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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is increased interest in clothes dryers and garments made of spandex-blend woven fabrics; how-

ever, there is limited information available for the laundering and drying these clothes. This study investig-

ates the effects of washing and drying on shrinkage, skewness, and wrinkle for woven fabrics with and with-

out spandex. When spandex with good elastic recovery was blended, the deformed shape from washing and

drying improved skewness and wrinkle by easily returning to its original shape. However, these properties

had a negative effect on shrinkage in terms of length and area change. When the influence of clothes main-

tenance was classified, the drying process had the biggest influence of 58%, followed by spinning-rinsing-

washing. Tumble drying, in which the fabric is exposed to mechanical force and heat for a long period, had

more negative effects on the dimensional stability than line drying. The spandex blend had the effect of pre-

venting skewness and wrinkle in garments, but it was also shown to accelerate shrinkage by garment main-

tenance cycles. It was important to control drying in order to reduce shrinkage during the maintenance pro-

cess; consequently, thi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dimensional stability of fabrics. Therefore, line dry-

ing was more advantageous for spandex-blend fabrics than tumble drying in terms of management for shrin-

kage, skewness, and wrinkle.

Key words: Spandex, Drying, Shrinkage, Skewness, Wrinkle; 스판덱스, 건조, 수축, 뒤틀림, 구김

I. 서 론

세탁 후 의류제품을 건조함에 있어, 우리나라는 자연

건조를 선호해 왔지만, 미세먼지 증가 및 이상기후와 같

은 기후환경적 이슈와 1인 가구의 급증 및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의류건조기에 대

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Jung, 2016; Lee et al., 1999;

Seo et al., 1999). Kim et al.(2009)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은 이미 1990년대에 80%가 넘는 가정에서 의류건조기

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7,600만 대에 해당하는 수치

로, 의류건조기의 보편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는 공간과 인프라의 제약으로 인해 미국과 같은 단

독형 의류건조기보다는 건조일체형 드럼세탁기가 주로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unghee@snu.ac.kr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BK21 플러스 의류 ·패

션전문 창조인재 양성팀(22B20130000043)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2017,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EISSN 2234-0793
PISSN 1225-115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41, No. 3 (2017) p.458~467

https://doi.org/10.5850/JKSCT.2017.41.3.458

〔연구논문〕



세탁 및 건조과정에 의한 스판덱스 혼방 직물의 변형 비교

– 459 –

보급되어 왔으며, 이는 복사에 의해 열을 전달하고 응축

에 의해 증발된 수증기를 제거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

에 건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Park et al., 2007; Seok et al., 2009). 건조과정에서 의류

소재는 열뿐 아니라 다양한 힘의 영향을 받아 수축이나

뒤틀림과 같은 변형을 겪게 되므로(Anand et al., 2002;

Higgins et al., 2003b), 의류건조기의 보급과 함께 의류

소재로 사용되는 다양한 섬유와 직물에 대한 열과 기계

력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Mikučionienė and Laureckienė(2009)에 의하면, 세탁과

건조로 대표되는 의류관리에 있어 수축이 가장 큰 문제

점이고, 이는 직물보다는 편물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한

다. Chung and Na(1999)는 세탁을 25회 반복하였을 때 직

물의 인장강도가 43% 저하되어, 의류의 관리과정이 직

물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제조과정

에서 받게 되는 힘으로 인한 의류제품의 변형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제조공정상 일정시간 동안의 이완과정이 필

요하지만, 일반적인 제조과정에서는 이완이 충분하지 못

해, 소비자가 의복을 구매한 다음 세탁과 건조와 같은 사

용과정에서 변형이 나타나게 된다(Herath & Kang, 2009;

Higgins et al., 2003a; Quaynor et al., 2000). 이러한 변형

은 제조공정의 특성상, 직물은 위사보다 경사에서 심하

게 나타나며(Sawhney et al., 2012), 편물은 코스보다 웨

일 방향에서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k-

učionienė & Laureckienė, 2009; Seo et al., 1999).

스판덱스 혼방 직물은 탄력성과 신축성, 관리의 용이

성을 장점으로 인체의 움직임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활

동성과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의복에 사용

되고 있다(Herath & Kang, 2008; Seok et al., 2009). 특

히 스포츠웨어, 수영복, 양말, 내의류, 보정용 속옷 등과

같은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청바지, 캐주얼 의

복, 정장 등으로 활용도를 넓혀가고 있다(Almetwally &

Mourad, 2014; Chung et al., 2006; Senthilkumar & An-

bumani, 2012).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성되는 옷감에 있

어 편직물은 인체의 움직임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기 때문에, 스판덱스는 주로 니트류로 활용된다.

따라서 스판덱스가 혼방된 니트류에 대해 세탁과 건조

과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수 보고되었다

(Chung et al., 2006; Kim & Chung, 2007; Mikučionienė

& Laureckienė, 2009; Senthilkumar & Anbumani, 2012).

그러나 스판덱스 혼방 섬유의 용도가 셔츠와 청바지 등

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탁 및 건조과정이 스판덱스 혼방

직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탁 및 건조과정이 스판덱스 혼

방 직물의 형태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하여 건조일체형 드럼세탁기와 면, 폴리에스

테르, 나일론에 스판덱스가 혼방된 직물을 이용하여, 세

탁과 건조과정이 스판덱스 혼방 직물의 수축, 뒤틀림, 구

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스판덱스 혼

방 직물에 적합한 관리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실 험

1. 시료

스판덱스와 혼방되어 널리 사용되는 면, 폴리에스테

르, 나일론 100%의 세 가지 직물과 각각의 섬유에 스판

덱스가 6% 혼방된 직물 세 가지를 시중에서 구입한 후

38cm×38cm 크기로 잘라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2. 세탁 및 건조

세탁 및 건조에는 건조일체형 드럼세탁기(D14F5K5

ASG, Samsung Electronics Co., Ltd., Korea; 최대 용량

14kg)를 사용하였으며, 세탁은 표준코스(세탁온도 40
o

C,

Table 1. Characteristics of specimens

C100 CS6 P100 PS6 N100 NS6

Fiber content Cotton 100%
Cotton 94%

Spandex 6%
Polyester 100%

Polyester 94%

Spandex 6%
Nylon 100%

Nylon 94%

Spandex 6%

Weave type 2/1 Twill 2/1 Twill 2/1 Twill 2/2 Twill 2/1 Twill 2/2 Twill

Weight (g/m
2
) 292.55 350.78 159.43 184.35 106.79 124.67

Thickness (mm) 0.55 0.77 0.38 0.55 0.19 0.32

Fabric counts in 5×5cm
2

(warp×weft)
170×120 190×220 170×180 220×150 195×170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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헹굼횟수 3회), 건조는 표준건조코스(건조시간 2시간

20분, 건조온도 60~70
o

C)를 이용하였다. 세탁과 건조의

행정에 따른 영향을 구분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세

탁과 건조로 이루어진 의류관리 행정을 세탁-헹굼-탈수

-건조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총 10회의 과정을 반복하

였다.

건조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시료를 24시간 동안 자

연건조하였다. 세제는 제조업체의 권장사용량에 준하여,

세탁세제(Persil Pure Fresh, Henkel Ag & Co., Korea:

liquid type) 13.5ml, 섬유유연제(Vernel, Henkel Ag &

Co., Germany: liquid type) 25ml, 건조용 유연제(Downy

April Fresh, Procter & Gamble, Canada: sheet type) 1매

를 사용하였다. 6가지 종류의 시료를 각각 4매씩 넣었으

며, 면 수건을 보조포로 하여 총 2kg가 되도록 세탁부하

량을 조절하였다. 각 행정이 완료된 다음 측정용 시료를

빼낸 후에 다시 2kg가 되도록 보조포를 추가하였다. 각

각의 측정용 시료에 대해 치수 및 형태안정성 평가를

모두 진행하였다.

3. 치수 및 형태안정성 평가

American Association of Textile Chemists and Color-

ists [AATCC](2015)를 참고하여, 길이 변화, 면적 변화,

뒤틀림을 측정하기 위해 시료에 <Fig. 2>와 같이 표시

한 다음 각각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1) 길이 변화

세탁 및 건조 후의 경사와 위사의 길이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하여, <Fig. 2>의 각 위치에서 측정한 길이를

<Eq. 1>−<Eq. 2>에 대입하여 계산하였다.

..... Eq. 1.

여기서, LCwarp: linear change of warp

LCwarp %( )
b′d ′ bd–

bd
------------------- 100×=

Fig. 1. Division of the washing and drying cycle.

Fig. 2. Change measurement before and after washing and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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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 2.

여기서, LCweft: linear change of weft

2) 면적 변화

세탁 및 건조 후의 면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Fig.

2>의 각 위치에서 측정한 길이를 <Eq. 3>에 대입하여

계산하였다.

..... Eq. 3.

여기서, AC: area change after washing and drying

3) 뒤틀림 평가

AATCC(2012)에 준하여, <Fig. 2>의 각 위치에서 측

정한 길이를 <Eq. 4>에 대입하여 세탁 및 건조에 의한

뒤틀림을 계산하였다.

..... Eq. 4.

여기서, SK: skewness after washing and drying

4) 구김 평가

AATCC(2014)에 준하여, 3D smoothness appearance

replica를 이용해 세탁 및 건조 후의 구김을 4명의 패널

이 평가하였다. 3D smoothness appearance replica는 구

김의 정도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구김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의류관리 행정이 스판덱스 혼방 직물의 치수안

정성에 미치는 영향

1) 길이 변화

세탁-헹굼-탈수-건조로 이루어진 의류관리 행정이, 스

판덱스 혼방 직물의 수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해, 의류관리 행정 10회 동안의 길이 변화를 경사와 위사

로 나누어 관찰하였으며, 이의 결과를 <Fig. 3>에 나타내

었다.

의류관리 행정이 직물의 경사와 위사의 길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섬유조성에 상관없이 첫 번째 세

탁-헹굼-탈수-건조 행정 후에서 길이 변화가 가장 컸으며,

행정이 반복될수록 증가율은 둔화되었고, 다섯 번째 행

정 후에는 길이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길이 변화

가 가장 컸던 CS6를 이용하여 경사와 위사의 수축을 비

교해 보면 10회의 의류관리 행정 후 경사는 12.0% 수축

된 반면, 위사는 5.2% 수축되었다. 이러한 직물의 길이 변

화는 제조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인장력에 의해 고

정되어 있던 직물의 형상이, 의류관리 행정에서 물, 기계

력, 열과 만나 원래의 형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완성

수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Anand et al., 2002; Senthil-

kumar & Anbumani, 2012), 직물의 제직과정 특성상 위

사보다 경사에 상대적으로 큰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경

사에서의 길이 변화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Sa-

whney et al., 2012).

스판덱스와 혼방된 면,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중 면

이 포함된 직물에서 10회의 의류관리 행정에 의한 길이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친수성 섬유인 면은 섬유

의 결정과 마이크로피브릴 구조의 이방성으로 인하여

세탁 시 부피가 40%까지 증가하기도 하는데(Chung &

Na, 1999), 물과 만나 팽윤된 면 섬유가 건조과정에서 원

래의 형태로 돌아가려는 이력현상 때문에 수축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폴리에스테르와 나일

론은 합성섬유로 소수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수

축현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직물에 스판덱

스가 혼방되면 길이 변화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탄성회복률이 좋은 스판덱스에 의해 이완성 수축

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Seok

et al., 2009).

2) 면적 변화

10회의 의류관리 행정 후 직물의 면적 변화를 <Fig. 4>

에 나타내었다. 직물의 경사와 위사의 길이 변화를 이용

하여 면적 변화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본 길이

변화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면,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100%로 이루어진 직물보다

스판덱스가 혼방된 직물의 면적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

며, 구성섬유에 있어서는 면에서 면적 변화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나일론 폴리에스테르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

탁-헹굼-탈수-건조에 의한 수축을 모두 합하였을 때, C

100은 7.9% 수축이 일어난 반면 CS6는 16.5%의 수축이

일어났다.

의류관리 행정 중에서는 건조가 면적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건조를 제외했을 때는 면 포함 직물

LCweft %( )
a′c ′ ac–

ac
------------------- 100×=

AC %( )
a′c ′ b′d ′× ac– bd×

ac bd×
------------------------------------------- 100×=

SK %( )
2 A′C′ B′D′–( )×

A′C′ B′D′+(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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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세탁,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 포함

직물에서는 탈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면은 친수

성 섬유이기 때문에 세탁과정에서 물을 만나 그 영향력

이 크게 나타난 반면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은 물의 영

향을 받는 세탁이나 헹굼보다는 회전에 의한 기계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탈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나타

Fig. 3. Linear changes with the repeated care cycles.

Fig. 4. Effect of the care process on the area changes after 10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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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으로 생각된다.

2. 의류관리 행정이 스판덱스 혼방 직물의 형태안

정성에 미치는 영향

의류관리 행정이 의류제품의 형태안정성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해 10회의 세탁-헹굼-탈수-건조 과정

후, 직물의 뒤틀림과 구김을 평가하였다.

1) 뒤틀림 평가

10회의 의류관리 행정에 의해 직물이 뒤틀린 정도를

<Fig. 5>에 나타내었다. <Eq. 4>에 의하면, 뒤틀리는 방

향에 따라 부호가 달라지게끔 되어 있지만, 뒤틀리는

방향이 형태안정성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의 절댓값을 사용했으며, <Fig. 5>에서 음의 값

은 앞의 행정에서 뒤틀렸던 것이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

아가는 것 또는 반대 방향으로 뒤틀림을 의미한다.

구성섬유의 종류에 있어서는 길이와 면적 변화의 결

과와 유사하게, 면으로 구성된 직물에서 가장 큰 뒤틀림

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폴리에스테르가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뒤틀림이 가장 컸던 면 함유 직물

을 비교하였을 때, 스판덱스가 혼방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뒤틀림의 정도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판덱스의 높은 탄성회복률에 기인한 것으로 의

류관리 과정의 외력으로 인해 변형된 직물 모양이 스판

덱스에 의해 쉽게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직물의 뒤틀

림 정도는 모두 2% 미만으로, 본 실험조건 내에서의 의

류관리 행정이 직물의 뒤틀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

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뒤틀림으로 간주되는 최소 변형

값 3%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Anand et al., 2002).

2) 구김 평가

AATCC(2014)의 3D smoothness appearance replica

를 이용하여 세탁-헹굼-탈수-건조 과정 후 생긴 구김을

평가하였으며 이의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스판덱스가 혼방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모두

높은 등급을 나타내었다. 특히 PS6의 경우 10회의 세탁

-헹굼-탈수-건조 행정 후에도 표면이 매끄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5등급을 유지할 정도로 방추성이 좋게 나타

났다. 방추성은 직물이 외력으로 인해 변형되었다가 힘

이 사라졌을 때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레질리

언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레질리언스는 섬유의 탄성

회복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탄성회복률이 우수

한 스판덱스가 혼방된 경우 방추성이 좋게 나타난 것으

로 생각된다.

의류관리 행정이 구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세탁에 의해 생긴 구김이 건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세탁과정에서 새로운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물

과 기계력이 동시에 제공됨에 따라 구김에 가장 큰 영향

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면이 포함된 직물의 경우 건조

과정에서 구김의 정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과 비교하였을 때 건조과정에

서 증발되는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 섬유 표면에 부

Fig. 5. Skewness of the woven fabrics with and without spandex depending on the type of car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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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되어 있던 수분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건조기의 열과

기계력에 의한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구성섬유의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폴리에스테르가 가

장 매끈한 표면을 나타내었고, 나일론과 면 직물에서 동

등한 수준의 구김이 형성되었다. 일반적으로 나일론과

비교하였을 때 면의 방추성이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Fig. 6>에서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실험에 사용된 면 포함 직물이 나일론 포함 직물보다

약 2.5배 두꺼워 직물의 구조가 구성섬유의 영향을 상쇄

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세탁, 헹굼, 탈수 후의 구김 평가가 젖은 상태에서 이

루어져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의 세 가지 항목이 2차원

적 평가인 반면 구김 평가는 3차원적 평가로, 소비자들

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Higgins et al., 2003a).

3. 의류관리 행정별 직물 변형 비교

1) 건조방식에 따른 영향 비교

의류관리 행정에 따른 직물의 치수 및 형태안정성에

있어 건조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추가적으

로 건조방식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세탁-헹굼-탈수-자연건조 과정을 10회 반복하였을 때

나타난 수축, 뒤틀림, 구김의 결과를 기계건조방식과 비

교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길이와 면적에 있어 가장 큰 변화를 보인 CS6의 값

을 비교하였을 때, 길이 변화에 있어 자연건조는 7.2%

의 수축을 보인 반면, 기계건조는 12.0%의 수축을 나타

내었다. 또한 면적 변화에서 자연건조는 10.5%의 수축

을 보인 반면, 기계건조는 16.5%의 수축을 나타내었다.

뒤틀림 평가에서는 모든 값이 최소 변형값 3.0%를 밑돌

기는 했지만 자연건조보다 기계건조에서 뒤틀림 정도

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김 평가에서는 자연건조가

기계건조보다 높은 등급을 나타내어 좀 더 매끄러운 표

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건조의 과정에서 직

물은 전체 행정 중 73%에 해당하는 144분 동안 기계력

과 열(60~70
o

C)에 노출되어 수축, 뒤틀림, 구김이 심해지

는 반면 자연건조는 건조기의 열과 기계력을 거치지 않

을 뿐 아니라 24시간 건조대에 매달려 있으면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 수축, 뒤틀림, 구김에 있어 더 우수한 값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Chung et al., 2012; Higgins et al.,

2003a). 앞선 결과에서, 스판덱스의 혼방으로 의류관리

행정에 의한 수축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

한 수축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스판덱스 혼방 직물은

기계건조방식보다는 자연건조하는 것이 수축, 뒤틀림,

구김과 같은 관리적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2) 의류관리 행정별 영향 비교

세탁-헹굼-탈수-건조로 구성된 의류관리의 행정이 직

물의 치수 및 형태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기 위

하여, 실험에 사용된 여섯 가지 직물의 경사 길이 변화

에서 각 행정이 차지하는 비율을 건조방식에 따라 살펴

보았으며 그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세탁-헹굼-탈수-자연건조에서 건조의 영향력은 45%이

고 세탁-헹굼-탈수-기계건조에서 건조의 영향력은 58%

로, 건조행정이 직물의 길이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Fig. 6. Wrinkle evaluation after 10 cycles by the AATCC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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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탈수-헹굼-세탁의 순으

로 나타났다. 수분이 제거되는 건조과정에서 이완성 수

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건조의 영향력이 가장 크

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Mikučionienė & Laureckie-

nė, 2009). 또한 건조방식에 따른 치수 및 형태안정성 결

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계건조방식에서는 직물이 오

랜 시간 동안 기계력과 열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연건조

방식보다 길이 변화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생각

되며, Anand et al.(2002)의 연구에 따르면 기계건조방식

에 있어 건조열보다 기계력이 직물의 형태안정성에 미치

Fig. 7. Effect of the drying method on the geometrical characteristics of woven fabrics with and without spandex

after 10 maintenance cycles.

Fig. 8. Effect of the each care cycle using the dimension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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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력이 크다고 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판덱스 혼방 직물의 적절한 관리방

법을 알아보기 위해, 건조일체형 드럼세탁기를 이용하

여 면, 폴리에스테르, 나일론에 스판덱스가 혼방된 직물

의 세탁 및 건조과정이 수축, 뒤틀림, 구김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탄성회복률이 높은 스판덱스가 혼방된 경우, 의류

관리 행정에 의한 외력으로 변형된 직물의 모양이 쉽게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려고 해, 뒤틀림과 구김에 있어 개

선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수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쳐, 길이 변화와 면적 변화에 있어 스판덱스가 혼방된

경우 상대적으로 큰 수축을 나타내었다.

2. 스판덱스와 혼방된 세 가지 섬유 중, “폴리에스테르

<나일론<면”의 순으로 의류관리 행정에 의한 변형이 크

게 나타났다. 세탁-헹굼-탈수-건조의 과정에서 직물은 물,

기계력, 열에 노출되는데, 친수성 섬유인 면은 물을 가장

많이 흡수하고 기계력과 열에 의한 영향력도 커서 변형

이 크게 나타난 반면 소수성 섬유인 폴리에스테르에서

는 변형이 작게 나타났다.

3. 의류관리 행정의 영향을 구분하였을 때, 건조에 의

한 변화가 58%로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으로

탈수-헹굼-세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분이 제거되는 건

조과정에서 이완성 수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건

조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다.

4. 건조방식에 따른 직물의 치수 및 형태안정성을 비

교한 결과, 자연건조방식보다 직물이 오랜 시간 동안 기

계력과 열에 노출되는 기계건조방식에서 수축, 뒤틀림,

구김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스판덱스 혼방이 직물의 뒤틀림이나 구김 방지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류관리 행정에 의한 수

축을 심화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수축의 정도를 줄이

기 위해서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건조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판덱스 혼방 직물은 기계건조방식보

다는 자연건조하는 것이 수축, 뒤틀림, 구김과 같은 치

수 및 형태안정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험조건 내에서 위와 같은 다섯 가지 결

론을 도출하였지만,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몇 가지 제한

점이 있다. 실제 의류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세탁

-헹굼-탈수-건조 후 다림질이나 착용이라는 과정을 통하

여 변형된 직물을 원래의 형태로 되돌려 놓는 구간이 있

어 실제 10회 의류관리 행정 후의 변형 정도는 다소 다

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직물의 종류에 따른 세탁

및 건조조건을 다양화하고, 직물 구조를 통제하였을 때

의류관리 행정이 직물의 변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

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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