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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기후는 겨울철의 기온 상

승, 여름과 가을철의 강수량 증가, 그리고 겨울철 적

설량의 변동성 증가, 봄철 개화기의 저온 현상, 강수

량 부족 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사

회,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여 농업, 물류, 유통, 의류, 

가전 등 여러 산업에 위험 또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

다(Park et al., 2010).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기상청

(Ministry of Environment [ME] & Korea Meteorologi-

cal Administration [KMA], 2020)이 공동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

평균 기온은 1980년대 12.2도, 1990년대 12.6도, 2000년

대 12.8도, 2011~2017년 13.0도로 꾸준히 올라 온난화

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970년대 이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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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발생일수는 이보

다 많은 0.96일씩 늘어났다. 특히 Yun amd Chun(2018)

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봄철 이상고온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여름철 

폭염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는 인간 삶의 다양한 분야에 걸

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날씨에 민감한 유통, 

건설, 가전, 레져, 식품, 패션산업의 트렌드를 변화

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Ji & Kim, 2010; Kwon, 

2005). 2018 CES의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적인 기후변

화와 환경파괴의 영향으로 가전제품 트렌드가 건강을 

중심으로 한 수면이나 의류분야로 흐름이 바뀌고 있

으며, 이에 국내 가전업체들도 의류 관련 가전제품을 

출시하며 성장하는 시장에 준비하고 있다. 미세먼지

가 기승을 부리면서 잦은 세탁이 어려운 의류를 집에

서 관리하기 위해 세탁기와 건조기, 의류관리기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Jeong, 2018).

또한, 최근 확장형 아파트의 증가와 같은 주거 스타

일의 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해 세탁물을 밖에서 자연

건조하는 것을 꺼려하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은 의

복관리 측면에서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Cho, 2019). 

의류관리의 범위로는 구입과 세탁, 의류손질, 의류

수선, 얼룩빼기, 재염색, 의류보관, 의류재생, 의류재

활용, 의류폐기 등과 같은 의류관리 전과정에 걸쳐 있

다(Park, 2010). 의복관리는 소비자가 의복을 반복적

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복 품질을 유지시키는 일련의 

행동이며, 이러한 행동은 세탁, 건조, 다림질, 보관의 

과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Kim et al., 2018).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환경친화적인 소비의 중요

성이 증대되면서 유럽연합의 5개 국가(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가 소속된 연구그룹은 Sus-

House(Strategies towards the Sustainable Household)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Green & Vergragt 2002). 이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실생활에서의 대

안을 개발하고 평가한 것으로 특히, 의복관리 부분에

서는 의복의 세탁, 보관, 착용과정에서의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한 실천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Bras- 

Klapwijk & Knot, 2001).

의류보관은 의복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의류의 적절한 보관은 의류상태의 유지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의류의 수명을 연

장할 수 있다(Kim, 2008; Park, 2014). 또한, 착용, 관리

와 보관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점차 그 

품질과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의류아이템, 용도

나 요구사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관환경과 

보관방법이 필요하다(Lee & Park, 1999).

최근의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의복의 보관환경이 변

화함에 따라 그동안 의류관리 측면에서 간과되어 왔

던 의류보관은 지속가능한 의류관리의 관점에서 살펴

보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소

비자의 의복관리 경험을 분석한 연구(Kim et al., 2018)

에서 미세먼지 등의 대기요소 변화와 아열대화되어가

고 있는 여름과 겨울철 한파와 같은 기후요소 변화로 

소비자들은 의복관리 행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단계에서는 날씨 때문에 실내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냄새와 습기 없이 완벽하게 세탁물

을 건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

리 및 보관단계에서는 습기가 높은 보관환경 때문에 

곰팡이와 냄새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습도가 높고 

환기가 어려운 보관환경에서는 의복의 청결상태를 저

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의복의 청결에 주의하여 의

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였다.

소비자의 의복관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의복

의 선택과 착용에 관한 의복행동 연구(Ji & Kim, 2010; 

Kim, 2014; Park, 2017; Park et al., 2014)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의생활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의복

관리 관련 연구도 세탁 전 관리, 세탁, 건조 등의 세탁

행동(Chung et al., 2006; Oh & Yoon, 2004; Piao & Park, 

2013; Seong & Lee, 2010; Yun et al., 2018)에 관한 것이 

대부분으로, 보관환경에 따른 의복관리 측면의 연구

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환경의식에 따른 의류상품기획과 소재

기획(Jang, 2013, 2015; Kim et al., 2010; Kim, 2019; 

Park, 2011; Yoo, 2012), 의복행동(Chun & Song, 2009; 

Kwon & Lee, 2014; Park et al., 2014), 의류디자인 개발

에 관한 연구(Bae, 2011; Lee & Park, 2009; Lee, 2011; 

Nam, 2010)들이 다수 진행되어 왔으나 기후변화로 의

생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 관점의 의류보관

환경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유럽지역에서는 지속가능한 의복의 관리 및 세

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질적 분석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Alborizi et al., 2017; Bain et 

al., 2009; Kruschwitz et al., 2014; Laitala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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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ilunpalo & Räisänen, 2019). 반면 국내에서는 세탁, 

건조, 다림질 행동에 대한 조사 및 연구(Kim, 2015; Kim 

& Shin, 1998; Lee et al., 2004)가 몇몇 있을 뿐 지속가능

한 의복관리 행동 중 의류보관환경에 관한 실험연구

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판 중인 면, 양모, 나일론, 

면/폴리우레탄 혼방소재로 된 4가지 의류를 구매하여 

인공오염과 세탁조건에 따라 실험직물을 제작하고 각 

직물을 온도와 습도, 환기의 변화를 준 보관용기에서 

보관할 경우와 자외선에 노출되어 보관할 경우의 물

성변화와 냄새강도를 측정하여 의류 및 섬유제품 보

관환경의 최적화된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

속가능한 의류보관에 관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II. 실험방법

오염포 제작용 시료는 KS K ISO 105-F02:2009(Ko-

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7b) 규격에 명시된 정련 표백된 100% 면 첨부포를 

사용하였다.

 

1. 시료

실험직물은 면(C), 양모(W), 나일론(N), 면/폴리우

레탄(CS) 혼방의 4가지 직물이며, 소비자가 실제로 사

용하는 시판 의류제품으로 선정하였다. 색상은 남색 

계열로 동일하게 선택하였다. 실험직물의 특성은 <Ta-

ble 1>과 같다.

실제 가정에서의 섬유제품 보관상태를 재현하기 위

해 인공오염을 만들어 직물에 오염시켜 사용하였다. 

오염포 제작용 시료는 KS K ISO 105-F02:2009(KATS, 

2017b) 규격에 명시된 정련 표백된 100% 면 첨부포를 

사용하였다. 인공오염은 인체에서 분비되는 오염을 재

현하기 위해 수용성 오염인 산성 땀액과 지용성 오염

인 합성피지를 1:1로 배합하여 복합오염을 제조하였

다. 산성 땀액은 KS K ISO 105-E04:2013(KATS, 2019)

에 명시된 규격에 따라 제조하였다. 합성피지는 ASTM 

D4265-98(ASTM International 2017)에 규격화되어 있

는 Modified artificial sebum을 참고하여 제조하였다. 

산성 땀액과 합성피지를 유리병에 1:1의 비율로 넣고 

25°C의 상온에서 200 rpm의 속도로 24시간 교반하여 

완전히 섞은 후 복합오염을 준비하였다. 복합오염 직

물은 실크 스크린 염색기법을 활용하여 인공오염의 

wet pick up율이 10%가 되도록 직물 위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제작하였다. 오염된 실험직물은 60°C의 건

조기에서 5분간 열처리 후, 상온에서 1주일간 숙성시

켰다.

 

2. 세탁

양모를 제외한 모든 실험직물은 KS K ISO 6330: 

2012(KATS, 2016)에 따라 물세탁하였다. 세탁기는 

LG전자의 6모션 와류식 세탁기(Inverter Direct Drive 

13.0 kg: T13DL, Korea)를 사용하였으며 세제는 시판 

합성세제 PersilⓇ을 사용하였으며 자연 건조하였다. 

세탁실험 시 세탁조의 세탁물 용량을 맞추기 위하여 

기본 세탁부하를 이용하였는데 기본 세탁부하는 KS 

C IEC 60456:2010(KATS, 2021a)에서 규정하는 가정

용 전기세탁기의 성능측정방법에 따라 100% 면으로 

된 질량 보정용 면직물(I형)과 100% 폴리에스터로 된 

질량 보정용 폴리에스터직물(III형)을 사용하였다. 매

회 세탁 시 실험직물이 셀룰로오스계 제품의 경우, 면

으로 된 질량 보정용 천인 I형을 사용하였으며, 합성섬

유 혹은 혼용품의 경우, 폴리에스터로 된 질량 보정용 

천인 III형을 사용하였다. 총 공기 건조 세탁물 질량(시

험편+질량 보정용 천)은 총 질량이 2.0±0.1 kg이 되도

록 맞춘 뒤 세탁실험을 실시하였다. 양모는 드라이클

Fabric 

code

Fabric

structure

Weight

(g/m2)

Thickness

(mm)

Fabric count

(warp × weft/inch2)
Fiber contents

C Plain 170 0.45 98 × 56 Cotton 100%

W Twill 160 0.34 113 × 88 Wool 100%

N Plain 104 0.21 144 × 104 Nylon 100%

CS Twill 286 0.62 120 × 160
Cotton 97%

Polyurethane 3%

Table 1. Description of test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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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닝전문점에서 25°C에서 20분간 드라이클리닝하

고 텀블 드라이어를 사용해 50°C에서 20분간 건조하

였다.

본 연구의 세탁에 따른 실험직물 설계는 오염 후, 세

탁한 직물과 함께 세탁하지 않은 직물도 포함하였다. 

의류의 관리 및 착용과정에서의 사고유형 분석(Kim, 

2008)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 과실로 나타난 

7,536건의 사고원인 중, 착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인

은 착용미숙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오염 미

처리 부분도 1,230건, 16.3%로 의류사고 발생건수가 

많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실제 보관환경에서 

소비자들의 관리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오염 미세탁 

직물을 포함시켰다.

 

3. 보관환경

1) 온도, 습도 및 환기

실험직물의 보관환경조건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보

고서(Kwon et al., 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 계절별 주

택 실내온도(봄=22.2°C, 여름=28.2°C, 가을=22.7°C, 겨울

=19.3°C) 및 상대습도(봄=48.7% RH, 여름=64.0% RH, 

가을= 54.6% RH, 겨울=45.6% RH) 실제 측정값에 준

하여 <Table 2>와 같이 3가지 보관환경을 설정하였다. 

A, B 보관환경은 실내온도의 편차가 크지 않은 봄, 가

을, 겨울의 평균적 실내온도 범위로 하고 상대습도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습도조건에 차이를 두어 설정하였

다. C 보관환경조건은 한 여름의 고온다습한 조건을 재

현하여 A, B 보관환경과 온 ·습도의 영향을 차별화하

기 위한 조건으로 설정되었다. A, B, C 보관환경의 유지

는 온도와 습도조절이 가능한 각각 3기의 항온항습기

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보관기간은 4주, 8주, 12주

로 설정하였다. 또한 각 보관환경의 환기유무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각각의 항온항습기에는 환기가 가능하

도록 팬(fan)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팬은 4극 모터 60 

W 2개로 조절되며 회전 속도는 1600~1800 rpm으로 

유지되었다. 보관상태의 환기조건을 유지할 때는 이 

팬을 가동하여 실험하였다.

 

2) 자외선

자외선 노출조건은 자외선 조사장치 UVC(SANKYO 

DENKI, model-G40T10, Japan)를 사용하여 실제 노출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환산하여 조사장치에서 처

리하였다. UV-C lamp 조사시간 5분은 북위 40°, 자오

선 20°, 한 여름 정오의 태양광 에너지 계산에 의한 조

사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여름 정오 무렵 조사시간 3시간을 1일 전체 조사량으

로 보았을 때, UV-C lamp 7시간 처리는 28일(4주) 조사

에 해당한다(Choi & Lee, 2005). 4가지 종류의 실험직

물의 오염/미오염, 세탁/미세탁 조건에 따른 각각의 실

험포를 자외선 조사장치 내에 투입하여 4~16주 기간

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환산하여 자외선을 조사하였다.

 

4. 물성 특성분석

1) 인장강도

인장강도는 KS K 0521:2017(KATS, 2017a)에 따라 

측정하였다. A, B, C 보관환경조건에서 보관된 실험

직물의 인장강도와 자외선 조사시간에 따른 실험직물

의 인장강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2) 구김회복도

구김측정은  KS K 0550:2016(KATS, 2021b)을 응용

하여 측정하였다. <Fig. 1>과 같이 시험편의 크기를 

1.5 cm × 5 cm로 준비하였으며, 반으로 접어 클립으로 

고정하고, 500 g의 추를 이용하여 1분간 하중을 가한 

후, 각 보관환경의 체임버에 보관하였다. 정해진 기

간 동안 보관한 시료를 체임버에서 꺼내어 클립을 제

거한 후, 중력을 받도록 1분간 방치한 후에 개각도 측

정을 위해 이미지 촬영을 하였다. 이미지 영상분석을 

통해 초기의 구김각도(0°)에서 회복된 구김회복각도

Conditions
Storage environment

A B C

Temperature (°C) 20-25 20-25 30-25

RH (%) 20 50 65

Ventilation V/NV V/NV V/NV

Table 2. Conditions of storag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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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 wrinkle recovery angle)를 구하였다.

 

3) 색차

자외선 노출시간에 따른 실험직물의 색변화는 spec-

trophotometer(JS-555, Color Techno System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보관환경에서 

일정시간 방치한 실험직물은 2번 접어 spectrophoto-

meter의 측정구에 위치시킨 후, black plate를 덮고 L*, 

a*, b*를 측정하여 <Eq. 1>을 이용하여 색차를 계산하

였다.

 

ΔE*ab = [(ΔL*)2 +(Δa*)2+(Δb*)2]1/2 ...... Eq. 1.

 

5. 냄새특성 분석

냄새관능평가는 각 보관조건의 항온항습 체임버에 

보관되어 있던 실험직물 CS를 꺼내어 25°C로 유지

되고 있는 실온상태에서 30분 방치한 후, 준비된 6명

의 패널에 의해 관능평가를 진행하였다. 냄새강도의 

관능평가는 <Table 3>과 같이 냄새가 없는 0점에서부

터 6점까지의 매우 강한 냄새의 7점 척도로 측정하였

으며, 각 시료를  3회씩 측정하였다(Misselbrook et al., 

1993). 후각은 쉽게 피로하므로 1회 측정 후, 신선한 공

기를 맡고 1분 이상 경과 후 평가를 지속하였다.

 

III. 결과및고찰

1. 온도 · 습도 · 환기에 따른 물성변화

1) 인장강도

보관환경과 보관시간 경과에 따른 4종의 오염 후 세

탁(soiled washed)과 미세탁(soiled unwashed) 실험직

물의 인장강도 변화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보관환

경 조건 중 환기유무의 영향에 따른 실험직물의 인장

강도 변화를 <Fig. 2(a)>‒<Fig. 2(d)>에 환기조건, <Fig. 

2(a')>‒<Fig. 2(d')>에 미환기 조건을 각각 나타내었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직물 면과 면/스판

덱스의 인장강도는 4~12주 보관시간 경과에 따라 다

소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일론과 양모의 인

장강도는 보관시간 경과에 따른 감소율 변화는 관찰

되지 않았다. 또한 면을 제외하고는 A, B, C 보관환경

에 따른 인장강도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보관환경조건 중 환기와 미환기 조건에 따른 인

장강도의 변화도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면

의 경우, 12주 보관 후, A, B 보관환경보다 C 보관환

경일 때 환기조건에서 18% 정도, 미환기 조건에서는 

10% 정도 인장강도가 감소하여 C 보관환경에서 환기

조건일 때 인장강도 감소율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Kim et al.(2008)에 의하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의류제품을 보관하면 산화와 가수분해 현상이 촉진

되어 제품의 강도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며, 특히 의류

제품에 땀과 같은 이물질이 오염된 상태에서 보관하

면 이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된다고 하였다. 또한 

Kim(2013)은 친수성이 큰 섬유는 친수성이 적은 섬유

보다 표면장력이 커서 오구와의 접착력이 크기 때문

Odor intensity Odor strength

0 No odor

1 Very faint

2 Faint

3 Distinct

4 Strong

5 Very strong

6 Extremely strong

Table 3. Odor intensity categories

Environment 

control 

chamber

1.5 cm

5 cm

Load 

(500 g) WRA

WRA: wrinkle recovery angle

Fig. 1. Wrinkle recovery angle measure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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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b')

C: cotton, CS: cotton/polyurethane, N: nylon, W: wool, V: ventilation, NV: no ventilation

Fig. 2. Changes in the tensile strength of test fabrics-(a): C (b): CS (c): N (d): W-according to the storing time 

in each storage environment under ventilation condition (a-d)  and non ventilation condition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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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오구를 잘 흡착하고 실제로 면섬유는 다른 합성섬

유에 비해 오구를 잘 흡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실

험의 경우 고온다습한 C 보관환경에서 땀과 피지를 

혼합한 복합오염이 친수성이 큰 면직물에 작용하여 

산화와 가수분해 현상에 의해 건조한 A, B 보관환경에 

비해 강도 저하가 눈에 띄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면/

폴리우레탄 혼방직물은 면직물과 비교하여 환기조건

에서는 각 보관환경조건 간에 인장강도 감소율의 변

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3% 폴리우레탄이 혼용

된 것과 더불어 두께가 면직물보다 두껍고 밀도가 치

밀한 능직으로 구성되어 인장강도 감소 경향이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환기 조건에서는 A, 

B 보관환경에 비해 C 보관환경에서 더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양모직물은 보관환경이나 보관시간 경

과로 인한 인장강도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관찰되

었다. 또한 오염 후 미세탁 직물이 세탁직물에 비해 전

반적으로 인장강도가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복합오염이 섬유와 섬유 사이에서 일종의 접착제와 

같은 작용을 하여 강도에 도움이 된 것으로 추측되며, 

드라이클리닝으로 오염을 제거한 양모직물의 경우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김회복도

직물의 구김은 옷의 형태유지성과 실용성에 대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Lee, 2016). 구김은 직물의 점

탄성적인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굽힘이라는 

외력이 직물에 가해졌을 때 습윤이나 열에 의해 가해

진 외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직물에 잔류해 있

는 것을 말한다(Kang & Lee, 2000). 구김회복도 평가

는 의류를 보관할 때 접는 방식(folding type)으로 포

개어 놓거나 혹은 옷장의 여유공간이 없이 빽빽이 밀

착시키는 옷걸이에 거는 방식(hanging type)과 같이 실

제 의류보관환경에서 발생하는 직물구김의 경우를 

재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Fig. 3>은 4종의 실험직

물에 대하여 구김을 부여한 후, 각각의 보관환경 A, B, 

C에서 일정시간 보관하고 꺼내어 개각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실험은 오염 후 세탁한(soiled washed) 직물

과 오염 후 세탁하지 않은(soiled unwashed) 직물에 대

하여 실시하였으며 각 보관환경의 <Fig. 3(a)>‒<Fig. 

3(d)>에 환기조건과 <Fig. 3(a')‒<Fig. 3(d')>에 미환기 

조건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각 실험직물은 선명한 

구김을 만들기 위해 시료를 접고 하중장치로 압축한 

후, 접힌 상태가 펼쳐지지 않도록 두 겹으로 갈라진 부

분을 클립으로 고정하여 각 보관환경에 4~12주 보관

하였다. 이 후 꺼내진 실험직물은 일정의 회복시간을 

방치한 후, 개각도 측정을 위해 이미지 촬영을 하였다. 

이미지 영상분석을 통해 초기의 구김각도(0°)에서 회

복된 구김회복각도를 구하였다. <Fig. 3>에서와 같이 

오염 후 세탁직물에 비해 미세탁 직물의 구김회복도

가 전반적으로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물

에 남아있는 복합오염 성분이 실과 실 사이에서 윤활

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오염 

(c')

 

(d')

C: cotton, CS: cotton/polyurethane, N: nylon, W: wool, V: ventilation, NV: no ventilation

Fig. 2. Continue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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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b)

   

 

(c)

  

(d)

 

(a')

  

(b')

C: cotton, CS: cotton/polyurethane, N: nylon, W: wool, V: ventilation, NV: no ventilation

Fig. 3. Wrinkle recovery angle of test fabrics-(a): C (b): CS (c): N (d): W-according to storage time in each 

storage environment under ventilation condition (a-d) and non ventilation condition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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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즉 0주에는 복합오염이 직물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다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4주 이후 직물 내부로 서서

히 스며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보관한경의 환기

<Fig. 3(a)>‒<Fig. 3(d)>와 미환기<Fig. 3(a')>‒<Fig. 

3(d')> 조건 여부에 따른 구김회복도의 변화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다만, 4주까지는 환기와 미환기 

조건이 구김회복도에 미치는 영향은 관찰할 수 없었

으나 8~12주까지의 구김회복도는 환기조건에 비해 

미환기 조건에서 보관환경 간에 차이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미환기 조건에서 보관환경의 온도, 

습도조건의 차이가 더 민감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직물의 구김회복도는 A, B, C 보관환경의 조건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김회복도에 대한 

각 보관환경의 영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오염 후 세탁직물, 환기조건으로 한정하여 분

석해 보았다. 면과 양모직물의 구김회복도는 각 보관

환경의 조건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면/폴리

우레탄 혼방직물과 나일론직물의 구김회복도에 보관

환경조건의 영향이 크게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수분율이 큰 면과 양모직물에 가해진 굽

힘변형이 각 보관환경의 습도조건에 따라 건조한 상

태인 A 보관환경(20% RH)보다 B 보관환경(50% RH), 

C 보관환경(65% RH)에서 습윤에 의해 고정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탄성회복율이 큰 폴리우레탄

이 혼용되고 다른 직물에 비해 두께가 두껍고 조직이 

능직으로 구성된 면/폴리우레탄 혼방직물과 수분율

이 낮은 나일론직물의 구김회복도는 환경별 습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결

과이다.

각 실험직물의 초기 개각도(0주)는 면(127°)<면/폴

리우레탄 혼방(140°)<나일론(142°)<양모(154°) 순이

었으나 12주 보관 후 A, B, C 각 보관환경에서의 실험

직물의 개각도는 면(69°>50°>49°), 면/폴리우레탄 혼

방(70°>66°>65°), 나일론(70°>66°>58°), 양모(80°>65° 

>51°)로 나타났다. 즉 실험직물들은 보관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구김회복율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가지 보관환경 조건 중 온도와 습도조

건이 가장 높은 C 보관환경에서 구김회복도가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나 습윤과 열에 의해 직물에 가해진 외

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잔류 굽힘변형(residual 

bending deformation)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ara et al., 2014). 특히 표준수분율이 가장 높은 양모

직물의 구김회복도는 보관환경의 영향이 다른 직물에 

비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Kim et al.(2008)은 보관

상태에서 가해진 굴곡의 기계적인 힘이 분자결합에 

변동을 일으켜 굴곡된 상태에서 안정된 새로운 결합

이 형성되어 구김이 형성되고 이러한 구김은 면과 같

이 습윤에 의해 크게 팽윤되는 친수성 섬유에서 현저

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상대습도가 높은 비오는 날이

나 습한 날에 옷의 구김이 쉽게 발생하는 이유도 이 때

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Kim et al.(2004)에 의하면 같은 

(c')

  

(d')

C: cotton, CS: cotton/polyurethane, N: nylon, W: wool, V: ventilation, NV: no ventilation

Fig. 3. Continue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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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습도 조건하에서 “양모의 수분율이 섬유 중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양모의 화학구조 중에 주쇄에 

-NH2가 있고 측쇄에는 -OH, -CONH, -NH3
+, -COO- 등

의 활성기들이 많아서 물분자와의 결합력이 커서 초

기 흡수량도 많을 뿐 아니라, 무정형 영역, 즉 분자배

열이 규칙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영역 내의 활성기들

이 임의로 존재하고 있어서 물과의 결합도 쉽게 일어

나고 결합량도 많아서 상대습도가 클 때, 수분율이 커

진다”고 한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다(pp. 56‒57).

<Fig. 3>의 면직물과 면/폴리우레탄 혼방직물의 구

김회복 특성은 두께가 두껍고 탄성소재인 폴리우레탄

이 혼방된 면/폴리우레탄 혼방직물의 구김회복각도

가 면직물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3(c)>‒

<Fig. 3(d)>, <Fig. 3(c')>‒<Fig. 3(d')>의 탄성회복율이 

큰 양모직물과 나일론직물이 C 보관환경에서 낮은 구

김회복율을 보인 것은 초기에 가해진 굽힘변형이 장

시간의 열과 수분에 의해 고정된 결과로 추측할 수 있

는 결과이다. 따라서 탄성회복율이 좋은 섬유제품일

지라도 잔류 굽힘변형이 장시간 유지될 경우 구김회

복도가 급격히 감소하므로 의류제품을 보관할 때 굽

힘변형이 올 수 있는 접는 방식이나 과밀한 옷걸이에 

거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김회복도를 위한 세 가지 보관환경 중, 최적조

건은 A 보관환경(20~25°C, 20% RH)으로 나타나 구김

회복율은 열과 습윤의 조건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UV 노출환경에 따른 물성변화

1) 인장강도

<Fig. 4>는 4종의 오염 후 세탁, 미세탁 직물을 자외

선 조사장치 내에 투입하여 4~16주 기간에 해당하는 

(a)

  

(b)

(c)

  

(d)

C: cotton, CS: cotton/polyurethane, N: nylon, W: wool

Fig. 4. Changes in the tensile strength of test fabrics-(a): C, (b): CS, (c): N, (d): W-according to UV irradi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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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환산하여 자외선을 조사한 후 인장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Fig. 4(a)>‒<Fig. 4(c)>에서 볼 수 있

듯이 물세탁을 한 면, 면/폴리우레탄 혼방, 나일론직

물에서는 세탁유무에 따른 자외선 조사 후 인장강도

의 유의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Fig. 4(d)>의 양

모직물은 드라이클리닝한 직물이 하지 않은 직물에 

비해 자외선 조사 후 인장강도가 다소 감소하는 것으

로 관찰되었다.

각 실험직물의 자외선 조사시간에 따른 인장강도

의 변화는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오염 후 세탁직물의 

조사시간에 따른 인장강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면직

물은 초기 인장강도가 27.83 kgf였으나 4주 자외선 조

사 후 15.68 kgf로 감소하였으며 12주 조사 후에는 

13.3 kgf로 무려 52%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내일광성이 약한 나일론직물의 경우에는 초기 자

외선 조사 전 인장강도는 24.85 kgf였으나 4주 조사 

후 10.63 kgf로 57%나 급격히 감소하였고 12주 후에는 

무려 95%가 감소한 1.31 kgf를 나타내었다. 면/폴리우

레탄 혼방직물의 경우는 초기 인장강도 값이 11.94 kgf

에서 4주후에는 8.56 kgf, 12주 후에는 4.05 kgf로 66%

가 감소하였다. 양모직물의 경우에는 초기 인장강도 

13.25 kgf에서 4주 후 12.43 kgf로 12주 후에는 7.81 

kgf로 41% 인장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외선 노출로 인한 섬유

제품의 인장강도 감소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Kim(2008)의 연구에서 보관과정에서 나타나는 사

고의 원인은 자외선에 의한 손상이 대부분이며 주거

생활이 주택에서 아파트로 변화되면서 자외선에 의한 

피해가 월등히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한 결과를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즉, 아파트는 수납공간이 부족하여 닫

힌 옷장 대신 열린 공간에 옷걸이 대를 사용하여 걸어

놓는 경우가 많고 사계절이 뚜렷한 이유로 의류의 수

도 많고 보관기간도 길어지므로 아파트의 베란다에 

장기간 걸어두는 일이 다반사이다. 결과적으로 의류

는 햇빛이 차단되는 닫힌 공간에 보관해야 하며 부득

이 열린 공간에 보관해야 할 경우 자외선 차단이 가능

한 커버를 씌워서 보관해야 할 것이다.

 

2) 색차

<Fig. 5>는 4가지 종류의 실험직물의 오염 후 세탁, 

미세탁 처리에 따른 실험직물의 자외선 조사시간에 

따른 색차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염색물의 퇴색 메

커니즘은 빛을 흡수하여 여기된 염료분자의 에너지가 

산소분자로 이동하여 활성산소 및 과산화수소를 생성

하여 산화퇴색하는 광산화 반응과 빛을 흡수하여 여

기된 염료분자가 다른 물질과 반응으로 환원되어 퇴

색하는 광환원 반응으로 주로 분류된다(Shin & Son, 

2003).

드라이클리닝으로 오염을 제거한 <Fig. 5(d)>의 양

모직물을 제외하고 계면활성제로 물세탁을 진행한 

<Fig. 5(a)>‒<Fig. 5(c)>의 면, 면/폴리우레탄 혼방, 나

일론직물은 오염 후 세탁여부에 따라 색변화의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염료분자의 퇴색반응 

이외에도 오염과 계면활성제의 잔류여부가 색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임을 암시해 주

는 결과이다. 오염 후 세탁직물에 대하여 각 직물별로 

자외선 조사에 따른 색변화를 살펴보면 면직물의 △E

값은 4주 후 22.4에서 12주 후 38.2로 가장 큰 색변화

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는 면/폴리우레탄 혼방직물

로 △E값이 4주 후 13.4에서 12주 후 30.2인 것으로 나

타났다. 나일론직물은 △E값이 4주 후 2.0, 12주 후 

14.5로 나타났으며 양모직물은 4주 후 0.8, 12주 후 1.2

로 나타나 4종의 실험직물 중 색변화가 가장 작은 것을 

보여주었다. 면섬유의 염색에는 통상적으로 반응성 

염료, 직접염료, 황화 염료, 나프톨 염료, Indanthrene 

염료가 사용되는데 직접 염료는 내일광, 내세탁성이 

떨어지므로 견뢰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응성 염료

가 사용된다(Geigy, 1990). 색변화가 크게 나타난 면과 

면/폴리우레탄 혼방직물은 셀룰로오스 섬유에 주로 

사용되는 직접염료로 염색했을 경우 염료 중 존재하

는 아미노기나 수산기에 의해 일광견뢰도가 저하할 

수 있으며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로 후처리할 경우 염

료분자와 착염을 형성함으로써 흡수된 광에너지를 

열의 형태로 셀룰로오스 섬유에 전달할 수 없기 때문

에 광분해가 쉽게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나

일론과 양모같은 단백질계 섬유의 산성염료 염색은 

염료분자의 술폰기수가 증가하거나 술폰기의 위치가 

대칭적으로 위치하면서 일광견뢰도가 향상되는 것으

로 보고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Hwang & Cho, 

2006).

의류의 소재와 오구의 종류에 따라 세탁온도, 시간, 

세제를 조절할 시, 세척성 향상, 자원절약, 옷감 손상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결과(Yun et al., 2018)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의류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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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용 후 보관 전 완벽한 오염제거와 충분한 헹굼, 적

정한 양의 세제사용으로 계면활성제의 잔류를 없애는 

관리행동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3. 보관환경에 따른 냄새특성변화 

실험직물의 보관환경에 따른 냄새특성의 변화는 

4가지 실험직물 중 가장 무거워서  복합오구의 절대

량이 가장 높은 면/폴리우레탄 혼방직물에 한하여 실

시하였다. 냄새강도에 관한 평가는 7단계로 주관적인 

관능평가를 통해 진행되었다. <Fig. 6(a)>는 면/폴리

우레탄 혼방직물의 오염 후 미세탁 시료를 각각 A, B, 

C 보관환경조건에서 4주, 8주 보관 후, 냄새강도의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초

기 냄새강도가 2.17로 나타났던 실험직물은 4주 보

관까지 환기조건에서는 1.16~1.17, 미환기 조건에서

는 1.50~1.60으로 나타났으며 8주 보관 후에는 환기조

건에서는 0.67~1.83, 미환기 조건에서는 1.33~2.00으

로 나타나 초기 냄새강도보다 오히려 약간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시간에 따른 냄새강도 

유지의 변화는 섬유의 화학적 구조와 물리적 형태 즉, 

냄새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 화합물의 흡수를 위한 반

응성 부위의 가용성과 관련이 있다(McQueen et al., 

2007). 즉, 98%의 면과 2%의 스판덱스로 구성되어 있

는 면/폴리우레탄 혼방직물은 섬유 내에서 휘발성   화

합물과 결합할 수 있는 극성분자와 수소결합을 형성

하는 많은 수산기를 가지고 있는 면섬유의 영향으로 

초기에 복합오염이 표면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는 냄

새강도가 다소 강하게 인지되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오염이 섬유 내부로 흡수되어 휘발성 화합물이 결합

(a)

   

(b)

(c)

   

(d)

C: cotton, CS: cotton/polyurethane, N: nylon, W: wool

Fig. 5. Color changes of test fabrics-(a): C, (b): CS, (c): N, (d): W-according to UV irradi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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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줄어든 것으로 사료된다.

4주까지는 보관환경조건에 따른 냄새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주에서는 A<B<C의 보관환경 

순서로 냄새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도, 습도조건이 높을수록 냄새강도를 더 강하

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관환경의 환기

조건 유무도 냄새강도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미환기 조건이 환기조건에 비해 더 강

한 냄새강도를 인지하였다. 면/폴리우레탄 혼방직물

을 C 보관환경에서 12주, 24주를 보관한 후, 환기유

무가 직물의 냄새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Fig. 6(b)>에 

나타내었다. <Fig. 6(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오염/

미세탁, 미오염/세탁 직물은 냄새강도가 0.17~0.67로 

매우 낮게 인지되었다. 반면에, 오염 후 미세탁, 세탁 직

물은 미환기 조건에서 2.40~2.67로 인지하였으며, 환

기조건에서는 0.67~1.67로 냄새강도를 인지하는 것으

로 나타나 공기의 순환이 냄새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 

화합물의 제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통한 의류보관 시 문제점으로는 냄새

발생이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변색, 

섬유 손상으로 나타났다. 냄새발생이 가장 빈번히 발

생되는 문제로서, 섬유 자체의 냄새, 드라이클리닝 용

제나 섬유유연제 등 기타 약제 관련 냄새로 환기가 되

지 않는 온도, 습도가 높은 장소의 보관환경으로 인해 

냄새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보고되

었다(Abdul-Bari et al., 2020; Kim, 2019; McQueen et 

al., 2020). 또한, 의류관리 및 착용과정에서의 사고유

형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71.9%가 냄새발

생 경험이 있었으며, 솜이불 및 티셔츠에서 발생되며 

냄새발생 원인으로 환기문제, 곰팡이 냄새를 들었다. 

응답자의 65.6%가 변색발생의 경험이 있고 주로 내

의, 니트, 와이셔츠에서 발생되며, 변색원인으로 오염

제거 미흡, 미세탁 보관으로 응답하였다(Kim, 2008).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의류보관 시 오염제거

와 세탁이 확실하게 이행된 후 보관하여야 하며, 환기

가 되지 않는 높은 온 ·습도의 보관환경을 피하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또한, 오염직물일

지라도 보관환경의 환기조건 유무가 냄새강도에 결정

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의복의 보관시스템에서는 

환기장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의류 및 섬유제품의 보관환경의 최적화

된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의류보

관에 관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

구를 위해 시판 중인 면, 양모, 나일론, 면/폴리우레탄 

혼방소재로 된 4가지 종류의 의류를 구매하여 인공오

염과 세탁조건에 따라 실험직물을 제작하였으며, 각 

직물을 온도와 습도, 환기의 변화를 준 보관조건에서 

보관한 경우의 물성변화와 냄새강도를 측정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보관시간 경과에 따른 4종의 실험직물의 인장강도 

(a)

  

(b)

CS: cotton/polyurethane, V: ventilation, NV: no ventilation

Fig. 6. Changes in the odor intensity of test fabric CS according to (a) the storage time (4-8 weeks) with (V) 
or without (NV) ventilation in the storage environmental condition A, B, C and (b) the storage time 
(12-24 weeks) with (V) or without (NV) ventilation in the storage environmental conditio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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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살펴보면 면과 면/폴리우레탄 혼방직물의 인

장강도는 보관시간 경과에 따라 다소 저하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나일론과 양모의 인장강도는 보관시

간 경과에 따른 감소율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환기

와 미환기 조건에 따른 인장강도의 변화도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면직물의 경우, 12주 보관 후, A, B 

보관환경과 비교하여 C 보관환경에서 10~18% 정도 

인장강도가 감소하여 C 보관환경에서의 감소율이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직물들은 보관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김회복

율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가지 

보관환경조건 중 온도와 습도조건이 가장 높은 C 보관

환경에서 구김회복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주까지는 환기와 미환기 조건이 구김회복도에 

미치는 영향은 관찰할 수 없었으나 8~12주까지의 구

김회복도는 환기조건에 비해 미환기 조건에서 보관환

경 간에 차이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외선 조사시간에 따른 인장강도의 변화는 뚜렷

하게 관찰되었다. 면과 면/폴리우레탄 혼방직물은 12

주 자외선 조사 후에 52%, 66% 인장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일론직물의 경우에는 95%나 급

격히 감소하였다. 양모직물은 41% 인장강도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외선 노출로 인한 섬유제품의 인장강도 저하는 심

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외선 노출로 인한 면/폴리우레탄 혼방직물과 면

직물의 색변화는 30.0~38.0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

며 그 다음으로 나일론직물은 14.0으로 색변화를 보였

고 양모직물은 1.2로 색변화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실험직물의 보관환경에 따른 냄새특성의 변화는 

C 보관환경에서 냄새강도를 가장 강하게 인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의류보관환경의 온도, 습도조건이 

높을수록 냄새강도를 더 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보관환경의 환기조건 유무도 냄새강도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고찰해 볼 때, 높은 온도와 습도의 

C 보관환경이 실험직물의 인장강도, 구김회복도, 냄

새강도 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불리한 보관환경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의류는 햇빛이 차단되는 닫힌 공간

에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 열린 공간에 보관해야 할 경

우 자외선 차단이 가능한 커버를 씌워서 보관해야 하

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가능

한 관리를 위한 섬유제품의 보관을 위해서는 온도 

20~25°C, 상대습도 50% RH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하며 자외선이 차단될 수 있는 닫힌 공간이

면서 환기가 가능한 조건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의복의 관리 측면에서 기존의 

대다수 선행연구들이 조사 및 질적 분석연구에 그친 

반면, 기후변화로 인해 의복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

비자 관점의 의류보관환경에 관한 실험연구로서 의

류제품의 최적 보관조건에 대한 자료를 검증해 본 것

이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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