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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days, costumer’s washing behavior were often times for remove to light-duty di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most effective washing conditions of detergent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conditions for help 
save energy and water resources required to the washing process. Washing conditions were as follows: 2 kinds of 
detergents and 4 types of artificially soiled fabrics were used. Detergent concentration was 0%, －10%, and －20% 
below the recommended conc. of manufacturer’s standard. Temperature of bath was 20℃ and 4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ashing performances of all kind of artificially  soiled fabric improved as the 
temperature of bath at 40℃. Second, the test was conducted under the condition of decreasing respectively －10% 
and －20% below of the recommended concentration of manufacturer’s standard detergent. The average of washing 
efficiency was not considerably affected by the reduction of 10% below of manufacturer’s standard. Third, in case 
of the water temperature were 20℃, polyester/cotton blended fiber were higher degree of washing efficiency than 
cotton fiber.

Keywords: washing efficiency(세척력), artificially soiled fabric(인공오염포), various washing conditions(세척조

건), detergent concentration(세제농도), temperature(온도) 

 

I. Introduction

의생활은 우리 문화와 실생활의 주요 활동이며, 

이는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시대상을 반영한다. 세
탁문화의 변화는 시대에 따른 의생활 변화의 한 형

태로 현대의 친환경 문화가 세탁문화에서 무세제 

세탁에 대한 관심과 연구(Kang, Jo, & Kim,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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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지는 것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의생활 세탁문화의 변천을 살펴보면 옥

외에서 이루어지던 재래식 손세탁방법은 1970년 

상수도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옥내세탁이 가능해

졌고, 1929년 수입 전기세탁기를 시작으로 전기세

탁기를 이용한 세탁방법이 소개되기 시작되었다(Cha 
and Research Society of Laundry-Culture, 1999). 그
러나 이러한 전기 세탁기를 이용한 세탁법은 전기

의 미보급과 경제적인 이유로 일부계층에서만 이

루어졌으며, 이후 1969년 최초의 국산 전기세탁기 

출시이후 세탁기 보급률은 점차 증가하여 1993년 

세탁기 보급률은 85.7%였으며, 이중 전자동 세탁기

는 85%를 차지하였다(Kang, 1995). 이러한 세탁기

의 생산에 앞서 1966년경 최초의 ABS계의 합성세

제가 생산되었으나, 당시는 세탁기보다 비누를 사

용한 손빨래가 주된 세탁의 형태였다. 그러나 이후, 
점차적으로 합성세제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거품과 인산염의 사용 등으로 수질오염

이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하천의 부영양화를 방

지하고 세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연성세제, 완전 

무린세제, 농축세제, 고농축세제 등이 나타나게 되

었다. 
최근 산업기술의 발달은 예전과 다르게 대부분의 

활동이 실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생활환경의 변화

로 가볍고 자주 세탁하는 세탁행동의 변화가 나타

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의 더러운 오염물질을 

강력하게 제거하기 위한 세제보다는 한번 입고 세

탁하기에 적합함을 강조한 세제가 출시되었다. 또
한,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급격한 인구의 증가는 

물 사용량을 증가시켰으며 물부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물을 사고 파는 재원이자 자원으로 수자원 관

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수자원 사용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탁 시 

투입되는 수자원 사용량의 선정(Jo et al., 2011)과 같

은 연구도 시작되고 있다.
세탁의 기본 원리는 물을 용제로 세제를 이용하

여 세탁물에 붙은 오염을 분리해 내어 세탁액에 분

산, 안정화시켜 제거하는 것으로 침투 → 흡착팽윤 

→ 분리 → 유화․분산의 순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때 세제의 역할은 계면활성제로서 섬유와 오염

사이의 계면장력을 낮추고, 세액의 침투가 용이하

게 하며, 오염원을 롤링업하여 가용성 물질로 녹이

고, 섬유로부터 분리시켜 유화, 현탁을 통해 세탁용

수에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세탁용수에 안정

화된 오염물질은 헹굼에 의해 세탁용액과 함께 제

거된다. 세탁 시의 비비기, 주무르기, 두들기기 등

의 기계적인 작용과 힘에 의한 직물의 굴신작용으

로 오염이 더욱 쉽게 빠져나가게 하며, 더운 물에

서의 열에너지는 세탁효과를 더욱 높인다(Jakobi & 
Lohr, 1987; Kim, 1993; Lee et al., 2000). 따라서, 세
탁의 효과는 세탁용수와 오염원의 종류, 세탁물의 

양, 액비, 세탁시간, 세탁용수의 온도, 세제의 종류

와 사용량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 동안 각 오구의 특성과 세제에 대한 기본적인 

세척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세척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Chung et al.(1996)은 세탁 

시 세척성에 미치는 요인으로 세척온도, 세탁시간, 
세제농도, 회전수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Chung and 
Kim(2007)은 오염원의 종류, 세탁기의 종류와 기계

력, 세제농도와 온도에 따른 세척성의 변화에 대해 

연구발표하였다. Lee and Kim(2011)은 세탁기의 종

류와 세제 농도에 따른 세제성분의 잔류에 대해 연

구하였으며, Piao and Park(2013)은 세탁기, 세제 및 

오염의 종류에 따라 세탁성, 헹굼성, 섬유손상도와 

엉킴도와 같은 세탁성능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앞선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여러 가

지 세탁 조건의 변화를 비교하여 연구발표하였으

나, 이들 연구들에서는 세제 사용량을 표준 사용량

보다 많이 사용 시 세척력의 변화를 통해 과도한 

세제 사용 시 세척력의 증가가 미미하게 나타나므

로 표준 농도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반면, 세제

량의 감량에 따른 세정률 연구 및 최적의 세탁조건

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최근 세탁문화는 실내생활을 주로 하게 되며, 이

때 발생하는 가벼운 오염을 자주 세탁하여 제거하

는 세탁행동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소비

자들은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인 세탁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한 노력이 이

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탁 시 시중에 판매되는 

세제들 중에서 판매량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2종을 

선택하여 각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사용량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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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량을 10%. 20% 감량하고, 세탁액의 온도를 

20도, 40도 조건하에서 실시하였다. 실험 연구는 세

탁시 세탁액의 온도와 세제 사용량에 따른 인공오

염포의 세척성을 평가하여 세탁액 온도 변화와 세

제량 감량 조건에 따른 세척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시판 세제의 농도와 온도 조건에 따른 세정

효율 등의 세탁 조건은 세탁용수의 절수 및 세탁용

수의 온도 상승에 따른 에너지 비용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최근 라이프 스타일과 

세탁행동 변화에 적합한 오염원에 따른 세탁온도

와 세제량에 대한 세탁조건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II. Experimental

1. Materials
본 연구에서는 세척성 평가를 위해 C.F.T.오염포

(Center For Testmaterials BV, USA)를 사용하였다. 
면직물에 인공오염물을 묻힌 2종의 인공 오염포이

며, 오염포는 5cm×5cm로 잘라 세탁하였다. 각 오

염포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Detergent
본 연구에서는 세척성 평가를 위해 시중에서 많

이 판매되고 인지도가 높은 2개 회사의 세탁용 합

성 분말세제 2종을 사용하였으며, 각 세제의 성분

<Table 1> Specification of soiled fabrics

Fiber Soil Size

C-04 Cotton Chlorophyll, vegetable oil 5cm×5cm

C-10 Cotton Pigment, oil, milk 5cm×5cm

PC-04 Polyester/cotton(65/35) Chlorophyll, vegetable oil 5cm×5cm

WFK-60D Polyester/cotton(65/35) Pigment, sebum 5cm×5cm

<Table 2> Composition and  recommended conc. of detergent type

Detergent Composition Recommended 
conc.

A Surfactant 5~15%(CDE, LAS, SLES, AOS), alkaline agent, water softener, eutectic agent, 
iony reinforcing agent, oxygen-bleach, enzyme, fragrance, fluorescence brightening agent, etc 4.2g per 5L

B
Surfactant 5~15%(LAS, SLES), alcohol-polyoxyethylene-ether(nonionic), alkaline agent, water 
softener, soil anti redeposition agent, oxygen-bleach, double enzyme(protease, amylase), 
fragrance, fluorescence brightening agent

4.2g per 5L

과 사용권장농도에 대한 정보는 <Table 2>와 같다. 
두 가지 세제 모두 5~15%의 계면활성제 성분으

로 되어 있으며, A사의 세제는 지방산계 음이온, 
직쇄 알킬벤젠계 음이온, 고급 알콜계 비이온, 알파 

올레핀계 음이온, 알칼리제, 경수연화제, 산소계표

백제, 효소, 향료, 형광증백제 등을 포함하며, B사

의 세제는 직쇄 알킬벤젠계 음이온, 고급 알콜계 

비이온, 알콜폴리옥시에틸렌에테르(비이온), 알칼

리제, 경수연화제, 오염재부착방지제, 산소계표백

제, 프로테아제와 아밀라제의 2중 효소, 향료, 형광

증백제 등을 포함하는 시판용 분말세제이다. 두 가

지 세제의 각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사용농도는 모

두 물 5L에 세제 4.2g이다.

3. Testing method 
본 실험의 세탁조건은 <Table 3>과 같다. 실험을 

위해 욕비는 50:1이며, 회전속도는 40±5 rpm, 스틸

볼 10개를 넣어 실험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A세제와 B세제의 제조사에서 권

장하는 사용 농도는 물 5L에 세제 4.2g이며, 제조

사에서 권장하는 사용농도의 감량에 따른 세척력 

비교를 위해 권장사용농도와 권장사용농도에 대해 

－10%, －20%를 감량하여 실험하였다. 세탁액의 

온도는 20±3℃, 40±3℃의 2가지 조건하에서 실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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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ashing conditions and levels

Washing condition

Detergent type Powder type

Detergent concentration 0%, －10%, －20% below 
recommended conc.

Temperature 20±3℃ 40±3℃

Washing time 30 min

Revolution per minute 40±5 rpm

Rinse 5 minutes with 2 cycles

Dry Line dry

Steel ball 10 used

세탁 코스는 가정용 세탁기에서 사용하는 일반

적인 조건을 선택하여 론더오미터(Launder-O-Meter) 
장치에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세탁 시간은 30분, 헹
굼 시간은 5분으로 횟수는 2회를 실시하였다. 헹굼

시 세탁액을 제거한 후 깨끗한 물을 넣어 헹구어 

주었으며, 헹굼 후 자연 건조법에 의해 건조하였다.

4. Washing efficiency
세척률을 알아보기 위해 색차를 측정하였으며, 

색차 측정은 색차계(Color-Eye 2180, Macbeth, USA)
로 광원 D65,observer 10°를 사용하였으며, 선행연

구(Piao and Park, 2013; Chung and Kim, 2007; Chung 
et al. 2006)을 참조하여 520nm에서 각 포의 겉과 

안 각각 2곳씩 총 4곳의 K/S값을 측정하였으며, 각 

조건에서 포 3매의 반사율(K/S) 평균값을 구하였다.
본 실험은 권장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량의 감

소시 세척성의 변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하므로 권장사용량 사용 시의 세척성을 평가

하여 세제 사용량을 감소하였을 때와 그 세척력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세척률은 다음의 식

에 의해 구하였다. 

Washing ef ficiency 
KSSKSO
KSSKSW

×

이때, (K/S)O : K/S value of unsoiled fabric 
(K/S)S : K/S value of soiled fabric 
(K/S)W : K/S value of washed fabric

III. Result and Discussion

1. Temperature
세탁액의 온도를 20℃와 40℃로 변화시키고, 세

제의 농도를 제품에서 표시한 권장 사용 농도를 기

준으로 －10%, －20%로 감량시킨 후, 각 오염포의 

세척성을 측정하였다. 이는 인공오염포의 세탁조건

에 대해 Chung et al.(2006)의 연구결과에서 세탁 

시 세탁액의 온도변화 조건이 20℃에서 40℃로 변

화시 일반적으로 세척력이 증가하며, 40℃ 이상의 

조건에서는 일부 섬유에서만 세척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온 온도

인 20℃와 세척력에 영향을 주는 온도인 40℃를 변

화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세제 A를 사용하여 각 오염원의 종류에 따라 세

탁용액의 온도를 20℃와 40℃의 조건을 적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1>이다.
엽록소와 식물성 오일을 오염원으로 하는 면직

물인 C-04를 세탁액의 온도를 20℃에서 40℃로 높

였을 때 사용된 두 가지 종류의 세제조건에서 모두 

세척력이 증가하였다. 면직물에 색소, 오일, 우유를 

오염원으로 하는 C-10의 시험포는 세탁액 온도가 

높아질 때, 세척력도 증가하였으며, 같은 면직물이

지만 식물성 오일 오구인 C-04보다 각 온도 조건에

서 더 높은 세척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40℃
로 높였을 때 세척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단

백질 오구는 친수성이 높아 20℃의 온도 조건에서

도 세척성이 높으며, 단백질 오구 제거에 관여하는 

효소성분이 일정 온도 이상에서 작용이 촉진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엽록소와 식물성 오일을 오염원으로 하는 폴리

에스테르와 면 혼방인 PC-04는 20℃에서 40℃로 

세탁액의 온도를 높였을 때 크게 증가하지는 않게 

나타나 세탁온도가 세척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

았으나, 같은 오구로 오염된 면직물인 C-04보다 상

온인 20℃에서 세척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폴리

에스테르 섬유의 표면이 매끈하여 중공구조과 잔

털, 꼬임이 있는 면보다 오염원에 대한 저항성이 

높고 오염원의 제거가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

다. 이는 선행연구인 Chung and Kim(2007)의 연구

에서 피지와 색소를 오염원으로 하는 면직물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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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04
 

b. C-10
 

c. PC-04
 

d. WFK-20D

    

<Fig. 1> Washing efficiency of soiled fabric by tem-
perature (detergent A)

척력이 폴리에스터/면 혼방직물의 세척력보다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폴리에스터65에 면35 혼방직물에 색소와 피지를 

오구로 하는 WFK-20D는 20℃에서 40℃로 세탁액

의 온도를 높였을 때 세척력이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40℃인에서 세척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피지 오구가 체온과 비슷하거나 높

은 온도에서 용융되어 섬유로부터 빠져나와 세척

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세제 B를 사용하여 각 오염원의 종류에 따라 세

탁용액의 온도를 20℃와 40℃의 조건을 적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이다.
면직물에 엽록소와 식물성 오일을 오염원으로 

하는 C-04를 세제 B를 사용하여 세탁액의 온도를 

20℃에서 40℃로 높였을 때 세척력이 증가하였으

며, 세제 A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세제 B의 성분에 단백질 오구 제거에 관

여하는 효소성분인 프로테아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 효소성분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작용

이 촉진되므로 40℃ 온도에서 더욱 그 세척력이 증

가한 결과로 보여진다. 
세제 B를 사용하였을 때 엽록소와 식물성 오일

을 오염원으로 하는 폴리에스테르와 면 혼방인 PC-04

a.C-04
 

b.C-10

c.PC-04
 

d. WFK-20D

    

<Fig. 2> Washing efficiency of soiled test fabric by 
temperature (detergent B)

의 세척성 변화와 폴리에스터65에 면35 혼방직물

에 색소와 피지를 오구로 하는 WFK-20D의 세척성 

변화는 20℃에서 40℃로 세탁액의 온도를 높였을 

때 모두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제 A를 사용하였을 

때 세척성의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온도에 있어 모든 오염원에서 세탁액 온도가 20℃

에서 40℃로 증가할 때, 권장량 사용 시와 세제량 

감량 시에 모두 세척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섬유 

내부에 있는 오염원들이 높은 온도 조건에서 오구

의 세척력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Chung 
and Kim(2007)의 연구에서 온도의 변화에 따른 세

척성의 증가가 20℃와 40℃에서 모든 오염원에서 

크게 증가된 결과와 동일한 연구 결과이다. 

2. Detergent concentration 
오염원의 종류에 따라 세제의 농도를 표준권장

농도와 이 농도에서 각각 10%와 20%를 감량한 조

건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면직물에 엽록소와 식물성 오일을 오염원으로 하

은 C-04와 색소, 오일, 우유를 오염원으로 하는 C-10
는 세제 A, B 모두의 농도를 표준권장농도를 사용

했을 때와 10% 감량 시 세척성은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세척력에는 큰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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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 감량 시에는 

세척력이 떨어져 세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40℃의 온도에서는 세제의 사용량을 20% 
감량하여도 20℃에서 권장사용량을 사용했을 때보

다 더 높은 세척력을 나타냈다. 
폴리에스터65%에 면35%의 혼방직물에 엽록소와 

식물성 오일을 오염원으로 하는 PC-04와 색소와 피

지를 오구로 하는 WFK-20D의 세척력은 세제 A, B 
모두의 농도를 표준권장농도를 사용했을 때와 10% 
감량 시 세척성은 비슷하거나 다소 떨어지는 경향

이 있으며, 20% 감량 시에 세척력이 전체적으로 더

욱 떨어져 세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백질과 피지 오염원은 전체적인 세척력

이 우수하여 세제량을 20% 감량하여도 다른 오구

에 비해 세척력이 높게 나타났다. 피지와 우유 단

백질, 오일 오구의 제거 시 40℃의 온도에서 세탁

시 세제 감량 시에도 세척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높은 온도에서 오염원이 녹아나오고, 세제

에 포함된 성분 중 단백질 오구의 제거에 관계되는 

효소인 프로테아제가 50℃의 높은 온도에서 가장 

활성이 잘 되기 때문(Smulders, 2002; Chung, et al., 
2006)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단백질 오구 제거

시 세탁액의 온도를 높인다면 세제량을 10% 정도

a. C-04
 

b. C-10

c. PC-04
 

d. WFK-20D

    

<Fig. 3> Washing efficiency of soiled test fabric by 
detergent concentration

를 감량하여도 그 세척력이 상온에서 세탁한 것보

다 높은 세탁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연구에서 일부 오염포에서는 세탁용수의 

온도가 40℃의 조건에서는 세제량을 20%까지 감량

하여도 세탁액의 온도가 20℃일 때의 세척력보다

도 높게 나타나, 세탁 시 세탁온도, 섬유의 종류, 오
염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

임을 알 수 있었다. 

IV. Conclusion

본 연구는 최근 실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인한 낮은 정도의 오염된 세탁물을 

자주 가볍게 세탁하는 의복의 세탁관리행동 변화

에 맞는 세탁온도와 세제 농도에 대한 세탁조건을 

연구하였다. 각 오염원에 따른 적정한 세탁조건을 

제안하기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세제들 중에서 

판매량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2종의 분말세제를 선

택하였으며, 4가지 타입의 인공오염포를 사용하였

다. 세탁농도는 각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권장 사용량과 권장 사용량보다 10%, 20%
를 감량하였다. 세탁액의 온도는 20℃, 40℃의 조건

하에서 실험하였다. 실험 후 각 시료의 세척성을 

평가하였다.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얻

었다.
첫째, 모든 종류의 오염포에서 섬유 구성성분, 오

염원의 종류와 세제 농도의 감량 정도와 상관없이 

세척온도가 20℃에서 40℃로 증가할 때 세척성이 

모두 증가하였다. 
둘째, 세제의 농도를 제조사의 표준권장농도와 

이 농도에서 각각 10%와 20%를 감량한 조건을 적

용하였으며, 그 결과 10% 감량하여 세탁 시 세척력

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
제의 농도를 20% 감량 시 세척력이 떨어졌다. 그러

나, 일부 오염포에서는 세척액의 온도 40℃일 때, 세
제의 농도 20% 감량하여도 세척액의 온도가 20℃
일 때 세제의 농도를 제조사의 표준권장농도로 사

용했을 때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피지와 단백질 오구의 세척성은 세제의 성

분과 세탁 온도에 따라 세척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면과 폴리 혼방섬유는 면직물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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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온인 20℃에서의 세척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섬유의 종류와 오구의 특

성, 세척액의 온도에 따라 세탁 시 세탁액의 세제

의 사용량을 제조사가 권장하는 사용량보다 10% 
정도를 감량하여 세탁하여도 그 세척력이 크게 줄

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력

한 세척력보다는 자주 가벼운 세탁을 요하는 현대 

의복관리에 있어 세제의 과다 사용을 경계하고, 세
제의 사용량을 줄이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소
비자들이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세제의 양을 

조절한다면 세척효과는 향상시키면서도 수질 환경

보호와 에너지의 절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상온인 20℃에서의 세탁방법이 고온인 

40℃ 세탁하는 것보다 에너지 절약성과 간편성을 

고려할 때 일부 세제에 있어 10% 감량이 실용적인

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일부 오염원과 섬유의 종류에 한정하여 

주로 실생활에서 세탁이 이루어지는 20℃와 40℃
의 온도조건에 의해 실험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향후 실제 생활에서 예측될 수 

있는 더 많은 특성을 가진 오염원과 다양한 섬유종

류의 조건하에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로 현대의 의생활에 적합한 세탁문

화의 변화를 통해 세탁 시 소요되는 수자원과 에너

지의 절약 및 수질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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