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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방법에 따른 데님직물의 변색과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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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Cleaning Methods on the Change of Color and Dimensions in Denim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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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enim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fabrics for blue jeans. After washing denim fabric frequently changes
its size and color. Salespersons recommended that after purchasing blue jeans customers should dry clean them once
before washing.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o what degree washing with a household washing machine and
dry cleaning affected the dimensions and the color of denim fabric. The denim fabric shrank greatly after the first laun-
dering in warp direction regardless of whether it had been dry-cleaned or not. However, it shrank little from the second
to the tenth laundering and after each number of dry cleanings. The thickness of the denim changed in the same way
as the shrinkage occurred when the number of launderings or dry-cleanings increased. Although the indigo came out of
the denim into washing liquor, both of the L* values and the b* values of the laundered and the dry-cleaned denim fabrics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control fabric. Darkening of the fabric after washing attributed to the shrinkage in warp; spe-
cifically the deep-blue warp yarns more spaced on the fabric face and the back. The L* and b* values of the dry-cleaned
fabric decreased less than those of the laundered. The value of a

*

 increased much less than the other values. Staining of
the white cotton fabric laundered with the denim fabrics became less as the number of launderings increased. The degree
of staining from the dry-cleaned denim was much lower than that of the laundered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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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청바지는 지금은 청년은 물론이고 대다수 연령층의 사람들

이 캐주얼복, 작업복뿐만 아니라 일상의 근무복으로 매우 빈번

하게 착용되고 있다. 실제로 여대생들은 1주일에 1번 이상 청

바지를 착용하는 비율이 95.6%이며, 소유한 청바지가 3~4벌

이상인 여대생이 96.2%으로 조사된 바(김언정, 2003)와 같이

청바지는 여대생 뿐 아니라 남녀 젊은이들의 의생활에 매우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청바지의 소재인 데님은 인디고 염

료로 실의 표면만 염색된 경사와 표백, 염색되지 않은 위사를

사용하여 제직한 경능직물로, 표면에는 인디고 블루의 경사가

많이 나타나고 이면은 염색되지 않은 위사가 많이 보인다. 데

님은 제직 후에는 인디고 블루의 고유한 색이지만 여러 방법의

워싱 가공으로 섬유의 표면을 닳게 하면 실 내부의 염색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 독특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데님직물

은 인디고 블루의 농담을 달리할 뿐 아니라 직물 표면의 닳은

정도를 달리하여 다양한 색상으로 생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

계적인 유명 디자이너도 데님으로 된 다채로운 패션의류를 선

보여 데님은 청바지 소재뿐 아니라 고감성 소재로 앞으로 쓰임

새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데님은 합성섬유, 스판

덱스는 물론이고 모섬유, 견섬유와의 혼방으로 고급화를 추구

할 뿐 아니라, 환경보호 측면으로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는 등 새

로운 소재로 계속 개발되고 있다(“2010/11 FW”, 2009).

데님직물의 경사의 염색에 사용되는 인디고는 배트염료로 일

반적으로 세탁 및 알칼리 견뢰도가 우수하나, 데님직물의 경사

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의 표면만 염색하여야 하므로 견고한

염색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데님 직물로 된 의류는 세탁에

의해서 물이 빠져 변색이 되거나 세탁 시 다른 부위나 다른

옷에 이염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인 것으로 소비자 보

호원의 발표(2004)가 있었다. 또한 데님직물로 만든 청바지를

착용하였을 때에 세탁 시 물이 잘 빠지고, 다른 옷에 물이 들

고 의복으로 만들어 착용 시에는 피부나 속옷 등에 이염 현상

이 일어나는 것 외에도 세탁 후 옷이 틀어짐 등 소재에 대한

불만족이 있음이 보고되기도 하였다(천종숙 외, 2007). 

데님 직물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직물의 표면을 닳게

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워싱가공 방법 및 처리 조건에 따른 물

리적 성질의 변화에 관한 연구(어미경, 서미아, 2007; 신혜원,

유효선, 1997), 워싱 가공 시의 재오염 발생에 관한 연구(차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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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양진숙, 1996), 워싱 가공으로 셀룰라아제를 사용하였을 때

에 섬유의 종류에 따른 태 조사(김경애 외, 2001; 김경애 외,

2003; 김경애 외, 2002), 데님 직물의 염색 조건의 개선을 위

한 연구(진성룡 외, 2000), 데님 직물을 탈색하기 위한 plasma

처리방법(Ghoranneviss et al. 2007), 데님직물의 plasma처리에

따른 물리적 성질과 직물 표면의 특성(Radetiæ, 2009)에 관한

연구가 있다. 또한 워싱 가공 데님 면직물의 수축성을 고려한

청바지 패턴 설계(어미경 외, 2008)에 관한 연구, 데님 직물의

착용으로 나타나는 직물의 변형을 실험실에서 모의적으로 측정

한 연구(이창미 외, 1996)도 있다. 하지만 데님 직물은 물세탁

후 수축에 의한 변형과 탈색에 따른 색상 변화에 따른 불만족

이 매우 높음에도 이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데님직물로 된 옷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소비자가 옷을 구입

한 후 수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첫 세탁은 드라이 클리닝을 권

유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취급표시에 드라이 클리닝만 하도록

된 제품도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청바지 취급 주의 표시에는 물

세탁을 할 때에 뒤집어서 세탁하도록 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류품목 중 중요한 특히 젊은 세

대에게 착용비율이 높은 청바지 감인 데님 직물의 세탁방법, 즉

물세탁과 드라이 클리닝에 따른 변형과 색의 변화를 조사하고

자 하였다. 또한 물세탁 시 뒤집어서 세탁하였을 때와 바로 세

탁하였을 때의 색의 변화를 비교하고, 데님과 함께 세탁한 다

른 직물에의 이염을 조사하여 데님의 세탁방법에 따른 기본 자

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시료

시료로 워싱 가공처리 되지 않은 짙은 청색 데님(전방)을 사

용하였다. 포의 크기는 경사와 위사 방향으로 각각 32 cm×

34 cm로 자른 후 반복 세탁에서 올이 풀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1 cm 시접을 두고 청바지의 세탁과 비슷한 상태가 되도록 하

기 위하여 ‘ㄷ’자의 주머니 모양으로 박음질하여 사용하였다.

세탁 시 포의 무게를 맞추고 데님직물의 이염성을 측정하기 위

하여서는 백색 진 직물을 사용하였는데, 이 백색 진은 경위사

30 cm×30 cm으로 잘라 사용하였다. 드라이 클리닝 시의 이염

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백색 포플린을 사용하였는데 드라이 클

리닝 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0 cm×10 cm로 잘

라 청색 데님직물의 주머니 모양 안 쪽에 부착하였다. 이염용

백색 포는 사용하기 전에 세탁기에서 세제를 넣고 1회 세탁,

건조한 후 사용하였다. 사용한 직물의 조성은 Table 1에, 데님

원포의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반사율 spectrum은 Fig. 1에 제시

하였다. 

2.2. 세탁과 건조

물세탁은 수평드럼식 세탁기(WD-1005X, LG)에서 포의 무

게 1.5 kg과 세제로 시판 드럼세탁기용(테크 익스트림, LG)의

권장농도인 10 g을 가하고 30
o
C에서 표준코스로 60분간 하였

다. 물세탁을 한 포는 의류건조기(NOVOTRONIC T230C,

Miele)에서 최고 온도는 60
o
C내외의 면 의류 저온건조 코스로

건조하였다. 드라이 클리닝은 전문 세탁소에서 다른 세탁물과

함께 드라이 클리닝기(HS-2505, 화성)에서 일반 석유계 용제(

액숄디40, 액숄 케미칼사)로 35~40
o
C에서 25분간 세탁 후 자

동회전건조기(HS-9403, 화성)에서 55
o
C로 30분간 건조되었다.

2.3. 측정

2.3.1. 형태변화

데님 직물의 세탁에 의한 변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축률,

두께, 직물의 밀도, 능선의 각도를 실온으로 온도 21±2
o
C, 습

도 50±5%에서 각각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수축률은 경사와 위사 방향에 각각 30 cm 간격으로 표시한

거리를 세탁 후 측정하여 다음 식에 의해 구하였다.

수축률(%) 

여기서 L0 : 세탁 전 표시 점 간의 거리(cm)

       L1 : 세탁 후 표시 점 간의 거리(cm)

데님 직물의 세탁 후의 두께 변화율은 원포의 두께와 세탁

포의 두께를 측정하여 다음 식으로부터 구하였다.

 
L
0

L
1

–

L
0

----------------- 100×=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fabrics

Blue denim White jean White poplin

Material Cotton 100% Cotton 100% Cotton 100%

Weave 3/1 twill 3/1 twill Plain

Fabric count
(warp×filling/5 cm)

176×143 160×112 134×124

Thickness(mm)
Weight(g/m2)

0.54
653

0.77
353

0.40
143

Fig. 1. Spectrum of the denim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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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변화율(%) 

여기서 T0 : 세탁 전 원포의 두께(mm)

       T1 : 세탁 후 포의 두께(mm)

능선각은 임의 점(A)에서 위사 방향으로 20 cm의 지점(B)을

표시하고 여기에서 수직으로 올린 선과 A로 부터 시작한 능선

이 만나는 점(C)을 표시하고 이 길이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

라 원포와 세탁포의 능선각을 결정하였다. 

능선각(θo
) 

2.3.2. 색상변화

데님직물의 세탁 전후와 이염 측정용 백포의 색을 CIE

L*a*b* 색 좌표의 L*, a*, b*값을 측정하여(Color-eye 2180,

Mc Beth, USA) 변화량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데님 직물의

세탁에 따른 색상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료 표면에

서 경사와 위사의 상태를 현미경(LV100POL, Nikon)으로 50배

율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물세탁, 드라이 클리닝, 또는 드라이 클리닝 후 물세탁을 반

복하였을 때에 데님의 형태변화와 색상변화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형태변화

3.1.1 수축률

물세탁 10회, 드라이 클리닝 5회, 또는 드라이 클리닝 후 물

세탁과의 총 횟수를 10회까지 반복하였을 때에 데님시료의 경

사와 위사 방향 각각의 수축률은 Fig. 2, Fig. 3과 같다. 

위사 방향은 물세탁 10회 반복되었을 때에 2.6% 수축에 머

물렀으나 경사 방향은 7.9% 수축하여 경사방향의 수축이 훨씬

컸다. 이는 제직 시 받은 경사 장력이 세탁과정에서 섬유가 팽

윤되며 이완되었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경사 방향의 수축이 1

회 물세탁 시에 가장 커서 4.6% 수축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수

축률이 매우 적은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세탁에서도 비율은 적으나 계속 수축이 진행되었으며 이 진행

수축도 경사방향이 위사방향 보다 약간 큰 경향을 보였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송경헌 외(1998)의 연구에서 안감직물도 세탁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1회 세탁 시 수축이 가장 크며 그 이후

의 반복세탁에서도 수축되나 그 정도가 매우 적어진다는 것과

도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드라이 클리닝 시에 데님 직물은 거의 수축하지 않아, 5회

드라이 클리닝 후에 0.8%만 수축되었다. 그러므로 데님 소재의

청바지를 세탁 시 수축의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면 드라이 클리

닝 시에는 수축과 변형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드라이 클리닝을 1회 후 물세탁 하였을 때에는 드라

이 클리닝하지 않고 물세탁하였을 때와 큰 차이 없이 4.3% 수

축하였다. 드라이 클리닝 이후 물세탁 2회부터는 물세탁만 하

였을 때와 비슷하게 수축되어 총 10회, 즉 드라이 클리닝 1회

후 물세탁 9회 후에는 7.7% 수축하였다. 드라이 클리닝 2회

후 첫 물세탁 시에도 4.2% 수축하고 이 후에는 물세탁만 하였

을 때와 동일하였다. 그러므로 물세탁을 하면 이전에 드라이 클

리닝 여부에 관계없이 첫 번의 물세탁에서 큰 수축률을 보이며,

이 후의 물세탁에서의 수축률도 물세탁만 하였을 때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청바지는 세탁 후 뒤틀림 현상이 있는데 이는 바지통의 봉

제 시 바깥쪽은 두 번 이상 견고하게 박음질하지만 안쪽은 한

번만 하므로 세탁으로 변형이 생길 때 바지 통 바깥쪽이 고정

되며 안쪽 부분의 수축이 일어나는데 이 때에도 경사와 위사

방향의 수축률이 다르므로 능선각이 변화된 것에 기인한다. 그

러므로 데님 직물의 세탁 방법을 달리하여 반복 세탁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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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hrinkage in warp direction of the denim fabric after cleaning

Fig. 3. Shrinkage in weft direction of the denim fabric after c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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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사와 위사 방향의 수축률과 함께 능선각의 변화를 조사하

였는데, 위사 20 cm의 길이에서 수직으로 올릴 때에 만나는 경

사의 길이로부터 계산한 능선각을 Fig. 4에 나타내었다. 세탁

전 데님 원포의 능선각은 48.0
o
이었으며 드라이 클리닝만 5회

하였을 때에는 47.8
o
로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이미 드라이 클

리닝을 하였어도 물세탁을 하는 경우에는 각도가 감소하여

46.7
o
, 46.8

o
이었다. 그러므로 드라이 클리닝만 하였을 때에는

형태변화가 없었으나 드라이 클리닝을 처음에 하였어도 물세탁

을 하면 적지만 위사 방향의 수축과 큰 경사 수축, 이로 인한

능선각이 변화하므로 형태변화가 일어났다.

3.1.2. 두께

세탁 방법이 다를 때에 반복세탁 시 데님 직물의 두께를 측

정하여 세탁하기 전 원포의 두께 0.54 mm에 대한 변화율은

Fig. 5와 같다. 

데님 직물은 첫 번 물세탁 후에 원포에 비해 두께가 10.5%,

두 번 물세탁 후에는 원포에 비해 15.5% 증가하였고 그 이후

의 물세탁에서는 계속 완만하게 증가하여 10회 세탁 후에는 원

포에 비해 20.3% 증가되었다. 이 결과는 김미경, 정혜원(2007)

의 편성물을 반복 세탁하였을 때에도 1회 세탁시의 두께 변화

율이 가장 크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다. 드라이 클리닝 1회 후

에도 두께는 약 7.0% 증가하였으며 이후 계속하여 드라이 클

리닝을 하면 두께가 매우 미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드

라이 클리닝 후 첫 번째 물세탁 후에는 원포에 비해 13.7%

증가하고 세탁횟수가 늘어날수록 점차 증가비율이 감소하지만

9번 물세탁으로 드라이 클리닝을 포함하여 총 10회 세탁 후에

는 원포에 비하여 18.4% 증가하였다. 드라이 클리닝을 연속 2

회하였을 때에는 두께가 원포에 비해 7.3% 증가하였고 그 후

물세탁 시에도 첫 번 드라이 클리닝 후 물세탁하였을 때와 같

은 결과를 나타냈다. 즉 세탁에 따른 두께의 변화도 수축률과

마찬가지로 데님직물을 드라이 클리닝 시에는 물세탁보다 변화

가 매우 적으나 드라이 클리닝 후에 물세탁하였을 경우에는 크

게 변화되었다. 드라이 클리닝 후에 두께는 수축률에 비하여 더

변화율이 컸다. 이는 드라이 클리닝 후 수축이 비교적 적어 밀

도 증가가 없음에도 두께가 증가한 것은 실의 굵기 변화에 기

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세탁 후에 두께의 변화도 수축

율의 변화율보다 더 큰데 이는 역시 제직 시 받은 경사의 장

력이 이완되어 경사의 굴곡이 커지며 위사의 밀도가 치밀하여

지면서 경사와 위사의 위치가 변하고 실의 두께의 변화도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3.2. 변색과 이염

데님 직물의 세탁방법을 달리하고 반복 세탁할 때에 색상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CIE L*a*b* 값을 측정하였는데 Fig. 6

에는 L*값, Fig. 7에는 a*b* 값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세탁 전 데님 원포의 L* 값은 26.06이며 물세탁 1회 후에

는 22.41로 크게 낮아 졌으나 물세탁 2회부터 4회 까지는 매

우 적은 정도이나 저하하여 4회 물세탁 후의 L* 값은 21.4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이다가 그 후 10회 물세탁까지는 증가하는

Fig. 4. Twill angles of the denim fabric after repeated cleanings

Fig. 5. Change of the thickness of the denim fabric after cleaning

Fig. 6. Change of the L* values of the denim fabric after c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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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였다. L* 값은 명도를 의미하며 값이 적어질수록 어

두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데님 직물을 드라이 클리닝 1회 하였

을 때에 L* 값은 23.81로 감소하였으나 물세탁 시보다는 감소

율이 적었으며, 그 이후 드라이 클리닝만 5회까지 반복 시에도

별로 변화가 없어, 일상에서 착용하는 청바지의 수용성 오염제

거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드라이 클리닝으로 형태 및 색상

변화가 적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드라이 클리닝 1회 후 물세

탁을 하면 L* 값은 22.00으로 감소하여 데님 원포를 처음 물

세탁 하였을 때와 비슷한 값이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드라

이 클리닝 2회 후 물세탁 시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

므로 세탁 방법에 따른 수축률의 변화와 같이 색상의 변화도

물세탁 전에 드라이 클리닝의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변화를

나타내므로 청바지를 구입하여 처음에는 드라이 클리닝을 하여

도 이 후에 물세탁을 하면 색상변화를 줄일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Fig. 7은 반복 세탁할 때에 세탁방법에 따른 a* 값과 b* 값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 값은 모두 수치는 작으나 양의

값으로 붉은 경향이 있으며 역시 물세탁 시에는 드라이 클리닝

시 보다 a* 값이 약간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음의

b* 값의 절대값이 커지면 푸른 색이 짙어지는데, 모든 경우 세

탁이 반복될수록 b* 값의 절대값이 증가하였다. 원포의 b* 값

은 -7.45이었는데 물세탁 1회 후에는 –9.35로 크게 변하였으며

세탁이 반복될수록 계속 음의 절대값이 커져 10회 물세탁 후

에는 -12.55가 되었다. 드라이 클리닝 시에도 b* 값은 음의 절

대값이 증가하였으나 물세탁보다는 변화가 적어 1회 드라이 클

리닝 후에는 -7.70이 되었으며 5회 드라이 클리닝 후에는 –8.8

로 절대값이 증가하였다. 또한 1회 또는 2회 드라이 클리닝 후

에 물세탁을 반복하여 총 10회 세탁하였을 때에는 b
*
값이 -

12.44, -12.70으로 물세탁만 하였을 때와 차이가 없었다. 그러

므로 세탁 초기의 드라이 클리닝이 그 이후의 물세탁에 의한

색상변화를 줄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세탁 후 L* 값과 b* 값이 비슷하게 변화하였는데 이는 원포

가 워싱 가공하지 않은 짙은 감색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세

탁 전 원포에 비하여 세탁 후에 색상이 진해지는 것으로 측정

되었는데 이는 짙은 감색의 데님 직물이 물세탁 시에 색이 빠

져 세탁액으로 나와 직물에 부착한 총 염료량은 감소하므로 색

이 옅어져야 하며,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세탁

후에는 색이 옅어진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

이 세탁에 의해 데님 직물의 밀도변화에 기인한 것인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 조직에 밀도가 다른 직

Fig. 7. Change of the a* and b* values of the denim fabric after : (a) 10 launderings, (b) 1 dry-cleaning and 9 launderings, (c) 2 dry-cleanings and 8
launderings, (d) 5 dry-cleanings 

Fig. 8. Simulated denim fabrics with different densities (warp×weft / 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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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직접 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는 매우 어려우므

로 컴퓨터에서 모의 조형을 만들어 종이에 인쇄하여 반사율을

측정하여 보았다. 물론 종이에 프린트하였을 때에는 직물에서

경사와 위사의 교차에 따른 실의 굴곡과 실을 이루는 섬유의

위치에 의한 입체 효과가 표현될 수 없으나 밀도 변화에 따른

색상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제작한 직물 모형은

Fig. 8, 반사율 곡선은 Fig. 9와 같다. 3/1 능직물을 세탁 전

원포와 비슷한 조직으로 각 5 cm에 경사와 위사의 수가 180

×140올인 조직과 이보다 밀도를 증가시킨 200×160올, 밀도가

적은 160×120올, 120×80올의 조직으로 경사는 인디고 블루,

위사는 흰색으로 표시하여 비교하였다. 모든 조직에서 흰색의

위사가 표면에 드러나는 면적은 25%로 동일하나 밀도가 적을

수록 흰색인 위사가 선명하며 밀도가 높을수록 전체가 균일한

색으로 보인다. 이 데님 모형을 색채계로 측정하였을 때에 밀

도가 커질수록 밝기를 나타내는 L* 값도 낮아져서 진한 색으

로 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밀도가 가장 작은 120×

80올 일 때에 L* 값은 60.08, 실험 원포와 비슷한 180×140올

은 58.68, 밀도가 가장 큰 200×160올에서는 58.48이었다. 이

결과에서 모의조형의 밀도 차이가 데님 직물을 세탁하였을 때

에 생기는 밀도차이보다 컸음에도 L* 값의 차이는 더 적다. 그

러므로 데님 직물을 세탁하였을 때에 원포보다 색이 짙어진 이

유를 규명하는 데에 세탁 후에 밀도가 조밀하여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충분치 않아 세탁 전, 후 데님 포의 표면

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는데 그 사진은 Fig. 10 과 같다. 

세탁 전 원포, 드라이 클리닝 5회와 물세탁 10회 후의 포를

50배율로 관찰한 현미경사진으로 세탁 전 원포에 비해 드라이

클리닝 5회한 시료와 물세탁 10회한 시료가 표면 잔털이 더

많이 일어났는데 이는 워셔블 모직물 (김현식, 1993)과 극세섬

유 직물(오경화, 윤재희, 2004)에서도 세탁 전보다 세탁 후의

시료에서 표면 에 잔털이 많이 일었다고 한 결과와 같다. 그리

고 세탁 전 원포에서는 색사인 경사를 이루는 섬유가 비교적

단단하게 모여있어 모든 위사가 뚜렷하게 보이나 드라이클리닝

5회 후에는 경사를 이루는 섬유가 많이 풀어져 나왔으나 모든

위사가 표면에서 확인되지만 부분적으로 위사가 가려짐으로써

L* 값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물세탁 10회 후에는

경사가 더 굵어졌으며 위사 위에 부상된 경사 간에 조금씩 틈

이 생기며 경사 위에 올라온 위사를 옆의 경사가 밀려와서 상

당 부분 덮고 있어 표면에서 위사가 덜 드러난다. 이와 같이

경사와 위사가 비껴가며 위치하였던 처음의 직조 상태에서 경

사와 위사가 겹쳐 있으므로 흰색의 위사가 표면에 덜 나타나고

경사에서 색이 빠진 것이 일부는 위사에 색이 들어 색상이 더

진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두께도 세탁 후 증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바지를 물세탁을 할 때 뒤집어 세탁하면 다른 세탁물과의

마찰을 줄여 데님의 표면의 손상을 줄이며, 색이 덜 빠지는 것

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ㄷ’ 모양으로 박은

세탁 용 데님 시료에서 이면을 밖으로 하여, 즉 짙은 청색의

표면을 마주하여 세탁하였을 때의 L* 값을 표면을 밖으로 즉

이면끼리 마주하여 세탁하였을 때와 비교한 결과는 Fig. 11 같

다. 세탁 전 원포의 L* 값 26.06에 비하여 물세탁이 반복되면

뒤집어, 즉 표면을 마주하여 세탁하였을 때가 바로 세탁, 즉 이

면을 마주하여 세탁하였을 때 보다 L* 값이 약간 낮아 더 진

하였다. 이는 데님시료가 서로의 표면에서 마찰하여 경사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표면에 염착되기 때문으로 생각되나 그 차이

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데님의 변색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바

지를 뒤집어 세탁하는 방법은 큰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물세탁 또는 드라이 클리닝을 반복할 때 다른 직물에의 이

염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탁기에 매회 새로운 흰색의 포를

넣어 세탁하거나 데님 직물로 ‘ㄷ’ 모양으로 만든 주머니 모양

Fig. 9. L* values of simulated denim fabrics with different densities

Fig. 10. Photographs of the denim fabrics(×50) before washing, (b) after 5 dry cleanings (c) after 10 launde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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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이에 매회 흰 천을 넣어 드라이 클리닝 한 후에 L* 값

을 측정하여 원래의 흰색 포의 L* 값에 대한 변화율을 계산한

결과를 Fig. 12에 제시하였다. 물세탁에서 1회 시 데님 포의

L* 값의 감소가 가장 커 색이 진해졌지만 이는 조직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데님과 함께 세탁한 백포의 L* 값도 물세

탁 1회 후 원포에 비해 5.6% 감소하여 데님으로부터 물이 가

장 많이 빠진 것을 알 수 있다. 물세탁 2회부터 10회까지 백

포가 이염된 정도는 점차 감소하여 10회 세탁 시에는 백색의

원포와 같은 L* 값을 가지게 되었다. 매 드라이 클리닝 시 새

로 첨가한 백포의 L* 값은 원 백포에 비해 매회 동일하게

0.5%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와 같이 포가 어

두워지는 것이 다른 데님으로부터의 이염에 의한 것인지 함께

드라이 클리닝한 다른 세탁물로부터의 오염에 기인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못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세탁 방법과 세탁빈도가 다를 때에 나타나는

데님의 형태변화와 색상의 변화를 조사하였는데, 형태변화로는

수축률과 능선각, 두께의 변화를 보았고 색상 변화는 색차계를

사용하여 L* 값, a* 값, b* 을 측정하여 비교함으로써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물세탁을 반복한 데님 직물은 형태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

째 물세탁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그 후의 물세탁에서는

변화가 감소하였다. 드라이클리닝 시에는 수축률과 능선각의 변

화는 매우 작고 두께변화율이 다른 항목보다 크게 변화했으나

물세탁 시 보다는 차이가 적었다. 데님직물을 드라이 클리닝 후

에 물세탁을 하여도 물세탁만을 반복하였을 때와 동일 변화를

나타내었다. 

2. 물세탁을 반복한 데님 직물은 L* 값, a* 값, b* 값에서

원포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물세탁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

이고 그 후의 물세탁에서는 변화가 감소하였다. 데님직물을 드

라이 클리닝 후 물세탁을 하면 색상 변화도 형태변화와 마찬가

지로 드라이 클리닝을 하지 않고 물세탁을 한 경우와 같았다.

데님직물을 10회까지 세탁하였을 때에 원포보다 L* 값이 감소

하였고 b* 값의 절대값이 증가하여 원포보다 더 어두워지고 색

상이 진해졌다. 이것은 세탁으로 실의 밀도가 커지는 것이 원

인일 뿐 아니라, 위사 위에 위치한 경사가 팽윤되고 표면에 있

는 경사에 보풀이 증가함으로써 표면에 희끗희끗하게 드러났던

위사가 감춰진 것에도 원인이 있으며, 더욱이 경사에서 빠져 나

온 염료가 미표백사인 위사에 이염되어 세탁 후 색상이 더 어

둡고 진해진 것을 알 수 있다.

3. 데님 직물의 표면을 마주하여 세탁하였을 때는 이면을 마

주하여 세탁하였을 때에 비하여 오히려 색이 약간 진해지는 경

향이 있었으며, 데님 직물의 물빠짐에 의한 이염성은 물세탁 1

회에 가장 크고 그 후 점차 감소하였으며 10회 세탁 시에는

이염성을 측정하기 위한 백포의 색 변화가 없어 물 빠짐이 적

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로부터 워싱 가공을 하지 않은 데님직물은 5회

까지 물세탁을 반복할수록 원포보다 색상이 진해졌으며 10회

까지 반복된 물세탁에서도 원포보다 색이 진하였고, 데님 직물

의 변형을 막기 위하여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것은 효과적이나

이후에 물세탁을 하면 이전의 드라이 클리닝과 관계없이 수축

과 변색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워싱가공 처리하지 않은 청바

지는 견뢰도가 좋은 배트염료인 인디고로 염색되었음에도 반복

되는 물세탁에서 색상이 계속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므로 소비자가 데님직물을 손쉽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형태변화를 줄일 수 있는 가공 방법과 색상의 변화를 줄일 수

Fig. 11. L* values of the denim fabric which was washed back-to-back
or face-to-face

Fig. 12. Changing rate of the reflectance due to dye migration of the
denim fabric during c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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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염색방법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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