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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a cleaning method to maintain and minimize the change of blood soil for the selec-

tive removal of stains from textiles with historical significance and special meaning. Cotton and silk fabrics

were soiled with blood, aged artificially and then washed by wet cleaning or dry cleaning (water, nonionic

surfactant; Triton, natural surfactant; saponin, organic solvent; n-Decane). The washed fabrics were stored

at room temperature for four years. The change of the blood soil was evaluated by SEM, weight, thickness,

and color differences. Subsequently, the shape and the amount of blood adsorption on the fabric varied de-

pending on fiber type and fabric structure characteristics; in addition, long term storage affected changes to

blood soil. It was difficult to remove artificially aged blood soil from fabrics by wet or dry cleaning. How-

ever, the changes of the blood soil by these cleanings can be explained by the changes on SEM, weight,

thickness and fabric color. The changes (especially color) showed over time. Wet cleaning showed that the

changes of those factors were slightly lower than those by dry cleaning.

Key words: Historic textile, Cleaning method, Selective removal, Blood soil, Long period storage; 복식

유물, 세척방법, 선택적 제거, 혈액오구, 장기보관

I. 서 론

복식유물의 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처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 손상을 야기하는 오구(汚

垢)를 제거하는 것이다. 오구는 의복의 미관을 해치고, 의

복의 위생 및 물리적 성능을 저하시킨다(Kim, 1998).

복식유물의 오구는 크게 의복 내부로부터의 오구와,

의복 외부에서부터의 오구로 구분된다. 복식유물의 내

부로부터의 오구는 주로 신체 분비물, 배설물 등으로

주로 트리글리세이드, 유리지방산, 스테롤류 등의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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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과, 염과 회분으로 구성된다. 이중 지질성분은 피지

가 주성분이며, 극성 지방산은 세탁으로 잘 제거되지만,

중성 지방산은 잘 제거되지 않고 산화생성물과 함께 잔

존하는 경우가 많다. 염과 회분은 땀 성분으로, 땀은 분

비 직후에는 수용성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시간이

경과하여 변질되면 제거가 어려워진다. 또한 출토복식

유물에는 시신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부패 산물과,

매장 전 착용으로 인한 오구 등이 부착되어 있다. 이러

한 오구에는 주로 지방산의 칼슘염, 지방산, 지방과 단

백질 등이 포함된다(Kim, 1998; Oh et al., 2004).

외부로부터의 오구는 주로 먼지로 여러 가지 고형분

이 혼합된 것이다. 이와 함께 복식 소재 퇴화 시 생성되는

섬유 퇴화물, 유기 착색물과 기타 가공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불용성 고형오구로, 입자가 클수

록 쉽게 제거되며, 입자가 작을수록 섬유 사이에 끼어 제

거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이 밖의 오구는 대부분 수용

성 및 친수성 오구로, 세척 시 물에 용해되거나 분산되

어 제거되지만, 산화 변질되면 섬유와의 결합력이 커져

잘 제거되지 않는다.

복식유물의 오구는 열화(劣化)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척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Belli et al., 2006; Giffen, 1970; Ho-

fenk-De Graaff, 1968; Howell et al., 2007; Landi, 1998;

Oh, 2012). 출토복식의 특정 오구분석, 이들 오구에 대한

세척효과 분석 및 다양한 세척방법의 평가에 대한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의복에 부

착된 오구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

나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의미를 가지

는 일부 오구는 복식유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존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백범 김구 선생의 피살 당시 입었

던 옷이나 애국지사들의 혈의 등이 있다.

문용기 선생의 솜저고리 혈흔 또한 당시 역사적 사건

의 중요한 단서로 보존할 가치가 크게 여겨지고 있다(“문

용기의 솜저고리 [Mun Yong-gi' blooded cloth]”, 2015),

그러나 이전의 혈액오구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혈액 제

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Kurono et al., 2013; Lee

& Kim, 1996b; Oh & Song, 2002; Tokoro et al., 1984).

이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혈흔은 보존하고, 직물 손

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오염은 제거하는 오구의 선

택적 제거를 위한 세척방법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혼합 오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복합적인 성분 구성으로

인해 각 성분들의 제거에 대한 정량적 검토에 한계가 있

고, 다양한 세척방법 사용 시 혈흔을 효과적으로 보존하

면서 다른 오구들을 제거하는지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

므로 단독 혈액오구 직물을 제작해 기존의 복식유물 세

척에 사용되고 있는 세척방법들을 적용하여 혈흔이 효

과적으로 유지되는 세척방법을 제안하고, 장시간 경과

후의 직물의 오구 변화를 관찰하여 세척방법의 효용성

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혈액오구 직물의 변화가 가장

적은 세척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증받은 혈액으로 면

및 견직물을 오염시킨 후 노화처리하고, 처리한 혈액오

구 직물을 무세제, 비이온 계면활성제, 천연 계면활성제,

유기용제 등으로 습식 및 건식세척하여 혈액오구 직물

의 표면, 무게, 두께 및 색상의 변화를 평가하고, 장기간

보관 후의 혈액오구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II. 연구방법

1. 시료

혈액오구 직물에는 염색 견뢰도 시험용 면백포와 견백

포(KS K0905)를 사용하였으며, 시료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혈액오구 직물 제작

혈액오구 직물에 사용할 혈액은 30~40대 여성 2명에

게서 기증받아 KS K 0119: 2006에 의해 제작하였다. 면

및 견직물을 5×5cm 크기로 잘라 가장자리 올을 풀어

준비한 후, 주사기를 사용하여 혈액 1.5mg/cm
2
을 중앙

에 묻히는 점저법에 의해 혈액오구 직물을 단계별로 5매

씩 제조하였다. 혈액오구 직물은 건조망 위에서 실온 건

조한 후, 냉장 보관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pecimen

Material Cotton 100% Silk 100%

Weave Plain Plain

Yarn number (tex) 15×15 2.3×2.3/2

Density

(ends×picks/5cm)
160×165 276×192

Thickness (mm) 0.30 0.11

Weight (g/m
2
) 105.5 26.0

Cover factor 13.0×13.4 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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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노화

복식유물은 장시간의 햇빛과 공기와의 접촉으로 직물

이 산화되어 노화가 진행된다. 이 같은 복식유물의 상태

와 유사하게 만들기 위하여 인공노화를 실시하였다. 직

물 강도로, 열처리 온도와 시간을 결정하고, 노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견직물의 예비실험 결과, 열에 의한 노화 처

리 시 160
o
C에서 3시간 이후부터 강도가 급격히 저하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160
o
C로 설정된

오븐(KR/VO10W, 제이오텍, 한국)에서 혈액오구 직물

을 3시간 동안 열노화 처리하였다.

4. 세척방법 및 보관

습식세척은 극성이 큰 물과 세제를 사용하여 주로 수

용성 오구를 제거하는 방법이며, 건식세척은 유기용제

로 지용성 오염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복식

유물 세척은 유물 상태와 오구 종류 등에 따라 습식 또

는 건식세척을 선택하여 행한다.

혈액오구 직물은 더미에 부착하여 습식 또는 건식세

척을 실시하였다(Table 2). 습식세척은 1:100 액비로, 상

온의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세제는 무세제(물), saponin

(C42 H68O13, WAKO, 일본), 비이온 계면활성제(Triton X-

100, octylphenol ethylene oxide condensate, 대정화금㈜,

한국)를 사용하였다. 시료를 세액에 침지하고 가볍게 눌

러 세척하고, 헹굼은 동일 방법으로 5분간 3회 실시하였

다. 건식세척에는 n-Decane(CH3(CH2)8CH3; C10H22, 대

정화금㈜, 한국)을 사용하여 15, 30분 세척하였다.

장시간 경과 후, 세척한 혈액오구 직물의 변화를 관찰

하기 위하여 4년간 상온보관하였다. 미처리, 오염처리,

세척 및 장시간 경과 후의 혈액오구 직물의 변화는 <Fig.

1>−<Fig. 2>와 같다. 이때 오염처리 후 건조 시 면직물

은 확산이 잘 되어 건조망의 자국이 없으나, 견직물은 직

물의 구조상 확산보다 투과되는 혈액량이 많아 건조망

의 자국이 남아있다.

5. 측정

1) 표면관찰

미처리 직물, 세척 전 ·후 및 4년 경과 후의 혈액오구

직물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y FIB, AURIGA,

Carl Zeiss, 독일)을 이용하여 직물 표면 및 측면을 관찰

하였다.

2) 무게

KS K 0514에 따라서 미처리 직물 3매, 세척 전 ·후

및 4년 경과 후의 혈액오구 직물 각 3매를 칭량병에 넣

어 표준상태(RH 65%, 20
o
C)의 항온항습기 내에 24시

Fig. 1. Change of cotton fabric (W) by experiment.

Table 2. Cleaning methods

Cleaning

method
Detergent

Cleaning

(min)
Abbreviation

Untreated - U.T

Wet

cleaning

Water 15 W

Saponin 0.05% 15 S.P

Triton
0.05% 15 T05

0.10% 15 T10

Dry

cleaning
n-Decane

15 D15

30 D30



한국의류학회지 Vol. 41 No. 2, 2017

– 344 –

간 방치한 후 시료 무게를 측정하였다(Eq. 1).

...... Eq. 1.

Ws: Weight of soiled fabric

Ww: Weight of washed fabric

3) 두께

KS K 0506에 따라서 미처리 직물, 세척 전 ·후 및 4년

경과 후의 혈액오구 직물 각 5매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Eq. 2).

...... Eq. 2.

Ts: Thickness of soiled fabric

Tw: Thickness of washed fabric

4) 색상 및 색차

미처리 직물, 세척 전 ·후 및 4년 경과 후 혈액오구

직물의 색상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분광광도계(Spec-

trophotometer CM-2600d, MINOLTA CO. LTD., 일본)를

사용하여 단계별 3장의 시험포를 대상으로 각 시료 3곳

의 L*, a*, b*값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여

KS K 0205에 의해 혈액오구 직물의 세탁 전(L1*, a1*,

b1*)과 세탁 후(L2*, a2*, b2*)의 색차(ΔE1)와, 세탁 후와

4년 경과 후(L3*, a3*, b3*)의 색차(ΔE2)를 도출하였다

(Eq. 3).

...... Eq. 3.

L1*, a1*, b1*: Before cleaning

L2*, a2*, b2*: After cleaning

L3*, a3*, b3*: After storing for 4 years

ΔE1: Color difference between L1*, a1*, b1* and L2*,

a2*, b2*

ΔE2: Color difference between L2*, a2*, b2* and L3*,

a3*, b3*

III. 결과 및 고찰

1. 표면관찰

혈액오구 면 및 견직물의 세척 전 ·후와 장시간 보관

후의 표면 및 측면을 관찰하기 위하여 FE-SEM을 이용

하여 미처리, 오염처리, 습식(W) 및 건식세척(D 30) 후,

4년 경과 후의 직물 표면 및 측면을 촬영하였으며, <Fig.

3>−<Fig. 6>과 같다.

혈액오구 면직물의 경우에는, 직물 표면에 부착된 혈

액량이 견직물에 비해 적고, 섬유와 섬유 사이에 혈액

이 엉겨 붙어 있는 부분을 관찰할 수 있다(Fig. 3(b)). 습

식 및 건식세척 후에도 섬유와 섬유 사이에 혈액이 엉

겨 붙어있음이 관찰되었다(Fig. 3(c)-3(d)). 또한 세척 전

·후 오구직물 표면의 혈액 형태나 양에서 큰 차이가 없

어 세척에 의한 오구제거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3(b)-3(d)).

반면에 혈액오구 견직물은 많은 양의 혈액이 실 사이

와 직물 표면에 부착되어 있으며, 경 ·위사 교차점과 기

공에서 혈액오구 면직물의 균열보다 큰 균열이 관찰되었

다(Fig. 4(b)). 이는 단위면적 당 혈액량이 면직물보다 많

아서 건조 시 균열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습식

및 건식세척 후, 혈액오구 직물 표면에 큰 변화는 없었

Weight loss %( )
Ws Ww–

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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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of silk fabric (W) by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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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 of cotton fabric with blood soil (×1000).

Fig. 4. SEM of silk fabric with blood soil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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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M of cleaned cotton fabric after 4 years (×1000, 200).

Fig. 6. SEM of cleaned silk fabric after 4 years (×10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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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균열이 미세하게 더 커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

다(Fig. 4(c)-4(d)). 이는 견직물의 낮은 피복도<Table 1>

로 인한 실의 자유도 증가에 기인한 결과로, 물 및 유기

용제에 의해 섬유와 오구의 팽윤 후 재배열한 표면특성

의 변화가 면직물보다 견직물에서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면 및 견직물의 혈액 부착량 및 형태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혈액오구가 직물 부착 시 섬유

표면의 물리 ·화학적 성질, 실과 직물의 구조 등에 의해

혈액의 부착되는 정도가 다름을 보여준다(Tokoro et al.,

1984). 즉, 면직물은 섬유 간 또는 실 간의 공극, 천연 꼬

임과 방적사의 꼬임으로 인하여 기공의 연결성이 우수

하며, 직물 두께 또한 견직물보다 두껍기 때문에, 방사선

형 및 두께 방향으로 흡수 ·확산이 용이하여 표면에서

혈액이 더 적게 관찰된 것으로 판단된다(Fig. 1(b)-1(d)).

그러나 견직물은 필라멘트사로, 면 방적사보다 가늘고,

직물이 얇고, 성글고,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혈액오구

의 확산에 의한 부착보다 직물 표면이 혈액으로 코팅된

형태를 보인다(Fig. 2(b)-2(d)).

면 및 견직물의 혈액오구 부착 형태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세척 전 ·후 및 직물별 세척방법에 따른 혈액오

구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혈액의

주성분인 헤모글로빈이 섬유 사이로 깊이 침투하고, 내

부로 흡수되어,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이온결합, 수소결

합, 소수성 결합 등에 의한 결합력이 커지고, 혈액의 변

성으로 물에 잘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제거가 어려워지

는 것으로 판단된다(Kim, 1998; Lee & Kim, 1996a).

장기간 보관 후, 세척한 면 및 견직물의 혈액오구에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세척방법에 따른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다(Fig. 5(a), 5(c), 6(a), 6(c)). 또한 미세척

한 오구직물에서도 세척한 오구직물과 큰 차이가 관찰

되지 않았다(Fig. 5(d), 6(d)). 그러나 면직물의 혈액오구

에서 미세한 균열이 장기간 보관 후 증가하였으며<Fig.

5(a), 5(c), 5(d)>, 견직물의 혈액오구에서는 큰 균열들이

관찰되었다(Fig. 6(a), 6(c), 6(d)). 또한 경사 ·위사가 교

차하는 지점에서 혈액오구뿐만 아니라, 실 자체가 절단

된 모습이 관찰되었으나<Fig. 5>−<Fig. 6>, 혈액오구 직

물의 측면 관찰 시<Fig. 5(b), 6(b)> 실이 절단되지는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사 ·위사가 교차되면서 생

기는 굴곡부분에 많은 양의 혈액오구가 부착되어 큰 균

열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장시간 보관에 따른 직물별 혈액오구의 균

열 차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직물에 따른 혈액의 부착 정

도 및 부착 형태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장시간 보관으로 인한 혈액오구 건조로 균열이 증

가하며, 혈액오구의 부착량이 증가할수록 균열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무게

혈액오구 면 및 견직물의 세척 전 ·후와 장시간 보관

후의 감량률은 <Fig. 7>−<Fig. 8>과 같다. 혈액오구 면직

물의 세척 후 무게 감소가 나타났으나, 평균 0.87±0.17%

의 감량률로 세척으로 인한 무게 변화가 크지 않았다.

Decane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량률이 다소 증가

하였으나, 세척방법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혈액오구 견직물 세척 후에도 무게 감소가 나타났으

며, 세척 후 평균 1.7±0.5%의 감량률이 나타났다. 견직물

의 감량률이 면직물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견직물의

표면관찰로 나타났듯이, 많은 양의 혈액이 도포된 형태

로 부착되어 세척 후 경 ·위사 교차점과 기공부분에서

오구 균열 증가로 인한 감량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Decane 30분 처리 시 감량률이 증가하였으나, 평균 2%

내의 미세한 감량으로 세척방법에 따른 감량률의 차이

는 크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혈액의 변성으로 섬유

와의 결합력이 커지면서 혈액이 거의 제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혈액오구 면 및 견직물의 장시간 보관 후, 미세한 무

게 감소(0.57±0.8%, 0.69±1.2%)가 나타났으나, 세척방법

에 따른 감량률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미세한 감

량률의 증가는 장시간 실온 보관에 의한 혈액오구 건조

및 균열 증가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3. 두께

혈액오구 면 및 견직물의 세척 전 ·후와 장시간 보관

후의 두께 감소율은 <Fig. 9>−<Fig. 10>과 같다. 혈액오

구 면직물은 세척 후 혈액오구 부분의 두께 감소가 나타

났으며, 오구부분의 두께 감소율은 11.5±8.2%로, 물 세

척 시 두께 변화가 가장 적고, Decane으로 30분 이상 세

척 시의 두께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서 습식세

척보다 건식세척에서 두께 감소율이 큰 것을 알 수 있

다. 면직물의 혈액오구 이외의 부분에서도 세척 후 두께

증가(0.03mm)가 나타났다. 세척방법에 따른 두께 차이

는 크지는 않았으나, 습식세척 시 0.01mm 정도 더 두꺼

워졌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이완성 수축으로, 제조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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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외부로부터 받은 인장에 의한 변형이다(Kim, 1998).

혈액오구 견직물도 세척 후 두께 감소가 나타났으며,

혈액오구 부분의 두께 감소율은 평균 11.9±7.5%로 나타

났다. 물로 세척 시 가장 변화가 가장 적으며, Decane으

로 30분 이상 세척 시 두께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나서 건식세척 시 두께 감소율이 습식세척 시보다 큼을

보여준다. 견직물의 혈액오구 이외의 부분에서는 세척

후 두께 감소(0.01mm)가 나타났으며, 세척방법에 따른

두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감량률에서 큰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두께 변화는 혈액오구 제거로 인한 변화보다는

세척으로 인한 섬유, 실 및 직물의 구조 변화와 기공의

재배열로 인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혈액오구 면 및 견직물의 장시간 보관 후, 직물별 두

께 감소(2.24±1.6%, 2.54±2.9%)가 나타났으나, 세척방법

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와 같은 미세한 두께 감

소율의 변화는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장시간 보관으

로 인한 건조로 혈액오구의 균열이 심해져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4. 색상 및 색차

혈액오구 면 및 견직물의 세척 전 ·후와 장시간 보관

후의 색상 변화는 <Table 3>과 같다. L은 명도를 나타내

며, +a방향은 빨간색으로, −a방향은 녹색으로의 변화를,

+b방향은 노란색으로, −b방향은 파란색으로의 변화를

Fig. 8. Weight loss of silk fabric soiled with blood by

cleaning methods.

Fig. 9. Thickness decrease of cotton fabric soiled with

blood by cleaning methods.

Fig. 10. Thickness decrease of silk fabric soiled with

blood by cleaning methods.

Fig. 7. Weight loss of cotton fabric soiled with blood

by clea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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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미처리 면직물에 혈액오구 부착 후, L*은 감

소하고 a*, b*는 증가하였다. 습식 및 건식세척으로 큰

색상의 변화는 없으나, 미세하게 색상이 변화하였다. 습

식세척 후 혈액오구의 L*은 미세하게 감소하고, a*와

b*의 증가하여 검은 기와 붉고 노란 기가 약간씩 증가하

였다. 그러나 Decane으로 건식세척 후 L*이 증가하고,

a*, b*가 미세하게 감소하여 습식세척 시보다 노랗고 붉

은 기미가 약간씩 감소하고, 좀 더 밝아졌다. 또한 세척

방법 중 Triton 0.1%와 Decane으로 30분 이상 세척 시

색차 변화가 나타났으나, 습식 또는 건식세척으로 인한

색차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이와 같은 미세한 색차는

혈액제거보다는 세척과정에서, 체내 철함량의 90%를 차

지하는, 혈액의 색소인 헤모글로빈, 물과 세제, 또는 유

기용제와의 접촉으로 인한 변색으로 보인다. 미국 국가

표준국에서 제정된 N.B.S 단위(National Bureau Standard

Unit)에 의하면 ΔE 0.0~0.5는 미미함, 0.5~1.5는 경미함,

1.5~3.0은 감지될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판단 시 세척방법으로 인한 색차는 미미하거나 경미함

을 보여준다.

장시간 보관 후, 미처리 면직물에서 색상 변화가 나타

났으며, 노란 기가 증가하고 밝아졌다. 또한 세척한 면직

물의 혈액오구의 붉은 기는 감소하고, 노란 기와 밝기가

미세하게 증가하였다. 오구의 색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

았으나, 건식세척한 오구가 습식세척 시보다 색차가 크

게 나타났다. 또한 세척으로 인한 오구의 색차보다 시간

경과로 인한 색차가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어 헤모글로

빈의 철성분이 공기와의 산화로 인한 변색이 크게 작용

함을 알 수 있다.

견직물에 혈액오구 부착 후, 면직물보다 더 붉은 기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면직물

의 구성특성에 의해 혈액오구의 확산 및 흡수가 용이하

여 단위면적 당 혈액오구량이 적은 반면에, 견직물의 구

성특성상 면직물보다 부착되는 혈액오구의 부착량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견직물의 혈액오구는 습식

및 건식세척 후에 노랗고 붉은 기가 약간씩 감소하였다.

습식세척으로 검은 기를 띠지만, 건식세척으로는 좀 더

밝아짐을 보여준다. 또한 세척 후 면직물의 혈액오구보

다 더 큰 색차가 나타났으나, 세척방법 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보관 후, 미처리 견직물에서도 색상 변화가 나

타났으며, 노란 기가 감소하고 어두워졌다. 세척한 견직

물의 혈액오구의 붉은 기와 노란 기는 감소하고 검은 색

기운을 미세하게 띠었으며, 면직물의 색차보다 크게 나

타났다. 또한 건식세척한 오구가 습식세척 시보다 색차

가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견직물의 혈액오구의 큰 색

상 변화는 섬유표면의 물리 ·화학적 성질, 실과 직물의

구조 등에 의해 혈액의 부착 정도, 용해도, 세척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Tokoro et al., 1984). 즉 견직물은

섬유 및 실과 실 사이의 기공이 커서 이들 기공 사이에

많은 혈액이 부착되어 물과 세제, 또는 유기용제와, 공기

와의 접촉면적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혈액오구를 보

존하기 위하여 세척방법 및 장시간 보관에 따른 혈액오

구의 변화를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혈액오구 직물의 표면특성을 관찰한 결과, 오구직물

의 종류에 따라 오구의 외형적 특성 차이가 나타났으나,

세척방법에 따른 오구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면직물

Table 3. L*, a*, b* and ΔE of cotton and silk fabric soiled with blood by cleaning methods

Method

Cotton Silk

Before After
ΔE1

4Y later
ΔE2

Before After
ΔE1

4Y later
ΔE2

L1* a1* b1* L2* a2* b2* L3* a3* b3** L1* a1* b1* L2* a2* b2* L3* a3* b3*

U.T 87.6 1.0 05.9 91.2 0.0 07.5 4.1 88.2 00.0 10.7 85.7 −1.2 08.7 3.4

W 47.9 5.9 13.6 47.4 6.3 13.9 0.7 47.2 4.6 15.2 2.1 36.4 10.6 13.1 31.8 7.5 08.8 7.0 31.0 7.5 12.7 4.0

S.P 50.8 5.4 13.3 50.2 5.9 14.1 1.1 51.5 3.7 15.1 2.7 37.3 10.4 13.3 30.0 7.5 08.2 9.4 29.8 6.3 10.9 2.9

T05 47.7 5.9 13.8 46.9 6.3 14.4 1.1 47.3 4.5 15.4 2.1 39.0 11.2 14.7 33.3 7.5 10.1 8.3 29.0 6.6 10.4 4.4

T10 48.5 5.9 13.7 46.2 6.5 14.2 2.4 47.2 4.8 15.4 2.3 35.2 10.0 11.3 30.3 6.3 07.8 7.1 29.5 6.6 11.4 3.6

D15 46.9 6.1 13.7 48.5 5.9 13.5 1.6 48.7 4.7 16.3 3.1 35.6 9.9 11.7 31.7 5.6 06.5 7.8 32.6 6.6 13.9 7.6

D30 45.2 6.5 13.8 47.5 6.0 13.3 2.4 48.0 5.5 16.6 3.4 34.2 9.0 10.0 41.0 5.0 06.7 8.6 36.2 6.2 13.9 8.7

L1*, a1*, b1*: Before cleaning; L2*, a2*, b2*: After cleaning; L3*, a3*, b3*: After storing for 4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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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견직물의 혈액오구는 경 ·위사 교차점과 기공에서

더 큰 균열이 관찰되었으며, 세척 후에 균열이 미세하게

커졌다. 장시간 보관 후, 세척방법에 따른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으나, 세척 후보다 장시간이 경과된 혈액오구

에 균열이 많이 발생하였다.

혈액오구 면 및 견직물의 세척 후, 감량률이 미세하

게 증가하였다. 혈액오구 견직물의 무게 감량률이 면직

물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나, 2% 이하의 미미한 감량이

었다. 세척방법에 따른 감량률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Decane 30분 처리 시 습식세척보다 감량률이 크게 나타

났다. 또한 장시간 보관 후, 혈액오구 직물에서 미세한

무게 감소가 나타났다.

혈액오구 면 및 견직물의 세척 후, 혈액오구 부분에서

두께가 감소하였다. 세척방법에 따른 두께 변화가 나타

났으며, 습식세척보다 건식세척에서 두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장시간 보관 후, 혈액오구 부분에서 미세한 두

께 감소가 나타났다. 직물에 따른 오구 두께 변화는 나

타났으나, 세척방법에 의한 차이는 없었다.

직물별 및 세척방법에 따른 미미하거나 경미한 색상

차이가 나타났다. 면직물의 혈액오구는 습식세척 후에

노랗고 붉은 기미가 약간씩 증가하고, 검은 기를 좀 더

띠었으나, 건식세척 후에는 반대 경향으로 나타났다. 견

직물의 혈액오구는 습식 및 건식세척 후에 노랗고 붉은

기가 약간씩 감소하고, 습식세척으로는 좀 더 검은 기를,

건식세척으로는 밝은 기를 띠었다. 장시간 보관 후, 혈액

오구는 붉은 기가 감소하였으며, 습식세척 시보다 건식

세척 시의 색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물에 따른 혈액 부착 정도 및 부

착 형태가 세척 및 시간 경과로 인한 혈액오구 변화에

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화된 혈액오

구는 변성과정을 거쳐 섬유 내부로 침투하여 습식 및 건

식세척으로는 제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며, 시간이

경과해도 많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습식

및 건식세척으로 미세한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습식세

척 시 건식세척 시보다 혈액오구의 두께, 무게 및 색상

에서 변화가 적게 나타났다. 이는 습식세척이 혈흔을 보

존하는데 적당한 세척방법이며, 물로 세척하는 것이 혈

흔 변화를 최소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물로 세척하

는 것이 다른 오구의 제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구 종류에 따라 적당한 습식세척방

법을 사용한다면, 효과적으로 복식유물을 세척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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