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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used a chemiluminescence reaction to investigate the removal effect of pet soil, such as dog
blood, urine and feces. The soiled fabrics were washed with a standard laundry course of 30°C and a washing
time of 30 min and a pet care laundry course of 40-60°C and a washing time of 100 min. The detergency was
evaluated by the surface reflectance and chemiluminescence reaction (bloodstain detection by luminol test and
urine-stain and feces-stain detection by UV blacklight test) before and after washing. The surface reflectance
results did not show any difference in detergency for both courses, whereas the chemiluminescence reaction
did. The detergency of the pet care course compared to the standard course was 101% according to the surface
reflectance and 120% according to the chemiluminescence reaction. Therefore, residual stains not detected by
surface reflectance can be evaluated through chemiluminescence reaction, and it was confirmed that pet stains
can be managed more hygienically by washing for a long time at a high temperature.
Key words: Pet soil, Standard laundry course, Pet care laundry course, Chemiluminescence reaction, Detergency; 반려동물 오구, 표준 세탁코스, 펫케어 세탁코스, 화학발광 반응, 세척률

I. 서

론

521만 가구에서 602만 마리를, 고양이는 182만 가구에
서 25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2020)

기르는 638만 가구 중 81.6%가 개를 기르고 있고, 28.6%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가 고양이를 기르고 있어 반려동물로 개와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가구는 638만 가구로 전국의 가구 수를

기르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merican Pet

2,304만 가구로 환산 시 27.7%에 해당된다. 이는 2019

Products Association(2021)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전

년 591만 가구 대비 47만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개는

체 가구의 67%인 약 85백만 가구에서 동물을 기르며

†

그 중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 수가 각각 약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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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여 미국의 경우에도 가장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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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개와
고양이 케어를 위한 섬유용품이 다양해지고 있다. 기
존 패션기업에서도 펫웨어 시장에 관심을 보이면서
반려견 의류뿐만 아니라 펫담요, 펫매트, 펫방석 등의
섬유제품 관련 상품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Kwak,
2019). 반려동물에 사용되는 이들 섬유제품은 모두 세
탁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 개와 고양이로 인하여 오
염된 섬유용품을 위생적으로 세탁하는 것이 필요한
데, 이를 반영하여 반려동물의 의류관리를 위한 세탁

학분석을 하는 방법 등이 쓰이고 있다. 관능평가법과
표면반사율을 측정하는 방법은 육안으로 보는 청결상
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세제의 성능과 같은 실용적
인 연구에 이용되며, 화학분석을 하는 방법은 세척의
원리를 연구하는 데 있어 특정한 오구 성분의 거동을
조사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08). 화학분석은 오구 성분의 정량에 의한 평가방법
으로 지용성 오구의 잔류지질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
단백질 오구의 질소원자(N)를 정량하는 방법 등이 해
당된다(Kim et al., 1997).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잔류

기와 건조기가 출시되었다(Kim, 2021; Song, 2020). 개
나 고양이 용품에 부착하는 오구는 사람의 의복에 부
착하는 생활오구 이외에 자연적인 털갈이와 그루밍에
의한 털, 배변훈련이 안된 새끼의 대변이나 소변, 영역
표시에 사용된 소변, 생리혈 등을 들 수 있다. 반려동물
특유의 냄새는 동물 털과 비듬, 침, 배설물에서 번식하
는 미생물 때문이므로 오염된 반려동물 용품은 곧바
로 세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개나 고양이는 뛰어난 후각능력을 가지고 있
어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잔존오구 즉 세
탁물에 잔류되어 있으나 시각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오구의 존재를 냄새를 통해 쉽게 인지할 수 있다(Jenkins et al., 2018; Padodara & Jacob, 2014). 특히 개의 소
변 오염물에 잔류하는 페로몬 등의 물질은 반려견의
반복적인 배뇨를 일으키기도 하며, 잔류되어 있는 오
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를 풍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를 포
함하여 다양한 인수공통전염병이 반려동물을 통해 매
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반려동물 섬
유용품의 위생적인 세탁방법과 효과적인 오구 제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다양한 오구가 부착된 오염포의 세척성을 평가
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나(Byeon et al., 2020; Chung
& Kim, 2011, 2012; Kang, 2011) 반려동물 유래 오구의
세척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반려
동물의 분비물로 인한 오구의 효과적인 제거방법과
잔류 가능성을 지닌 잔존오구의 유무를 평가하는 새
로운 방법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에 이
용되고 있는 세척률 평가방법에는 직접 육안으로 판
정하는 관능평가법, 표면반사율을 측정하는 방법, 화

되어 있는 혈흔, 분변, 소변과 같은 오구의 검출은 화학
발광 반응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 혈액은 특히 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법의학 과학자들이 가장 흔히 접하
는 체액 중 하나이다. 혈흔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눈
에 보이지 않는 혈흔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시약들이
개발되었는데, 그 중에서 루미놀(Luminol)이 가장 대
표적인 시약이다(Lim et al., 2018). 루미놀은 혈액의
헤모글로빈과 접촉하면 청록색의 빛을 생성한다. 혈
흔에 바르면 아주 묽은 양이어도 어둠 속에서 반응이
되는 화학시약이다(Chourasiya et al., 2017). 소변과 분
변의 존재 여부는 소변과 대변에 포함된 인 성분이 블
랙라이트(Blacklight)에서 발광 반응을 일으키므로 이
를 이용할 수 있다(Helmenstine,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탁 후 사람의 눈으로는 지
각하지 못하나 잔류할 수 있는 반려동물 오구를 측정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반
려동물로 가장 많이 기르고 있는 개의 혈액, 소변, 대변
이 묻은 오염포에 대한 세척성을 세탁방법과 평가방
법을 달리하여 비교해 보았다. 세탁방법은 시판 회전
드럼식 세탁기의 표준 세탁코스와 펫케어 세탁코스에
서 시행하였고, 세척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의복의 세
척성 평가에 사용하는 세탁 전후 오염포의 표면반사
율을 측정하는 방법과 법의학 과학자들이 범죄 수사
에 많이 활용하는 발광 반응(루미놀 시험과 UV 블랙
라이트 시험)을 이용한 방법으로 세척률을 평가하여
비교하였다. 실험결과를 통해 세탁방법과 평가방법
에 따른 세척력의 차이를 살펴보고 반려동물 유래 오
구의 효과적인 제거조건을 제안하고 화학발광 반응을
이용한 새로운 세척률 평가법에 대한 가능성을 제안
하고자 한다.

편적으로 기르는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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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을 생성한다(“Phosphorus”, 2021). 동물들 오줌과 대변
속에는 인 성분이 들어 있고 인은 햇볕을 축적하게 되
면 어두운 곳에서 스스로 발광하게 된다. 그러나 인 성
분이 미미할 경우 자체 발광을 하지 못하는데 블랙라
이트는 화학발광을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루미놀은 혈흔의 감식에 널리 쓰이는 질소 헤테로
고리 화합물로서 분자량 177.16, 녹는점 319~320°C의
연갈색을 띤 흰색 고체이다(“Luminol”, 1989). 루미놀
은 적당한 산화제와 섞으면 청백색의 화학발광을 하게
되는데 루미놀이 청백색의 화학발광을 나타내는 반응
을 루미놀 반응이라고 한다. 루미놀은 철과 반응하기
때문에 범죄현장 등에서 혈흔을 감식하는 데 쓰인다.
루미놀 반응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알칼리 용액에
서 루미놀은 두 개의 수소를 잃게 되고 촉매에 의해 과
산화수소에서 발생된 두 개의 산소원자가 루미놀 이온
과 반응하여 산화된다. 이 산화된 상태는 불안정하므
로 곧 질소가 기체로 되며 떨어져 나간다. 이 떨어져 나
간 중간체는 높은 에너지 상태로 불안정하므로 곧 내
부 에너지를 빛에너지의 형태로 내어 놓고 안정한 낮
은 에너지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화학발광을 하
는 것이다(Giussani et al., 2019). 혈액 중 헴(Hem)이 루
미놀 화학발광 반응 중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통 혈액이 약 1만~2만 배로 희
석되어도 반응을 나타내므로 세탁된 상태에서도 혈흔
이 감지되며 발광의 정도는 남은 흔적의 양에 비례한
다(“Luminol”, 2021; Plieth, 2019).

에너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 발광을 도와준다(Helmenstine, 2017).

1. 화학발광
1) 루미놀

2. 반려동물 유래 오구의 종류와 특징
1) 혈액

혈액은 영양소, 산소 및 대사 폐기물과 같은 물질을
운반하는 체액으로 혈액세포(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와 혈장으로 구성된다(Hickman et al., 2017). 동물의
혈액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인간의 혈액과 구별된다.
인간 혈액과 동물 혈액의 주요 차이점은 인간 혈액은
호흡색소로 헤모글로빈을 포함하는 반면 동물 혈액은
다른 유형의 호흡색소로도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혈액에 존재하는 호흡색소의 유형에 따라 다른 색상
의 혈액을 가진다. 동물 혈액의 경우, 헤모글로빈(어류
를 제외한 모든 척추동물 및 일부 무척추동물), 헤메리
트린(해양 무척추동물), 헤모시아닌(순환계가 개방된
동물들) 및 클로로크루오린 등 네 가지 유형의 호흡색
소를 가질 수 있다(“Oxygen transport proteins”, 2020).
또한, 인간과 동물의 혈액 내 포도당 분포 및 PCV(Packed cell volume)는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PCV는
인간의 경우 37~50%, 개의 경우 37~55%, 고양이의 경
우 24~45%, 말의 경우 24~48%로 나타났으며, 이는 혈
액 내 적혈구의 수가 종마다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Klaassen, 1999). 또한, 적혈구의 크기도 상이하며 이
는 포도당 분포의 차이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인간의
경우 적혈구의 포도당 비율은 42%, 혈장의 포도당 비
율은 58%로 나타나는 반면 적혈구의 수가 더 적고 크
기가 작은 개에서는 적혈구의 포도당이 12.5%, 혈장
의 포도당이 87.5%로 나타난다(Higgins et al., 1982).
동물의 혈액과 인간의 혈액은 성분 및 조성은 다르나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약을 이용하여 인간, 개, 염
소의 혈액을 검출한 연구에서 인간의 혈액이 색상강
도가 크게 나타났으나 민감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사람과 개의 혈액 오염물 또는 혈흔은 루미놀과 기타
물질의 조합을 사용하여 검출될 수 있다(Chourasiya et
al., 2017). 루미놀은 과산화수소와 결합하여 적혈구의

2) UV 블랙라이트

블랙라이트는 자외선을 방출하는 램프로 자외선 외
에 다른 빛을 차단하는 물질이 램프 내부에 발라져 있
어 가시광선은 걸러지고 자외선만 방출된다. 램프의
색이 검은색이어서 블랙라이트라고 하며 물질의 감별
이나 형광분석에 사용된다. 블랙라이트는 범죄현장
에서 정액, 혈액 및 타액과 같은 체액을 찾고 식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위조지폐 감별이나 무대조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형광물질은 가시광
선 자체를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이지는 않고
자외선을 흡수한 후 가시광선을 내어놓으므로 자외선
이 나오는 블랙라이트와 형광물질이 만나면 발광 현
상이 일어나게 된다(“Blacklight”, 2021; Kim & Choi,
2011; Springer et al., 1994).
인(Phosphorus)은 산화에 의한 화학발광에 의해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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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호흡기 감염 등을 통해 사람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확실한 제거가 가능한 세탁조건에서 세탁하
는 것이 중요하다. 대변은 소변과 마찬가지로 인 성분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라이트 아래에서 발광
반응을 나타내며 이를 통하여 대변의 오염을 검출할
수 있다(Helmenstine, 2017).

헴 그룹과 반응하여 화학발광으로 알려진 밝은 파란
색 빛을 생성한다(Barni et al., 2007).
2) 소변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포유류에서 소변의 형성
은 신장의 네프론에서 혈장을 여과하여 시작된다. 네
프론 내에서 발견되는 액체는 본질적으로 거대 분자
가 없는 혈장과 동일하다. 체액이 네프론 관을 통과하
면 물과 아미노산, 포도당 및 기타 영양소와 같은 유용
한 혈장 성분이 혈류로 재흡수되어 최종적으로 소변
이라고 하는 폐기물의 농축 용액을 남긴다. 이는 물, 요
소(아미노산 대사에서 유래), 무기 염, 크레아티닌, 암
모니아 및 혈액 분해 색소로 구성되며, 그 중 혈액 분해
색소는 소변에 일반적으로 황색을 띠게 한다. 또한 혈
액으로의 재흡수 메커니즘이 없는 비정상적인 물질은
소변에 남아 있다. 핵산 분해의 산물은 대부분의 포유
류에서 알란토인으로, 인간의 경우 요산으로 존재한다.
사람과 동물(특히 개와 고양이)의 소변은 화학적으
로 매우 유사하다. 인간의 소변은 요소, 염화물, 나트
륨, 칼륨, 크레아티닌, 기타 용존 이온, 요산을 포함한
무기 및 유기 화합물과 함께 95% 이상의 물을 함유한
다(Kirchmann & Pettersson, 1994). 개 소변에는 요소, 크
레아티닌, 요산, 탄수화물, 효소, 지방산, 호르몬, 나트
륨, 칼륨, 염화물, 마그네슘, 칼슘 및 암모니아가 포함
되어 있다(Stevenson & Markwell, 2001). 개 소변 내 호
르몬은 개가 다른 개의 소변 냄새를 맡아 소변에 존재
하는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을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
소변은 주로 인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
라이트 아래에서 발광 반응을 나타낸다(Helmenstine,
2017). 인은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블랙라이트의 유무
에 상관없이 황록색으로 빛나고, 블랙라이트는 화학
발광을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에너지를 제공
한다. 따라서 블랙라이트를 이용하여 반려동물의 소
변을 찾거나 욕실 등의 청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III. 실

험

1. 시료 및 시약
오염포 제작용 시료는 KS K ISO105-F02(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7) 규
격에 명시된 정련 표백된 100% 면 첨부포를 사용하였
다. 세탁 부하는 IEC 60456:2010(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on [IEC], 2010)에 명시된 면 100%
타월, 면 100% 베갯잇과 자체 제작한 60 cm×80 cm, 30
cm×80 cm 크기의 면 100% 미표백 광목 부하포를 사용
하였다. 세탁세제로는 혈액 오염포의 경우 IEC 60456:
2010(IEC, 2010) 표준세제와 시판 드럼용 액체세제
(Tech, LG Household & Health Care Ltd., Korea)를 사
용하였다.
개의 혈액은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에 내원한 환축으로부터 확보하였으며, 검사 후 폐기
예정인 샘플을 사용하였다. 혈액은 즉시 사용하거나,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 EDTA(Ethylene diamine tetraacetic acid) 처리한 후 사용 전까지 상온에서 진탕 보관
하였다. 개의 대변은 건강한 개의 자연 배변 후 확보하
였으며, PBS(Phosphate buffer saline)를 이용하여 10%
로 희석하였다. 개의 소변은 건강한 개의 자연 배뇨 시
확보하였다.
루미놀 용액은 루미놀 1 g, 수산화나트륨(NaOH) 3 g,
글리신(Glycine) 1 g, 과산화수소수(H 2O 2)) 10 ml을
1 L의 증류수에 녹여 사용하였다.

2. 실험방법
3) 대변

사람의 대변과 반려동물의 대변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대변의 75%는 물, 나머지 25%는 소화되지 않
은 섬유질, 죽은 박테리아 및 살아있는 박테리아로 구
성된다.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대변에는 다양한 미생
물이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미생물은 경구감염, 경피

1) 오염포의 준비

혈액 및 대변 오염포는 면직물(5 cm×5 cm)에 0.1 mL
의 혈액 및 분변 희석액을 접종하고 24시간 이상 상온
에서 충분히 흡수 및 건조시켜 제작하였다. 소변 오염
포는 시험포(5 cm×5 cm)에 3 mL를 접종하고 5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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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에서 충분히 흡수 및 건조시켜 제작하였다. 제작
된 오염포는 냉장고에 보관하여 1주일 이내에 사용하
였다. 오염포는 세탁을 위하여 <Fig. 1>과 같이 타월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10±5) mm 거리인 라인의 정중앙

에 미오염포 1장, 오염포 3장을 순서대로 배치하여 우
측 가장자리를 바느질로 고정하여 준비하였다. 미오
염포(이하 “전이포”라 함)는 세탁처리 중 오염물의 전
이를 평가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2) 세탁

세탁은 시판 회전드럼식 세탁기(LG Tromm Steam
Pet F24EDE, LG Electronics, Korea)를 사용하여 <Table 1>과 같은 펫케어 세탁코스와 표준 세탁코스 조건
에서 세탁하였다.
오염포별 세탁조건은 <Table 2>에 세탁 프로토콜
은 <Fig. 2>에 나타내었다. 세탁시험 제반사항은 IEC
60456:2010(IEC, 2010)에 준하여 시행하였다. 혈액 오
염포 세탁의 경우 세탁 부하는 IEC 60456:2010(IEC,
2010) 표준부하포인 타월과 베갯잇을, 세탁세제는 IEC
60456:2010(IEC, 2010) 표준세제를 사용하였다. 소변

Unsoiled fabric
Soiled fabric

Towel

Sew at 10 mm ± 5 mm

Fig. 1. Attached test strip.

Table 1. Pet care and standard laundry courses

Course

Laundry

Standard

Pet care

Time

30 min

100 min

Temperature

Keep within 30°C

After washing in cold water for the first 15 minutes, the fabric temperature
is maintained within 20-40°C for 40 minutes. After heating, keep the fabric
temperature at 60°C for 20-25 minutes

Rinse no.

No hot water rinse.
2 cold rinses

After 3 hot water rinses (32°C or higher), 1 cold water rinse

Table 2. Washing conditions for each soil type

Soil type

Detergent

Detergent
dose

Blood

IEC 60456:2010 (IEC, 2010)
reference detergent

52.05 g

Urine & Feces

Commercial detergent
(Tech, LG Household
& Health Care Ltd., Korea)

20 mL

Test loads (1.5 kg)
Item

Number

Towels

8

Pillowcases

3

Unbleached cotton
60 cm × 80 cm

8

Unbleached cotton
30 cm × 80 cm

17

1 cycle
Preparations

Course
settings

Main laundry

Detergent
input

Soiled
fabric &
test load
input

Wash

After treatment

Soiled
fabric
collection

Fig. 2. Experimental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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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변 오염포 세탁의 경우 타월, 베갯잇과 동일 사이
즈로 자체 제작한 더미포를, 세탁세제는 시판 드럼용
액체세제(Tech, LG Household & Health Care Ltd.,
Korea)를 사용하여 세탁하였다. 더미포의 중량은 모
두 1.5 kg으로 맞추어 사용하였다. 소변과 대변의 경우
블랙라이트에 의해 인 성분이 발광하게 되므로 더미
포나 세제에 형광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나 표준
부하포와 표준세제에서 형광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오염별 부하포와 세제를 달리하였다.

5) UV 블랙라이트 발광 반응에 의한 소변과 대변 오염
포의 세척률 측정

시험포를 UV 조사한 후 Atto Luminograph II에서
발광 반응(인의 존재)을 검출하였다. Image J Software
를 이용하여 시험포 내 이미지 강도를 측정하여 루미
놀 발광 반응에 의한 방법과 동일한 <Eq. 3>을 이용하
여 세척률을 계산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화학발광 거동

3) 표면반사율에 의한 오염제거율 측정

표면반사율에 의한 오염제거율 측정은 표면반사율
을 쿠벨카 뭉크(Kubelka Munk)식 <Eq. 1>과 같이 K/S
값으로 환산하여 <Eq. 2>에 의해 세척률을 계산하였
다. 표면반사율은 색차계(Color reader JS-555, C.T.S.,
Japan)로 광원 D65, 관측시야는 10°로 하여 520 nm에
서 측정하였다.
K/S = (1 – R)2/2R

루미놀에 의한 발광 반응의 거동을 살펴보기 위하
여 시험포에 혈액의 농도를 0.019~10%로 변화시켜 주
입하고 루미놀 발광의 정도를 측정하여 <Fig. 3>에 나
타내었다. 혈액의 농도변화에 따라 발광 반응의 정도
가 K/S값의 거동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K/S값은 염료의 겉보기 농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염료농도에 따른 K/S값은 직
선상으로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낮은
농도에서는 직선적으로 비례하고 염료농도가 2% 이
상의 높은 농도에서는 광학적 산란 현상이 커져 직선
으로 비례하지 않아 일원이차방정식을 적용하고 있
으며, 3~5%의 높은 농도에서는 곡선이 다시 직선 형태
로 변환되는 거동을 나타낸다(Choi et al., 2010; Wang
et al., 2021). <Fig. 3>을 보면 낮은 농도에서는 혈액의
농도와 이미지 강도의 선형관계를 유지하나 농도가
증가되면 직선적으로 비례하지 않고 높은 농도에서
다시 직선형태로 변화된다. 특히 낮은 혈액농도에서
의 이미지 강도 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세척포에서
잔존오구의 정도를 구분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

...... Eq. 1.

D(%) = {(K/Ss – K/Sw)/(K/Ss – K/So)}
...... Eq. 2.
× 100
R: Reflectance
D: Detergency
K/So: K/S value for unsoiled fabric
K/Ss: K/S value for soiled fabric
K/Sw: K/S value for washed fabric
4) 루미놀 발광 반응에 의한 혈액 오염포의 오염제거율

시험포에 루미놀 용액을 충분히 적신 뒤 1분간 상온
에서 반응시킨 후 Fusion Solo X(Vilber, Germany)에서
노출시간은 5초로 하여 발광 반응을 검출하였다. 루미
놀 이미지 분석은 ImageJ Software(Wayne Rasband,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USA)를 이용하여 시험포
내 이미지 강도(Image intensity)를 측정하여 <Eq. 3>
을 이용하여 세척률을 계산하였다.

Intensity (pixels)

D = {(A – B)/(A – C)} × 100

1000

...... Eq. 3.

800
600
400
200
0

D: Detergency
A: Image intensity of soiled fabric
B: Image intensity of washed fabric
C: Image intensity of unsoiled fabric

0

2

4

6

8

10

Blood conc. (%)

Fig. 3. Plot of luminol intensity of
soiled fabric with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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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액 오염포의 세척률

Intensity (pixels)

된다.
UV 블랙라이트 발광 반응의 거동을 살펴보기 위하
여 시험포에 대변의 농도를 0.625~10%로 변화시켜
주입하고 블랙라이트 발광의 정도를 측정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대변의 농도변화에 따른 블랙라이
트 발광 반응의 정도는 루미놀에 의한 발광 반응 거동
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은 혈액 오염포의 육안관찰 이미지와 루
미놀 발광 반응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세탁으로 혈
액 오염이 비교적 잘 제거되어 육안관찰 이미지에서
는 눈에 띠는 차이를 인지할 수는 없었다. 전이포에서
도 혈액 오염의 전이는 육안관찰 되지 않았다. 루미놀
발광반응 이미지를 보면 원포의 경우 화학발광이 일
어나지 않으나 혈액 오염된 포는 화학발광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코스별 세척 후의 화학발광
이미지는 육안관찰에서는 인지되지 못했던 코스별 세
탁포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육안관찰의 이미지가 거
의 반영되는 표면반사율에 의한 혈액 오염포의 세척
률 결과는 <Fig. 5>에 나타내었다. 표준 세탁코스와
펫케어 세탁코스에서의 혈액 오염포의 오염제거율은
각각 99.66±0.10%, 99.95±1.17%로 육안관찰 이미지
에서와 같이 코스별 세척률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관
찰되지 않았다. <Fig. 6>은 혈액 오염포의 표준 코스세
탁과 펫케어 코스 세탁 후의 루미놀 발광 반응에 의한

8.E+07
7.E+07
6.E+07
5.E+07
4.E+07
3.E+07
2.E+07
1.E+07
0.E+00
0

2

4

6

8

10

12

Feces conc. (%)

Fig. 4. Plot of blacklight intensity
of soiled fabric with feces.

Table 3. Visual images and luminol test images of blood soiled fabrics before and after washing

Unsoiled
fabric

Image

Soiled
fabric

Washed fabric
Standard

Transfer fabric

Pet care

Standard

Pet care

Visual

Luminol test

110

ns

100

Detergency (%)

Detergency (%)

110

90
80

****
100
90
80
70

70
Standard

Pet care

Standard

Pet care

****p<.0001

ns: not significant

Fig. 6. Detergency of blood soiled
fabric by luminol test
after washing.

Fig. 5. Detergency of blood
soiled fabric by reflectance
after w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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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백질 오구제거에 적당한 세탁온도와 100분의 긴
세탁시간이 효소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잔존오구의 양
을 줄여주므로 혈액 오구제거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지 강도로 세척률을 계산한 결과이다. 혈액이 완
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잔류하는 적혈구의 헴 그룹과
반응하여 화학발광이 발생되는데, 40~60°C에서 세탁
을 진행한 펫케어 코스 세탁포가 30°C에서 세탁을 진
행한 표준코스 세탁포가 보다 루미놀 발광 반응에 의
한 이미지 강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 표준코스 세탁
에 의해 혈액 오구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루미놀 발광 반응에 의한 표준 세탁코스와 펫케
어 세탁코스에서의 혈액 오염포의 오염제거율은 각
각 81.13±1.64%, 98.89±0.65%로 표준세탁 대비 펫케
어 세탁의 오염제거능력은 122%로 높게 나타났다. 혈
액은 혈액세포와 혈장으로 구성된 단백질 오구로 단
백질 오구는 물이나 계면활성제만으로는 완전히 제
거되지 않으며, 효소의 도움으로 제거가 가능하다. 단
백질 분해 효소는 프로테아제로 현재 사용하는 대부
분의 중질세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된 IEC 60456:
2010(IEC, 2010) 표준세제에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다.
효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세탁온도와 세
탁시간 등이 필요하다. 세탁에 주요 작용을 하는 효소
는 60°C를 넘어서면 활성이 떨어져 세척성이 감소되
고 혈액이 붉게 보이게 하는 헤모글로빈도 50°C 이상
의 온도에서는 열에 의한 손상으로 제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60°C보다 낮은 온도에서 세탁이 유리하다.
또한 효소활성화를 위한 세탁시간도 중요한 인자로
40~50°C에서 2시간 이상, 상온에서는 12시간 이상에
서 효소의 작용이 극대화되므로 혈액 세탁 시 효소가
포함된 세제에 의한 단백질 분해를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와 예침이 세척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Byeon et
al., 2020; Kim et al., 2008). 따라서 30°C에서 30분 세탁
시간의 표준코스에 비하여 펫케어 코스는 60°C 이하

3. 소변 오염포의 세척률
<Table 4>는 소변 오염포의 육안관찰 이미지와 UV
블랙라이트 발광 반응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육안
관찰 이미지를 보면 혈액 오염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탁으로 소변 오염이 잘 제거되었고 코스별 세탁포의
오염제거상태에서도 큰 차이를 볼 수 없다. 전이포에
서도 소변 오염의 전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UV 블랙라
이트 발광 반응 이미지를 보면 원포의 경우 화학발광
이 일어나지 않으나 소변 오염된 포는 화학발광이 나
타나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코스별 세척 후의 화학
발광 이미지는 육안관찰로는 인지되지 못했던 코스별
세탁포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표면반사율에 의한 소
변 오염포의 세척률 결과는 <Fig. 7>에 나타내었는데
표준 세탁코스와 펫케어 세탁코스에서의 소변 오염포
의 오염제거율은 각각 96.11±1.84%, 97.67±2.07%로
코스별 세척률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
다. <Fig. 8>은 소변 오염포의 표준 세탁코스와 펫케
어 세탁코스로 세탁 후 UV 블랙라이트 발광 반응에 의
한 이미지 강도로 세척률을 계산한 결과이다. 30°C에
서 세탁을 진행한 표준 세탁코스 세탁보다 40~60°C
에서 세탁을 진행한 펫케어 세탁코스 세탁 후의 소변
오염포의 이미지 강도가 낮게 나타나 펫케어 세탁코
스에 의해 소변이 더 잘 제거되어 세척률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변 오염포의 오염제거율은 표준 세

Table 4. Visual images and black light test images of urine soiled fabrics before and after washing

Image

Unsoiled
fabric

Soiled
fabric

Washed fabric
Standard

Visual

Black
ligh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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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etergency of urine soiled
fabric by reflectance
after washing.

Fig. 8. Detergency of urine soiled
fabric by black light
test after washing.

탁코스와 펫케어 세탁코스에서 각각 70.67±2.08%,
88.78 ±2.46%로 표준세탁 대비 펫케어 세탁의 오염제
거능력은 126%로 높게 나타났다. 육안관찰이나 표면
반사율에서 인지되지 못하는 소량의 소변 잔존오구
차이를 UV 블랙라이트 발광 반응에 의해 확인할 수
있었다. 소변은 인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완전히 제거
되지 않으면 잔존하는 인과 반응하여 화학발광이 발
생된다. 인의 녹는점은 44.2°C로 펫케어 코스는 40분
동안 세탁온도가 20~40°C 내로 유지된 이후에 가열
하여 20~25분간 60°C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높
은 세척온도가 소변의 인 성분 제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섬유로부터 오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에
너지가 필요하므로 온도가 올라가면 섬유와 오구 간
결합력이 약해지고 분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반응
속도와 확산속도가 빨라져 세탁효과가 좋아진다. 특
이사항으로 개 소변 내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과 같은 호르몬은 펩티드계열 단백질 성분으로, 효소
가 포함되지 않은 세탁세제 테크를 사용했음에도 세

척성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세척온도 이외에도 펫케
어 코스에 적용된 전체 세탁시간, 3회 온수 헹굼과 같
은 조건이 오구의 용해성, 분산성, 재오염 방지효과 등
을 부여하여 세척성 증진에 기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대변 오염포의 세척률
<Table 5>는 대변 오염포의 육안관찰 이미지와 UV
블랙라이트 발광 반응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육안
관찰 이미지를 보면 세탁으로 대변 오염이 잘 제거되
었고 코스별 세탁포의 오염제거상태에서도 큰 차이를
볼 수 없다. 전이포에서도 대변 오염의 전이는 관찰되
지 않았다. UV 블랙라이트 발광 반응 이미지를 보면
대변 오염포는 강한 화학발광 반응이 관찰되며 40~
60°C에서 세탁을 진행한 펫케어 세탁코스 세탁포는
30°C에서 세탁을 진행한 표준 세탁코스 세탁포보다
화학발광 반응이 약하게 관찰되어 코스별 세탁포의
오구제거 정도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표면반사율에

Table 5. Visual images and black light test images of feces soiled fabrics before and after washing

Image

Unsoiled
fabric

Soiled
fabric

Washed fabric
Standard

Visual

Black
ligh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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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을 시행하였다. 세탁 후 의복의 세척성 평가에 사

의한 소변 오염포의 세척률 결과는 <Fig. 9>에 나타내
었는데 표준 세탁코스와 펫케어 세탁코스에서의 대
변 오염포의 오염제거율은 각각 98.54±0.54%, 99.37±
0.80%로 혈액이나 소변 오염포에서와 마찬가지로 코
스별 세척률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 10>은 세탁 후 대변 오염포의 세탁코스별 UV 블
랙라이트 발광 반응에 의한 이미지 강도로 세척률을
계산한 결과이다. 40~60°C에서 세탁을 진행한 펫케어
코스 세탁포의 경우 30°C에서 세탁을 진행한 표준코
스세탁보다 UV 블랙라이트 발광 반응 이미지 강도가
낮게 나타나 펫케어 코스 세탁에 의해 대변이 더 잘 제
거되었고 세척률도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변 오염포의 오염제거율은 표준 세탁코스와 펫케어
세탁코스에서 각각 75.33±1.85%, 84.67±0.88%로 표
준세탁 대비 펫케어 세탁의 오염제거능력은 112%로
높게 나타났다. 대변 오염의 세척률이 표준 세탁코스
보다 펫케어 세탁코스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소변 오
염에서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다. 세척온도 이외에
도 펫케어 코스에 적용된 세탁시간, 헹굼온도 등과 같
은 조건이 세척성 증진에 기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육안관찰이나 표면반사율에서 인지되지 못하는 대변
의 잔존오구 존재를 UV 블랙라이트 발광 반응에 의해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

용하는 세탁 전 · 후 오염포의 표면반사율을 측정하여
평가하는 방법과 새로운 화학발광 반응(루미놀 발광
반응과 UV 블랙라이트 발광 반응)을 이용한 방법으로
세척률을 평가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개의 혈액, 소변, 대변이 묻은 오염포의 코스별 세탁
결과 육안평가나 표면반사율에 의한 세척률은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화학발광 반응에 의한 세
척률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루미놀 시험 발광 반응에 의한 혈액 오염포의 세척
률 평가결과는 육안평가나 표면반사율에 의한 세척률
평가결과와는 달리 30°C, 30분 세탁시간의 표준 세탁
코스에서는 혈액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잔존하는
적혈구의 헴 그룹과 반응하여 루미놀 발광 반응에 의
한 이미지 강도가 40~60°C, 100분 세탁시간의 펫케어
코스 세탁포보다 크게 나타나 낮은 온도와 짧은 세탁
코스에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잔존오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UV 블랙라이트 시험 발광 반응에 의한 소변과 대변
오염포의 세척률 평가결과는 혈액 오염포에서와 같이
30°C, 30분 세탁시간의 표준 세탁코스에서 세탁한 오
염포는 40~60°C, 100분 세탁시간의 펫케어 세탁코스
에서 세탁한 오염포보다 발광 반응에 의한 이미지 강
도가 크게 나타나 소변과 대변 오구가 낮은 온도와 짧

론

은 세탁코스에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면반사율을 이용한 표준 세탁코스 대비 펫케어
세탁코스의 오염제거능력은 101%이나 발광 반응을
이용한 오염제거능력은 120%로, 화학발광 반응으로
세척률을 평가할 경우 세탁조건에 따른 잔존오구의
차이가 감지되었고 높은 온도에서 긴 시간 세탁이 잔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오구의 효과적인 제거방법
및 평가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반려
동물로 가장 많이 기르고 있는 개의 혈액, 소변, 대변이
묻은 오염포를 30°C, 30분 세탁시간의 표준 세탁코스
와 40~60°C, 100분 세탁시간의 펫케어 세탁코스에서
ns

110

100

Detergency (%)

Detergency (%)

110

90
80
70
60

Standard

100

80
70
60

Pet care

*

90

Standard

Pet care

*p<.05

ns: not significant

Fig. 10. Detergency of feces
soiled fabric by black light
test after washing.

Fig. 9. Detergency of feces
soiled fabric by reflectance
after w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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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오구를 줄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표면반사율로는 인지
하기 어려운 잔존오구의 존재를 화학발광 반응을 통
해 평가할 수 있어 발광 반응을 통한 새로운 평가방법
을 통해 반려동물 오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이 확인되었다. 특히 UV 블랙라이트 화학발광 반응에
의한 세척률 평가법은 뚜렷한 색을 가지고 있지 않아
표면반사율로는 잘 인지되지 못하나 인을 함유하는
체액과 같은 오구의 평가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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