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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직물에 부착한 지용성 오구 및 고형 오구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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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al of Oily and Particulate Soils from Silk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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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on the removal of oily and particulate soils from silk fabrics. Various
kinds of solvents were used on the removal of two kinds of soils treated into the silk fabrics. The removal of oily soil was
analyzed by liquid scintillation counting method, and the removal of oil and carbon particulate mixed soils was evaluated
by measuring of reflectance on the surface of soiled fabrics with/without drysoap in solvent washing by Terg-o-tometer.
The surfaces of fabrics were also observed by SEM before and after washing.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 oily
soils were removed efficiently by various kinds of solvents regardless of kinds of silk fabrics in short washing time. The
removal effect of solvents from the soiled silk fabrics were high in the order of isopropyl alcohol>trichloroet-
hane>monochlorobenzene>ethylether>perchloroethylene. Oil and carbon particulate mixed soils could be efficiently
removed by adding of drysoap in solvent washing. The removal of mixed soils were increased drastically with rinsing and
increased drysoap. The removal of soils was more efficiently removed from degummed silk fabrics than from the raw silk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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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견직물은 흡습성과 보온성이 크고, 우아한 광택과 부드러운

촉감 및 특유의 견명을 지니고 있어서 의복용 섬유로서 그 우

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섬유의 친수성이 큰 것은

위생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형태안정성과 구김회복력이

떨어지고 물과 기름이 잘 부착되어 쉽게 얼룩이 생기며 부착된

후에는 제거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윤인주·이

정숙, 1991). 이러한 문제점은 고부가가치의 견직물 생산에 있

어 해결해야 될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견직물

은 제직과정과 가공 처리 과정에서도 쉽게 오염되어 직물에 얼

룩과 염색시 염반을 가져오며, 이것은 촉감과 광택 및 외관에

크게 손상을 초래하여 견직물 생산현장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

키고 있다. 

견의 주성분은 세리신과 피브로인의 2종류의 단백질인데 세

리신과 피브로인의 아미노산 조성은 크게 다르다. 피브로인은

탄성에 관계있는 결정성 부분과 신장과 유연성에 관계있는 비

결정성 부분이 섬유 속에 55:45의 비율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견 특유의 촉감을 만들어낸다. 세리신과 피브로인

은 물리·화학적 특성이 크게 다르므로, 생사와 정련견의 특성

도 이에 따라 달라진다(皆川, 1981; 한국견직원연구원, 1995).

일반적으로 섬유에 부착되는 오구(汚垢)는 크게 수용성, 지

용성 및 고형오구로 분류할 수 있다. 수용성 오구는 물을 용매

로 한 세척액 중에서 용해되어 쉽게 제거되며 지용성 오구는

유기 용제의 용해력과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분산·제거된다.

그리고 고형 오구는 주로 대기에서 오염되는 토사가 대부분이

며 섬유표면의 지용성 오구층에 흡착되어 있다가 지용성 오구

가 제거될 때 함께 탈락된다(Cutler·Davis, 1972; 이정숙,

1984; 성혜영·이정숙, 2001).

오구의 부착 및 제거는 섬유의 종류와 직물의 특성에 따라

서도 크게 달라진다. 주로 직물의 두께·조직, 실의 굵기·밀

도·꼬임·섬유의 단면형 등의 물리적 성질 및 섬유의 종류·

극성 정도 및 표면 에너지 등의 화학적 성질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오구의 제거 메카니즘도 오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난다(Kissa, 1981; 정혜원·김성련, 1988).

특히, 견직물의 시각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제직시 혹은 가

공처리 공정시 주위 환경에서 부착된 지용성 오구에 주변의 고

형오구가 쉽게 흡착됨으로써 지용성 오구 단독보다도 고형오구

와의 혼합오구로 인한 문제가 더욱 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견직물 특유의 고유한 물성을 손

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제직시 혹은 가공 처리 과정이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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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쉽게 오염된 지용성 및 고형 오구의 효율적인 제거기

술을 연구 개발하고자,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생사 및

정련 견직물 12종을 선정하여 지용성 오구를 부착시키고 소정

의 조건으로 숙성한 다음, 물 및 각종 유기용제와 이에 부합되

는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오구의 제거효과를 연구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성오구와 고형오구의 부착 및 제거율을 평

가하기 위하여 방사선 분석법(Gordon et al., 1967; Huisman·

Morris, 1971)과 표면반사율 측정법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이때,

미량의 지용성 성분을 정량할 수 있는 방사선 분석법을 이용하

여 유성 단독 오구를 효율적으로 용해 제거할 수 있는 유기용

제들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표면 반사율 측정법을 이용하여 지

용성·고형 혼합오구의 효율적인 제거에 있어 바람직한 유기

용제를 선정하고, 유기용제에 적절한 드라이소프(drysoap)를 첨

가하여 견직물·오구의 특성 및 용제의 특성에 따른 혼합오구

의 제거효과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및 시험포

시약 : 유성오구로는 생산 현장에서 일정기간 사용한 유공

걸프 하모니 GH-68과 glycerol tri(1-
14

C) oleate(specific

activity 57 mCi/mmol, radioactive concentration 50 µCi/mmol,

radiochemical purity 99%, T.L.C. on silicagel, Radio Chemical

Center Amersham)를 소정량 혼합하여 사용하였고, 고형오구로

는 carbon black(일본 유화학회 규정품)을, 유기용매로는

benzene, carbon tetrachloride, perchloroethylene(시중에서 구입),

trichloroethane, 석유계 용제 5호(시중에서 구입), ethylether,

turpentine oil, chloroform, toluene, n-hexane, isopropylalcohol,

monochlorobenzene 등을, 세제로 linear alkylbenzene sulphonate

(LAS, 동경화성공업주식회사), Light Park MK(퍼클로로에틸렌

전용세제, 비이온계와 약양이온계 혼합계면활성제, 일본공영사

유지화학공업주식회사), D-51(석유계전용세제, 비이온계와 음이

온계 혼합계면활성제, 2M화성)등을, 기타 liquid scintillation

cocktail로 ScintiVerse (Fisher Scientific Company) 등을 사용

하였으며, 시약은 1급 이상을 사용하였다.

시험포 : 시험용 견직물에서 표준견포는 한국의류 시험 검사

소에서 제작한 섬유인 염색 견뢰도성 시험용 백포(KS K

0905)를 사용하였고, 다른 견직물들은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표준 견포를 포함하여 12종의 견직물을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시험포의 직물특성은 Table 1과 같다. 

방사선 분석법에 이용할 시험포는 3.5 cm × 7.5 cm로 자르고,

표면 반사율 측정법에 이용할 시험포는 10 cm × 15 cm로 잘라

서 오염포를 제조한 다음 세척 시에는 5 cm × 10 cm로 잘라서

사용하였다. 

2.2. 오염포의 제조

방사선 분석법에 이용한 지용성 단독 오염포 : 일정기간 사

용하여 산화 변색된 지용성 오염액 (유공걸프하모니 GH-68

0.5 g을 10 ml volumetric flask에 넣고 
14

C로 label된 glycerol

trioleate를 2 µCi 정도의 radio activity가 되도록 적정량을 넣어

준 다음 toluene을 눈금까지 채워 유성 오염액을 용해시켜서 5

%(W/V)의 오염액을 만들었다. 오염액은 20±1
o
C에서 micro

pipet로 견직물의 중량을 고려하여 3.5 cm × 7.5 cm 시험포 1매

당 100 µl~200 µl씩 균일하게 점적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오염포 1매는 약 0.02~0.04 µCi의 radioactive triolein을 함유

하여 세척 전 오염포의 counts per minute(c.p.m)은 50,000~

100,000 정도가 된다. 이상과 같이 제조한 오염포는 표준상태

(20
o
C, 65%)에서 2~3주 동안 숙성시키거나, 가압수증기(120

o
C)

에서 20분간 열처리한 다음 desiccator에 넣고 냉장고에 보관하

여 사용하였다. 

표면반사율 측정법에 이용한 지용성·카본블랙 혼합 오염포 :

10 cm × 15 cm로 자른 시험포를 Table 2와 같은 조성으로 제조

한 오염액에 1장씩 침지시켜 15초 후 뒤집으면서 1분간 균일

하게 오염시켜서 자연 건조한 다음 5 cm × 10 cm로 잘라서 표

준상태(20
o
C, 65% RH)에서 2주간 숙성한 다음 데시케이터에

Table 1. Characteristics of silk fabrics

Materials Fabrics
Color

(Reflectance, %)

Fabric count

(ends × picks/5 cm)

Weight

(g/m
2
)

Thickness 

(mm)

Standard Degummed Silk A Plain White(80.04) 256 × 203 33.5 0.087

Raw Silk B1 Plain Nobang Creamy White(61.84) 217 × 192 27.9 0.155

B2 Jacquard Imitated Ramie Creamy White(58.3) 112 × 176 44.9 0.238

Degummed Silk C1 Crepe De Chine Creamy White(75.66) 174 × 211 63.1 0.197

C2 Crepe De Chine Creamy White(68.06) 116 × 137 180.7 0.507

C3 Jacquard De Chine Creamy White(74.76) 168 × 104 114.1 0.377

C4 Gapsa Creamy White(71.54) 112 × 201 48.9 0.162

C5 Satin Jacquard Red(8.74) 435 × 201 76.3 0.221

C6 Satin Jacquard Red(8.13) 631 × 192 82.4 0.254

Degummed Spun Silk D1 Plain Creamy White(68.98) 97 × 167 106.6 0.24

D2 Fancy Rib White(73.86) 288 × 223 173.8 0.568

D3 Plain Black(2.71) 96 × 142 133.5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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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고 냉장고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2.3. 세척

세액 : 세액은 석유계 용제 5호, 퍼클로로에틸렌을 비롯한

각종 유기용제를 단독 사용하거나 유기용제에 세제를 첨가하여

사용하였으며, 세제를 첨가한 경우는 Table 3과 같이 하여 사

용하였다.

세척방법 : 세척은 Terg-O-Tometer를 사용하였으며, 세척용

비이커에 각 종류의 유기용제를 250 ml 넣고 준비된 오염포 3

장을 각각 넣은 다음 용제의 종류, 세척시간, 세제 농도, 교반

속도 등을 변화시켜서 세척한 다음 자연 건조하였다. 헹구기를

한 경우는 세척시와 동일한 조건에서 세척 후 2분간 1회 헹구

기를 한 다음 자연 건조하였다. 

세척률의 평가 : 방사선 분석법에 의한 지용성 단독 오염포

의 세척성 평가 - 세척률의 평가는 세척 전후의 오염포에 존재

하는 radio activity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세척전·후의 오염

포 1매를 20 ml Vial에 수직으로 붙여 세운 다음 Scintillation

Solution 18 ml를 넣었다. 2시간 자연 방치한 다음 각각을

Liguid Scintillation Counter(Beckman 6500)로 2분간 counting

하여 평균한 c.p.m.으로 다음식에 의하여 세척률을 산출하였다. 

D1 : 세척전 오염포의 c.p.m

D2 : 세척후 오염포의 c.p.m

표면반사율 측정법에 의한 지용성·카본블랙 혼합 오염포의

세척성 평가 - 세척 전·후 오염포 3장을 함께 겹친 다음 다

시 반으로 접어서 6겹이 되게 한 다음 6 곳의 표면반사율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출하여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세척률을

평가하였으며, 표면반사율 측정은 색차계(Model TC-8600,

Tokyo Denshoku Co., Ltd)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Ro : 원포의 표면반사율

Rs : 오염포의 표면반사율

Rw : 세척한 포의 표면반사율

2.4. 주사전자현미경관찰

지용성·카본블랙 혼합오염포를 대상으로 하여 세척 전·후

의 직물의 오염상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SEM)

JSM-6400(Jeol Co., Ltd))을 사용하여 오염포(0.5 cm × 0.5

cm)를 carbon tape로 지지대에 고정시키고, 금(Au)을 150초

동안 증착하여 가속전압 10kV로 직물의 오염상태를 관찰하였

다. 

3. 결과 및 고찰

3.1. 지용성 단독 오염포의 세척성 

용제의 종류에 따른 세척성 : 견직물 제직시 직기나 기름 박

스에서 쉽게 오염될 소지가 큰 지용성 오구를 대상으로 연구하

기 위하여 일정기간 작업현장에서 사용 후 회수된 기름(유공

걸프하모니 GH-68)을 표준 견포에 오염시키고 표준상태(20
o
C,

65% RH)에서 2주간 숙성시킨 다음 여러가지 유기 용제로 세

척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이때 유기용제는 유지에 대한 용

해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Fig. 1을 보면 용제의 종류별로 다소 차이가 보이지만 대체

로 95% 이상의 높은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실험에 사

용한 유기용제의 대부분이 지용성 오구에 대한 용해력이 뛰어

나기 때문이다. 특히, 벤젠과 사염화탄소, 퍼클로로에틸렌, 이소

프로필 알코올 등이 매우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경우는

초기시간에서 이미 제거가 잘 되어 5분 세척과 10분 세척의

경우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기타 용제는 5분보다 10분의 경우

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실험에 사용한 유기용제들의

경우 어느 것이나 유성오구의 제거에 이용할 수 있는 용제들이

지만 무엇보다도 견직물 고유의 물성과 염색가공제를 손상시키

지 않는 범위의 용제를 선정해야 하며, 용제의 안전성, 독성,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견직물 종류에 따른 세척성 : Fig. 2는 건식 세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석유계 용제 5호와 퍼클로로에틸렌을 중

점적으로 사용하여 여러가지 견직물 종류에 따른 지용성 오구

의 세척성을 검토한 결과이다. 이때 오염포는 표준상태(20
o
C,

65% RH)에서 3주간 숙성시켜서 상온에서 교반속도 40c.p.m.으

로 5분간 세척하였다. 

Fig. 2를 보면 견직물의 종류나 조직 등 직물특성에 관계없

이 대체로 98% 정도의 매우 높은 제거율이 나타났으며, 이경

우 석유계 용제 5호와 퍼클로로에틸렌의 지용성오구 제거력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3주 숙성된 견포의 경우에도 용제

의 지용성 오구의 용해력이 매우 커서 쉽게 제거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견직물의 종류와 오염포의 숙성조건에 따른 세척성 : Fig. 3

  세척률(%) =
D1−D2

× 100
D1

   세척률(%) =
Rw−Rs

× 100
Ro−Rs

 
Table 2. Composition of oil·carbon black mixed soil

Composition Weight(g)

Carbon black

Oil(Used SK gulfharmony GH-68)

Carbontetrachloride

0.5 g

100 g

800 g

Table 3. Composition of detergent solution

Detergent solution Detergents Concentration(%, w/v) 

Distilled water LAS 0.1

Perchloroethylene Light park MK 0.5

Petroleum solvent 5 D-5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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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B2, C1과 D1을 선정하여 직물의 종류별로 지용성 오구의

제거율을 검토하고, 오염포의 숙성조건을 3가지로 변화시켜서

실험한 결과이다. 이때 용제로는 석유계 용제 5호를 사용하였다.

Fig. 3을 보면 표준상태에서 2주 숙성된 경우에는 지용성 오

구의 제거률이 98% 이상으로 거의 완전히 제거되었다. 3주 숙

성된 오염포는 다소 제거률이 낮아졌으나 역시 제거률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간의 오구숙성을 대체하기위하여 가압수

증기하(120
o

C)에서 20분간 열처리한 오염포의 경우는 현저하게

지용성 오구의 제거율이 낮아졌다. 표준상태에서 2주 혹은 3주

숙성된 오구포의 경우는 직물의 종류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가압수증기하에서 20분간 열처리한 오구포의 경우에서는 앞의

경우보다 오구의 제거률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이 경우 지용

성 오구는 피브로인 또는 세리신에 강하게 고착되어 섬유내부

로 침투된 오구의 제거률이 대체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생견직물인 B2의 제거률이 가장 낮아진 것은 열처리

에 의해 오구에 대한 세리신의 바인더 역할이 강화되어 고착된

지용성 오구의 제거가 어려워졌고, 일부는 생견직물이 의마 효

과를 준 구조적 원인도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같

은 정련견 직물인 C1, D1에서는 D1의 제거율이 다소 낮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지용성 오구가 비교적 약하게 직물에 부

착된 경우에는 오구 제거율이 직물의 조건에 그다지 영향이 없

게 나타났지만, 오구가 직물에 강하게 부착된 경우에는 직물의

물리, 화학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된다.

습식세탁과 건식세탁에 의한 세척성 비교 : Fig. 1~3에서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용성 오구의 용해력이 뛰어난 석유계용제 5

호, 퍼클로로에틸렌, 이소프로필 알코올과 트리클로로에탄올을

유기용제로 선택하고 3주 숙성된 C2를 대상으로 하여 습식세

탁과 비교 검토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Fig. 4를 보면 증류수

만으로 세척한 경우는 10% 미만의 극히 저조한 결과가 나타났

고, 음이온계 합성 세제의 기본 계면활성제인 0.1% LAS 수용

액의 경우에도 30% 정도의 매우 낮은 세척률을 나타내었다. 그

러나 유기용매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나 98% 정도의 극히 우수

한 세척률이 나타나서 지용성 오구 제거에 매우 효율적이었음

을 알 수 있다. 

3.2. 지용성·고형 혼합 오염포의 세척성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직물 제직 시 오염된 지용성 오구에

는 쉽사리 고형오구가 부착되어 시각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Fig. 2. Effect of various silk fabrics on the removal of oily soil.

Fig. 3. Effect of aging conditions on the removal of oily soil.

Fig. 4. Effect of wet cleaning and dry cleaning on the removal of oily

soil.

Fig. 1. Effect of various silk fabrics on the removal of oily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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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고형오구로 카본블랙을 모델로 선택하여 지용성·고

형 혼합오구를 만든 다음 혼합오염포를 만들어서 세척 실험한

결과를 Fig. 5~13에 나타내었다.

용제 종류에 따른 세척성 : 표준견포를 사용하여 지용성·고

형 혼합오염포를 제조하여 표준상태에서 2주간 숙성시킨 다음

상온에서 교반속도 100cpm으로 10분간 세척한 결과는 Fig. 5

와 같다. Fig. 5를 보면 오구의 제거율은 용제별로 많은 차이

가 나타났다. 즉, 이소프로필알코올의 경우가 제일 높게 나타났

으며, 트리클로로에탄과 모노클로로벤젠이 그 다음으로 비슷하

게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에틸에테르, 퍼클로로에틸렌

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앞에서 검토한 Fig. 1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벤젠, 사염화탄소, 헥산, 톨루엔

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소프로필알코올(2-프로판올)의 경우에서 가장 오구 제거 효

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 용제는 실험에 사용한 다른 유기용

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극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벤젠이나

사염화탄소처럼 비극성계의 용제에 비하여 오구 제거 효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섬유에 손

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용성 단독오구와 지용성·고형 혼합

오구의 어느 쪽에서도 효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견직물의

화학적 특성과 오구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견직물로부터 오구의 제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생각된

다. 앞에서도 고찰한 것처럼 지용성 단독 오구의 경우는 일반

적인 오구 숙성조건에서는 어느 유기 용제를 사용하여도 오구

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으나, 고형오

구가 흡착된 경우에는 오구의 제거율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

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소프로필알코올은 견직물에 사용하기 좋

은 용제라고 생각된다. 

견직물의 종류에 따른 세척성 : 건식 세탁에 주로 사용되는

석유계 용제 5호와 퍼클로로에틸렌을 중점적으로 사용하여 여

러 가지 종류의 견직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는 Fig. 6과 같

다. Fig. 6을 보면 모두 2주간 표준상태 오염포를 숙성하여 실

험한 결과인데 가장 얇은 정련직물인 표준견포에서 오구의 제

Fig. 5. Effect of various solvents on the removal of oil carbon-black

mixed soil.

Fig. 6. Effect of various silk fabrics on the removal of oil·carbon black

mixed soil.

Fig. 7. Effect of aging time on the removal oil·carbon black mixed soil.

Fig. 8. Effect of washing time on the removal of oil·carbon black mixed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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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같은 계열의 직물에서는 얇은 직물의

경우가 오구제거율이 크게 나타났다(B1>B2, C1>C2, D1>D2).

그러나 Fig. 2와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오구의 제거율이 낮게

나타났다. 즉, 지용성오구에 카본블랙을 혼합하여 섬유에 부착

시킨 결과, 지용성오구의 제거 시와는 매우 다르게 견직물의 종

류별로 고형오구의 제거량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생사직물

인 B1, B2에서 오구의 제거량이 낮은 것은 세리신의 교착성질

로 인하여 고형오구가 섬유에서 탈락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견방직물인 D1, D2가 정련견 직물들 보다

오구의 제거량이 저조한 것도 섬유와 섬유사이에 고형오구가

잘 끼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앞에서 검토하였던 지

용성 단독 오구의 경우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석

유계 용제에 비하여 퍼클로로에틸렌의 경우에서 제거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용제의 비중의 차이와 용해력의 차이라고 생각된

다. 즉, 퍼클로로에틸렌(S.G; 1.62. K.B.V.; 90)의 비중은 석유

계용제(S.G; 0.77~0.82, K.B.V.; 27~45) 보다 약 2배 정도 크

기 때문에, 세척시 직물에 부딪치는 용제의 하중이 크게 영향

을 주고, 용해력(K.B.V.)도 2-3배 정도이므로 같은 교반수의 세

척에서도 세척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고 사료된다(김성련,

2003). 

오염포의 숙성기간에 따른 세척성 : 오염포를 표준상태에서

숙성시키는 기간이 오구의 제거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결과

는 Fig. 7과 같다. Fig. 7을 보면 석유계용제와 퍼클로로에틸렌

의 경우에서 모두 숙성기간이 증가할 수록 오구의 제거율이 낮

아졌으나, 처음 일주일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되었으

나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감소되었다. 이 경우에도 퍼클로로에

틸렌의 세척성이 석유계 용제의 경우보다 전체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숙성기간이 길어지면 지용성 오구 성분 중 불포화화합

물은 산화되기 쉽고, 섬유 표면에 부착된 오구가 점차 섬유 내

부로 침투되므로 오구의 제거량이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세척시간에 따른 세척성 : 각 오염포를 세척할 경우 세척시

간이 오구의 제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

험한 결과는 Fig. 8과 같다. Fig. 8을 보면 초기시간 3분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나 점차 완만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것

은 유기용제로 트리클로로에탄을 사용한 결과인데 Fig. 1의 결

과에서 보이듯이 트리클로로에탄은 지용성성분을 용해시키는

힘이 매우 크므로 짧은 시간에서 세척률이 증가되었다고 생각

되며, 이러한 경향은 유사한 용해력을 갖고 있는 다른 유기용

제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견직물의 종류와 세제의 첨가에 따른 세척성 : 석유계 용제

와 프클로로에틸렌에 각각 전용세제인 D-51과 Light park MK

의 농도를 변화시켜서 세척 실험한 결과는 Fig. 9와 같다. Fig.

9를 보면 석유계 용제에 전용세제의 농도가 약 3%까지 증가할

수록 지용성·고형 복합오구의 제거율이 급격하게 높게 나타

났으나 그 이후로는 제거률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났다. 퍼클로

로에틸렌의 경우는 전용세제의 첨가에 따라 오구의 제거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1.5% 농도의 범위까지 지용성·고형 복합

오구의 제거량이 증가되었으나 2% 이상에서는 다소 낮아졌다.

두 가지 용제를 비교해 보면 석유계 용제인 경우에는 세제 농

도가 상대적으로 고농도에서도 오구의 제거율이 계속 증가되었

으나 퍼클로로에틸렌의 경우에는 1.5% 농도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또한 세제의 농도가 2.5~3.0% 에 이르면 석유계 용제

와 퍼클로로에틸렌의 지용성·고형 복합오구의 제거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기용제 세탁의 경우 전용세제를

과다하게 넣을 경우 헹구기 문제가 발생하고, 충분히 헹구지 못

하면 직물에 잔존된 세제가 문제되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

되는 0.5% 농도를 선택하여 다음 실험에 이용하였다. 

Fig. 10과 Fig. 11은 석유계 용제와 퍼클로로에틸렌에 전용세

제를 0.5%씩 첨가하여 각 종류의 견직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이다. 실험한 결과를 보면, 석유계용제와 퍼클로로에틸렌에

각각의 전용세제를 첨가하였을 경우에 뚜렷하게 오구의 제거효

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앞에서도 고찰하였듯이 세제의 계

면활성작용으로 오구는 용이하게 제거되고 또 탈락된 오구의

재침착(재오염)이 방지되었기 때문이다(윤인주·이정숙, 1991,

Fig. 9. Effect of conc. of detergents on the removal of oil·carbon black

mixed soil.

Fig. 10. Effect of various silk fabrics and detergents on the removal of

oil·carbon black mixed soil by petroleum solven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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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미, 1982). Fig. 12에서는 세제를 첨가하였을 때 석유계용

제와 퍼클로로에틸렌의 세척성을 비교한 결과인데, 전체적으로

어느 직물의 경우에서나 퍼를로로에틸렌쪽이 오구의 제거 효율

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지용성·고형 혼합오구를 제거 할

경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퍼클로로에틸렌 용제가 석유계용제

보다 더 효율적인 점도 있으나, Fig. 9의 결과에서 석유계 용

제의 경우에는 고농도의 세제 농도에서 오구의 제거율이 크게

증가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실험에 사용한 세제농도 0.5%는

비교적 낮았던 까닭도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만일 충

분한 양의 세제를 사용한다면, 석유계용제의 경우에도 더 높은

세척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제 첨가 시 헹구기 효과 : 일반적으로 단독 유기용제를 사

용하여 드라이 클리닝할 경우에는 헹구기를 하지 않고 세탁을

끝내지만, 전용세제를 첨가할 경우에는 헹구기를 할 필요성이

생긴다. Fig. 13은 석유계 용제와 퍼클로로에틸렌을 중심으로

전용세제를 첨가한 경우의 헹구기 효과를 나타내었다. 헹구기

는 세척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하되 세척시간은 2분으로 1회

실행하였다. 그 결과 헹구기에 의하여 뚜렷한 세척률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세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한다면 매우

현저하게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기용제에 적절한

드라이소프(drysoap)를 첨가하여 차지(charge)법으로 세척하고

헹구기를 하면 매우 효율적으로 오구를 제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세제의 계면활성 작용으로 인하여 지용성 성

분이 유기용매에 용해되어 나올 경우 고형 오구도 쉽게 분산되

고, 일단 제거된 고형 오구의 재오염을 막게 되어 전체적으로

세척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3.3. 주사전자현미경에 의한 세척 전·후 견직물의 관찰

실험에 사용한 여러가지 견직물 가운데서 2종의 직물(A, B2)

을 선택하여 원포와 세척 전·후 오염포에 부착되어 있는 지용

성·고형오구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는 Fig. 14, 15와 같다. 이때,

오염포는 모두 2주 숙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용제는 퍼클로로에

틸렌을 사용하고, 교반속도 100 cpm으로 10분간 세척하였다. 

먼저 Fig. 14(a)는 표준견포(정련견) A를 대상으로 관찰한 사

진인데 견사 피브로인의 특징적인 모습을 잘 볼 수 있다. (b)

는 세척전 오염포로서 표면에 지용성 성분과 함께 카본블랙이

다량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c)는 세척후 오염포로서

표면에 잔존된 오구들이 보이고 있다. 오구가 섬유와 섬유 사

이에 혹은 섬유측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Fig. 15의 (a)와 (b)는 생사 견직물 B2를 대상으로 세척전·

후의 오염포를 관찰한 결과이다. 특히, 이 직물은 생사직물이기

때문에 (a)를 보면 세척전 오염포는 다량의 지용성성분과 카본

블랙 입자가 섬유 표면에 부착된 것을 볼 수 있다. (b)는 세척

후 오염포로서 상당량이 제거되었으나 여전히 잔존오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견직물에서는 생사직물에 지용성 성분

과 고형 오구가 다량으로 혼합되어 부착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세리신이 바인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또한 직물의 조직과 밀도에 따라 오구의 부착상태가 다

Fig. 11. Effect of various silk fabrics and detergents on the removal of

oil·carbon black mixed soil by perchlorethylene.

Fig. 12. Effect of various silk fabrics and detergents on the removal of

oil·carbon black mixed soil by petroleum solvent 5 and perchloro-

ethylene.

Fig. 13. Effect of rinsing on the removal of oil·carbon black mixed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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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척 후에도 상당량의

고형오구가 관찰됨으로서 유성오구가 퍼클로로에틸렌에 의해

대부분 제거된 후에도 고형 오구는 유기용제만으로는 제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용성·고형 혼합오구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고찰한

바처럼 각각의 유기용제에 적합한 드라이소프를 적당량 첨가하

여 혼합오구의 제거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견직물의 제직시나 가공처리 및 기타 환경에

서 오염되기 쉬운 지용성·고형 오구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견직물 12종을 사용하였으며, 견직물 및 오구의 특성과

용제의 특성에 따른 오구의 제거율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표준상태에서 2-3주 지용성 오구를 숙성시킨 견직물 오염

포는 견직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지용성 오구는 효율적으로 제

거되었다. 그러나, 견직물 오염포를 가압 수증기하(120
o

C)에서

열처리를 한 다음 지용성 오구를 제거할 경우에는 직물의 종류

에 영향을 받았으며 생사직물 보다 정련한 직물의 오구 제거율

이 높게 나타났다. 습식세탁과 비교할 때 적절한 유기용제를 사

용하여 세척하면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견직물 오염포로부터 지

용성 오구가 능률적으로 거의 완전히 제거되었다. 

2. 지용성·고형 혼합 오염포의 경우, 용제의 종류에 따른 세

척 결과 이소프로필알코올의 효과가 월등하게 높았으며, 트리

클로로에탄, 모노클로로벤젠, 에틸에테르, 퍼클로로에틸렌의 순

으로 오구제거율이 높게 나타났다. 견직물의 종류에 따른 세척

결과 정련직물이 생사직물보다 세척성이 높게 나타났고, 정련

직물 중에서는 얇은 직물의 경우가 오구의 세척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오염포의 숙성기간에 따른 세척 결과 표준상태에서

처음 1주일간 숙성시켰을 경우 비교적 현저하게 제거량이 감

소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세척률이 낮아졌다. 비교적

짧은 세척시간에서 지용성·고형 혼합 오구의 세척률이 증가

하였으며 5분이 경과되면 완만한 증가를 나타내 거의 일정하

게 나타났다. 

3. 드라이클리닝 용제를 비교하면 석유계 용제보다 퍼클로로

에틸렌의 경우에서 혼합오구의 제거량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각 용제에 전용세제를 첨가하면 어느 경우에서나 혼합오구의

제거효율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첨가한 세제의 어느 농도 이상

에서는 석유계 용제의 경우나 퍼클로로에틸렌의 경우에서 오구

의 세척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용세제를 첨가하여 사용

할 경우 헹구기를 하면 오구의 제거율이 뚜렷하게 증가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견직물에 부착된 지용성 오구는 오구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유기용제를 선택하여 단시간내 효율적으

로 오구를 제거할 수 있으며, 지용성 오구에 고형 오구가 혼합

부착된 경우에는 적절한 유기용제에 전용세제를 첨가하여 제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오염의 정도에 따라 전용세제의

양을 증가시키고 헹구기를 병용하여 제거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지용성 단독오구 제거와 지용성·고형 혼합오구 제

거의 두 경우에서 대체로 이소프로필 알코올의 효율성이 크게

Fig. 14.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degummed silk fabrics.

Fig. 15.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raw silk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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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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