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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rying processes often cause knitted fabrics to shrink. This study obtains proper drying conditions for in

the dryer use that can minimize knitted fabric shrinkage by investigating changes in shrinkage according to

drying conditions. The experiment samples were all machine washable plain, mesh, and lacoste knitted fab-

rics made of 100% cotton. Samples were first washed in a washing machine on a normal cycle. They were

then layered on a flat surface in an artificial climate chamber and dried for 24 hours at 20°C and 40°C, res-

pectively. Shrinkage was measured for 180 minutes at 30 minute intervals after washing. The comparison

results of the shrinkage in the washing and drying process indicate that 80.0% and 23.0% shrinkage of plain

knitted and lacoste knitted fabrics occurred during the washing process. As the samples dried, the shrinkage

of the plain and lacoste knitted fabrics then rapidly increased after approximately 30.0% moisture content.

The highest air drying shrinkage occurred over one cycle with insignificant changes in shrinkage after rep-

eated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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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도심지역의 대기오염과 주거 밀집화 등 일조조건의 악

화 문제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출현하고 있고, 주부

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세탁 및 건조 시간의 단축에 대

한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의류 건조기 사용이 매년 증가

하고 있다(Seo et al., 1999). 대부분의 건조기는 고온의 열

풍 건조로서 피건조물에 함유된 습기를 제거하며, 피건

조물을 통과한 공기는 고온의 습한 공기로 변화하여 외

기로 버려지는 방식이 일반적이다(Hwang et al., 2004;

Lee et al., 1999).

그러나 건조기의 사용은 고온 건조와 물리적 힘의 부

가로 인해 의류 소재의 형태 및 촉감의 변형 등 문제점

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니트 제품은 신축성과 보온성,

활동성이 뛰어나 신체 움직임에 쉽게 적응하고 촉감이

부드러운 장점이 있어 내의류를 비롯하여 스포츠웨어

에 이르기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의복 관리에 있어

수축 등 형태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Ko et al.,

2007). 수축의 주요 원인은 섬유의 팽윤과 내부 긴장의

이완으로 알려져 있으며(Collins, 1939), 일반적으로 니

트의 밀도, 게이지, 꼬임 계수 등의 영향에 따라 다른 수

축 양상을 보이고 있다(Singh et al., 2011). 면 평면 조직

이 물에 의한 팽윤과 탈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축 원인

을 연구한 선행연구(Farrow, 1956)에 따르면, 면이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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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겼을 때 가소성 소재와 같이 거동한다고 하였고, 이는

초기 탄성 계수를 감소시키고 실 팽창에 의한 물리적 변

화를 촉진시키나, 일단 습윤된 시료는 건조됨에 따라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형태를 유지하여 수

축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Suh(1967)는 섬유가 습윤

상태에서 발생한 긴장은 건조 과정 중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니트의 루프 구조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추가의 수축을 발생시키며, 이것

은 꼬임이 있는 합사의 경우 팽윤되어 꼬임 각도가 증

가되고, 이후 건조 과정에서 루프 변형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건조의 개념은 세탁 과정 중 흡수하게 된

물이 제거되는 과정으로, 기계적 방법인 탈수와 열에 의

한 건조가 있다. 기계적 탈수 과정은 섬유에 따라 차이

가 있으나, 보통 25~80%의 수분까지 건조가 가능하며,

나머지는 열 등에 의해 건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단계별로 나타나는 수축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텀블 건조기 사용으로 니트의 경우 15~20%

수축까지도 나타나게 되며, 건조기를 사용하지 않고 공

기 중 건조를 할 경우에도 온도에 따라 수축률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Mikučionienė & Laureckienė, 2009).

건조기에서 수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부 에너지,

수분율 및 열 등이 있으며, 특히 니트 소재의 수축은 건

조기에 의한 텀블링(Tumbling) 등 물리적 힘과 니트 구

조 내부에 남아있던 잔여 스트레스의 이완 작용에 의해

촉진되게 된다(Higgins et al., 2003a, 2003b).

그러나 현재까지 건조에 의한 수축률 연구는 드럼식

텀블 건조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일반적

건조 조건인 자연 건조에서 나타나는 수축 변화 양상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 또한 의류의 수축은 세탁과

건조의 두 가지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나타나는데, 기존

의 연구에서는 세탁에 의해 발생하는 수축과 건조 과정

에서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수축을 분리한 연구가 거의

없어 수축의 발생 단계 및 향후 건조기 사용에 따른 수

축 요인 추출을 위한 기초 자료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의류 건조기 사용이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의류 수축 문제를 해

결하는 건조 조건 매커니즘 개발을 위한 첫 번째 단계

로, 건조기의 수축률 감소의 목표 품질 수준을 외부 힘

이 작용하지 않는 공기 중 자연 건조 상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건조기 사용에 따른

수축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본 연구

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세탁 및 자연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축률을 단

계별로 분석하여 의류 수축이 발생하는 영향을 세

탁과 건조 과정으로 분류한다.

 자연 건조 상태에서 수축률에 미치는 건조 온도 영

향력을 평가하고, 향후 건조기 사용 시 온도의 영향

력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자연 건조 상태에서 건조 시간과 수분율 변화가 수

축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건조기 개발에 있

어 수축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에 활

용한다.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자연 건조의 수축률 결과는

향후 건조기 활용에 의한 수축률 실험결과와 비교함으

로써 건조기 사용에 따른 수축률 감소의 목표값을 설정

하고, 수축률 감소를 위한 건조기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후속연구에 활용하였다.

II. 실 험

1. 시료

시료 선정을 위해 국내 대형 SPA 의류 매장을 대상으

로 시판되는 의류 소재의 빈도수를 사전조사한 후, 세탁

기 사용이 가능한 의류 중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시료 31종을 선택하여 세탁 및 건조를 5회 반복 후 수축

률을 측정하였다. 평균 수축률 10% 이상을 나타낸 시료

10종에 대해 수축률에 대한 확인 실험을 거쳐, 높은 수

축률을 나타낸 시료를 기준으로 최종 3종을 선정하였다.

최종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시료는 <Table 1>과 같다. 선정

된 시료의 섬유는 모두 면 100%로, PJ는 평편(Plain)의

편성물, LJ는 조직 내에 턱편(Tuck)을 갖고 있어 일반적

으로 피케라고 일컬어지는 라코스테 편성물, 마지막 MJ

는 평편과 Transfer 편성이 혼합되어 조직 중간에 빈 공

간이 보이는 메쉬 편성물을 일컫는다.

최종 선정된 시료는 세탁 및 건조 처리 전 20±2
o

C와 60

±5%RH 상태에서 최소 24시간 컨디셔닝 후, 수축률 측정

을 위해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20×20cm의 길이를 표

시하여 준비하였다.

2. 세탁 및 건조 처리 조건

건조 처리 전 모든 시료는 국내 L사의 가정용 드럼세

탁기(모델명: FR17WDA)를 사용하여 표준코스(Co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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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세탁 온도 20±5
o

C 조건에서 헹굼 1회 및 탈수

1회를 실시하였다. 세탁 및 건조 과정에서 피시험물의

무게에 따른 차이를 없애고자, 세탁기에서 제시하는 기

준 세탁물의 무게에 따라 실험대상 시료와 함께 더미로

드(Dummy load)를 사용하여 전체의 무게를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탈수 후 편평한 테이블 위에서 미리 표시해

둔 길이의 변화를 측정하여,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수축

률을 평가하였다.

이후 각 시료는 <Table 2>의 조건에 따라 건조 처리하

였다. 공기 중 자연 건조를 위해 편평 메쉬 판 위에 건조

물을 펼쳐놓는 방식을 사용하여 건조하여, 의류 및 물의

무게에 의해 발생하는 길이 방향의 늘어짐 현상을 방지

하였다. 자연 건조 온도 조건은 향후 건조기 실험과 비교

하기 위해, 건조기 설정 온도 중 가장 낮은 온도 수준인

40
o

C와 일반적 표준상태 온도 조건인 20
o

C로 설정하였

고, 두 온도 조건하에서 24시간 이내 모든 시료가 완전 건

조가 발생할 수 있는 습도 상태를 예비실험을 통해 설정

하였다. 최종 의류 건조는 상대습도 35±5%RH에서 20
o

C

와 40
o

C의 온도로 조정되는 인공기후실에서 건조하였고,

30분 간격으로 180분간 무게와 길이 변화를 측정하여 시

간에 따른 수분율과 수축 패턴을 분석하고, 최종 24시간

이후 길이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수분율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의 완전 건조 후의 길이 변화를 측정

하였고, 다시 표준상태 60±5%RH, 20
o

C의 인공기후실에

서 24시간 컨디셔닝한 후 길이를 측정하였다.

반복 처리에 의한 수축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과정을 5회까지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3. 수축률 측정

세탁 및 건조, 컨디셔닝 과정을 거쳐 각각의 단계에

서 길이를 측정하였다. 최종 수축률은 시료에 따라 수축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Sample code PJ (Plain jersey) LJ (Lacoste jersey) MJ (Mesh jersey)

Fiber Cotton 100% Cotton 100% Cotton 100%

Weave*

Plain knit Knit+Tuck Knit+Transfer

Yarn count (Nec) 30 20 30

Wale density (inch
-1

) 38 28 27

Course density (inch
-1

) 52 48 35

Weight (gram/m
2
) 130 210 101

Table 2. Methods and conditions of experimental drying

Method Conditions

Drying in the air at

20
o
C and 40

o
C

 The wet fabrics are spread on a flat mesh surface in a room of  35±5% relative humidity for 24 hrs,

thus fully dry out.

 Temperature : 20
o
C or 40

o
C

Conditioning at 20
o
C

After drying, fabrics are conditioned on an flat and smooth surface in a 20
o
C room temperature and

60±5% relative humidity for 24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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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의 변화가 방향에 따라 큰 차이가 없어 웨일, 코스 방

향 수축률을 측정한 후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Eq. 1).

수축률(%) = ······ Eq. 1.

L: 처리 후 길이(mm)

III. 결과 및 고찰

1. Moisture contents 변화

<Fig. 1>은 공기 중 180분 동안 건조 시간에 따른 시

료의 수분율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시료에 따라 가

장 빠른 건조 속도를 보이는 것은 단위면적당 무게가

가장 가벼운 MJ(메쉬 조직 편성물)로 나타났으며, 가장

느린 속도는 단위면적당 무게가 무겁고, 실의 굵기가 굵

은 LJ(라코스테 조직 편성물)로 나타났다. PJ와 MJ는 사

용한 실의 굵기가 유사하나, 조직의 밀도와 구조에 있어

서, MJ가 다소 느슨한 편으로 단위면적당 무게가 가벼

워, PJ에 비해 건조가 빠르게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LJ

는 사용한 실의 굵기가 다른 시료에 비해 굵고 턱 조직

의 특성상 두께가 두꺼워지고, 단위면적당 무게는 크게

나타났고, 건조 속도 또한 모든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가

장 늦게 나타났다.

온도에 따라서는 40
o

C의 건조가 20
o

C보다 빠른 속도

의 건조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전체 조건 중 가장 빠

른 건조는 MJ_40
o

C(메쉬 조직 편성물, 40
o

C 건조)로 단

위면적당 무게가 가장 가벼운 편성물을 높은 온도 조건

에서 건조한 시료에 해당된다. MJ_40
o

C는 건조 시간

90분 정도에서 수분율 0% 수준에 도달하여 완전 건조

되는 반면, MJ_20
o

C(메쉬 조직 편성물 20
o

C 건조)는 동

일한 시료지만 건조 온도가 20
o

C로 낮아 건조 시간 180분

까지도 건조가 진행되며, 수분율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건조 속도의 패턴은 비교적 건조 속도가 느린 시료의

경우 시간에 따라 직선적 변화를 보이지만, 건조 속도가

빠른 조건인 MJ_40
o

C, PJ_40
o

C(평편 조직 편성물, 40
o

C

건조), MJ_20
o

C는 초기 빠른 건조 속도를 보이다가 일

정 시간 이후 속도가 완만해지는 곡선의 형태를 보인다.

이것은 단위면적당 무게가 가벼워 온도 조건이 높아 건

조가 빠르게 일어날 때 초기에는 표면에 있는 수분이 쉽

게 증발되고, 이후 내부 수분의 증발이 일어나 속도가 완

만해지는 반면, 건조 온도가 낮거나 시료가 무거운 경

우(MJ_20
o

C, PJ_20
o

C, LJ_40
o

C)에는 초기 수분의 증발

200 L–

200
---------------- 100%

Fig. 1. Moisture contents according to drying time in the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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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와 후반의 속도에 큰 차이가 없는 직선적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2. 수축률

1) 세탁 및 건조 과정의 수축률

<Fig. 2>는 시료별로 세탁과 24시간 건조 및 표준상태

에서 컨디셔닝 후의 수축률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4시

간 건조의 경우 모든 온도 조건하에서 모든 시료의 수분

율이 0.0%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후 24시간 표준상태에

서 컨디셔닝의 경우에도 수분율에 큰 변화는 없었다. 즉

24시간 건조인 경우 온도와 시료의 조건에 상관없이 완

전 건조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PJ의 경우 세탁 직후 약 6.5~6.8%의 수축률을 보이고

있으며, 각각 40
o

C와 20
o

C에서 24시간 건조 후 수축을

측정한 결과, 각각 8.7%와 7.7%의 수축률로 고온 건조

에서 다소 높은 수축률 값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LJ

의 경우 세탁 직후 수축률은 0.5~0.6%로 거의 수축이 나

타나지 않고 있으나, 자연 건조에 의해 40
o

C의 경우 2.6%,

20
o

C의 경우 2.1% 수준이 수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MJ의 경우 세탁 직후에는 1.5% 수준의 수축이 발

생했고, 이후 건조에 의해 4.0~4.6%의 수축이 발생하는

데, 이 경우에도 40
o

C의 고온이 20
o

C 저온에 비해 다소

높은 수축이 발생하였다. 24시간 건조 후, 다시 60±5%

RH, 20
o

C의 상태에서 24시간 컨디셔닝한 후 수축률은

건조 후의 수축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었고 이는 건조

온도가 40
o

C인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위의 결과를 요약하면, 세탁물은 세탁 직후에 수축이

발생하는데,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축률은 시료의

조직에 따라 차이가 있고, 평편 조직(PJ)의 수축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시료에 나타난 최대 수축을 100.0%

로 했을 때, PJ의 세탁 중 수축 발생은 약 78.0~85.0% 수

준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라코스테 편성 조직(LJ)은 세

탁 과정에 발생한 수축이 1.0% 미만으로 거의 없었으나,

자연 건조에 따라 수축이 크게 증가하였고, 전체 최대

수축에 대해 약 23.0% 수준의 수축이 세탁 중 발생하였

고 나머지 76.0% 수준의 수축은 건조 중 발생함을 나타

낸다. 메쉬 조직 편성물(MJ)은 세탁 중 전체 수축률의

32.0~38.0%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수축 62.0~68.0%는 건

조 과정 중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Fig. 2. Shrinkage of fully dried fabrics in the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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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따른 수축률의 차이를 비교하면, PJ는 최종

수축률이 40
o

C와 20
o

C에서 각각 8.7%과 7.7%, LJ는 2.6%

과 2.1%,  MJ는 4.6%과 4.1%의 값으로, 20
o

C 저온이 수

축 감소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Higgins et al.(2003a)

의 연구에 따르면 텀블 드라이를 이용하여 건조할 경우

온도 조건에 따라 수축률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차이

가 있는 것으로, 사용한 시료의 상태, 전처리 조건 및 건

조 조건에 따라 온도가 최종 수축률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초기 건조 시간에 따른 수축률

<Fig. 3>은 180분간 초기 건조 시간에 따른 수축률 변

화를 시료와 건조 온도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세탁 직후 발생한 수축은 자연 건조가 진행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40
o

C의 고온

건조에서 빠른 수축의 증가가 나타난다. 앞선 <Fig. 1>

에서 MJ_40
o

C 건조는 90분 이내에 수분율 0.0% 수준으

로 완전 건조가 일어나는데, 수축률 결과에서도 완전 건

조가 되는 90분 수준에서 포화상태에 이르러 최대 수축

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조건의 경우, 180분의 초

기 건조 시간 동안 수분율이 0.0%에 이르지 않고 2.0%에

서 최대 21.0% 수준까지 수분이 남아 있는 상태로, 수축

률도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고 이후 계속 수축이 발생함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
o

C 저온 건조의 경우 MJ는 시간

증가에 따라 수축의 증가가 보이는 반면 PJ와 LJ는 큰 변

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료의 치밀함과 단위

면적당 무게에 기인한 것으로 40
o

C 고온 건조는 180분

의 초기 시간 동안 내부에 있는 수분까지 증발하는 상태

에 이르러, 수축률이 감소하고, 20
o

C의 저온 건조에서도

단위면적당 무게가 적은 MJ는 내부 수분의 증발이 일

어나면서 수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
o

C

의 저온 건조에서 PJ와 LJ는 180분 동안 표면에서의 건

조만이 발생하고, 내부 증발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수

축 발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4>는 초기 180분 건조 시간 직후 수축률과 24시

간 후 완전 건조되었을 때 수축률 값을 비교하여 보여주

는데, PJ_40
o

C와 MJ_40
o

C는 180분 이내 완전 건조가 이

루어져 더 이상 수축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비해, 다른

경우는 건조가 진행됨에 따라 수축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0분 이후 24시간까지의 수축의 증가율는

온도가 낮은 시료에서 크게 발생하였고, 특히 180분 동

안 내부 수분의 증발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LJ_20
o

C의

건조 조건하에서 180분 이후 수축률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3) 수분율과 수축률의 관계

<Fig. 5><Fig. 7>은 40
o

C 고온의 조건하에서 수분율

에 따른 수축률의 변화를 시료 종류별로 나타낸 그림이

다. PJ는 수분율 50.0~30.0%에 이르는 변화 구간에서 수

축률의 변화가 완만해지는 구간이 나타나는데, 이는 증

발하는 수분의 위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Co-

tton Incorporated(2004)에 따르면 수분율에 따라 수축률

Fig. 3. Shrinkage according to drying time in the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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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 패턴의 중간 지점에 임계점(Critical point)이 존

재하는데, 시료와 건조 조건에 따라 임계점의 값에는 차

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편성물의 경우 수분율 30.0%

수준에서 수축률이 둔화되었다가 급하게 증가하는 패턴

을 볼 수 있다. 이는 수분의 증발이 표면에서 급격하게 이

루어진 이후, 소재 내부의 수분이 증발됨에 따라 수축 속

도가 완만해지며, 이후 내부 증발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

면 팽윤되었던 실과 섬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수축

이 다시 급격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 지

점에서 텀블 건조와 같이 외부적 힘이 작용할 경우 수축

Fig. 4. Comparison between shrinkage of the dried sample for 180 min and that of one for 24 hrs.

Fig. 5. Shrinkage of Plain jersey (PJ) fabric according to moisture contents at 4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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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촉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외부의 힘이 거의 없는

자연 건조 상태에서도 중간에 수축이 둔화되는 현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PJ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며, LJ에서

도 약간의 경향성을 나타내었으나, 건조가 급격하게 일

어나는 MJ는 둔화되는 패턴보다는 직선적 변화만을 볼

수 있었다. MJ는 초기 30분 이내에 수분율이 60.0% 수준

에서 20.0% 이내로 급격한 변화를 보여 이 구간 내에서

둔화되는 패턴의 관찰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며, 향후 급격한 수분율 변화를 보이는 시료는 시간 변화

구간을 짧게 하여, 시간에 따른 수분율 변화에 대한 수축

률 변화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Shrinkage of Mesh jersey (MJ) fabric according to moisture contents at 40
o

C.

Fig. 7. Shrinkage of Lacoste jersey (LJ) fabric according to moisture contents at 4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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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복 횟수

<Fig. 8>은 세탁과 건조의 반복 처리에 의한 수축률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1회 세탁 및 건조

시료와 5회 반복 시료의 수축률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1회 처리에서 90.0% 정도의 수축이

발생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Cotton Incorpor-

ated, 2004). 또한 세탁 및 건조에 의한 수축률은 3회 처

리를 비교한 Mikučionienė and Laureckienė(2009)의 결과

에서도 1회 처리 시 가장 높은 수축률을 보이고 처리가

반복될수록 수추율의 변화가 적어지는 양상과 유사한 결

과이다. 시료에 따라서는 대부분 시료와 건조 조건하에

서 반복 횟수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지만, LJ를 40
o

C 건

조한 경우는 5회 반복 시 4.0%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향후 건조기 활용에 따른 수축률 문제를 해

결하고 수축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건조기

에 비해 수축률 변화가 적은 자연 건조 상태의 수축률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축률의 발생 과정

과 수분율의 변화에 따른 수축률의 변화 양상 및 온도

와 시간의 조건에 따른 영향을 실험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최종 의류 소재에 나타난 수축 현상을 세탁 과정과

건조 과정으로 분류한 결과, 시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평편 니트 소재의 경우 전체 수축

의 80.0% 내외의 수축이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반면, 라

코스테 니트 소재의 경우 전체 수축의 23.0% 수준, 메쉬

니트 소재의 경우 전체 32.0~38.0% 수축이 세탁 과정에

서 발생하였다. 턱이나 트랜스퍼(Transfer) 니트 구조를

갖는 라코스테와 메쉬 편성물에 비해 평편은 내부적으

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적 여유와 루프의 유동성이 커

세탁 과정의 습윤과 물리적 힘에 의해 변화가 큰 것으

로 판단된다.

2. 1회 처리 시 완전 건조 후 수축률은 시료에 관계없

이 40
o

C가 20
o

C 저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건조

온도가 높을 경우 급격한 긴장의 이완이 수축을 촉진하

는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온도와 구조학적 변화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 검토가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Shrinkage according to the number of drying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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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조 시간에 따라 수분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온

도가 높고, 시료가 느슨하고 가벼울수록 수분율이 빠르

게 감소하였고, 가장 빠른 건조를 보인 조건은 MJ(메쉬)

니트 소재를 40
o

C 고온에서 건조하는 경우로, 90분 이내

에 수분율 0.0% 수준의 완전 건조 상태에 도달하였으며,

이 경우 변화 양상은 초기 급격한 감소 이후 완만해지는

곡선을 보였다.

4. 수분율 감소에 따른 수축률 변화는 소재에 따라 다

소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평편 시료 및 라코스테 시료

는 수분율 30.0% 내외 범위에서 수축률이 완만해지는

구간을 보이는데, 이것은 표면의 수분율 급격하게 감소

하는 초기 상태 이후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는 구간에서

수축이 다소 완화되었다가 내부의 수분이 일정 정도 이

상 증발했을 때 다시 수축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자연 건조 상태에서는 온도에 관계없이 세탁 및 건

조 처리 반복에 따라 수축률의 변화는 크지 않았고, 대

부분의 수축은 1회 처리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료 종류에 따라 세탁과 건조 과

정에서 발생하는 수축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며, 이는 수축이 발생하는 과정이 시료의 상태에 따라 상

이할 수 있고, 향후 수축을 감소시키는 조건의 도출을

위해서는 세탁과 건조 전 과정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건조 과정에서 건

조 온도와 시료 종류에 따라 건조 속도 및 수분율 변화

패턴, 그리고 수축률에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향후 건조

기 알고리즘 개발에 있어 온도, 건조 속도 및 변화 패턴

이 수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기계 건조기 사용에 있어 시료의

종류와 온도, 건조 속도 및 변화 양상, 그리고 텀블링과

같은 외부적 힘이 수축률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자연 건조에 대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함으로

써 수축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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