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에 관한 사실

울은 자연적으로 
냄새가 잘 배지 
않습니다

울 의류와 울 직물은 섬유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냄새가 잘 배지 않습니다. 
울 섬유는 면보다 2배, 폴리에스터보다 
30배 많은 양의 수분을 흡수하여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하고 땀, 박테리아 그리고 
불쾌한 냄새가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울의 독특한 화학 구조는 냄새를 
흡수하고 가두어 세탁할 때만 방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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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은 자연적으로 
체취에 강합니다

울은 체취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유한 수분 관리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울은 흡습성 섬유이므로 자체 중량의 최대 35%까지 
수분을 쉽게 흡수하여 피부 표면을 건조하게 유지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2. 울은 착용 중에 냄새를 흡수하고 가둡니다. 울 
섬유는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 없는 섬유 안에 냄새를 
적극적으로 가둡니다. 결과적으로 의류가 훨씬 더 
오래 산뜻하게 유지됩니다. 

3. 이러한 냄새는 울 의류를 세탁할 때 현저하게 
방출되며 세탁 후에는 면과 합성 섬유보다 냄새가 
덜 납니다. 

CSIRO가 실시한 냄새 착용자 실험(자료 1 참조)은 메리노 
울 양말이 착용 후 냄새가 적고 세탁 후에도 냄새가 적다는 
이유로 합성 소재 양말에 비해 특히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세탁하지 않고 옷을 입는 등산가와 같은 
운동선수는 합성 소재 의류보다 울 의류에서 냄새가 덜 
발생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메리노 울의 특성은 속옷, 
이너웨어, 양말 또는 티셔츠와 같이 피부에 가까운 의류에 
이상적입니다. 울은 세탁하지 않고 여러 번 착용할 수 있고 
더 오래 산뜻하게 유지되므로 스포츠와 여행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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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액티브웨어 중 착용자의 양말의 성능을 연구하는 냄새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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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은 자연적으로 냄새가 잘 배지 않습니다

울을 입으면 땀과 체취가 줄어듭니다

땀을 흘리는 것은 특히 더운 환경이나 격렬한 운동에 
반응하여 인체가 온도를 조절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운동하는 동안 우리 몸은 시간당 1~2리터의 수분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체취를  
유발하는 액체가 됩니다.

땀 자체는 냄새가 없지만 피부에 땀이 남아 있으면 세균 
증식에 완벽한 습한 환경이 조성되어 체취가 발생합니다. 
울의 자연스러운 통기성은 땀이 나는 것을 늦추어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성 섬유와 같이 
통기성이 떨어지는 직물은 착용자의 피부를 습하게 만들어 
세균을 증식시키고 냄새를 유발합니다.

울은 다른 섬유로 만든 의류에 비해  
상쾌한 상태가 오래 유지됩니다

울 직물은 면이나 폴리에스터 등의 다른 천연 또는 인조 
섬유로 만든 직물보다 착용 후 냄새가 덜 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세탁하지 않은 폴리에스터 옷에는 냄새가 많이 났지만 
세탁하지 않은 모직 옷에는 냄새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13명의 숙련된 후각(냄새) 평가자가 참여한 뉴질랜드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울 직물은 평균적으로 체취 강도가 
폴리에스터 직물보다 66%, 면 직물보다 28%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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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보관 기간에 따른 직물의 냄새 강도 등급에 대한 평가자  
13명의 평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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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은 자연적으로 냄새가 잘 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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