. The pH values of detergents

Detergent D0 D1 D2 D3 D4 D5 D6 D7 D8

pH 7.33 7.38 7.39 7.40 7.38 7.09 7.43 7.75 8.98

Detergent D9 D10 D11 D12 D13 D14 D15 D16

pH 7.17 7.34 7.44 4.43 9.26 7.33 6.41 7.42

D0: without dete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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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로 헹구어서 자연 건조하였다.

3. 치수 안정성 평가

형태변화율을 이용하여 치수 안정성을 평가하였으며,

이 때의 형태변화율은 AATCC 135에 준하여 측정한

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DC : Dimensional Change

AW : Measurement After Wash

BW : Measurement Before Wash

4. 세탁성능 평가

색차계(Yasuda Seiki)를 사용하여 표면반사율을 측

정하였다. 그리고 표면반사율을 K/S 값으로 환산한 후,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세척률을 계산하였다.

R : Reflectance

D : Detergency

K/SO 

: K/S value for original cloth

K/SS : K/S value for soiled cloth

K/SW 

: K/S value for washed cloth

III. 결과 및 고찰

1. 세탁조건에 따른 직물의 치수 안정성

<Fig. 1>은 양모와 레이온 직물을 10회 반복 세탁하

는 동안 형태변화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양모

시료 A와 레이온 시료 D를 대표적으로 나타내었다. 

레이온 시료 D는 탈수하였을 때 늘어나고 건조하면

DC %( )
AW BW–

BW
------------------------ 100×=

K/S
1 R–( )

2

2 R⋅
-----------------= D

K/SS K/SW–

K/SS K/SO–
-----------------------------=

Table 3. Washing conditions

No. Temperature Spin speed Method

1 15
400rpm

Hand wash
2 30

3 15
1,200rpm

4 30

5 15
400rpm

Machine wash

(wool cycle)

6 30

7 15
1,200rpm

8 30

Fig. 1. Dimensional changes by number of washing cycles (washing conditio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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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줄어드는 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모

든 시료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Baird(1961a, 1961b)의

연구에 따르면, 섬유가 물을 흡수하면 섬유의 반경 방

향으로 팽윤되어 직물의 crimp 곡률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시료는 탈수한 이후 수분을

함유하면서 치수가 증가하고, 건조되면서 다시 crimp 곡

률이 증가되어 치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양모 시료 A는 첫번째 세탁에서 시료가 가장 현저하

게 수축하였고, 이 때는 탈수 후에도 시료의 길이가 증

가하지 않고 수축하였다. 그 이후 세탁횟수 증가에 따

라 단계적으로 점차 수축하였지만, 세번째 세탁 이후부

터는 형태변화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양모 섬유의 경우 직물의 제조

공정에서 장력을 받은 시료가 첫번째 세탁과정에서 완

화수축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 이후의 세

탁과정에서는 완화수축의 영향보다는 펠팅수축에 의

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완화수축

은 직물을 구성하는 구성사들의 상대적인 이동으로 야

기되는 현상인데 반해, 펠팅수축은 실 내부의 구성섬유

들의 상대적인 이동에 기인한다. 이 두 가지 수축은 일

반적으로 세탁시 동시에 발생하는데 세탁 동안 직물

내의 구성사가 이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실 안의

섬유들이 이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적게 소요

되기 때문에 완화수축이 펠팅수축보다 앞서 일어난다

고 보고되고 있다(Knapton et al., 1968). 

10회 세탁실험에서 시료들이 3회 세탁 이후에는 형

태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고려하여, 3회 세

탁 후 시료의 형태변화율을 비교 평가하였다. <Fig. 2>

와 같이 대부분의 시료는 경사가 위사에 비해 수축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제직과정에서 위사에 비

해 상대적으로 장력을 많이 받은 경사가 원래의 상태

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완화수축에 의한 영향을 더욱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시료 C는 위사 방

향으로 수축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시료 C가 다

른 시료들에 비해 특히 위사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세

탁과정에서 위사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수축이 크게 나

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양모를 함유하고 있는 시료 A, B, C는 30
o
C보다 낮

은 15
o
C에서 세탁하였을 때 치수 안정성이 양호하였고,

탈수 속도에 의한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기계세탁에 비해 손세탁의 치수 안정성이 우수함을 확

인하였다.

Fig. 2. Dimensional changes of various washing conditions (after 3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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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료 B는 다른 양모 시료에 비해 형태변화율이

현저하게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시료 B는 꼬

임이 많은 강연사를 사용한 소재로 실의 꼬임에 의해

세탁 후 완화수축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에 꼬임이 많으면 섬유가 실의 길이 방향

으로 큰 각도를 이루면서 helix를 형성하게 된다. 섬유

가 젖게 되면 섬유 직경은 섬유가 팽윤하면서 크게 증

가하고 꼬임에 의해 helix를 형성하고 있는 실은 수축

하게 된다. 반면 섬유가 수분을 흡수하고 팽윤하면서

길이 방향으로 증가하지만 실의 꼬임에 의해 수축된

길이를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실은

수축하게 된다.

시료 D는 레이온 직물로, 양모를 함유한 다른 시료

들에 비해 세탁 후 현저하게 수축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양모와는 반대로 세탁온도 15
o
C보다 30

o
C

에서 치수 안정성이 우수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Gill

and Steele(1961)의 연구에 따르면 비스코스 레이온은

물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레질리언스가 상승하였으

며 30
o
C 부근에서 레질리언스는 최고치를 나타내었다.

셀룰로오스 섬유의 팽윤 정도는 온도에 따른 현저한

차이는 없지만 체인 세그먼트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열적 운동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 Passaglia and Koppehele(1959)의 연구도 셀룰

로오스의 팽윤과 온도와의 상관관계는 매우 미미한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레이온 섬유는 세탁온도

가 30
o
C로 상승하면서 레질리언스가 증가하였기 때문

에 15
o
C에서 세탁한 시료에 비해 치수 안정성이 향상

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손세탁은 세제에서 추천하는 세탁시간인 3분으로

세탁하였는데, 이는 기계세탁과 비교하였을 때 기계력

뿐만이 아닌 세탁시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세탁시간에 의한 변수를 제어하기 위하여 손세탁시간

을 기계세탁시간인 25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모 시

료 A와 레이온 시료 D를 대표적으로 실험하였다. 그

결과 <Fig. 3>과 같이 양모 시료 A는 손세탁시간에 따

른 수축률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양모 시료는 세탁시간보다는 기계력에 의한 수축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레이온 시료 D

는 세탁온도 30
o
C에서 손세탁시간에 따른 형태변화율

은 차이가 거의 없고 세탁기의 기계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5
o
C에서 세탁하였을 때에는 손세

탁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시료는 수축하였고, 세탁시간

이 동일하여도 기계력이 주어지면 수축에 더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 이후, 건조되기까지 시료들의 형태변화과정을

관찰하기 위하여 탈수 후 시료의 함수율을 측정하고

탈수 이후부터 건조에 이르기까지 시료의 형태변화거

동을 살펴 보았다. <Fig.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탈수

후 시료의 함수율은 탈수 속도에 따라 20~30% 정도

차이가 나타났으며, 양모를 함유한 시료 A, B, C는 함수

율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탈수에서부터 건

조에 이르기까지 A, B, C는 각각 0.5%, 0.1%, 2.3% 내외

로 수축하였으며, 시료에 따라 일정한 수준으로 수축

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양모를 함유하

는 시료는 탈수 후 탈수 속도에 의한 잔류 수분의 영향

은 거의 없으며, 세탁과정에서 세탁조건이 시료의 형

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레이온 시료 D는 다른 시료들에 비해 동일한 조건에서

탈수 후 시료의 함수율이 상대적으로 양모에 비해 50~

60% 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탈수 속도가 낮은 시료는

Fig. 3. Effect of soaking time on dimensional changes with 3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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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 속도가 높은 시료에 비해 탈수 직후 1% 정도 더

수축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탈수 이후부터 건

조까지 시료의 형태변화는 세탁온도에 영향을 받아 세

탁온도 30
o
C에서는 4.7% 내외, 15

o
C에서는 4.2% 내외

로 일정한 수준으로 수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에 나타난 시료들의 형태변화율과 탈수 후

함수율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양모를 함유한 시료

A, B, C의 형태변화율은 탈수 후 함수율에 따른 차이

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시료 D

는 형태변화율과 탈수 후 시료의 함수율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Fig. 6>은 시료들의 세탁조건에 따른 형태변화율을

종합적으로 나타내었다. 양모를 함유하고 있는 시료인

A, B, C는 세탁온도가 낮고, 기계력이 작을수록 치수

안정성이 우수하였으며 탈수 속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모 직물은 탈수 후 잔

류 수분량이 수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세탁온

도나 기계력에 의한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레이온 시료 D는 30
o
C에서 짧은 시간 동안 기

계력을 최소화하여 세탁하고, 탈수 속도를 높게 하여

잔류 수분량을 줄였을 때, 건조 후 시료의 치수 안정성

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레이온은 세탁온도,

세탁시간, 기계력, 탈수 속도에 의한 모든 영향이 시료

Fig. 4. Dimensional changes of warp after spinning and drying, and water uptake rate after spinning by washing

conditions (3 cycles).

Fig. 5. Correlation between dimensional changes and

water uptake rate after 3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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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2.세제와 오염포의 종류에 따른 세탁성능과 치수

안정성

시판되고 있는 웨트클리닝 세제 16종을 선정하였고,

카본블랙과 올리브 오일을 함유한 양모 인공 오염포인

EMPA 107과 천연 오구와 유사한 습식 오염포를 사용하

여 세탁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세탁조건은 3, 4, 7, 8번

을 이용하였는데, 이들 조건에서 탈수 속도 1,200rpm과

세탁시간 25분은 동일하지만, 세탁온도는 15
o
C(세탁조

건 3/7)와 30
o
C(세탁조건 4/8)로 다르며, 손세탁(세탁조

건 3/4)과 기계세탁(세탁조건 7/8)으로 구분되어 실시

되었다.

<Fig. 7>은 웨트클리닝 세제와 세탁조건에 따른 오

염포의 세탁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오염포는 손세

탁보다는 기계세탁에서, 상온보다는 30
o
C에서 세탁하

였을 때 세탁성능이 좋았다. 또한 16종의 웨트클리닝

세제들은 세제와 오염포의 종류에 따라 세탁성능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세제의 pH를 측정한 결과 <Table 2>

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세제 D12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세제는 중성에 가까우며, 다른 세제에 비해 다소 알칼

리성을 띠는 세제의 세탁성능이 다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6종의 세제 중 세탁성능이 우수한 5종(D6,

D8, D12, D13, D14)의 세제를 선별하여 3회에 걸쳐 세

탁성능의 재현성을 평가하였다. <Fig. 8>에 나타난 것

과 같이 EMPA 107은 D8, D12에서, 습식 오염포는 D6,

D13에서 세탁성능이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오염포의 종

류에 따른 세제별 세탁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3회 세탁과정에서 매번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웨트클리닝 세제의 치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에서 선별된 5종 세제를 사용하여 7번과 8번의 세탁

조건에서 시료 A를 3회 세탁 한 후 형태변화율을 측정

하였고 <Fig. 9>에 나타냈다. 위사 방향의 치수 안정성

은 세제 D12를 사용하였을 때 다소 양호하게 나타났지

만 경사 방향에서는 세제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

Fig. 6. Effect of washing conditions on overall dimensional changes of warp after 3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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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더욱이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만으로 세

탁한 시료는 세제를 사용한 다른 시료들와 비교하여 형

태변화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시판되

는 웨트클리닝 세제는 세탁물의 수축 방지보다는 세탁

에 대한 역할이 더욱 큰 것으로 사료된다.

3. 드라이클리닝에 의한 세탁성능과 치수 안정성

드라이클리닝과 웨트클리닝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

성능을 평가하였다. <Fig. 10>은 드라이클리닝을 하거

나 웨트클리닝 세제를 사용하여 드라이클리닝 온도와

동일한 상온에서 기계세탁하였을 때 오염포의 세탁성

능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드라이클리닝은

모든 오염포에서 웨트클리닝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하

였을 때에 비해서 세탁성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EMPA 101과 EMPA 107은 지용성 오구인 올리브 오일

을 매개로 하여 고형 오구인 카본블랙이 부착되어 있

고, 습식 오염포도 오구의 성분은 다양하지만 지용성

오구와 고형 오구가 주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러한 지용성 오구를 매개로 하여 부착되어 있는 고형

Fig. 7. Detergency by different detergents and soiled cloths.

Fig. 8. Reproducibility in detergency with 5 deter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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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는 지용성 오구가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쉽게 용해

되면서 용출될 때 함께 탈락되어 용제 속에 분산된다.

전기 이중층에 의한 섬유와 오구 간의 반발력이 크지 않

으므로 반데르 발스 인력에 의해 섬유에 부착되어 있는

고형오구는 제거되기가 어렵고, 다시 재오염이 생기기

쉽다. 반면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물세탁은 계면활성제

가 섬유와 오구 표면에 흡착되면서 전기 이중층이 형성

되고, 계면활성제의 친유기가 용매를 흡착하여 표면이

보다 친액화하여 분산을 안정화하고 재오염을 방지하

여 고형 오구의 세탁성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Cutler &

Davis, 1972).

또한 카본블랙과 올리브 오일을 함유한 양모 오염포

인 EMPA 107은 다른 오염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

은 세탁성능을 보였다. 특히 EMPA 107은 오구의 조성

이 동일하지만 면 오염포인 EMPA 101에 비하여 우수

한 세탁성능을 나타내었다. 양모 섬유는 우수한 레질

리언스와 잔털이 많은 표면을 가지고 있고, 정전기발생

이 적으며 섬유 표면의 스케일에 의해 물의 흡수 속도

가 느리다. 이러한 특성들은 양모 섬유 표면에 오구의

부착을 방해하는데 기여한다(Hopkins, 1953). 따라서 양

모 섬유는 다른 섬유에 비해 오염의 가능성이 낮은 만

큼 세탁에 있어 보다 완화된 세탁방법의 적용도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Fig. 1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웨트클리닝이 드라이

클리닝에 비해 치수 안정성이 다소 낮지만, 이는 2%

이내의 수축으로 비교적 양호한 형태 안정성을 나타내

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양모의 세탁성능에서도 웨

트클리닝이 드라이클리닝에 비해 고형 오구 제거에 더

욱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는 양모 섬

유의 웨트클리닝 적용에 있어서 타당성을 뒷받침해주

고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드라이클리닝 권장 소재들을 웨트클리닝

에 적용함으로써 드라이클리닝 대체 세탁의 가능성을

Fig. 9. Dimensional changes depending on various detergents and washing conditions (after 3 cycles).

Fig. 10. Comparisons of dry cleaning to wet cleaning

in detergency. Fig. 11. Comparisons between dry cleaning and wet

cleaning in dimensional change after washing

(detergent: 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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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드라이클리닝 권장 소재

를 사용하여 다양한 세탁조건에 따라 치수 안정성을

평가하였고, 시판되는 웨트클리닝 세제의 세탁성능과

직물에 대한 치수 안정성을 드라이클리닝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1. 모든 시료는 세탁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축하였

으며, 특히 1회 세탁 후 현저하게 수축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의류제품 제조 공정에서 충분한 습식 공정을

통하여 직물의 완화수축 영향을 미리 제거한다면, 의

류 제품의 세탁에 의한 치수 안정성은 크게 개선되고,

양모나 레이온을 함유한 소재들의 웨트클리닝 적용 가

능성이 기대된다. 

2. 양모를 함유한 소재는 세탁과정에서 기계력과 세

탁온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계력

을 최소화하고 세탁온도를 낮추어 적절한 세탁조건을

유지한다면 양모 소재의 치수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웨

트클리닝 세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레이온 소재

는 세탁온도, 기계력, 세탁시간, 탈수 속도 모두가 세탁

후 치수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세탁시간과 기

계력은 최소화하고, 30
o
C 미온수에서 세탁하며 탈수

속도를 최대로 하였을 때, 레이온 소재의 치수 안정성

이 가장 우수하였다. 

3. 시판되는 웨트클리닝 세제의 세탁조건에 따른 오

염포의 세탁성능은 기계력과 세탁온도가 높을수록 우

수하였고, pH가 다소 높은 약알칼리성 세제의 세탁성

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포의 종류에 따라

세제별 세탁성능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세제와

오염포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차후에 심층적으로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웨트클리

닝 세제에 따른 시료의 치수 안정성 차이는 크게 나타

나지 않았다. 

4. 웨트클리닝이 드라이클리닝에 비하여 세탁 후 시

료의 치수 안정성은 다소 낮았지만, 세탁성능은 웨트

클리닝이 우수하였다. 따라서 독성이 적고, 친환경적

이며 치수 안정성과 세탁성능이 모두 우수한 웨트클리

닝이 드라이클리닝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웨트클리닝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를 향상시키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취급 표시 라벨

을 재정립하고 의류 제품에 적용하는 노력이 뒤따라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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