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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세탁을 하는 주된 이유가 오구를 제거하기 위한 

관점에서 벗어나 구김 및 냄새, 먼지 등의 제거로 바

뀌면서 기존의 세탁과 건조 및 다림질 과정의 필요

성 또는 횟수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

한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용한 기존 의류관리 과정

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와 물 사용량, 세제와 유연제

와 같은 화학제품으로 인한 환경부하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친환경적 의류관리 방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시장에 의류관리기가 등장

하게 되었다(Kim, 2017; Lee et al., 2009). 의류관리기

는 의복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옷을 구입할 당시의 

처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Cy DeCosse Incor-

porated, 1985; Rhie et al., 2010), 물세탁이 불가능한 

의류도 관리가 가능하여, 편리성과 위생 및 미적 성

능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관심과 사용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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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fabric movement on wrinkle recovery in a clothing 

care system and to propose an algorithm to improve wrinkle removal performance by adjusting fabric move-

ments. With an increase in the reciprocating speed of the movement system, the number and amplitude of cur-

ves on the fabric also increased. This allowed the fabric to be applied to a larger tension, resulting in better 

wrinkle removal performance at higher speeds. However, even at high reciprocating speeds, wrinkles could 

not be removed effectively because of nodes at a few specific lo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fabric move-

ment and wrinkle recovery, a complex movement algorithm was proposed with a mixture of various recipro- 

cation speeds. It showed a 41%p (24%→65%) improvement of wrinkle recovery when compared with the con-

ventional algorithm that showed simple fabric movement at 180 rpm. This was because the positions of nodes 

and antinodes changed continuously and the force by the reciprocating motion could be applied evenly to the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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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실제 국내 의류관리기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30만 대에

서 2020년 45만 대로 50% 수준의 성장이 보고되어 

있다(Jeon, 2020; Park, 2019; Yoon, 2018).

의류관리와 관련된 최근 연구로서는 압력이 없는 

스팀분사 형태의 새로운 다림질 기법으로 구김을 제

거하는 연구(Liang et al., 2019; Liang et al., 2018; Wu 

et al., 2015), 이미지 분석을 이용한 직물 주름 평가(Za-

ouali et al., 2007), 지속가능한 의류관리(Nayak, 2019) 

등이 있다. 직물의 움직임과 관련된 연구로는, 세탁

과 관련하여 드럼세탁기 내 직물거동을 분석하고 세

탁시간과 에너지의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세척성

을 개선하는 연구(Yun & Park, 2016)가 보고되었다. 

이와 함께 의류관리기에 관한 연구로서, 의류관리기 

건조 유동 기술에 관한 연구(Kim et al., 2019), 이미지 

프로세싱을 이용하여 상용 의류관리기의 성능을 평

가한 연구(Choi et al., 2018)와 사용성 비교 평가를 통

한 의류관리기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Xiao & 

Park, 2020)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의류관리에 대한 많은 연구

들이 진행되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옷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의류관리기 필요성은 더

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의류관

리기와 관련된 기초 연구, 특히 관리에 필요한 기본

적인 움직임이 되는 왕복 운동과 이를 이용한 구김 

제거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왕복 운동 속도를 달리하

여 의류관리기 내 직물거동을 표현 및 분석할 수 있

는 방법을 고안하고 이를 통해 직물거동이 구김 제

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나아가 의류

관리기 내 직물거동을 최적화함으로써 구김 제거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실   험

1. 의류관리기 및 시료

실험에 사용된 의류관리기는 상부에 왕복 운동 시

스템을 갖추고 있어 옷걸이를 통해 직물에 힘을 전달

할 수 있는 기기(445×1850×585 mm3)로, 직물거동의 

관찰이 용이하도록 정면은 투명 창으로 개조하고, 

내부는 직물의 외관이 잘 나타나도록 검정으로 보정

하였다. 표준코스에서의 왕복 운동 속도는 180 rpm

이며, 프로그램의 조작을 통해 왕복 운동 속도를 120 

rpm에서 360 rpm까지 변경할 수 있다. 왕복 운동 속도

를 120, 180, 240, 360 rpm으로 바꾸어 가며 직물의 거

동을 관찰하고, 구김 제거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이

때의 처리시간은 30분이다.

의류관리기 내 직물거동에 따른 구김 제거 성능 평

가를 위해, 실제 관리과정에서 구김으로 인한 사용 편

의성 문제를 갖는 면직물을 시료로 선정하였다. 시료

의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직물거동 관찰

용 시료의 크기는 90×22 cm2, 구김 제거 평가용 시료

의 크기는 15×15 cm2이다. 또한 구김 제거 성능에 대

한 실사용 평가에 있어서는, 의류관리기를 이용하여 

관리되는 대표적 옷인 남성용 재킷과 드레스 셔츠가 

사용되었다. 두 가지 옷에 대한 특성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2. 다림질 과정에서의 구김 제거 관련 요인별 기

여도 확인

직물거동이 구김 제거에 있어 어느 정도의 영향력

을 갖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제 다림질에서 힘의 기

여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림질 과정

에서의 구김 제거 관련 요인을 열(온도), 수분, 압력

Fabric for observing movement Fabric for wrinkle evaluation

Fiber content Cotton 100% Cotton 100%

Weave type Plain Plain

Weight (g/m2) 1.51 1.44

Thickness (mm) 0.29 0.33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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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정도를 달리하며 다림질

했을 때의 구김 제거 성능을 AATCC replica를 이용하

여 평가했다(American Association of Textile Chemists 

and Colorists [AATCC], 2018). 열에 대한 100%는 다리

미(GC2998/88, Philips, Indonesia)에서 면직물을 위한 

온도로 설정하고, 광목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하면서 온도를 확인하여 25~75% 조건을 설

정하였다. 수분은 분무기를 통해 뿌려지는 양 8 ml를 

100%로 설정하고 다른 수분 조건을 설정하였다. 압

력의 경우 다리미의 면적(208.7 cm2)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여 압력을 구하였고, 이를 100%로 그리고 압

력을 가하지 않는 경우를 0%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조건에 대한 설명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일반적

인 다림질 상황을 만들기 위해, 구김 평가용 면직물을 

35×32 cm2의 크기로 준비하여 세탁 및 탈수 후 자연 

건조한 상태에서 다림질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준비된 면직물을 AATCC replica (AATCC, 

2018)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을 때, SA(smoothness ap-

pearance)는 grade 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직물거동 분석

왕복 운동에 의한 직물거동을 관찰하기 위해 일

반카메라(EOS M100, Canon, Japan)를 이용하여, 3초

(180 rpm 기준 9회 왕복)간의 움직임을 30 frames/sec

의 조건에서 촬영하였다. 촬영된 90프레임의 이미지 

중에서 왕복 특성을 잘 보여주는 직물거동 이미지를 

선별하고자 0~90프레임 중 일정한 간격(6프레임)으

로 15장을 선별하여 <Fig. 1>의 예시와 같이 나타내

었다. 예시에 나타난 거동의 왕복 속도는 200 rpm이

Jacket Shirts

Fiber content Wool 100% Cotton 35%, Polyester 65%

Weave type Plain Plain

Size 100 (L) 100 (L)

Color Black White

Table 2. Specification of clothes used

Heat (Temperature) Moisture Pressure

- 200% (16 ml)

1.749 kPa

100% (180-200°C) 100% (8 ml)

75% (135-150°C) 75% (6 ml)

50% (90-100°C) 50% (4 ml)

25% (45-50°C) 25% (2 ml)

Table 3. Test conditions for each factor 

Fig. 1. An example of analysis on the fabric movement at 2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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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Fig. 1>에서와 같이 왕복 속도에 따른 직물거동

의 차이를,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직물 파동의 배(an-

tinode)와 마디(node)를 통해 분석하였다.

4. 구김 제거 성능 평가

구김 제거 성능 평가는 AATCC replica(AATCC, 2018)

와 접힌 직물에서의 길이 회복을 이용하였다. AATCC 

replica(AATCC, 2018)에서는 grade 1이 가장 구김이 

심한 상태를, grade 5가 가장 매끈한 표면을 의미한

다. 길이 회복을 통한 구김 제거 성능 평가는 방추도

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AATCC replica(AATCC, 2018)

를 이용한 평가와 동시에 길이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고안되었다. 구김 평가용 면직물을 15×15 cm2의 크

기로 자른 뒤, 2 cm 간격으로 일정한 지그재그 주름

을 만들고 남은 1 cm 부분이 아래를 향하게 하였다. 

이후 5분간 하중(1.49 kg)을 가한 후 시료의 가운데 

지점을 시계방향으로 돌린 후, 다시 동일한 하중 조

건에서 1분간 방치함으로써 방사형 주름을 형성하

여 평가에 사용하였다. 여기에서의 시간, 하중, 길이

의 설정값은 예비실험을 통해 결정되었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만들어진 시료의 SA 등급은 1.5였으며, 구

김으로 줄어든 길이는 3 cm였다. 길이를 이용한 구김 

제거 성능은 <Eq. 1>에 있는 WRL(wrinkle recovery in 

length)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여기에서 Lbefore는 

의류관리기 처리 전 주름으로 인해 수축된 길이, Lafter

는 의류관리기 처리 후 주름으로 인해 수축된 길이

를 의미한다.

직물거동의 위치에 따른 영향도를 살펴보기 위해, 

90×22 cm2 크기 면직물의 상/중/하 위치에 구김 평가

용 시료 3장을 핀으로 고정시킨 후 직물거동 전과 후

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후 셔츠와 재킷을 이용한 

실사용 평가에서는 위와 동일한 주름과 구김을, 옷

의 착용과정에서 구김이 가장 많이 생기는 등판에 직

접 형성시켜 평가하였다.

III. 결과및고찰

1. 구김 제거 관련 요인별 영향 분석

직물거동이 구김 제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에 앞서, 직물거동만으로 옷의 구김을 어느 정도 제

거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림질 과정을 통한 

구김 제거 관련 요인별 영향도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구김을 제거하기 위한 영향 요인을 열, 수분, 압력

으로 구분하고, 이의 수준을 달리하여 구김 제거에 

대한 각각의 기여도를 평가해보았다. 열, 수분, 압력

을 모두 100%로 하였을 때 다림질 전 1.0등급이었던 

면 시료는 다림질 후 5.0등급이 되었다.

압력이 구김 제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

여 압력의 조건을 달리하며 수분과 열을 제한하였으

며 이때의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A1~A6의 

조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

분 및 열의 공급은 구김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

지 못했으며, 압력이 있는 조건에서만 등급의 변화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압력이 구김 제거에 

필수적인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수분 공급이 다림

질의 구김 제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B1~B6의 조건을 통해 알 수 있듯

이 압력과 열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수분의 양이 25%

까지 감소하더라도 4.0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

아, 본 연구의 실험 조건 내에서는 구김 제거에 미치

Pressure (%) Moisture (%) Heat (%) SA grade

A1 100 100 100 5.0

A2 0 100 100 1.0

A3 0 200 100 1.0

A4 0 100 0 1.0

A5 0 0 100 1.0

A6 0 0 0 1.0

Table 4. The effect of pressure on wrinkle removal in ironing 

WRL (%) =
Lbefore ‒ Lafter

× 100 ...... Eq. 1.
L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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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분의 영향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열에 의한 구김 제거 영향도를 <Table 6>에 나타내

었으며, C1~C6의 조건을 통해 압력과 수분이 존재하

는 조건에서 온도가 내려갈수록 등급이 낮아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온도가 낮을수록 구김 제거가 어

려워지는 것을 의미하며, 앞에서 설명한 수분에 비

해 열의 영향 인자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림질 과정에서 구김을 제

거하기 위한 요인별 영향도를 확인해 보았을 때, 본 

연구의 실험 조건 내에서 압력>열>수분 순으로 영향

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구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압

력이 필수적인 인자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압력을 

가할 수 없는 의류관리기에서 직물의 움직임으로 인

한 힘의 전달이 구김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2. 왕복 속도에 따른 직물거동 분석

의류관리기의 왕복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직물거

동에 대해,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파동(wave)의 수와 

진폭 및 파장길이, 마디의 수와 위치, 그리고 그에 따

른 직물의 길이 변화로 살펴보았으며, 이의 결과를 

<Fig. 2>와  <Table 7>에 나타내었다. 정지 상태에서 직

물의 길이는 90 cm이며, 이때 각 점의 위치는 옷걸이

에 걸어둔 직물의 상부에서 떨어진 거리를 의미한다.

<Fig. 2>에서 청색 선은 거동에 의한 마디를 나타

내며, 적색 점선은 거동에 따른 직물의 길이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직물이 정지 상태일 때의 길이를 나

타내는 기준선이다. 이와 같은 선들을 토대로 살펴

본 직물거동은 왕복 속도가 빠를수록 발생하는 파동

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그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른 파동의 형태는 120 rpm과 

180 rpm에서는 길이는 길고 진폭은 작게 나타났으

며, 240 rpm부터 길이가 짧은 파동이 나타나면서 그 

수가 2~3개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왕

복 속도가 빠를수록 전달되는 힘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파동의 수가 늘어나고 진폭은 커지면서, 결

국 직물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왕복 

속도에 따른 직물거동의 차이는 마디의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Table 7>에 정리된 것처럼, 120 rpm

과 180 rpm에서 1개의 마디가 발생하였고 240 rpm에

서 마디의 수가 2개로, 360 rpm에서는 3개의 마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마디의 위치는 왕

복 속도에 따라서 120 rpm에서는 아래쪽에서 나타나

며, 180 rpm에서 그 위치가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다. 

Pressure (%) Moisture (%) Heat (%) SA grade

C1 100 100 100 5.0

C2 100 100 75 3.0

C3 100 100 50 2.0

C4 100 100 25 2.0

C5 100 100 0 2.0

C6 100 0 100 2.0

Table 6. The effect of heat on wrinkle removal in ironing 

Pressure (%) Moisture (%) Heat (%) SA grade

B1 100 100 100 5.0

B2 100 75 100 4.0

B3 100 50 100 4.0

B4 100 25 100 4.0

B5 100 0 100 2.0

B6 100 100 0 2.0

Table 5. The effect of moisture on wrinkle removal in ir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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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 diagram
Reciprocating 

speeds

Wave Node
Length 

ratio

No
Amplitude

(A)

Length

(λ)
No

Position 

from top

(cm)

L2/L1

(%)

                    [Stop]                          [Operation]

- A: Amplitude, - 𝜆: Wavelength, - X: Node 

120 rpm 1.5 4.5 65 1 65 90

180 rpm 2.0 4.5
50

35
1 50 85

240 rpm 2.5 5.5
38

30
2

38

68
83

360 rpm 3.0 6.0

25

25

25

3

25

68

70

75

Table 7. Comparison of fabric movement at various reciprocating speeds

Fig. 2. Images of fabric movement according to the reciprocating speed. 



의류관리기 내 직물거동이 구김 제거에 미치는 영향

– 341 –

이후에도 같은 마디의 수를 갖는 왕복 속도에서는, 

그 속도가 빠를수록 높은 위치에서 마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디는 일정한 위치에서 직물의 움

직임이 바뀌는 지점으로, 시간에 따라 앞에서 살펴

본 파동이 방향을 바꾸어 가며 직물에 힘을 전달하

는 역할을 하지만 마디의 경우 위치 변화가 발생하

지 않아, 실제 구김 제거에 필요한 힘의 전달이 이루

어지지 않는다(Sacco, 2020).

의류관리기 내 왕복 운동을 이용하여 옷의 구김을 

제거하고자 할 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직물거동

에 따른 파동의 배에서 양단으로 작용하는 장력이 다

림질에서의 압력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의류관리기의 구김 제거 성능은 이상적

인 파동의 배에서 양단으로 작용하는 장력을 계산함

으로써 유추할 수 있으며, 2차원 파동모델에서 파동

의 속력과 장력 사이의 관계는 <Eq. 2>와 같이 표현

된다(Serway & Jewett, 2010).

fλ = v = ν(Ｔ/σ)1/2 = ωA(Ｔ/σ)1/2 ......
 Eq. 2.

여기에서 f는 진동수, λ는 파동의 파장 길이, v는 

파동의 속도, ν는 포아송비, T는 단위길이당 장력

(N/m), σ는 면밀도(kg/m2), ω는 진동수, A는 진폭을 

나타낸다. 연구에 사용된 직물의 면밀도는 0.15 kg/m2

이고, 의류관리기의 진동수 180 rpm과 진폭 0.04 m를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면, 진동에 의한 장력 T 값

은 약 0.07~0.15 N/m으로 나타났다. 이 값은 1 m 길이

의 직물에 수십 그램 정도의 질량을 매달아 당기는 

정도의 크기이다. 장력과 압력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실험 방법에서 언급된 다림질에 의한 

압력의 크기 1749 N/m2와 비교하였을 때, 왕복 운동

으로 발생하는 장력은 AATCC SA 1.0등급을 갖는 직

물의 구김을 제거하여 5.0등급이 되도록 하기에는 

그 힘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생각된다.

3. 왕복 속도에 따른 직물거동이 구김 제거에 

미치는 영향

구김 제거 평가에 있어 중력에 의한 부분을 제하

기 위해 거동없이 직물을 걸어둔 채 일정시간(30분, 

24시간) 경과 후 구김변화를 살펴보았다. AATCC re-

plica(AATCC, 2018)를 이용한 등급의 변화는 시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길이 변화는 

<Table 8>에서와 같이 시작 전 줄어든 3.0 cm의 길이에 

대해, 30분 경과 후 0.8 cm 늘어나고, 24시간 후에는 

1.6 cm가 늘어났다. 따라서 길이 변화를 이용하여 30분 

동안의 구김 제거를 평가하고자 할 때, 직물거동이 미

치는 영향은 중력에 의한 0.8 cm를 제외한 2.2 cm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ATCC replica(AATCC, 2018)를 이용한 구김 제거 

성능 평가 결과, 모든 왕복 운동 속도 조건에서 처리 

전과 동일한 1.5등급이 나타나, 의류관리기의 왕복 

운동이 구김의 등급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직물의 길이 변화를 이용하여 구김 제거 성능을 

평가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으며 120 rpm, 180 

rpm, 240 rpm, 360 rpm의 왕복 운동으로 회복한 길이

의 비율은 29%(0.6 cm), 24%(0.5 cm), 35%(0.8 cm), 

59%(1.3 cm)로 나타났다. 30분 동안 360 rpm 조건에

서 가장 많은 왕복을 했고, 직물의 움직임에 있어서

도 파동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 직물에 가해지는 

장력이 커져, 360 rpm의 속도로 왕복 운동을 한 경우 

가장 좋은 구김 제거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

다. <Fig. 2>에서와 같이 마디의 위치가 왕복 속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길이 변화의 위치를 상/중/하

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120/180/240 rpm은 위치에 

따른 편차가 크지 않았지만, 360 rpm의 경우 상 위치

에서의 길이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길이 변

화가 가장 작은 중 위치에서의 결과와 32%p(0.7 cm)

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왕복 속도

에 의한 직물거동에 있어, 마디의 위치 및 파동의 형

태와 수도 달라져, 상/중/하 위치에 따라 길이 변화가 

달라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파동과 마디의 위치

를 다르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왕복 회전수

를 사용하여 모든 위치에 힘이 전달되도록 하고, 왕

복 속도를 높여 직물거동의 좌우 진폭이 커지도록 하

여 직물에 전달되는 장력을 크게 함으로써 구김 제거 

Duration

30 minutes 24 hours

Length change (cm) 0.8 1.6

Recovery rate (%) 27 53

Table 8. Wrinkle recovery caused by gr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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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복합거동에 의한 구김 제거 성능 개선

앞서 살펴본 결과를 통해 직물의 파동과 마디의 위

치가 변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왕복 운동 속도를 

갖는 복합거동 알고리즘을 <Fig. 4>와 같이 제안하였

다. 총 왕복 횟수에 따라 성능에 차이를 줄 수 있기 때

문에, 기존 알고리즘에서 사용하고 있는 왕복 속도 

180 rpm의 30분 간의 움직임 횟수와 동일하도록 120/

180/240 rpm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360 rpm을 사용

하게 되면 왕복이 일어나지 않는 0 rpm 또한 사용되

어야 하기 때문에, 360 rpm은 복합거동 알고리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왕복 속도의 순서는 임의적으로 

배치하였으며, 그림에서 한 블록의 지속시간은 2.5분

을 의미한다.

<Table 9>에서 나타난 것처럼, AATCC replica(AA-

TCC, 2018)를 이용한 구김 등급 평가에서 복합거동

을 이용한 경우 처리 전 1.5등급에서 처리 후 2.0등급

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2.0등급 또한 여전히 다림질이 필요한 수

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길이 변화를 이용한 평가법에 있어서 복합거

동 알고리즘은 65%의 회복률을 나타났으며, 이는 왕

Fig. 3. Wrinkle recovery by location according to the reciprocating speed.

Fig. 4. Combination of reciprocating speed in the conventional algorithm and the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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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속도 360 rpm 조건의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또

한 각 위치에서의 길이 변화 수준을 살펴보면 왕복 

속도 360 rpm 조건의 경우 상에서 77%(1.7 cm), 중에

서 45%(1.0 cm), 하에서 55%(1.2 cm)로 위치에 따른 편

차가 크게 나타난 반면, 복합거동의 경우 상에서 67%

(1.5 cm), 중에서 64%(1.4 cm), 하에서 65%(1.4 cm)로 

각 위치에서 고른 회복을 나타내었다. 이는 직물의 

파동과 마디를 조절하여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한 복합거동 알고리즘이 모든 위치에서 구김을 효과

적으로 제거한 결과로 해석된다. 추가적인 개선을 위

해서는 현재 180 rpm 기준보다는 높은 왕복 속도 여

러 가지를 조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복합거동 알고리즘을 이용한 구김 제거 성능 개선 

효과가 실제 옷에서도 유효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

류관리기에서 관리되는 대표적인 옷의 형태인 드레

스 셔츠(면35%/폴리에스터65%)와 남성용 재킷(울

100%)을 이용하여 기존 알고리즘과 복합거동의 구김 

제거 성능을 AATCC replica(AATCC, 2018)를 이용하

여 평가해 보았으며, 이때의 결과를 <Fig. 5>에 나타내

었다. 재킷과 셔츠 모든 조건에서 복합거동이 기존 알

고리즘보다 높은 등급을 나타내어, 복합거동을 이용

한 알고리즘이 실제 옷에 있어서도 구김 제거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사용 평가

에 사용된 재킷과 드레스 셔츠는, 복합거동을 도출하

는데 사용된 면직물과 섬유 조성에서 차이는 있지만, 

복합거동의 경우 다양한 왕복 속도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파동의 형태로 힘을 옷에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구김 제거에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IV.결   론

의류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기능을 회

Simple movement Complex 

movement120 rpm 180 rpm 240 rpm 360 rpm

Length 

change

(cm)

Location

Top 0.7 0.5 0.8 1.7 1.5

Middle 0.7 0.6 0.6 1.0 1.4

Bottom 0.5 0.5 0.7 1.2 1.4

Average 0.6 0.5 0.8 1.3 1.4

WRL (%) 29 24 35 59 65

AATCC smoothness appearance grade 1.5 1.5 1.5 1.5 2.0

Table 9. Comparison of the wrinkle removal between simple movement and complex movement

Fig. 5. Comparison of the wrinkle removal between simple movement (180 rpm) and complex movement using 

a shirt and a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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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기 위해 세탁, 건조 및 다림질과 같은 관리과정

이 필요하다. 하지만 의류제품을 관리하는 이유가 

오구의 제거에서 먼지, 구김, 냄새 등의 제거로 바뀌

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의류관

리기가 등장하게 되었다. 의류관리기는 에너지 및 물

의 사용량, 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부하, 미세

섬유 발생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관리방식보다 친환

경적이기 때문에, 이의 사용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의류관리기의 성능과 관련된 연구

는 미미한 수준이며, 특히 기본 움직임이 되는 왕복 

운동으로 인한 구김 제거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

은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류관리기 내 

직물거동을 표현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

고자 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의류관리기의 왕복 

속도에 따른 직물거동을 관찰하고 최적화함으로써 

구김 제거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직물거동 제어를 통해 옷의 구김을 어느 정도 제

거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림질 과정에서의 요인

별 영향도를 살펴보았을 때, 압력>열>수분의 순으

로 나타나 구김 제거를 위해 압력이나 장력과 같은 힘

의 작용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

의 실험 조건 내에서 가해지는 장력의 수준은 다림질

에 필요한 압력의 크기에 미치지 못하여, 직물거동

만으로는 AATCC SA grade 5 수준으로 구김을 제거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왕복 속도에 따른 직물거동을 파동의 배와 마

디, 그리고 직물의 길이를 통해 관찰하였을 때, 왕복 

속도가 빨라질수록 파동의 수가 증가하고 그 사이의 

간격은 좁아졌으며, 하나의 파동의 좌우 폭은 커져 

더 큰 장력을 가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파동의 

마디는 왕복 속도가 커짐에 따라 그 위치가 높아지고 

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발한 움직임으

로 거동 전 대비 길이가 짧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물에 가해지는 힘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장력이 커질 수 있도록 파동의 좌우 진폭

이 커지도록 해야 하고 힘이 전달되지 않는 마디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에, 왕

복 속도를 높이되 다양한 왕복 속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네 가지 왕복 속도 120 rpm, 180 rpm, 240 rpm, 360 

rpm을 이용하여 구김 제거를 평가하였을 때, 360 rpm

에서 가장 좋은 제거 성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가

장 많은 횟수의 왕복을 하였고, 직물의 움직임에 있

어서도 파동의 진폭이 가장 커서 직물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가장 컸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상/중/

하의 위치에 따른 편차가 커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

요함을 알 수 있었다.

4. 직물의 파동과 마디의 위치가 변하여 힘이 고르

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왕복 운동 속도를 갖는 

복합거동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30분간 왕복 속도

가 180 rpm으로 일정한 기존 알고리즘과 비교하였을 

때 41%p(24%→65%)의 구김 제거 성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옷을 이용한 검증에 있

어서도 복합거동 알고리즘이 기존 알고리즘 대비 높

은 구김 제거 성능을 보였으며, 이는 복합거동의 다

양한 왕복 속도로 인해 여러 가지 파동이 일어나 옷

에 힘을 고르게 분산시켜 효율적으로 구김을 제거했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의류관리기의 왕복 속도에 따라 직물의 움

직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 이들이 구김 

제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의류관리

기의 구김 제거 성능과 관련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여러 가지의 왕복 속도를 조합하여 

파동진폭을 늘리고 마디와 배의 위치가 계속적으로 

바뀌게 하여 구김 제거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직물거동 만을 이용한 구김 

제거 성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다림질이 필

요한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직

물거동 뿐 아니라 스팀이나 기류 및 의류관리기 내 

온습도 조건이 구김 제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구김 뿐 아

니라 먼지 및 냄새 제거에 관한 심화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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