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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펄세이터가 도입된 드럼세탁기를 사용하여 실제 세 

탁 부하량 조건에서 직물에 가해지는 기계력과 직물 움직임의 변화 

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세탁기 내 직물의 중심을 XYZ 좌표값으로  

표현하고, 이를 원통형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는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직물이 지나간 궤적을 3차원적 패턴으로 시각화 하였다. 또한  

직물의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 개별거동지수 5가지와 집합거동지수  

2가지를 활용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여 수치화 하였다.  

직물거동패턴과 거동지수를 분석한 결과, 기존 방식 드럼세탁기에  

비해 펄세이터 도입 드럼 세탁기에서 직물이 세탁기 내 전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드럼의 깊이 방 

향으로 직물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척성은 기존 드럼세탁기 대비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에서 평 

균 7.6 %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펄세이터로 인해 직물 

에 가해지는 기계력이 상승하였고, 직물 손상, 엉킴, 구김 등의 특성 

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적 및 집합적 거동 특성을 수치화한 7가지 직물 거동 지수의  

유의성과 세척성과의 상관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세척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물 거동 지수로 z축의 총 이동거리 평균, XY 윤곽 

선 길이의 평균 변화량, XY 직물면적의 표준 편차, YZ 직물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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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 세척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독립변수로 나타났으며, YZ 직 

물면적의 평균값이 작을수록, 나머지 값은 높을수록 세척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드럼벽을 따라 회전하는 직물들이 반대방향으로 회 

전하는 펄세이터에 의해 간섭을 받아 직물 거동이 활발해지고 직물  

간 상호작용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직물이 받는 기계력이 많아져서  

세척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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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탁은 세탁기와 세제, 물의 조합을 통하여 의류에 부착된 오구를  

제거함으로써 의류를 오염되기 전의 깨끗한 상태로 만드는 일련의  

공정이며, Figure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세척성은 이화학적인 작용 

과 기계적인 작용에 더불어 온도, 시간과 같은 환경적인 요소가 상 

호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이루어진다. 세제의 이화학적 작용은 오구 

의 종류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롤링업, 액정형성, 유화, 현탁,  

가용화, 효소작용 등의 기작을 통해 오구를 제거하고 세액 중에 안 

정적으로 분산시킨다. 세탁의 가장 기본 원리는 물질의 이동이기 때 

문에, 오구를 의류로부터 완전히 제거하는 데에는 기계적인 힘이 결 

정적인 역할을 하며, 따라서 세탁에서의 기계적인 힘의 역할을 규명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1,2]. 

 기계적인 작용은 직물의 물리적 변형, 직물 간 마찰 및 간섭을 일 

으켜 오구를 세탁물에서 분리시키고 세액을 교반시켜 제거된 오구 

를 이동하는 과정에 관여한다. 

 세탁에 있어 기계적인 힘은 대부분 수류의 형식으로 오구에 작용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수류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직물의 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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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직물 간의 마찰이 세탁에 영향을 주게 된다. 직물의 굴신과 같 

은 변형에 의하여 평행 수류의 작용이 미치지 못하는 직물의 표면 

과 내부에 부착된 극히 작은 오구입자에 기계적 에너지를 전달하고,  

세액이 직물 내부로 출입함에 따라 직물조직이 이완되어 섬유 간  

간격에 변화가 생겨 섬유 내에 있던 오구가 세액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제거 된다[3].  

또한 실제 세탁에서 섬유와 섬유 사이에서도 서로의 마찰이 발생 

하게 되어 오구의 이동과 제거에 영향을 준다. 세탁기로부터 각각의  

직물에 전달된 힘에 의해 직물과 직물 사이의 마찰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마찰작용은 직물의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오 

구에 직접적인 힘을 가하여 직물로부터 제거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세탁기의 기계적 작용은 오구를 직물로부터 제거하여 분리할 뿐 아 

니라, 분리된 오구를 직물의 표면으로부터 멀리 운반하여 세액 속에  

안정적으로 분산되어 직물에 오구가 재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신선 

한 세액을 직물 표면에 공급 하여 지속적으로 오구가 제거 되어지 

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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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factors involved in washing mechanism[18]. 

 

 Ruben 등은 세탁에서의 마찰에 의한 기계적 작용을 모사할 수 있 

는 장비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지용성 오구의 제거에 대한 마찰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밝혔다.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세탁 과정에서  

직물이 받는 마찰력의 세기, 세액의 농도와 마찰 속도에 따른 마찰  

계수의 차이를 밝혔으며, 마찰 시간에 따른 오구 제거율을 계산하였 

다[3]. 기계적 작용 중 세액의 유동은 직물에 부착되어 있는 오구를  

느슨하게 하고 제거된 오구의 이동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액이 직물을 통과할 때, 유속이 빨라지고 직물의 자유도가  

높아지면 제거되는 오구의 양이 많아진다고 보고되어 있다[4,5].  

세탁 시스템 내에서 기계적 작용은 주로 세탁기에 의해 제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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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는 세탁 시간이나 세탁 부하량, 세탁 회전수 등의 조절을 통 

하여 기계적 작용을 달리한다[6,7]. 이처럼 세탁기가 기계적 작용 

을 달리하면, 세탁기 내에서 직물의 움직임 또한 달라지게 되고,  

다양한 직물의 움직임은 직물 내 오구가 부착되지 못하여 세척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8-10]. 

Yun and Park의 연구에서는 직물의 종류와 사이즈, 직물 매수, 세 

탁 회전수를 달리하면서 직물 거동이 세척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고, 드럼 세탁기 내에서 직물의 거동을 크게 미끄러짐, 낙하, 회 

전의 거동으로 분류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거동이 복합적으로 나 

타날 때, 세척성에 더욱 유리해짐을 밝혔다[11,12].  

세탁기 내에서 직물의 거동을 관찰하여 이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 

구도 진행된 바 있으며, Namara 등은 방사성 tracer particle이 부 

착된 물질의 거동을 살필 수 있는 PEPT(position emission  

particle tracking)기술을 이용하여 직물의 움직임을 추적하였다. 드 

럼세탁기 내에서 직물이 깊이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상하좌우의 움직임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탁 

기 내에서 직물이 수직항력과 마찰력에 의해 세척성이 높아지는 구 

간을 impact zone, 직물이 비교적 힘을 적게 받는 구간을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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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으로 분류하였고, dead zone보다 impact zone에서 세척성에  

대한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직물이 어떤 영역에서  

거동하는지에 따라 직물이 받는 기계력이 달라져 세척성이 달라짐 

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직물의 움직임을 이차원적 움직임에서만 분 

석하여, 실제 직물의 거동을 명확하게 분석하지는 못했다[13].  

Balt 등은 드럼세탁기 내 직물 거동을 3차원적으로 관찰하고자  

방사선 물질과 gamma camera를 이용하였다. 방사선 물질이 담긴  

캡슐을 직물에 부착하고 감마 카메라로 직물의 위치를 추적한 결과,  

세탁물의 움직임이 직물의 종류와 양, 그리고 물의 양에 의해 달라 

짐을 알았다. 하지만 이 연구는 직물의 위치와 움직임에 영향을 미 

치는 인자 외에는 실제 세척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갖는다[14]. 

Hong Liu 등은 top-loading washer에서 직물 거동에 영향 

을 주는 주요 요인이 직물 종류 및 두께, 세탁 부하량, 세탁 액량,   

세탁 회전 속도인 것을 확인하였으며[15,16], 이 요인들과 직물 구 

김 정도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본 결과, 직물 구김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세탁 부하량임을 보고하였다[17].  

Cho Y 등은 실제 세탁 부하량에서 직물의 거동을 개별적 차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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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적 차원에서 살펴보았고, 세탁 회전 속도가 필요 이상으로 빨라 

지면 오히려 직물이 기계력에 노출될 기회가 적어짐으로써 세척성 

이 저하됨을 밝혔다. 따라서 세탁 회전 속도 조절에 의해서 유도된  

직물 거동은 마찰, 섞임과 같은 직물 간의 상호작용과 세탁물에 가 

해지는 기계력의 차이를 야기하여 세척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하 

였다[18]. 

그러나 기존 드럼세탁기는 상하 낙차 방식의 마일드한 움직임으로  

실제 세탁 부하량에서 직물에 강한 기계력을 주는 방식이 아니므로  

제 2의 기계력 도입에 의한 세척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선 

행 연구에서는 실험 조건이 실제 세탁과 차이가 있으며 직물 거동 

을 2차원적으로만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펄세이터가 도입된 드럼세탁기를 사용하여  

실제 세탁 조건에서 드럼 세탁기 내 직물 거동 변화를 분석하고 세 

척성의 변화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번째 단계로 펄세이 

터 도입으로 인해 달라진 세탁기 내 직물 거동을 살펴보기 위해, 3 

차원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고 이로부터 거동  

패턴과 거동 지수를 분석하였다. 두번째 단계로 펄세이터 도입 드럼 

세탁기와 기존 드럼세탁기 사이의 세척성을 비교 분석하고,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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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펄세이터 도입으로 인해 달라진 직물 거동이 세척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직물 거동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지 

막으로 펄세이터 도입에 의해 직물에 가해지는 기계력을 분석하기  

위해 직물의 손상을 평가하고 세탁시 의복의 변형을 일으키는 엉킴 

과 구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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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 험 

 

1. 시료 

 

세탁물 더미(dummy)로 IEC 60456의 pillowcase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19]. 본 연구에서  

거동 관찰을 위한 실제 세탁 부하량은 세탁기의 최대용량(10kg)을  

기준으로 25%(2.5kg)에 맞도록 설정하였으며, 직물 크기, 무게, 조 

직 등에 대한 직물 거동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모든 세탁물  

더미를 pillowcase로 통일하여, 총 10장의 pillowcase를 사용하였 

다. 직물의 개별적인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한 표지 직물을 마련하기  

위해 그 중 한 장의 pillowcase를 염료(PROCION® MX DYE 030  

FIIRE ENGINE RED)를 사용하여 빨간색으로 염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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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cotton pillowcases[19] 

Trait Description 

Fiber content Cotton 100% 

Weave type Plain weave 1/1 

Length (mm) 800 ± 50 

Width (mm) 800 ± 20 

Thickness (mm) 0.84 ± 0.02 

Weight per piece (g) 240 ± 5 

 

 

 

 

 



- 10 - 

 

2. 세탁기 

 

 실험에 사용한 세탁기는 10kg 용량 드럼세탁기(Samsung  

electronics, WW10M864QOA)이다. Figure 2에서처럼 직물 거동  

관찰용 세탁기는 용이한 관찰을 위해 세탁기의 정면, 우측면, 상부 

를 투명하게 개조하였으며, 세척성 평가용 세탁기는 동일한 제품을  

별도의 개조 없이 사용하였다. 

Washer for fabric  

-movement analysis 
Washer for evaluating detergency 

  

 

Figure 2. Photos of washers for fabric movement analysis(left) 

and evaluating detergenc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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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와 기존 드럼세탁기의 도식화는 Figure  

3과 같다. Figure 3에서처럼 펄세이터가 도입된 드럼세탁기는 펄세 

이터와 드럼통이 반대로 회전하고, 기존의 드럼세탁기는 펄세이터가  

고정되어  드럼통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형태이다 . 

실제 상업용 드럼세탁기에는 세탁 부하량 및 수위 감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설정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그에 맞는 세탁용수를 공 

급하고 세탁 시간을 설정하여 자동적으로 세탁이 진행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세탁기는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연 

구 목적에 맞게 세탁 프로그램을 수동모드로 직접 조건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삼성전자에서 제공받은 프로그램으로 세탁회전속도(rpm), 세탁시 

간(min), reversing rhythm(on/off time)을 실험 조건에 맞게 설정 

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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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ystem with pulsator Conventional system 

  

 

Figure 3. Conceptual diagrams for wash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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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물 거동 분석 

 

3.1. 세탁조건 

 

25%(2.5kg) 부하량에 대해 전체 직물 중 표지 직물 한 장의 개별 

거동과 전체 직물의 집합거동 두 조건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직물  

거동 관찰 전, 실제 세탁조건과 유사하게 하기 위해 pillowcase 10 

장에 대해 헹굼 1회, 탈수 1회 과정을 진행하였다. 세탁용수는  

Water bath(SH-WB90R, Samheung Energy)를 이용하여 수돗물 

의 온도를 15°C로 맞추어 사용하였고, 세제는 거품이 관찰을 방해 

하 기  때 문 에  첨 가 하 지  않 았 다 .  I E C  6 0 4 5 6  규 격 

에 준하여 Figure 4와 같이 시료를 드럼 내 안쪽부터 앞면 방향으 

로 loading하였다. 시료의 중앙 부분을 잡아 올려 시료가 자연스럽 

게  아래로  늘어뜨려진  상태로  세탁기에  투입하였다 [ 1 9 ] .  

 본 연구에서는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와 기존 드럼세탁기 사이 

의 드럼세탁기 내 직물 거동을 관찰하였고, 직물 거동 관찰 시의 드 

럼 모터 구동은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두 세탁 시스템 모두 세탁기는 30초 동안 운전하고 5초 동안 멈춤 

을 반복하도록 하였다. 세탁기가 회전하는 방향은 드럼통은 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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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펄세이터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reversing rhythm에 의해  

교대로 반복하며 구동하였다. Table 2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phase A에서는 드럼통은 반시계 방향, 펄세이터는 시계 방향으로  

30초 동안 운전하고 5초 멈추었다가 phase B에서 다시 드럼통은  

시계 방향, 펄세이터는 반시계 방향으로 30초 동안 운전하고 5초  

멈추는 동작을 반복하였다. 

 

 

 

 

 

 

 

 

 

Figure 4. Loading example of pillowcases  

according to IEC 60456 [19]. 

 

 

 

 

Fabric orientation in d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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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perating conditions for analyzing fabric 

movement 

 

 Operating conditions 

Drum speed 

(revolutions per minute) 
50rpm 

Pulsator speed 

(revolutions per minute) 
110rpm 

Reversing rhythm 
30s on time 

5s of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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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물 거동 촬영  

 

 초고속 카메라 2대(IDT NX3-S301-0117-1555, IDT X- 

Stream XS4)를 이용하여 Figure 5와 같이 드럼세탁기 내 직물의  

거동을 세탁기의 앞면, 우측면에서 57.4초간 동시 촬영하였다. 촬영  

시작 전에 카메라의 calibration을 진행하여 초점을 명확히 잡고 촬 

영을 시작하였다. 1초당 7프레임으로 촬영된 동영상을 Motion  

studio 32 (IDT innovation in motion, United Kingdom) 프로그램 

을 이용해 동영상 파일(.avi)로 변환하여 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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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Observation of the fabric movement  

by using 3D analysi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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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영상 분석 

 

3.3.1. 직물 윤곽선 추적 

 

 직물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TEMA motion(Image systems Co.,  

Ltd, Swede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Figure 6처럼 앞면, 우측면에 

서 개별 거동의 표지 직물 윤곽선 및 집합 거동의 전체 직물 윤곽 

선을 추적하였다.  

앞면, 우측면 각 400프레임씩 총 800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세탁 

물 집합이나 개별 직물의 중심은 형성된 윤곽선에서 상하좌우 최외 

곽 좌표의 평균값으로 정의되었다. 프로그램의 timetable 기능을 이 

용하여 추적한 윤곽선을 기준으로 직물 중심의 x,y,z 좌표값과 이를  

기반으로 직물 면적, 윤곽선 둘레 길이, 직물 중심의 이동거리의 수 

치적 정보를 얻었다. 또한 XY diagram, YZ diagram 기능을 통하여  

XY평면과 YZ평면에서 누적된 직물 윤곽선을 시각화한 이미지를 얻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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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mparison of tracing the center of fabric 

 in micro and macro movement. 

 

 

 

 

 XY Plane YZ Plane 

Micro movement   

Macro movement 

 

 

Point#1

Poin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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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3차원적 시각화 및 수치화 

 

직물 중심의 x,y,z 좌표를 엑셀 파일(.csv)로 변환하였고, 이를  

Washer dynamics analyzer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직물의 중심이  

이동하는  위치를  Figure 7과같이  원통형  다이어그램  내에서  

직물의 거동을 3차원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드럼세탁기 내에서 직 

물의 위치와 occupancy를 볼 수 있도록 직물이 점유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붉게 , 낮을수록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accumulative  

occupancy 기능을 사용하여 직물이 세탁기 내에서 주로 나타나는  

위치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fourier 변 

환을 통해 직물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z좌표값을 10차 다항식으로  

표현하여 기울기의 방향이 변하는 변곡점을 통해 직물이 세탁기 내 

에서 앞, 뒤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동을 도식화했다.  

추적한 직물의 윤곽선을 수치화하기 위해 Figure 8과 같이 세탁 

기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틀을 자체 제작하고 여기에 좌표가 될  

수 있는 마커 10개를 부착하였다. 세탁기 앞쪽에 설치된 카메라와  

옆면에 설치된 카메라 화면에서 마커의 중심이 동시에 함께 보일  

수 있는 앵글에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각 마커 중심의 위치를 x,y,z  

좌표의 기준점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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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Visualization using 3D analy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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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Coordinates standard  

points of front 

Coordinates standard  

points of side 

  

 

Figure 8. Installation of frames  

for setting coordinates standard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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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척성 평가 

 

4.1. 세탁 조건 

 

4.1.1. 인공오염포 

 

 인공오염포 EMPA 108을 Testfabrics Inc. (415 Delaware Ave,  

West Pittston PA 18643 USA)에서 구매하였으며, 인공오염포  

strip을 pillowcase에 Figure 9와 같이 재봉기를 사용하여 부착하 

였다. 이 때에 인공오염포의 표면과 이면, 그리고 pillowcase에서  

부착되는 위치를 모든 시료가 동일한 방향과 위치를 가질 수 있도 

록 하였다. 인공오염포와 직물을 부착한 세탁물은 항온항습기(PL- 

3KPH, ESPECCORP.)에서 20°C, 65% RH조건에서 conditioning  

하였다.  

EMPA 108은 sebum/pigment, carbon black/mineral oil, blood,  

cocoa, red wine으로 오염된 각각의 오염포가 같이 붙어 있는 strip 

이다. 각 오염물의 조성은 아래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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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ttached test stri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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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oiling composition of artificial soiled fabrics[19] 

 Composition 

Sebum/ 

pigment 

Synthetic sebum: Cows fat 32.8%, Wool fat 18.3%, Free fatty 

acid 18.0%, Cholesterol 3.7%, Squalen 8.9%, Coconut oil 

3.6%, Hard paraffin 3.1% 

Pigment: Carbon black, Kaoline, Iron oxide 

Carbon black/ 

mineral oil 

Carbon black, Paraffin oil 

Blood 

Pig’s blood, fresh and stabilized by the addition of 10 g/l 

ammonium citrate 

Cocoa 

Unsweetened cocoa (20/22 % fat, not alkalised) with sugar, 

full-cream cow’s milk and water. 

Red wine “Alicante” red wine treated with hot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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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시료준비 

 

 세척성 평가 실험에서 사용하는 세탁물은 직물거동 분석 실험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pillowcase 10장을 세탁물 더미로 사용하는데,  

이 때에 인공오염포가 부착되지 않은 pillowcase 7장과 인공오염포 

가 부착된 3장의 pillowcase를 사용하였다.  

 세탁물을 넣을 때에도 직물거동 분석 시와 동일하게 세탁기 안쪽 

에서부터 시료를 한 장씩 엇갈리게 투입하는데, 이 때에 인공오염포 

가 부착된 pillowcase끼리 바로 닿지 않도록 번갈아가면서 투입하 

였다. 

 

4.1.3. 세탁용수 

 

 세탁용수는 실험실에 공급되는 수돗물을 세탁기 유입수 공급장치 

(SH-WB90R, Samheung Energy)를 사용하여 일정한 온도15℃로  

맞추어 공급하였다. 세탁수량은 Table 4에 나와있는 직물거동 관찰  

시 투입되었던 세탁수량과 동일하게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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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pecification of washing conditions 

Evaluation 

Conditions 
Fabric movement Detergency 

Load 25 % (2.5 kg; IEC pillowcase 10 pcs) 

Spin speed (rpm) 50 (drum) / 110 (pulsator) 

Washing time 57.4 s 27 min (30 s on/5 s off) 

Water (L) 12 

Water temperature 

(°C) 
15 

Detergent - IEC reference deterge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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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세제 

 

세제는 IEC 60456에서 표준 실험 세제로 지정한 IEC reference  

detergent A* 세제를 사용하였고, 세제의 조성은 Table 5에 나타내 

었다. IEC reference detergent A*는 base powder 77 %, 표백제  

s od i um  pe rbo ra t e  20  % ,  표백활성제  TAED(Te t ra- 

acetylethylenediamine) 3 %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제 양은 IEC  

60456에서  권장하는  사용량으로  세탁물량에  의거하여  세제  

49.25g을 15°C 물 800ml에 용해하여 사용하였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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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ositions of the IEC reference detergent A* [19] 

Ingredient % 

Linear sodium alkyl benzene sulfonate 8.8 

Ethoxylated fatty alcohol C12/14 (7 EO) 4.7 

Sodium soap (tallow soap) 3.2 

Foam inhibitor concentrate (12 % silicon on inorganic carrier) 3.9 

Sodium aluminium silicate zeolite 4 A (80 % active substance) 28.3 

Sodium carbonate 11.6 

Sodium salt of a copolymer from acrylic and maleic acid 

(granulate) 
2.4 

Sodium silicate (SiO2:Na2O = 3,3:1) 3.0 

Carboxymethylcellulose 1.2 

Phosphonate (DEQUEST 2066, 25 % active acid) 2.8 

Optical whitener for cotton (stilbene type) 0.2 

Sodium sulfate 6.5 

Protease (Savinase 8.0) 0.4 

Sodium perborate tetrahydrate (active oxygen 10,00 % – 

10,40 %) 
20.0 

Tetra-acetylethylenediamine (active content 90,0 % – 94,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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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세탁, 헹굼 및 건조 

 

세척성 평가에서의 세탁 시간은 27분으로 진행하였으며, 운전 시 

간은 30초, 정지 시간은 5초로 하였다. 세탁 실험이 종료된 후,  

pillowcase에서 떼어낸 3장의 인공오염포를 세탁용수와 동일한 온 

도인 15°C의 정지된 물에서 3회 헹굼하였다. 헹굼이 끝난 후 인공 

오염포를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건조대에서 자연 건조하였다. 이  

과정은 펄세이터 도입 드럼 세탁기와 기존 드럼세탁기 각각에서 5 

회 반복 실시하였다. 

또한, pillowcase는 1회 실험이 종료되면, 세탁기에서 3회 헹굼을  

진행하여 잔류되어 있는 세제가 없도록 하였으며, 세탁기 또한 세제 

가 남아있어 이후 실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3회 헹굼/배수 과정 

을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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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세척성 측정 

 

세척성을 평가하기 위해, spectrophotometer (MINOLTA, CM- 

2600d; Illuminant conditions – D65)를 사용하여 세탁 전과 후의  

인공오염포의 520nm 파장에서의 표면 반사율을 측정하였다. 반사 

율 측정 시 빛이 직물을 투과 하여 직물 외 다른 대상의 표면 반사 

율을 측정하면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Figure 10과 같이 오염포 

를 2번 접어서 측정하였다. 위치는 표면과 이면 각각 두 군데 반사 

율 값을 측정하여 하나의 인공오염포 당 4곳의 위치를 측정하고 평 

균값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측정된 반사율을 Kubelka-Munk 식(1)을 통해 반사율에 대한  

K/S값을 구하고, 식(2)를 통해 세척성을 구하였다. 세척성 평가는  

총 5회 반복하였고, 평균 값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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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Positions on the soiled fabrics to be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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𝐾/𝑆 =
(1 − 𝑅)2

2𝑅
 

R : reflectance 

K : absorption coefficient 

S : scattering coefficient. 

 

𝐷 =
(𝐾/𝑆)𝑠 − (𝐾/𝑆)𝑤
(𝐾/𝑆)𝑠 − (𝐾/𝑆)𝑜

× 100 

 

D : detergency 

(K/S)o : the K/S value of soiled strip 

(K/S)w : the K/S value of washed strip 

(K/S)o : the K/S value of unsoiled strip.  

 

[Eq.2] 

[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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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물 거동 지수 

 

직물 거동 패턴으로만 직물 거동과 세척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직물의 거동 특성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한 직 

물 거동 지수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직물 거동 지수는 직물이 드럼 

세탁기 내에서 세탁 과정 중에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값들이다.  

직물의 개별적 거동과 집합적 거동 각 거동에 맞는 직물 거동 지 

수를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 중 공통되는 방법들을 추출하였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실제 세탁 부하량이라는 조건과 3차원적 움직임 

이 있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새롭게 고안한 직물 거동 지수를  

사용하였다. 드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직물 중심의 변화각도, 직물  

중심의 총 이동거리를 개별 거동의 직물 거동 지수로 활용하였고,  

직물 면적, 직물의 윤곽선 길이는 집합 거동의 직물 거동 지수로 활 

용하였다[7,18].  

또한,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새롭게 고안된 직물 거동 지수는 z축 총  

이동거리와 to and pro motion 횟수로 개별적 거동 특성을 대변하 

는 지수로 사용하였다. 이 중, 드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직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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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각도, 직물 면적, 직물의 윤곽선 길이의 직물 거동 지수는  

평균값뿐만 아니라 표준편차와 평균 변화량 값도 함께 산출하였다.  

평균 변화량은 변화량 (ΔY)의 절댓값의 평균을 지칭하는 것으로,  

frame 간 직물 거동 지수의 차이를 나타내는 값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7가지 직물 거동 지수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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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chematic diagram of fabric movement indexes 

 Name/Description Concept map 

Micro 

move 

ment 

1 

Distance from the center of the 

drum[7] 
 

Distance between the center of the 

drum and the center of the fabric 

2 

Angle difference of the center of the 

fabric between two frames[7] 

 

Changes in the angle of the fabric 

center between frames  

3 

Total distance moved[7] 

 

Total length of the traces of the fabric 

center 

4 

Total distance in the z-axis 
 

Total moved distance on the YZ plane 

5 

To and pro motion  
Number of the movement in the z-axis 

direction 

Macro 

move 

-ment 

1 

Occupied area[18] 
 

Area determined by the fabric outline 

2 

Outline length[18] 
 

Length determined by the fabric 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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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 분석 

 

직물 거동과 세척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IBM  

SPSS statistics 22.0의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7개의 직물거동지수 중 세척성에 유의한 영향 

을 준 직물거동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피어슨 상관분석을  

통해 세척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직물거동지수를 추출 

하였고, 이어서 직물거동지수들과 세척성과의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직물거동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세척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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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물의 손상, 엉킴, 구김 평가 

 

7.1. 세탁 조건 

 

7.1.1. 세탁기 

  

직물 손상, 엉킴, 구김 평가에 사용된 세탁기는 10kg 용량의 시 

판용 드럼세탁기(Samsung electronics, WW10M864QOA)를 사용 

하였으며, 외관은 세척성 평가용 세탁기와 동일하나 조작 프로그램 

이 다르다. 사용된 드럼세탁기에는 자동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어  

세탁물량을 감지하고 이에 맞는 세탁용수를 공급하고 시간을 설정 

하여 자동적으로 세탁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 본 실 

험에서 자동 프로그램이 탑재된 시판용 세탁기를 사용한 이유는 직 

물거동용 관찰 세탁기 또는 세척성 평가 세탁기는 세탁 과정만 가 

능하고 헹굼, 탈수 과정은 설정할 수 없어서 세탁 및 헹굼, 탈수 전  

과정이 진행 가능한 시판용 세탁기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사용된  

세탁기는 세탁 과정에서는 펄세이터가 회전하지만, 헹굼 및 탈수 과 

정에서는 펄세이터가 작동하지 않는다. 자세한 세탁 조건은 Table7 

에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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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Washing conditions of evaluation of  

the fabric damage, tangling, wrinkling 

 

Evaluation 

Conditions 
Fabric Damage, Tangling, Wrinkling 

Load 
25 % (2.5 kg; IEC Men’s shirts 12 pcs,  

POKA DOT 306 3 pcs) 

Spin speed (rpm) 50 (drum) / 140 (pulsator) 

Washing time 60 min (30 s on/5 s off) 

Water (L) 12 

Water temperature 

(°C) 
15 

Detergent IEC reference deterge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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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건조기 

  

실험에 사용된 세탁기에는 건조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가 

적으로 LG tumble dryer를 사용하여 직물 손상, 엉킴, 구김이 건조  

후에 나타나는 변화를 두 세탁 시스템 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용된  건조기는  9 kg  용량의  드럼식  Hea t e r  의류건조기 

(RC9D11A, LG electronics)이며, 건조기 내 장착된 히터를 통해  

75~80˚C 의 고온을 세탁물에 빠르게 공급하여 텀블링을 통해 기 

계력을 가하여 건조하는 방식이다[25].  

 

7.1.3. 시료 준비 

 

직물 손상 평가의 경우, Testfabrics 사에서 구입한 POKA DOT  

306 평가포 시료를 사용하였으며, 자세한 정보는 Table 8에 나타낸  

바와 같다.  

EMPA testmaterialien AG에서 지정한 기계력에 의해 직물이 손 

상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POKA DOT 306을 사용하여 펄세이터  

도입 드럼 세탁기와 기존 드럼세탁기 사이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 

는지 비교하고자 하였다. 세탁 전, 후의 포카닷을 스캔하여 Image J  

1.51(Wayne Rasband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USA)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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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사용하여 탈락된 포카닷의 개수를 측정하고 전체 DOT의   

개수  대비  탈락된  개수의  비율을  계산하고자  하였다 .  

직물 엉킴의 경우, IEC 60456 표준 규격에서 지정한 Men’s  

sh i r t s  12장을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포카닷과  마찬가지로  

Testfabrics에서 구입하였다. 남성 셔츠 시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able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탈수 과정이 끝난 후 세탁물 일부를  

잡아 세탁기 내에서 꺼냈을 때, 직물이 엉켜져 나온 그룹의 수를 통 

해 % tangle의 정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룹 수를 통해 엉킴 정 

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AHAM-HLW-2013 표준 방법에 의거하여  

진행하였다[21].  

 직물 구김의 경우, 탈수 과정이 끝난 후 꺼내진 세탁물 남성셔츠의  

구김 정도를 AATCC test method 124번에 의거하여 평가자 3인을  

통해 관능평가를 진행하고자 하였다[22].      

남성 셔츠 12장을 세탁기에 투입할 때에는 직물 거동 분석 시 시 

료를 투입하는 것처럼 셔츠의 중심을 집어올려 자연스럽게 쳐지는  

모습으로 셔츠를 잡아서 세탁기 안쪽부터 로딩한다. 셔츠 4장을 투 

입한 후, 포카닷 1장을 파란색 DOT가 있는 부분이 셔츠 쪽에 닿도 

록 셔츠 12장과 포카닷 3장을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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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pecification of test fabric for mechanical action[20] 

Test specimen Specifications 

Article 306 

Fabric construction Plain weave 

Size 34 X 34 cm 

Dots PA, colored 

Density of dots 288/sq.in 

Basic fabric 100% Cotton 

Weight 140 g/m²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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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pecification of Men’s shirts [19] 

Trait Description 

Fiber content 
(65 ± 3) % Polyester 

(35 ± 3) % Cotton 

Weave type Plain weave 1/1 

Dimensions (mm) German size 41 

Weight per piece (g) 205 ± 10 

Finishing Bleaching, Mercerizing, Sanforizing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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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세탁 용수 및 세제 

 

 세탁용수는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 세탁물량인 25%(2.5kg)에 맞는  

세탁용수가 투입되었고, 이 양은 기존 직물거동 분석과 세척성 평가 

에 사용되었던 12L와 동일하다. 이는 실제 세탁 행정에서 자동적으 

로 투입되는 물의 양을 우선 측정하여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동 

일한 양으로 설정 가능하였다. 

 세제는 세척성 평가에서 사용하였던 IEC 60456 reference  

detergent A* 세제를 사용하였으며, 세제량 또한 49.25g으로 동일 

한 양으로 진행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세탁 조건은 Table 7 

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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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 내 직물 거동 

 

 본 연구에서는 세탁 부하량의 조건을 25%(2.5kg)로 설정하였다.  

이는 소비자 권장 조건이며, 세탁 부하량이 50% 이상일 경우 직물 

이 세탁기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펄세이터에 의한 직물 거동의 변화를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정하였다. 

 실제 세탁 부하량 조건으로 전체 세탁물 중에서 한 장의 표지 직 

물의 거동인 개별적 거동(Micro movement)과 세탁물 전체를 하나 

의 집합체로 보는 집합적 거동(Macro movement)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18]. 이는 세탁 부하량이 직물 매수 1장 또는 1kg미만일  

때에는 직물 거동 패턴이 슬라이딩, 낙하, 회전으로 분류되었지만 

[6], 실제 세탁 부하량에서 세탁물이 집합적으로 움직일 때에는 세 

탁물 내 직물 마다 나타내는 거동 패턴이 다른 직물과의 간섭에 의 

해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거동 패턴으로 직물의 거동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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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별적 거동 

 

세탁기 내 직물 거동을 우선 개별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개별  

직물의 움직인 궤적을 시각화하였는데, Figure 11의 (a)는 개별 직 

물의 중심을 tracing하여 시각화한 diagram 이미지이다. XY평면에 

서의 움직임을 비교했을 때, 기존 방식의 드럼세탁기에서는 직물이  

주로 드럼 벽에 붙어 회전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드럼 중심부에서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에서는 드 

럼 중심부를 포함하여 세탁기 내 전체에서 직물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YZ평면에서의 움직임을 비교했을 때,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 

기에서는 직물 거동이 YZ평면 전체에서 나타나며, 드럼 중심부를  

기준으로 앞쪽으로의 움직임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기존 방식 드럼세탁기에서는 직물의 거동이 세탁기 앞쪽 또는 뒤쪽 

의 특정 위치에 편중된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Figure 11 (b)의 3D diagram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며, 실 

제 세탁기 통 내에서 전체적인 직물의 거동을 확인할 수 있다. 펄 

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에서는 직물이 세탁기 통 중심부를 포함하 

여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펄세이터에 부딪히면서 직물 

이 앞으로 나오는 움직임이 많아져 반영된 결과임을 의미한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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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기존 드럼세탁기에서는 세탁기 통의 벽을 따라 앞쪽 또는 뒤쪽 

에서 회전하는 경향이 주로 보여지고 있다.  

Figure 11 (c)의 Fourier dominant curve는 시간에 따른 직물  

중심의 z좌표값의 변화를 살펴본 그래프이다. 시간에 따른 z좌표 

값을 fourier 변환을 통해 10차 다항식으로 표현한 dominant  

curve (Green line)를 보면 기울기의 방향이 변하는 변곡점에 따라  

직물이 세탁기 통 중심을 지나 앞, 뒤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에서 더 많은 변곡점을  

보이면서 직물이 세탁기의 깊이 방향인 z축으로의 움직임이 활발하 

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 드럼세탁기에서 직물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중력, 마 

찰력, 원심력이 주로 작용한다[6,30]. 드럼통 방향으로 원운동을 하 

며 직물에 나타나는 원심력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펄세이터에  

닿으면서 드럼통 방향으로 발생하던 직물의 원심력이 방해를 받게  

되어 직물 사이에 간섭을 발생 시키고, 이로 인해 기존 세탁 방식  

대비  직물이  z축으로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 

본 연구에서 관찰되는 개별 직물의 거동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 

해 Table 10과 같이 5가지의 직물 거동 지수를 활용하였다.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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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는 드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크게 유지한 상태에서 일정 

한 각도와 궤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표준 편차와 평균 변화량 값은  

작게 나타났다[6].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의 경우, 드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기존 방식 드럼세탁기에 비해 표준 편차와 평균 변화량 값이 크게  

나타나, 펄세이터 도입 드럼 세탁 방식에서는 직물이 회전의 거동 

을 적게 하고 움직임이 빈번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 드럼세탁기는 2차원적인 움직임이 주로 나타나고, z축으 

로의 움직임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14],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 

기에서는 직물 거동 분석 결과, 직물이 z축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나 

타내었다. 따라서 기존 드럼세탁기와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 간 

의 거동 차이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z축 총 이동거리와 to  

and pro motion 횟수의 직물 거동 지수를 개발하였다. Table 10에  

나타난 것과 같이,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에서 z축 총 이동거리 

와 to and pro motion 횟수의 수치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펄세이 

터의 도입으로 드럼세탁기 내 후면에서부터 전면 방향으로 직물의  

움직임이 빈번하게 나타나 직물의 이동 거리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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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24]는 직물의 이동 거리가 늘어나면 직물이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고, 직물의 표면 마찰 빈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직물 간 상호 

작용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펄세이터가 도입됨으로써 직물 

이 앞, 뒤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주변 직물과 간섭하는 등 직물 간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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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ew and conventional wa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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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presentative 3D diagrams for fabric movement patterns  

of new and conventional wa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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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presentative fourier dominant curve for fabric movement  

indexes by z coordinates about time 

 

 

Figure 11. Comparison of the washing system 

about center of fabric in Micro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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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Micro movement index values  

measured during washing 

 

 

*All data was average of 3 times. 

 

 

 

 

 

 New system with pulsator Conventional system 

 

Indexes Unit 
Averag

e 
S.D. 

Avera

ge 

chang

e 

Avera

ge 
S.D. 

Avera

ge 

chang

e 

Micro  

move

ment 

 

Distance 

from the 

center of the 

drum 

[cm] 16.2 4.5 3.2 18.6 4.2 2.6 

Angle 

change of 

the center of 

the fabric 

[degr

ee] 
45.3 22.3 19.9 45.1 15.6 15.3 

Total 

distance 

moved 

[cm] 4925.9   5599.4   

z-axis total 

distance 
[cm] 651.7   584.3   

To and pro 

motion 
[회] 6.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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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집합적 거동 

 

다음으로, 세탁기 내 직물거동을 집합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실제 세탁 부하량인 2.5kg의 pillowcase를 사용했으며, pillowcase  

10매 전체의 윤곽선을 추적하여 diagram을 통해 직물의 집합거동  

및 윤곽선 길이와 차지하는 면적을 분석할 수 있었다.  

 전체 세탁물 집합이 세탁기 내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차이는 직물  

거동 특성과 연관되며, 세탁기 내에서 세탁물이 멀리 흩어져 드럼  

벽을 타고 회전할 때의 면적 평균값은 증가한다[18]. Table 11에는  

세탁물의 집합이 세탁기 내에서 차지하는 면적과 윤곽선 둘레 길이 

를 측정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펄세이터가 도입된 드럼세탁기에서  

세탁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평균값이 기존 방식 드럼세탁기보다 작 

고 평균 변화량 값은 큰 수치를 나타내 전체 직물이 드럼 벽에 붙 

어 회전하는 것보다 낙하하고 직물 간 섞이는 현상이 빈번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윤곽선 길이의 표준 편차와 평균 변화량 값이 기 

존 드럼세탁기보다 큰 수치를 나타내 직물 전체의 움직임이 더 활 

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top-loading washer의 펄세이터 

는 주로 수류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펄세 

이터 도입 드럼세탁기에서의 펄세이터는 세탁 액량이 많지 않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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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보다는 직물에 직접 닿아 움직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 세 

탁 부하량에서 각 직물마다 펄세이터가 유발한 기계력을 받아 직물  

간 상호작용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ure 12의 diagram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XY평면에서 직물  

전체 윤곽선을 비교해보면, 기존 방식의 드럼세탁기에서는 완전한  

원의 형태를 보이며 세탁기 내에서 차지하는 전체 세탁물의 면적  

반경이 크게 나타나, 직물이 드럼 벽에 붙어 움직이는 회전의 거동 

을 주로 보이는 반면,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의 경우 2사분면에 

서 변형된 원 모양을 하며 세탁기 내에서 차지하는 전체 세탁물의  

면적 반경이 좁게 나타나, 직물이 회전을 적게 하고 낙하 등의 거동 

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YZ 평면에서 관찰되는 면은 두 시 

스템 간 직물 전체 윤곽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세탁기 

가 한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어, 직물 전체가 드럼 벽을 따라 함께  

이동하는 구간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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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Macro movement index values  

measured during washing 

 

 

*All data was average of 3 times. 

 

 

 

 

 New system  

with pulsator 
Conventional system 

 

Indexes Unit 
Averag

e 
S.D. 

Avera

ge 

chang

e 

Avera

ge 
S.D. 

Aver

age 

chan

ge 

Macro 

move

ment XY 

Pla

ne 

Outli

ne 

lengt

h 

[cm] 141.8 15.8 13.4 137.9 13.0 10.4 

Occu

pied 

area 

[cm²] 1016.1 87.8 60.6 
1072.

8 
86.0 57.0 

YZ 

Pla

ne 

Outli

ne 

lengt

h 

[cm] 237.6 14.2 11.3 240.0 12.7 10.8 

Occu

pied 

area 

[cm²] 3080.0 235.1 162.3 
3146.

2 

245.

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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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omparison of the washing system  

about fabric outline in Macro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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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 내 직물 거동 변화가 세

척성에 미치는 영향 

 

2.1. 세척성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와 기존 드럼세탁기 사이에 세척성을  

평가하였고, 결과는 Figure 13과 같다. Figure 13에서 보이듯이 모 

든 오염포에서 기존 세탁 방식 대비 펄세이터를 도입한 세탁 방식 

에서 높은 세척성을 나타내었으며, 평균값을 비교하였을 때 7.6 %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제 세탁 부하량 조건에 의해 직물 내 flexing이나 마찰과  

같은 직물 사이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많아졌고[18], 또한 직물이  

앞, 뒤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결과적으로 직물에 가해지는  

기계력이 많아졌기 때문에 펄세이터가 도입된 드럼세탁기에서 세척 

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기계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sebum/pigment, carbon black/mineral oil 오염포[24]에 대 

해 펄세이터 도입 드럼 세탁기가 기존 드럼세탁기 대비 개선효과가  

높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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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존 드럼세탁기의 경우 직물의 거동이 드럼 벽을 타고 회전 

하는 모습으로 보여졌고, 회전의 거동은 드럼통과 직물이 함께 지 

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척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 

동이다[7]. 따라서 세탁물이 기계력의 영향과 직물 간 상호작용에  

노출될 기회가 적어졌기 때문에 세척에 있어서 불리했다고 사료되 

며, 결과적으로 세척성이 높게 나타나지 못한 이유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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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Detergency of EMPA 108  

by new and conventional wa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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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물 거동 지수와 세척성의 상관관계  

 

도출된 직물 거동 지수가 펄세이터 도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지 피어슨 상관분석으로 각 거동 지수와 세척성의 상관관계 

를 평가하였다. 이어서, 세척성과의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고 밝혀진 직물 거동 지수들을 바탕으로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 

하여 주요 직물 거동 지수로 세척성을 설명할 수 있는 회귀식을 산 

출하였다. 우선 피어슨 상관 분석을 통하여, 펄세이터 도입으로 인 

해 달라진 직물 거동이 세척성에 영향을 주는지 각 거동 지수와 세 

척성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12에 나타내었다. 직물 거동  

지수 중 드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평균, 표준 편차, 평균 변화량),  

변화 각도(표준 편차, 평균 변화량), 총 이동거리, to and pro  

motion, XY 윤곽선길이(평균,표준 편차,평균 변화량), XY 직물면적 

(평균), YZ 직물면적(평균)값이 p<0.01 수준에서 세척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z축 총 이동거리, XY 직물면적(평균 변화량) 

값이 p<0.05 수준에서 세척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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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rrelation between  

fabric movement indexes and detergency 

Detergency 

Fabric 

movement indexes 

Total(averag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ignificance 

probability 

Distance from the 

center of the drum 

Average -.746** .000 

S.D. .545** .002 

Average change .789** .000 

Angle change of the 

center of the fabric 

Average .080 .673 

S.D. .780** .000 

Average change .729** .000 

Total distance 

moved 
Average -.770** 

.000 

z-axis total distance Average .394* .031 

To and pro motion Average .742** .000 

XY Outline length 

Average .654** .000 

S.D. .662** .000 

Average change .670** .000 

XY Occupied area 

Average -.840** .000 

S.D. .064 .735 

Average change .377* .040 

YZ Outline length 

Average -.332 .073 

S.D. .331 .074 

Average change .242 .198 

YZ Occupied area 

Average -.606** .000 

S.D. -.227 .229 

Average change .211 .262 

 

* Correlation coefficient is significant at p-value of 0.05 

** Correlation coefficient is significant at p-value of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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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분석을 통해 도출한 세척성과 유의한 직물 거동 지수를 독립 

변수로 세척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식  

(3)과 같은 회귀식이 얻어졌다. z축 총 이동거리의 평균, XY 윤곽 

선 길이의 평균 변화량, XY 직물면적의 표준 편차, YZ 직물면적 평 

균의 네 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세척성을 설명하는데,  

회귀식의 유의수준은 p<0.05이었으며, R² 값으로 본 회귀식의 설 

명력은 0.725 이었다. 

세척성에 관한 회귀식을 구성하였을 때, 식 (3)과 Table 13과 같 

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Detergency (%) = 126.711 + 0.010 * x1 + 0.823 * x2  

+ 0.081 * x3 - 0.026 * x4  (R²=0.725)  [Eq.3] 

 

x1: z축 총 이동거리(평균) 

x2: XY윤곽선 길이(평균 변화량)  

 

x3: XY 직물면적(표준 편차)   

x4: YZ 직물 면적(평균) 

 

세척성에 관한 회귀식을 통하여, 본 실험 조건 내에서는 z축 총  

이동거리(평균), XY 윤곽선길이(평균 변화량), XY 직물면적(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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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의 값이 크고 YZ 직물면적(평균)값이 작을수록 세척성에 유리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펄세이터 도입 드럼 세탁 방식에서  

세척성이 7.6% 개선된 이유는, 펄세이터의 작용으로 인해 직물의 z 

축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늘어나고, 직물 간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  

XY 윤곽선 길이의 평균 변화량과 XY 직물 면적의 표준 편차 값이  

커지게 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XY 윤곽선 길이의 평균 변화량 

과 직물면적의 표준 편차 값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직물의 움직 

임이 일정하지 않고 활발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7], 펄세이터 도 

입 드럼세탁기에서 직물의 움직임은 드럼세탁기 벽에 붙어 일정하 

게 움직이는 회전의 거동이 줄고, 직물 간 상호작용이 많아져 세척 

성이 커지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13.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for regression equations 

 

 

Unstandardized 

coefficient 
 

B 
Standard 

error 

t-

value 
Significance 

probability 

Constant 
126.71

1 
26.200 4.836 .000 

z-axis total distance (Average) 0.010 0.005 2.076 .048 

XY Outline length(Average 

change) 
0.823 0.224 3.681 .001 

XY Occupied area(S.D.) 0.081 0.032 2.518 .019 

YZ Occupied area(Average) -0.026 0.008 -3.248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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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 내 직물 손상,엉킴,구김  

 

3.1. 직물 손상  

 

 세탁기 내 직물 손상을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와 기존 드럼세 

탁기간 비교하기 위해 실제 세탁 부하량 조건에서 POKA DOT 306 

에서 탈락된 DOT의 수를 세탁 전, 후에 Image J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세탁, 헹굼 및 탈수 과정까지 진행했을 때, Figure 14 

에 나타난 사진은 각 회차 별로 3장의 포카닷 평가포 중 대표성을  

가지는 평가포의 모습이다.  

포카닷이 탈락된 개수를 측정하여 세탁 전, 후와 비교하여서 포카 

닷이 제거된 비율을 본 그래프를 Figure 15에 명시하였다. Figure  

15는 세탁, 헹굼 및 탈수 과정을 진행한 결과이며,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가 기존 드럼세탁기 대비 포카닷의 제거 비율이 9.4 %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에서 직물이 받는 기계력이 높아  

포카닷의 제거 비율이 기존 드럼세탁기 대비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직물의 손상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직물 거동 패턴은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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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거동으로, 이 때에 직물이 받는 기계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12].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앞서 분석한 z축 총 이동거리의 직물  

거동 지수의 값이 유의하게 나타났던 결과와 연관지어볼 때, 펄세이 

터에 의해 직물의 z축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많아져 드럼세탁기 내 

에서 직물 간 간섭 및 마찰을 유도하여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Figure 16은 세탁, 헹굼, 탈수 및 건조의 과정을 진행한 결과이며,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와  기존  드럼세탁기의  포카닷  제거  

율 차이가 4.6 %로 감소하여 세탁 과정만 진행했을 때보다 손상이  

완화되고 있다. 이는 건조 과정 내 텀블링을 통해 직물 간의 마찰이  

많아지고, 물리적인 결합으로 붙어있던 포카닷이 추가적인 기계력을  

받아 탈락하면서 건조 과정 후에는 기존 드럼세탁기와 펄세이터 도 

입  드럼세탁기  사이의  차이가  완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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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system with pulsator Conventional system 

1

회

차 

  

2

회 

차 

  

3

회

차 

  
 

Figure 14. Photos of POKA DOT 306 

 after repeated washing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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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Fabric damage after washing. 

 

Figure 16. Fabric damage after washing and tumble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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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물 엉킴 

 

다음으로 세탁기 내 직물 엉킴을 비교하고자 하였고, 실제 세탁  

부하량 25%(2.5kg) 조건을 맞추기 위해 남성 셔츠 12장을 세탁기 

에 투입하여 진행하였다. 세탁, 헹굼 및 탈수 과정까지 진행 후 연 

구자가 세탁기 내에서 특정 시료 한 장을 잡아서 세탁기 내에서 꺼 

냈을 때, 엉켜서 나오는 셔츠의 장수와 그룹 수를 통해 엉킴 정도 

(%)를 표준규격 AHAM-HLW-2013에 의거하여 식 (4)를 통해  

도출하였다[21,29]. Figure 17은 세탁, 헹굼 및 탈수까지 진행한  

결과로,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에서 기존 드럼세탁기 보다 15.6 %  

더 많이 엉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top-loading washer에서  

펄세이터에 가까운 쪽에 위치한 직물의 회전 속도는 펄세이터의 회 

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회전하며, 펄세이터와 멀리 위치한 직물일수 

록 회전력이 약해져 세탁조 내의 상하 간 속도 차가 발생하여 포엉 

킴이 발생한다[28]. 본 연구에서 진행한 펄세이터의 회전 속도는  

140rpm, 드럼의 속도는 50rpm으로 펄세이터와 맞닿는 부분에 위 

치한 직물과 앞쪽에 위치한 직물 간 회전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에서 엉킴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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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그러나 Table 14는 세탁, 헹굼, 탈수 및 건조까지 진행한  

결과로, 두 세탁 시스템 모두 12장 시료 모두 한 장씩 나오면서 직 

물의 엉킴 정도가 0 %로 엉킴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건조 

를 통해 직물 사이로 고온의 공기층이 침투하고 교반이 발생하여  

직물 간 엉킴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에서 건조 기능까지 전자동으로 진행하면 기존 드 

럼세탁기 대비 세척성은 향상되고 엉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 

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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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Fabric tangling after washing. 

 

 

 

 

39.1 40.2

57.3

45.5
42

29.1

18.6

29.9

0

10

20

30

40

50

60

70

1 2 3 4

new conventional

AVG 

%
 T

a
n
g
le

 



- 71 - 

 

 

Percent Tangle = 100(X/n)[1-[f(r-1)/(n-1)] – [g(L)/X]]         [Eq. 4] 

X = number of shirts tangled (with other or self). 

N = number of shirts in load. 

r = number of groups, one or more shirts, formed when load is 

removed. 

L = number of shirts considered that are easily untangled. (X≥L≥0). 

f = weighting factor for how the shirts came from unit, defined as 0.41 

g = weighting factor for how tightly tangled shirts are, defined as 0.3. 
 

 

Table 14. Fabric tangling after washing and tumble drying 

 

 

 

 

 

 

 

 New system with pulsator 

r X L % Tangle 

1 12.0 0.0 0.0 0.0 

2 12.0 0.0 0.0 0.0 

3 12.0 0.0 0.0 0.0 

AVG 12.0 0.0 0.0 0.0 

Conventional system 

r X L % Tangle 

12.0 0.0 0.0 0.0 

12.0 0.0 0.0 0.0 

12.0 0.0 0.0 0.0 

12.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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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직물 구김 

 

다음으로 세탁기 내 직물 구김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세탁, 헹굼  

및 탈수 과정 진행 후의 관능 평가 결과를 Figure 18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는 평균 2.8 grade, 기존 드 

럼세탁기는 3.1 grade로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에서 더 많은 구 

김을 보이고 있다. Hong Liu 등은 직물이 받는 기계력이 많을수록  

구김의 정도가 심해지고 세척성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17].  

따라서 펄세이터가 도입된 드럼세탁기가 기존 드럼 세탁기에 비해  

구김이 심화된 것을 통해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에서 직물이 받 

는 기계력이 기존 세탁 방식 대비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ure 19는 세탁, 헹굼, 탈수 및 건조까지 진행한 결과로, 펄세이 

터 도입 드럼세탁기 3.2 grade와 기존 드럼세탁기 3.3 grade로 구 

김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건조 과정에서는 드럼 내 텀블 

링에 의하여 시료의 지속적인 thermal agitation이 발생한다[25].  

따라서 세탁 과정 내 형성된 구김이 텀블링에 의해 기계력을 받아  

직물 간 간섭을 일으키고 이러한 직물 사이의 움직임에 의해 형성 

된 공간을 통해서 고온의 공기층이 투입되어 직물의 구김이 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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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여진다.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에서 건조 기능까지 진 

행하면 기존 대비 세척성은 향상되고 구김 정도는 기존과 유사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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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Fabric wrinkling after washing. 

 

Figure 19. Fabric wrinkling after washing and tumble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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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펄세이터가 도입된 드럼세탁기에서 실제 부하량(25%) 

조건으로 직물 거동을 3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세척성과 관련  

지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펄세이터 도입으로 직물이 받는 기계 

력이나 엉킴 또는 구김 등 직물 외관에 생기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1. 초고속카메라로 드럼세탁기 내 직물 거동을 정면과 측면에서 

촬영하여 직물의 중심을 XYZ 좌표값으로 표현하고 원통형 다

이어그램으로 보여주는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세탁기 내 직물

의 움직임을 3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2. 직물이 움직인 궤적과 거동지수를 분석한 결과, 기존 드럼세탁

기에서는 드럼 벽을 따라 회전하는 거동이 많고 측면에서 보았

을 때는 직물이 드럼의 앞쪽과 뒤쪽에 많이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펄세이터가 도입된 드럼세탁기에서는 회전 거

동이 줄고 낙하 및 직물과 직물 사이의 상호작용이 많아졌으며, 

특히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모든 부분에서 고르게 나타나 세탁기 

깊이 방향으로의 이동이 활발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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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펄세이터가 도입된 세탁기가 기존 드럼세탁기에 비해 세척성이 

7.6 %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기계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sebum/pigment, carbon black/mineral oil 오염포에 대한 개선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4. 직물 거동과 세척성과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세척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직물 거동 지수로 z축 총 이동거리(평균), XY 윤

곽선길이(평균 변화량), XY 직물면적(표준 편차), YZ 직물면적

(평균)이 산출되어 회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즉, 펄세이터 도

입 드럼 세탁 방식에서는 XY 윤곽선 길이의 변화량과 XY 직

물면적의 표준 편차가 커진 것으로 보아 직물의 z축 방향으로

의 움직임이 늘어나고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YZ 직물

면적이 작아진 것은 드럼세탁기 벽에 붙어 움직이는 회전의 거

동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거동의 변화가 세척

성의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5. 세탁, 헹굼 및 탈수 과정 후 직물의 손상, 엉킴, 구김이 펄세이

터 도입 드럼세탁기에서 기존 대비 높게 나타나 직물에 가해지

는 기계력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탁, 헹굼, 

탈수 후에 추가된 텀블 건조 과정을 통해 이러한 손상, 엉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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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김은 완화되면서 기존 드럼세탁기와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건조 과정에서 열적 교반을 받으면서 직물의 엉킴

이나 구김이 완화되어 펄세이터 도입 드럼세탁기에서도 기존 

드럼세탁기와 유사한 직물 외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  펄세이터가  도입된  드럼세탁기에서는  

펄세이터가 회전드럼과 반대방향으로 작동하면서 직물의 단순 회전  

거동을 줄이고, 직물 간 상호작용을 유도하였으며 드럼 전후 방향으 

로의 움직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세척성이 향 

상되었으나, 직물의 손상이나 엉킴 또는 구김은 다소 증가하였다.  

추후에는 보다 짧은 세탁시간으로 세척성은 유지하면서 직물의 외 

관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세탁의 최적 조건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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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직물 거동 지수 

 

본 연구에서 개별적 거동 및 집합적 거동에서의 직물의 특성을  

수치화하기 위하여 총 7가지의 직물거동지수를 이용하였다. 각 거동  

지수의 정의와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별적 거동지수] 

1. 드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7] 

개별적 거동 특성을 반영하는 직물 거동 지수로, 드럼 중심

으로부터 표지 직물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표지 직

물의 중심은 관찰된 만큼의 표지 직물의 윤곽선을 추적하였

을 때, 최외곽 상하좌우의 좌표값의 평균으로 도출된다. 이 

때 사용한 좌표값은 XYZ 좌표값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2. 직물 중심의 변화각도[7] 

한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의 직물의 중심을 원점과 연결하였

을 때 만들어지는 각을 직물 중심의 변화각도라고 명명하였

다. 변화각의 평균 변화량이 작은 경우 동일한 움직임이 나

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평균 변화량이 큰 경우 다양한 움직



- 84 - 

 

임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3. 직물 중심의 총 이동거리[7] 

개별적 거동 특성을 반영하는 직물 거동 지수로, 드럼의 한 

회전(turn)동안 표지 직물의 중심이 움직인 궤적의 총합을 

의미한다. 이 때 사용한 좌표값은 XYZ 좌표값을 통하여 도

출하였다. 

4. z축 총 이동거리 

개별적 거동 특성을 반영하는 직물 거동 지수로, 표지 직물

의 중심이 z축 방향으로 움직인 궤적의 z값의 총합을 의미

한다. z축 총 이동거리 수치가 클수록 z축 방향으로의 움직

임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5. To and Pro motion  

개별적 거동 특성을 반영하는 직물 거동 지수로, Fourier 변

환을 통해 10차 다항식 dominant curve를 생성했을 때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변곡점이 발생한 횟수를 의미한다. 

이는 직물이 세탁기 내에서 앞, 뒤로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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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적 거동지수] 

1. 세탁물 집합 전체 면적[18] 

집합적 거동 특성을 반영하는 직물 거동 지수로, 관찰된 만

큼의 전체 직물 윤곽선에 의해 결정되는 2차원적 면적을 의

미한다. 전체 직물의 윤곽선을 TEMA motion 프로그램을 

통하여 추적하고 XY면적과 YZ면적을 각각 산출하였다.  

2. 세탁물 집합 전체 윤곽선 길이[18] 

집합적 거동 특성을 반영하는 직물 거동 지수로, 관찰된 만

큼의 전체 직물 윤곽선에 의해 결정되는 둘레 길이를 의미

한다. 전체 직물의 윤곽선은 TEMA motion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추적하고 XY 평면에서의 전체 직물의 둘레 길이와 

YZ 평면에서의 전체 직물의 둘레 길이를 각각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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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front-loading washer with the puls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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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nhance the fabric  

movement by using the front-loading washer with the pulsator  

that used in top-loading washers, an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changed fabric movement on detergency.  

Three-dimensional fabric movement was analyzed by  

representing the fabric center in the washer as XYZ coordinate  

values. Seven indexes of fabric movement were us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fabric movement and det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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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comparing fabric movements using the fabric movement  

indexes, the front-loading washer with the pulsator showed 

more diverse fabric movements than the conventional front-

loading washer, and particularly, movement in the depth direction 

of the drum occurred more frequently in a front- 

loading washer with the pulsator.  

This frequent fabric movement led to 7.6% higher detergency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front-loading washer, possibly  

due to the increased interaction between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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