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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tergency and functionality of laminating finished fabrics for outdoor wear

based on repeated washing. Laminating finished fabrics were selected as the main fabrics for outdoor wear

and used as test fabrics. The effects of outdoor exclusive detergent and normal neutral detergent were exa-

mined according to washing time, temperature, rpm and detergent concentration based on the use of a Terg-

O-Tometer. Re-soiling of the test fabrics was measured by Florio-Mersereau. Permeability, water repellency,

water resistance and absorbency were estimated to measure improvements and effects in regards to outdoor

exclusive detergent in optimal washing conditions. The detergent effect of outdoor exclusive detergent was

superior compared to normal neutral detergent. Re-soiling was lower with exclusive outdoor detergent than

with normal neutral detergent. The measurement of functionality for laminating finished fabrics before and

after washing indicated that functionality was decreased with repeated w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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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주5일 근무로 개인의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움 삶을 추구하는 웰

빙족이 증가하였다. 아웃도어 활동은 취미생활 이상의

문화적, 신체적 활동으로 확산되었고 아웃도어가 캐주

얼화되면서 아웃도어 시장은 점점 더 다양하게 성장해

왔다. Park(2012)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아웃도어 시장

규모는 매년 30.0% 이상 성장하며 브랜드별 성장을 기록

하고 있으며, Jung and Oh(2016)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아웃도어 의류 소비가 세계 1위로 아웃도어 시

장이 중요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아웃도어 시장의 포화상태와 업체 간 가

격 경쟁 및 내수침체로 인해 아웃도어 시장의 성장이 둔

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극복하고자 아웃도어

의류 업체는 라이프스타일의 아웃도어 브랜드로 영역을

확장하며(Oh, 2011), 운동경기(athletics)와 여가(leisur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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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한 애슬레져 패션으로 아웃도어 시장의 성장을 기대

하고 있다. Lee(2016)는 애슬레저 의류 소재로 고어텍스

(goretex), 쿨맥스(coolmax), 에어로실버(aerosilver), 에어

로쿨(aerocool), 드라이핏(dry-fit) 등 하이테크 소재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중 고어텍스는 대표적

인 투습방수 소재로 아웃도어 의류에 많이 사용되고 있

다.

투습방수 소재는 제조방법에 따라 고밀도 직물형, 라

미네이트형, 코팅형으로 나누어진다. 라미네이팅 가공

방법은 고어텍스 제품 개발 이후 아웃도어 시장에 큰 역

할을 하며 소재 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Roh & Oh, 2015). 애슬레저 열풍으로 타 의류에 비해

고가이며 투습방수와 같은 기능성을 갖고 있는 아웃도

어 의류의 관리 및 기능성 유지가 일반인에게 더욱 중요

하게 되었다.

아웃도어의 성장은 중성세제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6월의 중성

세제 매출 규모는 작년대비 32.3% 성장했고 구매빈도

수치 또한 한 가구당 작년대비 15.9%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Jeon, 2015). 널리 보급된 아웃도어 의류 세척

시 일반 중성세제를 권장하는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가정에서도 쉽게 세탁할 수 있

도록 아웃도어용 전용세제가 출시되었고 세탁전문업체

에 맡기기보다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소비자가 많아지

고 있다. 국내 최초 아웃도어 전용세제는 2008년 애경의

아웃도어 전용세제(스포츠 의류 전용)를 시작으로 CJ라

이온, LG생활건강, 에코버, 미라클 등에서 잇따라 출시

되고 있으며, 이들 세제에는 기능성 향상, 세척력, 정전

기 감소, 탈취 기능 등이 명시되고 있다. AC닐슨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은 2011년 9억 원, 2012년 11억 원, 2013년

17억 원, 2014년 30억 원으로 아웃도어 전용세제 성장률

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Kim, 2015).

기능성 세제에 관한 연구로는 고밀도 직물의 반복세

탁을 통한 기능성을 평가한 연구(Roh et al., 2010)와 같

은 해 시판하는 PU 코팅 소재에 알칼리, 중성, 기능성

세제를 사용하여 세제잔류와 쾌적 성능을 평가한 연구

(Han et al., 2010)가 있다. 또한, 일반 세척성과 관련된

연구로는 가정용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오구의 종

류별 세척성, 헹굼성, 섬유 손상도, 엉킴도를 비교한 연

구(Piao & Park, 2013)가 있으며, Yeo et al.(2000)의 시

판세제의 수온에 따른 세척성 평가 등이 보고되어 세척

조건, 세척방법, 오구종류를 달리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일반 기능성 세제를 사용하여 기능성을 평

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2008년 새로 출시된 아웃

도어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의류 직물의 세척성 및 기능

성을 평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중성세제와 아웃도어 전

용세제를 사용하여 아웃도어용 라미네이팅 가공 직물

의 세척조건별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소비자들에게 아

웃도어 의류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웃도어용 라미네이팅 가공 직물의 반복세

척에 따른 기능성 변화를 검토하여 새로운 기능성 세제

개발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II. 실 험

1. 실험재료

1) 시료

실험에 사용한 직물은 (주)영풍화성에서 제직한 라미

네이팅 가공 처리한 나일론 55%/폴리에스터 45% 혼방

직물을 사용하였으며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시약은 <Table 2>와 같다.

3) 세제

실험에 사용한 세제는 시판세제 2종을 사용하였다. 즉,

애경산업의 아웃도어 스포츠 의류 전용세제(계면활성제

15% 이상~30% 미만[고급알코올계(비이온), 지방산계(음

이온)], pH 조절제, 이염방지제, 안정화제, 향료, 방부제,

수연화제, 색소, 정전기방지제, 탈취 성분)와 애경산업의

울샴푸 오리지널(계면활성제 15% 이상~30% 미만[직쇄

알킬벤젠계(음이온), 고급알코올계(음이온), 알파올레핀

계, 지방산계(음이온), 고급알코올계(비이온)], pH 조절제,

점도조절제, 안정화제, 수연화제, 향료, 색소, 방부제, 기

Table 1. Characteristics of fabrics

Fabric content Weave Fabric count Yarn number Weight Finish

Nylon 55%/

Polyester 45%
Plain 144×100 55D×65D 89 Lamin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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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조절제, 동백오일, 유연성분, 펄제)을 각각 사용하였다.

2. 실험방법

1) 오염포 제작

5cm×10cm로 자른 시료를 1장씩 카본블랙 오구액에

15초 동안 침지시킨 후 뒤집어가며 90초 동안 균일하게

오염시켰다. 오구액의 조성은 다음 <Table 3>과 같다.

2) 세척방법

세액 500ml을 Terg-O-Tometer에 넣고 각 세척조건에

맞게 온도를 설정하고 5cm×10cm로 자른 오염포를 3매

씩 넣어 세탁하였다. 세척조건은 세척시간, 세척온도, 세

액농도, 기계적인 힘으로 <Table 4>와 같다. 세척 후 증

류수 500ml에서 3분간 2회 수세하고 공기 중에서 건조

시켰다.

3) 세척성 평가

분광광도계(UtraSan Pro, Hunterlab, USA)를 사용하여

표면반사율을 측정하였고 원포, 오염포, 세척포의 표면

반사율로부터 다음 Kubelka Munk 식에 의해 K/S 값을

구하고 세척률을 <Eq. 1>에 의해 계산하였다. 

..... Eq. 1.

where D: Soil Removal

where (K/S)o: K/S value of unsoiled fabric

where (K/S)s: K/S value of soiled fabric

where (K/S)w: K/S value of washed fabric

4) 재오염성 평가

증류수 500ml를 Terg-O-Tometer에 넣고 세액 0.05%,

0.10%, 0.20%, 0.30%로 농도를 달리 한 다음 isopropa-

nol 1ml에 4mg의 카본블랙을 넣어 만든 오염액을 3ml

씩 세액에 첨가하였다. 여기에 5cm×10cm로 자른 시료

를 넣고 이를 40
o
C, 40rpm, 30분 동안 교반시켰다. 재오

염성은 Florio-Merrserau 방정식에 의해 직물 표면의 3자

극치를 사용하여 <Eq. 2>로 계산하였다(Choi & Lee,

2004). Xp, Yp, Zp는 세척 전 원포의 3자극치이고, Xs, Ys,

Zs는 세척 후 재오염된 3자극치이다.

..... Eq. 2.

where S: Soiling

where Xp, Yp, Zp: Tristimulus values of unsoiled fabric

where Xs, Ys, Zs: Tristimulus values of washed fabric

D %( )
K/S( )s  K/S( )w–

K/S( )s  K/S( )o–
---------------------------------------- 100×=

S Xs Xp–( )
2

Ys Yp–( )
2

Zs Zp–( )
2

+ +[ ]
1/2

=

Table 2. List of reagents in this study

Reagents Company

Carbon black
Specified Product by

Japan Oil Chemists's

Tristearin T.I.C Tokyo Kasei

Triolein Flukachemie AG, Buchs

Stearic acid
Sam Chun Pure Chemical

Co., Ltd

Oleic acid
Sam Chun Pure Chemical

Co., Ltd

Squalene T.I.C Tokyo Kasei

Hexadecanol
Sam Chun Pure Chemical

Co., Ltd

Cholesterol
Sam Chun Pure Chemical

Co., Ltd

Trichloro-Ethane Wako Pure Chemical Co., Ltd

Sodium Lauryl Sulfate

(SDS)

HaYashi Pure Chemical

Co., Ltd

Triton X-100 Sigma-Aldrich CO., Ltd

DodecylBenzeneSulfonate

(LAS)
Sigma-Aldrich CO., Ltd

Table 3. Composition of carbon black mixed oily soils

Components Weight (g)

Carbon black 000.5

Oily soils

Tristearin 23%

005.0

Triolein 23%

Stearic acid 15%

Oleic acid 15%

Squalene 8%

Hexadecanol 8%

Cholesterol 8%

Solvent Trichloro-Ethane 500.0

Table 4. Washing conditions and level

Washing conditions Level

Washing time 5min, 10min, 20min, 30min

Washing temperature 20
o

C, 40
o

C, 60
o

C

Detergent concentration 0.05%, 0.10%, 0.20%, 0.30%

rpm 20rpm, 40rpm, 60rpm, 8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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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성 평가

(1) 투습성

KS K 0594 염화칼슘법(Korean Agency for Technol-

ogy and Standards [KATS], 2015b) 규격에 준하여 40±

2
o
C, 90±5% RH의 환경에서 측정하였고 다음의 <Eq. 3>

으로 투습도를 계산하고 3회 시험의 평균값을 정수 자

리로 표시하였다.

..... Eq. 3.

where p: Water vapor transport [g/(m² · h)]

where a2−a1: After one hour, the mass change (g/h)

where s: Breathable area (m²)

(2) 발수성

KS K ISO4920 스프레이 시험(KATS, 2014) 규격에 준

하여 측정하였다.

(3) 내수성

KS K ISO811 텍스타일 천-내수도 측정-수압법(KA-

TS, 2015a) 규격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시험된 압력들의

평균값을 cmH2O 단위로 보고한다.

(4) 흡수성

KS K 0815 편성물의 시험방법-흡수속도-B법 바이렉

법(KATS, 2015c) 규격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아웃도어용 라미네이팅 가공 직물의 세척성

1) 세척시간에 따른 세척성

아웃도어용 전용세제(functional detergent라고 표기함)

와 일반 중성세제(neutral detergent라고 표기함)를 사용

하여 라미네이팅 가공 직물의 세척시간에 따른 세척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아웃도어 전용세제 사용 시 세

척시간이 5분, 10분으로 세척시간이 증가할수록 세척률

이 증가하여 세척시간이 20분일 때 세척률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세척시간 30분에서는 세척률

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37.9%로 세척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Fig. 1). 아웃도어 전용세제 사

용 시 세척률이 가장 높았던 20분일 때 세척률이 45.0%

로 일반 중성세제 세척률 11.7%와 비교했을 때 약 4배

정도로 세척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것은 아웃도어

전용세제와 일반 중성세제의 계면활성제 조성에서 음

이온계와 비이온계의 비율과 종류에 따른 특성에 기인

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Hyun, 2016). 세척시간이 증가

하면 에너지 측면에서 비경제적이고 섬유의 손상을 가

져올 수 있으며 재오염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2) 세척온도에 따른 세척성

아웃도어 전용세제를 사용한 경우 세척온도가 60
o
C

일 때 세척률 50.9%로 세척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
o
C일 때는 세척률이 24.0%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일반 중성세제는 세척온도가 높아질수록 세척률이 높

아졌으나 아웃도어 전용세제의 세척률(40
o
C 기준 45.0%)

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세척률을 보였다(Fig. 2). 일반

적으로 세척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섬

유와 오구의 결합력이 약해지며 반응속도, 확산속도가

빨라 쉽게 오구가 제거되기 때문에 세척률이 높아진 것

으로 보인다(Schott, 1972).

3) 세액농도에 따른 세척성

아웃도어 전용세제의 세액농도가 0.10%일 때는 세척

률이 45.0%로 세액농도가 0.05%일 때보다 급격하게 세

척률이 높아졌으며 0.20%일 때 세척률 52.4%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Fig. 3). 반면 세액농도가 0.30%일 때는 세

척률이 38.8%로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기존

연구에서 한계농도 이상 올라가면 오히려 세척성이 낮

아지며 세액농도가 0.10~0.20% 부근에서 세척률이 최

대치를 나타낸다는 연구(Fava & Eyring, 1956)와 동일

 p
a2 a1–

s
--------------=

Fig. 1. Effects of washing time on the removal of car-

bon black mixed oily soil of laminating fini-

shed fabrics (40
o

C, conc. 0.10%, 4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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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과도한 세제사용은 환경을 오

염시키는 요인으로 비경제적이라고 생각된다. 일반 중

성세제의 경우 세액농도에 따른 세척률의 변화는 큰 차

이가 없었다.

4) 기계적인 힘에 따른 세척성

아웃도어 전용세제로 세척한 결과 기계적인 힘(rpm)

이 20rpm일 때 세척률은 14.8%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

척률을 보였지만 rpm이 40rpm일 때 세척률이 45.0%로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80rpm일 때는 44.7%로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일반 중성세제는 20rpm일 때

40rpm에 비해 세척률이 약 2배 가량 높아졌지만 아웃도

어 중성세제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세척률을 보였다

(Fig. 4).

일반적으로 rpm이 증가하면 기계적인 힘에 의해 섬유

사이에 위치한 오구가 제거되기 때문에 세척효과가 좋

아진다(Chung et al., 2006). 하지만 일정 한계속도 이상

이 되면 섬유로부터 분리된 입자가 다시 응집하여 재오

염되기 때문에 세척률이 낮아지며 특히 실험에 사용된

라미네이팅 가공 직물인 경우 나일론 55%/폴리에스터

45% 혼방 직물에 얇은 필름을 라미네이팅 접착 가공한

원단이므로 적당한 rpm으로 세탁해주어야 섬유의 손상

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세척의 효율성, 원단

손상 및 기능성 등을 고려하여 rpm을 선택할 필요가 있

다고 사료된다.

5) 반복세척에 따른 세척성

아웃도어 전용세제로 1회 세척 시 세척률은 45.0%, 2회

세척 시 55.7%, 4회 세척 시 62.1%로 반복세척 시 세척

률이 증가되었으나 6회 세척부터 세척률이 감소하기 시

작하여 10회 세척 후 51.4%로 낮아졌다(Fig. 5). 일반 중

성세제의 경우 아웃도어 전용세제 세척률에 비해 세척

률은 현저하게 낮았으며 반복세척으로 인해 세척률이 비

슷하게 나타났다. 반복세척 시 세척률이 미미하게 증가

하기는 했지만 반복적인 기계적 힘에 의해 라미네이팅

가공 처리된 부분의 손상으로 기능성이 저하될 수 있으

Fig. 2. Effects of washing temperature on the remov-

al of carbon black mixed oily soil of laminating

finished fabrics (conc. 0.10%, 20min, 40rpm).

Fig. 3. Effects of concentration of detergents on the

removal of carbon black mixed oily soil of lam-

inating finished fabrics (40
o

C, 20min, 40rpm).

Fig. 4. Effects of rpm on the removal of carbon black

mixed oily soil of laminating finished fabrics

(40
o

C, conc. 0.10%, 2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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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반복세척은 오히려 재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아웃도어 전용세제 및 일반 중성세제의 특성에

따른 재오염성

아웃도어 전용세제의 경우 일반 중성세제에 비해 재

오염성이 현저하게 낮았다. 아웃도어 전용세제 경우 세

액농도가 0.05%에서 0.10%로 증가하자 재오염성이 급

격하게 낮아졌고 세액농도가 증가할수록 재오염성이 낮

게 나타났다(Fig. 6). 일반 중성세제의 경우 아웃도어 전

용세제에 비해 재오염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세액농도가

0.10% 이상에서는 재오염성에서는 거의 변화가 나타나

지 않았다. 따라서 아웃도어 전용세제의 경우가 일반 중

성세제에 비해 재오염성은 현저하게 낮아져 효율적임

을 알 수 있었다. 재오염성은 세척률과도 밀접하게 관련

되는데 일반적으로 재오염성이 낮으면 세척률이 높아

진다. <Fig. 1>에서 아웃도어 전용세제 세척률이 일반

중성세제 세척률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

이라고 할 수 있다.

3. 라미네이팅 가공 직물의 기능성 변화

아웃도어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척온도 40
o
C, 세척

시간 20분, 기계적인 힘 40rpm, 세액농도 0.10%로 라미

네이팅 가공 직물을 1~10회까지 반복세척한 다음 투습

성, 발수성, 내수성 및 흡수성의 기능성 변화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세척 전 · 후 라미네이팅 가공 직물의 투습성

투습성은 의복 착용 시 인체의 쾌적성을 부여하는 중

요한 요소로 운동량이 많은 경우나 심한 기상조건 하에

서 착용하는 투습도의 최소 요구치는 4000g/m² · 24hr 이

상이며(Jeong & Choi, 1994) 산행 및 레저 활동으로 쾌

적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성 의류의 투습도는 3000g/

m
2

· 24hr 이상이다(Kim et al., 2004). 1회 세척 시 투습도

(3108m
2

· 24hr)는 세척 전(3049g/m
2

· 24hr)에 비해 증가

하였고 3회(3114g/m
2

· 24hr), 5회(3122g/m
2

· 24hr), 10회

(3098g/m
2

· 24hr) 세척이 반복되어도 큰 변화가 없어 세

척이 반복되어도 투습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

로 보이며, 10회 반복세척 후에도 투습도 수치가 3000g/

m
2

· 24hr 이상으로 등산 및 레저 활동을 하기에는 충분

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7). 따라서 10회 반복세척에 의

해 투습성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

2) 세척 전 · 후 라미네이팅 가공 직물의 발수성

직물의 발수성은 아웃도어 의류에서 중요한 기능으로

발수성이 좋은 소재는 의류 관리성과 인체의 쾌적성을

부여하는 기능 중 하나로 발수성이 좋으면 방수성도 좋

다고 할 수 있다. KS K 7503 등산재킷(KATS, 2011)에

따르면 발수도는 세탁 전 4급(9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Fig. 5. Effects of repetition on the removal of carbon

black mixed oily soil of laminating finished

fabrics (40
o

C, conc. 0.10%, 20min, 40rpm).

Fig. 6. Effects of detergent concentrations on the soil

deposition of fabrics with carbon black of lam-

inating finished fabrics (40
o

C, 20min, 4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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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의 발수도는 5등급으로 매우 높은 발수도를 나타

냈다. 하지만 1회 세척 후 발수도는 2등급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3회, 5회, 10회 반복세척 후에도 발수도의

변화가 없었다(Table 5). 라미네이팅 가공 처리된 표면

의 피막이 반복세척으로 인해 가공제가 손상되어 나타

난 결과로 보이며 물에 계면활성제가 용해되면서 계면

활성제 분자가 섬유 표면에 흡착되어 물과의 접촉각이

작아지고 계면장력이 감소하여 침윤이 된 것으로 보인

다(Roh et al., 2010). Roh(2011)는 반복세척으로 30
o
C와

40
o
C에서 세척한 것이 15

o
C의 저온에서 세척한 것에 비

해 발수도가 낮았는데 이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확산속도와 반응속도가 커져 발수가

공제의 탈락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위

의 결과로 볼 때 발수성은 1회 세척에 의해 매우 크게

저하되었으므로 반복세척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

료된다.

3) 세척 전 · 후 라미네이팅 가공 직물의 내수성

내수성은 아웃도어 의류에서 기능성을 좌우하는 커

다란 요인 중 하나로 섬유 표면에 수압을 주었을 때 물

이 새지 않는 성질이다. Kim et al.(2004)에 따르면 라미

네이팅 가공 직물 원포의 내수도는 1226cmH2O로 고기

능성 섬유에 속한다. 1회 세척 후 내수도는 급격하게 낮

아지는데 746cmH2O로 약 2배 정도 감소하였고 3회 세

척 후 571cmH2O, 5회 세척 후 297cmH2O, 10회 세척 후

106cmH2O로 세척이 반복될수록 내수도는 급격하게 감

소하였다(Fig. 8). 아웃도어 전용세제 개발 시 반복세척

에 의한 내수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세척 전 · 후 라미네이팅 가공 직물의 흡수성

직물의 수분전달 특성인 흡수성은 인체에서 발생되는

땀이나 기후환경에서의 비, 눈과 같은 수분이 섬유에 흡

수되는 것으로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아웃도어 의류의

경우 흡수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사와 위사 방향에

서 흡수된 높이로 측정하였는데 1회 세척 후 시료의 흡

수된 높이는 0mm로 세척 전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Table 6). 하지만 3회, 5회, 10회 반복할수록 흡수되는

높이가 높아졌으며 이는 앞서 실험한 반복세척 시 발수

도, 내수도가 낮아지고 투습도가 높아지는 결과와 비슷

하게 나타났다. 라미네이팅 가공 직물은 폴리에스테르

와 나일론 혼방 직물로 소수성 섬유이기 때문에 흡수성

의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세척이 반복될수록 소수화

Fig. 7. Changes in the water vapor transport of lami-

nating finished fabrics by repeated launder-

ing (40
o

C, conc. 0.10%, 20min, 40rpm).

Table 5. Changes in the water repellency of laminat-

ing fabrics by repeated laundering

Repetition (cycles) Water repellency (grade)

0 5

1 2

3 2

5 2

10 2

Fig. 8. Changes in the water resistance of laminating

fabrics by repeated laundering (40
o

C, conc.

0.10%, 20min, 4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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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표면이 손상되면서 흡수성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되

며 위에 결과로 볼 때 반복세척 시 주의가 필요하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웃도어용 기능성 의류의 효과적인

세척 및 관리방법을 제시하고자 라미네이팅 가공 직물

을 대상으로 아웃도어 전용세제, 일반 중성세제를 사용

하여 세척조건에 따른 세척성 및 기능성을 검토하였으

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세척시간에 따른 세척률은 아웃도어 전용세제가

일반 중성세제에 비해 세척률이 높게 나타났고 20분일

때 가장 좋은 세척률을 보였다. 2) 세척온도에 따라 아

웃도어 전용세제의 세척률이 일반 중성세제에 비해 월

등하게 높았으며, 온도가 높아질수록 세척률이 증가하

였지만 섬유 손상과 재오염을 우려해 세척온도 40
o
C가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3) 세액농도에 따라 아웃도어 전

용세제가 일반 중성세제에 비해 세척률이 크게 높았으

며 세액농도가 0.10~0.20%일 때 세척률이 높게 나타났

다. 반면 세액농도가 0.30%일 때는 세척률이 다소 낮아

지는 결과를 보였다. 4) 기계적인 힘에 따라 아웃도어 전

용세제와 일반 중성세제 사용 시 40rpm일 때 세척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아웃도어 전용세제의 세척률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80rpm 이상에서는 세척률이 낮아지

는 결과를 보였다. 5) 반복세척에 따른 세척률은 대체로

반복세척을 통해 세척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횟수가 증

가할수록 세척률이 감소하였다. 아웃도어 전용세제의 경

우 6회부터, 일반 중성세제의 경우 8회 세척 후 세척률

이 미미하게 낮아졌다. 6) 재오염성 평가에서는 아웃도

어 전용세제의 재오염성이 일반 중성세제에 비해 현저

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세액농도가 증가할수록 재오염성

이 낮게 나타났다. 7) 반복세척에 따른 아웃도어 전용세

제의 기능성 평가에서 투습도는 1회 세척 시 세척 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그 후 반복세척에도 큰 변

화가 없었다. 발수성, 내수성 평가에서는 반복세척을 통

해 1회 세척 후 발수성, 내수성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기

능성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세척횟수가 3회, 5회, 10회

반복되어도 큰 변화가 없었다. 흡수성은 1회 세척 후 세

척 전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나 3회 세척부터 세척횟

수가 증가함에 따라 흡수성도 증가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 아웃도어 전용세제 사용 시 라미네

이팅 가공 직물의 세척성은 일반 중성세제에 비해 월등

하게 높게 나타났다. 기능성 평가에서는 대체로 1회 세

척 후 기능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이로써 라미네이팅 가

공 직물의 아웃도어 전용세제 사용 시 섬유 손상과 재오

염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세척온도 40
o
C, 세척시간 20분,

기계적인 힘 40rpm, 세액농도 0.10%의 범위가 최적의

세척조건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 전용세제 연

구개발에서 세척성뿐만 아니라 기능성 부분의 변화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세척조건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투습방수 소재 중 라미네이팅 가공 직물만

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전반적인 아웃도어 전용세

제의 세척성 및 기능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러므로 그 외 다양한 아웃도어 의류 소재에 대한 세척성

및 기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오구의 특성과 종류

에 따른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웃도어 의류 소재를 효과적

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아웃도어 전용세

제 사용 시 기능성 유지 및 개선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

하여 새로운 전용세제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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