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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cquisition and dyeability of the Gardenia jasminoides were examined to establish the opti
mum condition for extraction and storage in the process of obtaining the natural dye, Gardenia 
jasminoides colorant. Also the dyeability and colorfastness of Gardenia jasminoides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optimum part for obtaining the colorant from 
Gardenia jasminoides was the fat-removed seed. In all experiments, the part of fat-removed seed 
and pericarp was used. The optimum condition for extraction of Gardenia jasminoides colorant was 
at 401? and for 90 min. in methanol. As storage temperature was higher, the absorbance of 
colorant extract decreased rapidly.

The Gardenia jasminoides colorant exhibited dyeability to cotton, silk, wool, and nylon. The 
dyeability was the greatest in wool, and then nylon, silk, and cotton.

Both wool and nylon had the greatest K/S value at pH 3, however, nylon and cotton at pH 6

이 논문은 1998년도 경북대학교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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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H 8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increase in K/S value corresponded to temperature in 
wool and nylon, but the silk and cotton had the greatest K /S value at 60,C. Also, the K /S 
value increased in concomitant with the increased number of dyeing repetition.

In the most cases, colorfastness of light was weak but colorfastness of laundry, sweat was 
relatively excellent.

Key Word: Gardenia Jasminoides, Natural Dyeing, Colorant, Dyeability

I.서 론

치자는 꼭두서니과인 치자나무의 열매로 우리 

나라의 남부 지역과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생산 

되폐), 식용색소 뿐만 아니라 의류용 염료로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근대 이전의 

중국과 우리 나라에서는 치자염의 황색은 권위의 

상징색으로 일반인들에게 그 사용범위가 한정되 

었으며》, 근대 이후에는 합성염료의 편리함에 밀 

려 그 사용 용도가 제한적이게 되었다. 그러나 최 

근 치자색 소가 식용 색소로서 뿐만아니 라 의류용 

염료로서의 용도 및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어 식 

품류, 과자류 및 의류에의 사용량을 증가시키려 

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3也 특히 치자색소를 

의류용 염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8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백〃, 정% 박© 둥은 

치자염의 역사를 문헌 연구 및 치자염의 현대적 

의미에 관한 연구를 행하였다. 조 둥°은 치자색 

소의 셀룰로오즈 섬유에의 염색을 연구하였으며, 

김8)은 보다 광범위한 치자색소의 염색성 및 항균 

성에 관한 연구를 행하였다.

천연염료는 색소의 불안정성, 염색방법의 복잡 

성, 낮은 염색견뢰도 등 염료로서의 문제점이 많 

으나 합성 염료와 다르게 색조가 자연스럽고 부드 

러우며 염색 색조의 완전한 재현이 쉽지 않은 점 

이 오히려 좋은 특징이 될 수 있다. 즉 소비자의 

취향이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 가치를 지향하는 

점에서 천연염료의 특징은 고품격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아틀리에적 공예 

염색의 소재로서 활용도가 커지리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치자색소의 의류용 염료로의 실 

용화를 위한 기초 자료들을 보완하고 정리하는 

관점 에 서 치 자색 소의 효과적 인 추출 조건 에서부 

터 보관 방법 그리고 각 섬유에의 염색성을 실험 

하여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매염제 처리방법에 따른 색상 

문제와 염색견뢰도 중진을 위한 염색조건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n.실 험

치자 시료는 국산(남해산)으로 하였으며, 면천 

으로 표면을 깨끗이 닦고 4S0의 열풍건조기에서 

항량이 되도록 건조시킨 후 껍질 부분과 씨부분 

을 분리하였다. 각 부분별로 분리하여 분쇄기에 

넣고 분쇄한 후, 40 mesh로 처 리하였다. 씨부분 

은 껍질부분보다 많은 색소를 함유하고 있으나, 

많은 지방을 가지고 있어 추출된 색소액의 변화 

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ethyl ether를 용 

매로 하여 60P에서 48시간동안 Soxhlet장치로 

추출하였다. 본 실험의 치자 시료는 위의 치자 껍 

질과 탈지한 씨를 혼합하여 다시 분쇄기로 고르 

게 분쇄 한 것을 사용하였다.

1. 치자색소의 추출을 위한 최적 조건

치자색소의 추출 정도는 각 조건별로 추출된 

추출액을 흡광도로서 비교하였으며, 흡광도 측정 

기 기로는 uv /vis spectrophotometer (Beckman 
Co. Du-650, U.S.A)를 사용하였다. 모든 추출 실 

험은 5회 반복하였으며, 사용한 시료의 양은 치 

자 0.2g에 추출 용매 50g의 비율이 었다.

1) 추출 용매에 따른 추출 효과

치자색소 추출을 위한 효과적인 추출 용매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출 용매로는 methanol, eth
anol, water, acetone을 사용하였으며, 온도 40, 
60, 80, 9SC별로 30분간 Soxhlet 장치로 추출하 

였다. 색소 추출의 정도는 각 추출 용매의 爲林에 

서 측정 한 흡광도로서 비교하였다.

2) 치자 부분에 따른 추출 효과

-316 -



제 7권 제 2호 徐英淑•鄭智允 113

위 1)에서 가장 효과적인 추출 용매로 나타난 

methan이을 추출 용매로 사용하여 부분별 및 탈 

지 여부에 따른 색소 추출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비교 부분으로는 껍질, 탈지하지 않은 씨, 탈지한 

씨 부분으로 나누어서 실험하였으며, 온도 50, 
70, 90P별로 하여 30분간 Soxhlet 추출하였다. 

시료의 부분 및 탈지 여부에 따른 색소 추출의 정 

도는 사林 432nm에서 측정한 홉광도로서 비교하 

였다.

3) 온도와 시간에 따른 추출 효과

위 1)에서 가장 효과적인 추출용매로 나타난 

methan이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추출 온도와 시 

간 조건을 실험하기 위하여, 온도 조건 40, 60, 
80, 9512 각각에 대하여 시간 5, 10, 20, 30, 40, 
50, 60, 90, 120분으로 색소의 추출 정도를 실험 

하였다. 색소 추출의 정도는 추출액의 為林 432 
nm에서 측정한 흡광도로서 비교하였다.

2. 치자색소 추출액의 천연염료화와 보관성

1) 치자색소 추출액의 천연염료화

최적의 추출용매인 methan이을 사용하여 온도 

60P 에서 1시간동안 색소를 추출하였다.

사용한 치자와 용매의 양은 치자 10g당 용매 

250ml를 사용하였다. 추출된 색소액은 여과하고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60X? 에서 감압농 

축하고, 동결건조하여 천연 치자색소 분말을 얻 

었다. 이 분말상의 치자색소를 냉동보관하면서 

색소의 보관성 및 염색성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 

였다.

2) 치자색소액의 온도에 따른 변화

염색과정에서 온도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 

적인 색소의 파괴 정도와 섬유에의 염착 정도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위의 치자염료 0.1g을 

증류수 40g으로 녹인 후, 증류수를 가하여 흡광 

도 1.5로 맞춘 액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이 치자 

색소액을 40, 60, 80, 95P의 각 온도 조건별로 5, 
10, 20, 30, 40, 50, 60, 90, 120분간 처리하면서 

색소액의 흡광도 변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색소 

액의 변화 정도는 442nm에서의 흡광도로 나타내 

었다.

3. 치자색소의 염색성

섬유는 KS K 0905 규정 의 표준 면포, 견포, 양 

모포, 나일론포를 사용하였다.

염 액은 치자염료 0.1g당 buffer solution 40g의 

비율로 녹인 후 사就 442nm에서의 흡광도가 1.5 
가 되도록 buffer solution으로 조정하여 염액으 

루 사용하였다. Buffer solution은 Clark and 
Lubs Buffer Solution을 사용하였다.

Soaping 조건은 마르세이유 비누 2g//로 만들 

었으며, 50P에서 20분간 행하였다.

사용 기 기 로는, 염액의 흡광도 측정 에 uv /vis 
spectrophotometer(Beckman Co., Du-650, U. 
S.A), pH 측정에 pH meter (Mettler Co., 
Delta 340, Swiss), K/S의 측정에 Computer 
Color Matching System (Data Color Inter
national Co., SF 600 Plus)을 사용하였다.

1) pH와 온도에 따른 염색

각 섬유마다 pH 3〜10의 각 조건에 대하여 온 

도 40, 60, 80, 95P에 대한 염착 정도를 실험하였 

다. 욕비는 1:100이었으며, 시간은 2시간으로 하 

였다. 이상의 조건에서 진탕하면서 염색한 후 

soaping하고 수세 • 건조하였다. 각 조건에 따른 

염착 정도는 442nm에서의 K/S값으로 측정하였 

다.

2) 시간에 따른 염색

시간에 따른 염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섬유의 최적 pH와 온도 조건에서 0~48시간별로 

진탕하면서 염색하였다. 이때 욕비는 1:100으로 

하였다. 염색된 천은 soaping하고 수세 • 건조하 

였다. 각 조건에 따른 염착의 정도는 442nm에서 

의 K/S값으로 측정하였다. 섬유별 최적 pH와 

온도 조건은 wool, nylon의 경우는 pH 3의 9512 
이며, silk의 경우는 pH 6의 60P이며, cotton의 

경우는 pH 8의 60粘로 하였다.

3) 반복염색에 따른 염색

각 섬유의 반복염색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섬유별 최적 pH와 온도 조건에서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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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1:100, 염색 시간은 2시간으로한 염색 조건 

하에서의 염색을 1회, 2회, 3회, 4회, 5회 반복한 

후 soaping • 수세 • 건조하였다. 반복염색의 효 

과는 염색된 포의 442nm에서의 K/S값으로 비 

교하였다.

4. 염색견뢰도

염색견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욕비는 1:100 
으로 하고 시험포별 염색조건은, cotton의 경우 

는 pH 8, 6012, 2시간, silk는 pH 6, 6013, 2시간, 

wool은 pH 3, 95t!, 2시간, nylon은 pH 3, 95V, 
2시간의 조건에서 시험포별로 각각 염색하였다. 

모든 염색포는 염색후 soaping하고 수세 • 건조 

한 후 염색견뢰도 실험을 행하였다.

오염용 백포의 첨부는 KS K 0905 규준의 첨부 

백포 첨부 규정에 따라 첨부하였다.

일광견뢰도는 KS K 0700의 Fade-O-meter법 

에 준하였으며, Arc-carbon Fade-O meter (Shi- 
madzu CF-20N, Japan)를 사용하였다. 세탁견뢰 

도는 KS K 0430의 A-1 법에 준하였으며, 시험기 

는 Launder-O-meter(Heung Shin Industry, 
Korea)를 사용하였고, 세제는 시판 시약용 마르 

세이유비 누를 사용하였다. 땀견뢰도는 KS K 
0715에 준하여 처리하였으며, Perspirometer 
(Sung Shin Co., SS-220, Korea)를 이용하였다.

염색견뢰도는 Computer Color Matching Sy
stem (Data Color International Co., SF 600 
Plus)의 색차 측정으로 KS K 0910(오염용 표준 

회색 색표)과 KS K 0911(퇴색용 표준 회색 색 

표)을 기준으로 판정 하였다.

in. 결과 및 고찰

1. 치자색소의 추출을 위한 최적 조건

Fig. 1은 치자색 소의 최 적 추출을 위 한 조건 중 

먼저 최적의 추출 용제를 알아 보기 위하여 각 추 

출 용제별로 40, 60, 80, 9SC의 조건에서 30분간 

추출한 색소추출액들의 흡광도를 나타낸 그림이 

다. 모든 온도에서 methanol。］ 가장 높은 흡광도 

를 보였다. 그러나 60P 이상에서는 온도의 증가 

에 따른 흡광도의 중가는 거의 없었다.

〈Table 1〉은〈Fig. 1〉에서 사용된 각 추출 용

매들에서의 치자색소의 최대흡광도이다. 이 결과

<Fig. 1> Effect of solvent on extraction of 
colorant.

< Table 1> The wavelength of maximum 
absorption in solvents

Solvent 사收 (nm)

Methanol 432
Ethanol 432
Water 442
Aceton 430

<Fig. 2> Effect of extracted part and fat 
removal on the extraction of col
o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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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김3>의 연구와 거의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Fig. 2〉는 치자색소의 부위별 그리고 씨의 경 

우 탈지 여부에 따른 색소의 추출 정도를 비교한 

그림이다. 모든 온도 범위에서, 흡광도의 크기는 

탈지한 씨, 탈지하지 않은 씨, 그리고 껍질 부분 

의 순서 를 나타내 었다.

<Fig. 3〉은 최적 추출 용매인 methan이에서의 

추출 온도와 추출 시간의 요인에 따른 추출 효과 

를 나타낸 그림이다. 최대의 추출 효과를 나타내 

는 추출 온도별에 따른 추출 시간을 보면, 4(TC 에 

서는 90분, 60P에서는 60분, 80P와 9SC에서는 

30분이었다.

추출 온도가 높을수록 효과적이었으나, 최대추 

출 시간을 지나면 흡광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

<Fig. 3> Effect of time and temperature 
on the extraction of colorant.

향을 나타내 었다.

<Fig. 4〉는 치자색소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 

한 실험으로 치자색소액을 40, 60, 80, 95P의 조 

건별로 120분까지 처리하여 흡광도의 변화를 본 

그림이다. 모든 온도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색하였으며, 특히 온도가 높을수록 더 빨리 소 

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치자색소의 염색성

<Fig. 5〉는 면의 염색성에 대한 pH와 온도 요 

인의 효과를 나타낸 그림 이다.

면의 가장 효과적인 염색 온도와 pH 조건은 

pH 8의 60P이었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조건으 

로는 pH 7의 60P, pH 9의 60P, pH 10의 40P 
의 조건에서 높은 K/S값을 보였는데, 이들 조건 

들간의 차이 는 크지 않았다.

<Fig. 6〉은 견의 염색성에 대한 pH와 온도 요 

인의 효과를 나타낸 그림 이다.

견의 가장 효과적인 염색 온도와 pH 조건은 

6此에서의 pH 6과 pH 7이었다. 이들 두 조건들 

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은 양모의 염색성에 대한 pH와 온도 

요인의 효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양모의 가장 효과적인 염색 온도와 pH 조건은 

pH 3에서의 9SC였다. 다음으로 95P에서의 pH 
4와 pH 6조건이며 이들 두 조건들간의 K/S값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8〉은 나일론의 염색성에 대한 pH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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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st
ability of colorants.

<Fig. 5> Effect of pH and temperature on 
dyeability for cotton.

-319 -



116 치자색소의 염료화 및 염색성 복식문화연구

<Fig. 6> Effect of pH and temperature on 
dyeabil辻y for silk.

도 요인의 효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나일론의 가장 효과적 인 염색 온도와 pH 조건 

은 pH 3의 95P 이 었으며, 다음으로 효과적 인 조 

건으로는 pH 4의 95力에서 높은 K/S값을 보였 

다.

<Fig. 9〉는 각 섬유의 최적 염색 pH와 온도 조 

건에서의 시간에 따른 염착률을 나타낸 그림이다.

모든 섬유에서 시간의 중가에 따라 계속적인 

K/S값의 증가를 보였다.

<Fig. 10〉은 각 섬유별 반복염색에 따른 염착 

률을 나타낸 그림이다.

반복염색에 따른 염착률도 wool, nylon, silk, 
cotton의 순이었다. 모든 섬유에서 반복 염색에 

따라 계속적으로 K/S값의 중가를 보였으나, 면 

의 경우는 반복 염색에 의해서도 크게 K/S값이

<Fig. 9> Effect of time on dyeability.<Fig. 7> Effect of pH and temperature on 
dyeability for wool.

Number of dyeing

<Fig. 8> Effect of pH and temperature on 
dyeability for nylon.

<Fig. 10> Effect of 나le repeated dyeing on 
dy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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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염색견뢰도

<Table 2〉는 각 섬유의 염색견뢰도 결과이다.

세탁견뢰도는 면의 경우 변퇴색은 3급, 오염은 

4급이었으며, 견의 경우 변퇴색은 3~4급, 오염 

은 4~5급이었다. 양모의 경우 변퇴색이 4급, 오 

염은 4~5급이었으며, 나일론의 경우 변퇴색이 

3~4급, 오염은 4~5급이었다.

일광견뢰도는 면, 견 양모, 나일론에서 모두 

2~3급이었다.

산성 땀견뢰도는 면의 경우 변퇴색은 3~4급, 

오염은 2급이었으며, 견의 경우 변퇴색은 2~3 
급, 오염은 2급이었다. 양모의 경우 변퇴색이 

4~5급, 오염은 2~3급이었으며, 나일론의 경우 

변퇴색이 4급, 오염은 2〜3급이 었다.

알칼리성 땀견뢰도는 면의 경우 변퇴색은 4급, 

오염은 2~3급이었고, 견의 경우 변퇴색은 3급, 

오염은 2〜3급이었으며, 양모의 경우 변퇴색이 

4〜5급, 오염은 2~3급이었으며, 나일론의 경우 

변퇴색이 3~4급, 오염은 4급이었다.

IV. 결 론

치자로부터 천연 염재인 색소물질을 추출하고 

보관하는 방법과 염색성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자에서 색소의 함량이 가장 많은 부분은 씨 

부분이었다. 치자색소의 최적 추출 조건은 meth
anol 용매를 사용하여 40P 에서 90분간의 추출방 

법을 택하였다. 추출된 액은 보관 온도가 높을수 

록 급격 한 흡광도의 감소를 보였다. 추출된 치자 

색소의 보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출액을 감압건 

조한 후 동결건조하여 분말상으로 만든 다음, 냉 

동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치자색소의 염색적 특성에서, 치자색소는 면, 

견, 양모, 나일론에 대하여 염색성을 가졌으며, 

염색성의 순서는 양모, 나일론, 견, 면의 순으로 

염색성이 좋게 나타났다. 최적 pH조건은 양모와 

나일론의 경우 pH 3, 견의 경우 pH 6, 면의 경우 

pH 8이었고 최적 온도 조건으로는 양모와 나일 

론의 경우 95P였으며 온도가 높을수록 염색성이 

좋았으나, 견과 면의 경우는 60P에서 가장 염색 

성이 좋았다. 모든 섬유에서 염색의 반복회수가 

증가할수록 K/S치가 증가하였다.

염색견뢰도에 있어서 일광견뢰도는 전반적으 

로 2~3급이었으며, 세탁견뢰도는 3급에서 4급의 

범위였고, 땀견뢰도의 경우는 3급에서 4~5급의 

범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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