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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worst lig바也stress of a natural dye. To modify the fiber surface, low temperature 

oxygen plasma was carried out on silk fabric. The result is followed below after the examination of surface shape, 
dyeability, color change, UV absorbent influence and lightfastness.

1. When electric discharge outputs are 60W, 80W and 100W, and processing times are lOminutes, 20minutes 
and 40minutes, the etching effect of surface increased as electric discharge outputs and processing times 
increased.

2. When examined UV absorbent for 5hours, lOhours, 20hours, 40hours and 80hours, the value changes of JE 
are 1.47, 2.51, 2.91, 3.71, 4.51 and 5.31 in case of Al pre-mordanting/ plasma 80W, 20min./ UVabsorbent 
5% （100:1）, 2.31, 2.47, 3.84, 3.90, 3.61 and 4.42 in case of Al pre-mordanting/prasma 80W, 20min./ UV 
absorbent 5% （o.w.f.）. The lightfastness decreased when UV absorbent increased.

3. Dyeability of the samples pre-treated with five different methods was in the following order: plasma 
processing fbr 20minutes at 60W/A1 pre-mordanting > Al pre-mordanting > plasma processing for 20minutes 
at 60W > Al after-mordanting > non mordanting. Plasma treatment had superior effect on dyeability.

4. When UV absorbent was applied in fabric, the sample under higher electric discharge out puts showed more 
effective in improving iightfastness.

Key words: low temperature oxygen plasma（저온산소플라즈 마）, UV 사）sorbent（자외선홉수제）, li항htjosmess（일 

광견뢰도）.

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성질 증의 하나가 일광견뢰도

I. 서 론 이다. 천연염색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일광견

뢰도가 좋지 않다는 점이다. 일광견뢰도에 영향을 미 

좋은 품질의 염료는 섬유제품의 염색에 사용하기 치는 요인은 색조, 착색력, 직물, 자외선 흡수제의 종

위해서 여러 가지 내구성이 요구된다. 제품의 내구성 류 및 함량, 광원 및 광조사시간 등이 있다。일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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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에 관련된 연구를 보면 소목, 치자, 황벽을 A1, 

Cu, Cr, Fe, Sn을 사용하여 선매염 또는 후매염으로 

처리하여 일광견뢰도를 보았을 때 Cu로 선매염한 소 

목만 보통의 일광견뢰를 얻었고 모두 불량으로 나타 

났다고 보고하였다Wakida1 2 3 4 5 6 7 8 9' 등은 모와 나일론 6 

직물을 산소, 카본, 암모니아 테트라플로오르의 저온 

플라즈마로 처리하여 코치닐, 황벽, 꼭두서니, 자근 

과 같은 천연염료로 염색하였을 때 플라즈마 처리한 

모직물의 염착력은 자근을 제외하고 상당히 향상되 

었으나 나일론 6직물의 경우는 플라즈마 처리에 의 

해 염착력의 변화가 없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 

다. 엄성일'은 천연염료의 견뢰도를 향상시키기 위 

한 방법으로 천연매염제 사용, 합성매염제인 금속염 

첨 가, 카치온화제 등 합성 염료의 견뢰도 증진법 응용 

과 합성염료와의 혼합 사용 가능성 검토 등을 제시하 

였다. 또한 천연염색물의 일광견뢰도 증진 기술개발 

에서 4〜3급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었다. 일본은 세계 

적으로 천연염색이 가장 발달해 있고 특히 전통 천연 

염색의 과학화를 위해 각 지역의 기능보유자와 염직 

공예 연구소 및 섬유기술연구소 등과 연결하여 천연 

염색을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있다. Kanebo사의 경우 

천연염료중 40여종의 색에 대해 일광견뢰도 3급 이 

상의 염색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C. 

Kreul Kunstler Farben Co., Ltd에서 제조한 Mars reel는 

2 〜 4급, Heidelberger Naturfarben Co., Ltd에서 제조한 

Berlinerbhic의 경우 5급의 일광견뢰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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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제품인 상품화된 천연염료의 경우 현재 한국 

에서 연구되고 있는 천연염료보다 일광견뢰도가 높 

게 나타났다®. 섬유기술진흥원”의 연구에 의하면 벤 

조트리아졸계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차단 상품에 

필요한 근자외선 영역에서 흡수능력이 뛰어나 현재 

까지는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반응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화합물을 단분자 상태로 섬유 표면에 흡 

착시킬 수 있는 최근 첨단 신기술로서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저온 플라즈마를 응용하는 thi이ayer 

기술을 적용시키면 획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산소 저온 플라즈마 처 

리는 방전을 통해서 간단히 행할 수 있지만 플라즈 

마 처리 조건에 의해 microcrater의 크기가 변화되고 

이에 따라 섬유의 감량이 이루어진다. 산소 플라즈 

마 처리는 -OH 혹은 -OOH기 등의 극성기를 섬유 

표면에 도입하여 표면 에너지가 증가함으로써 친수 

성, 접착성이 향상되지만 섬유 표면에 과다한 층격 

이 가해져 고분자 표면 특성뿐만 아니라 고분자 물 

질 자체의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섬유 

소재에 적용되는 자외선 흡수제는 섬유 자체에서 자 

외선은 흡수 또는 산란시키고 가시광선은 반사시키 

는 물질을 혼입시키는 타입 （폴리에스터 섬유가 주 

처））과 자외선 흡수제를 섬유에 후가공하여 부착시키 

는 타입 （면섬유가 주처））의 두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흡수제가 자외선을 흡수하면 분자가 여기되나, 여기 

된 분자는 분해되는 일이 없이 에너지를 방출해서 

손실되어 버리고 다시 원래의 분자로 되돌아 가서 

반응을 반복하게 된다. 이 경우 방출된 열 에너지는 

극히 낮아 제품의 온도를 높이는 일은 없었다고 보 

고되고 있다. Violeta” 등은 acid, azo 염료로 염색한 

견직물의 광퇴화에 관한 감소를 연구하였는데 자외 

선 흡수제 （Cibafast W）는 염료의 광퇴화를 감소시켰 

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염색물의 가장 큰 취약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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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견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섬유 표면 에너지 

를 증가시켜서 섬유 표면 변화에 의해 일광견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플라즈마를 처리하고, 자외선 흡 

수제, 매염제 처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천연염색 

직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방 

법으로 염색견뢰도 시험용 견포에 저온산소 플라즈 

마 처리를 한 후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표면 변화를 

관찰하였고, 각 조건으로 처리한 견포를 소목에서 

추출한 염액으로 염색하였다.

조건에 따라 염욕에 자외선 차단제 Cibafest W 를 

첨가, FeCl2, AlCb를 사용하여 선매염, 후매염 처리 

한 후 K/S 값을 관찰하였다. 0~80시간까지 일광조 

사하여 각 처리조건에 의한 염색물의 색차, 색상 (L* 

a* b*), 일광견뢰도를 평가하였다.

U.실험

1. 시료 및 시약

1) 염 재

시중 약재상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소목의 건조 

심재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소목의 주색소 성분인 

brazi血의 구조는〈Fig. 1〉과 같다.

〈Fig. 1) Structural formula of brazilin.

2) 시험포

염색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KS K0905에 규정된 

염색견뢰도 시험용 표준 견직물로서 염색하기 전 

2%의 sodium silicate, 1%의 sodium carbonate를 용해 

한 욕비 1:40의 정련액에 넣어 60°C에서 30분간 처리 

한 후 수세 건조하였다.

3) A| 약

(1) 매염제

시Ch, FeCh. 1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2) 자외선 홉수제

Cibafast W (sulphonated benzotri azole derivative: Ci- 

ba-Geigy Co.)를 사용하였다.

2. 실험방법

1) 색소 추출

염재 500g을 증류수에 약 30분 가량 담궈서 농약 

이나 불순물을 울궈낸 후 증류수를 5L 넣고 60분간 

10(TC로 가열하여 1차 추출액을 얻었다. 1차 추출하 

고난 염재에서 다시 4L의 증류수를 넣어 100'C로 가 

열하여 2차 추출액을 얻은 후 1, 2차 추출액을 혼합 

하여 염액으로 사용하였다.

2) 염색, 가공 및 매염

욕비 1:100, 4(rc에서 시험포를 넣은 후 30분동안 

에 80°C 에 이르도록 한 후 80〜85°C에서 30분동안 

조건에 따라 5% (1:100; o.w.f.)자외선 흡수제를 염욕 

에 첨가하여 염색 하였고 각 매 염제 5% (o.w.f.)를 조 

건에 따라 80〜85°C에서 10분동안 매염처리하였다.

3) 플라즈마 처리

플라즈마 처리는 RF glow discharge plasma 기기를 

사용하였고 이때 radio frequency는 13.56 MHz로, 조 

건에 따라 방전 출력은 60W, 80W, 100W, 처리시간 

은 10분, 20분, 40분이었다. 플라즈마 기체는 산소를 

사용하였고 반응관내의 압력은 8xl0~3 Torr 이하까 

지 유지한 후 기체를 유입하여 10" Torr의 압력을 

유지하면서 플라즈마 처리를 하였다.

4) 표면변화 관찰

산소 저온 플라즈마 처리후의 섬유표면 형태는 

주사전자 현미경 (Scanning micro-scope Jeol JSM 

35-CF)을 사용하여 1,000〜 10,000 x 로 관찰하였다.

5) 겉보기 염착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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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후 염착량은 Spectrophotometer (Color Eye 

3000: Mecbeth U.S.A)를 이용하여 염색물의 최대흡 

수파장에 서 표면 반사율을 측정 하였고 Kubelka-Munk 

식에 따라서 염착농도 (K/S)를 구하였다.

K/S=(l -R)2/2R

K: 염색물의 흡수계수

S： 염색물의 산란계수

R： 분광반사율

6) 표면색 측정

염색된 시료의 색을 측정하기 위하여 Spectropho

tometer (Color Eye 3000: Macbeth)를 사용하여 색상 

(L*, a*, b*)과 색차 (/E)를 측정하였고, Munsell 표 

색변환법에 의하여 색의 삼속성 H, V/C를 구하였다.

/E=「(/L*)2 + (加*)2 + 以 b*)2

7) 일광조사에 의한 색변화 측정

일광견뢰도는 KS K 0700에 준하여 Weather-O-Me- 

ter (Atlas Electric Device Co., U.S.A.)를 사용하였고 조 

사시간은 조건에 따라。〜80시간까지 조절하여 조사하 

였고 광원은 carbon arc lamp를 사용하였다. 조광시간 

에 따른 염색물의 색 변화와 색차를 Spectrophotometer 

(Color Eye 3000: Macbeth U.S.A.)로 측정하였다.

m. 결과 및 고찰

i. 산소 저온 플라즈마 처리에 의한 표면변화

산소 저온 플라즈마 처리후의 섬유표면형태 는 주 

사전자 현미경 (Scanning Micro-scope Jeol JSM 35-CF) 

을 사용하여 처리시간에 따라 관찰한 결과 <Fig. 2> 

에서와 같이 microcr갼er가 형성되었다. 산소 플라즈 

마 처근］에 의해 견섬유 표면층에 microcrater가 생기

(a) untreated

(c) 20min., 60W

(b) 10min., 60W

(d) 40min., 60W

〈Fig. 2〉SEM photographs of silk fabrics: untreated & treated with oxygen plasma (1,00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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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 photographs of silk fabrics treated with oxygen plasma at 60w. for 20min.

고 플라즈마,처리시간을 60W, 8m Ton•에서 10분, 20 

분, 40분까지 처리시간을 증가시킴에 따라 섬유 표 

면의 microcrater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난 것을 b), c), 

d)의 SEM 사진에서 관찰할 수 있다. <Fig. 3〉에서는 

방전출력을 60W, 80W, 100W로 증가시킴에 따라 에 

칭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 처리시간 

보다는 방전출력의 증가에 의해 에 칭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출력 증가에 의해 충격에너지가 향 

상되거나 극성기들이 섬유표면의 결정영역까지 침 

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플라즈마와 자외선 흡수제 처리 조건이 염착량 

에 미치는 영향

8m Torr에서 20분간 방전출력 60W, 80W, 100W 

변화를 주면서 산소 플라즈마 처리한 후 조건에 따 

라 A1 선매 염, Fe 선매염, 염욕에 자외선 흡수제 5% 

(o.w.f.)를 첨가하여 80〜85°C에서 30분동안 염색을

〈Fig. 4> Apparent dye sorption of the plasma treated 

silk fabrics dyed with Caesalpinia sappan. L. 

(plasma treatment conditions, 20min. 8m Torr). 

한 염색물의 염착량, 플라즈마, 자외선 흡수제를 처 

리하지 않고 단지 선매염을 한 염색물의 염착량은 

<Fig. 4〉와 같다. A1 선매염후 방전출력이 60-100W 

로 증가함에 따라 K/S값이 1.88, 1.96, 2.00으로 나타 

났고, Fe 선매염의 경우 K/S값이 1.84, 1.96, 1.97로 나 

타났다.

시 선매염 후 자외선 흡수제 5% (o.f.w.)를 염욕에 

첨가하여 염색하였을 때 방전출력이 60〜 100W로 증 

가함에 따라 K/S 값이 2.02, 2.01, 2.18로 나타나 염 착 

량의 증가현상이 나타났다. 같은 조건에서 Fe 선매 

염의 경우 K/S 값이 1.97, 2.01, 2.17로 나타났다. 따라 

서 방전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염착량이 좋아지고, A1 

매염이 Fe 매염보다 염착량이 많았다.

플라즈마 자외선 흡수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 

다 산소 저온 플라즈마 방전출력을 증가시키고 선매 

염을 한 후 염색하였을 때 염착량이 증가하였고 그

Time (min.)

〈Fig. 5) Apparent dye sorption of the plasma treated 

silk fabrics dyed with Caesalpinia sappan. L. 
(plasma "mtment conditions: 60W, 100m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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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자외선 흡수제 처리를 하였을 때 염착량이 가장 

증가하였다. 따라서 플라즈마 처리, A1 선매염, 자외 

선 흡수제를 첨가하였을 경우 가장 염착량이 증가함 

은 알 수 있다.

〈Fig. 5〉는 8m Torr 60W에서 산소 플라즈마 처 리 

시간을 10분, 20분, 40분 변화를 주면서 처리조건에 

따라 매염 후 자외 선 흡수제 5% (1:100)를 염욕에 첨 

가하여 염색하였을 때 A1 선매염의 경우 플라즈마 

처리시간 경과에 따라 K/S 값이 1.34, 1.34, 1.39로 나 

왔고, Fe 선매염의 경우 1.34, 1.34, 1.36 K/S값이 나타 

났다.

자외선 흡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Fe 선매염만 하였 

을 경우 1.85, 1.85, 1.89의 K/S값을 나타내 자외선 흡 

수제의 양을 증가시켰을 때 선매염만 하여 염색한 

경우보다 오히려 염착량이 감소하였고 육안으로 관 

찰에서도 색상이 흐려져 있었다. 플라즈마 처리시간 

이나 방전출력보다 자외선 흡수제 첨가량에 의해 염 

착량이 크게 좌우되어 적정량의 자외선 흡수제를 첨 

가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Fig. 4>, <Fig. 5〉에서 Fe 선매염 한 견직물을 방전 

출력과 시간에 따른 염착량을 비교하였을 때 <Fig. 

4〉에서 방전출력을 60W, 80W, 100W로 증가시킴에

〈Table 1) Color change of the silk fabrics dyed with Caesalpinia sappan. L. by inadiation time

Item K/S

J E

Irradiation time (hr)

5 10 15 20 40 80

untreatment 1.70 3.92 3.80 4.이 5.42 6.80 7.43

A.1 pre-mordanting 1.87 3.21 3.43 3.82 4.52 5.43 6.91

Fe after-mordanting 1.80 3.44 3.47 4.94 4.54 5.72 7.32

Fe pre-mordanting/60W/1 Omin. 1.84 2.93 3.82 4.02 4.84 5.02 6.70

20min. 1.85 2.80 3.43 3.92 4.20 4.58 5.74

40min. 1.89 2.91 3.01 3.33 4.00 4.54 5.61

Fe pre-mordanting/60W/20min. 1.85 2.62 3.30 3.92 4.82 5.62 6.82

80W/20min. 1.96 2.51 4.00 3.82 4.34 5.32 6.71

100W/20min. 1.97 2.56 3.51 4.44 4.82 5.01 5.84

Al pre-mordanting/60W/20min. 1.88 2.51 2.91 4.30 4.42 5.43 5.44

80W/20min. 1.96 2.48 3.43 4.01 4.40 5.21 5.40

100W/20min. 2.00 2.55 3.41 4.03 4.21 5.42 5.41

Fe pre-mordantmg/60W/20min./Ci. 1.97 2.41 2.82 3.80 3.88 4.74 4.89

(o.w.f) 80W/20min./Ci. 2.01 2.31 2.47 2.80 3.90 3.61 4.72

100W/20min./Ci. 2.17 2.27 2.82 3.41 3.82 4.23 4.58

Al pre-mordanting/60W/20inin/Ci. 2.02 2.44 2.80 3.80 3.91 4.53 4.59

(o.w.f) 80W/20min/Ci. 2.01 2.31 2.47 3.84 3.90 3.61 4.42

100W/20min/Ci. 2.18 2.30 2.72 29 3.86 3.74 4.41

Al pre-mordanting/60W/l Omin./Ci. 1.34 1.83 2.50 3.02 3.76 4.64 5.82

(1:100) 80W/20min/Ci. 1.34 1.47 2.51 2.91 3.71 4.51 5.31

100W/40min/Ci. 1.39 1.46 2.02 2.82 3.71 4.01 5.32

Fc pre-mordanting/60W/10min/Ci. 1.34 2.11 2.62 3.84 4.95 5.89 6.01

(1:100) 80W/20min/Ci 1.34 1.47 2.54 3.62 4.91 5.89 5.92

I00W/20min./Ci 1.36 1.84 2.61 3.61 4.00 5.48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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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염착량이 1.85, 1.96, 1.97의 K/S 값으로 증가하 

였다. <Fig. 5〉에서 플라즈마 처리시간이 10분, 20분, 

40분 증가함에 따라 1.84, 1.85, 1.89 K/S값으로 염착 

량이 나타나 전반적으로 플라즈마 처리시간을 증가 

시키는 것보다 방전출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염착량 

이 높게 나타났다.

3. 일광조사 시간에 의한 색상 변화

5〜80시간까지 일광조사하여 일광에 의한 색변 

화를 본 결과는 (Table 1>, (Table 2〉와 같다. 미처리 

한직물의 경우 일광조사 시간이 5, 10, 15, 20, 40, 80 

시간으로 경과함에 따라 /E값이 3.92〜7.43까지 나 

타났고, A1 선매염한 직물은 3.21-6.91, Fe 후매염한 

직물은 3.44〜7.32의 색차를 보여 미처리한 직물의 

일광견뢰도가 가장 낮았다. 또한 60W, 20분 Fe선매 

염한 직물의 2.62〜6.82, 60W, 20분, A1 선매염한 직 

물의 경우 2.51 〜5.44의 색차를 보여 Fe 매염제를 사 

용한 것보다 A1 매염제를 사용하였을 때 일광견뢰도

〈Table 2〉Color change of the silk fabrics dyed with Caesalpinia sappan. L. by irradiation time

^\\hHtern Before agent 5hr lOhr

L* a* b* H,V/C L* a* b* H,V/C L* a* b* H,V/C

untreatment 59.66 12.01 15.75
2.60YR

5.80/3.70
59.19 11.98 13.58

1.46YR
5.75/3.46

69.57 10.47 13.07
2.00YR

6.79/3.25

Al pre
mordanting

57.20 10.88 11.54
1.11YR

5.55/3.05
56.94 10.62 10.44

0.51YR
5.53/2.91

67.15 9.72 10.15
0.70YR

6.55/2.83

Fe/ 60W 
,20min.

59.79 11.79 15.44
2.60YR

5.81/3.63
58.61 11.01 12.80

1.76YR
5.69/3.21

65.47 10.39 12.94
2.08YR

6.38/3.18

A1/60W 
,20min.

57.22 10.62 15.44
3.48YR

5.55/3.43
57.19 10.37 10.26

0.60YR
5.55/2.85

64.22 8.89 12.87
3.29YR

6.25/2.90

A1/60W 
.10min/Ci

62.48 15.53 14.17
9.44R 

6.08/4.22
62.92 14.91 12.09

62.92R 
14.91/12.09

66.92 12.62 9.71
8.14R

6.53/3.40

A1/60W 
.20min./Ci.

62.31 15.50 13.67
9.17R 

6.06/4.17
62.59 14.51 11.00

8.03R
6.09/3.82

63.68 12.47 10.03
8.56R

6.20/3.33

A1/60W 
,40min./Ci.

61.80 15.51 13.95
9.32R

6.01/4.19
61.67 14.35 11.07

8.19R 
6.00/3.78

63.49 12.01 9.54
8.49R 

6.18/3.20

Fe/60W 
.lOmi^Ci.

59.29 3.48 7.15
6.20YR

5.76/1.35
60.01 3.88 5.63

3.72YR
5.83/1.23

62.79 3.29 9.52
8.00YR

6.11/1.63

Fe/60W 
.20min/Ci.

59.05 3.40 7.06
6.28YR

5.74/1.33
59.86 3.1?4 5.82

3.91YR
5.82/1.26

61.02 3.04 4.82
4.42YR

5.93/1.00

Fe/60W 
^OmirVCi.

59.93 4.05 9.04
6.70YR

5.82/1.66
60.57 4.29 7.13

4.61YR
5.89/1.46

60.27 3.72 4.52
2.45YR

5.86/1.08

Fe/ 60W 
.10min

52.07 나）.08 3.02
4.04Y

5.05/0.43
52.13 -0.119 2.91

4.04Y
5.05/0.41

61.69 -0.16 2.70
3.85Y 

6.00/0.37

FM0W 
.20min

52.17 0.06 3.10
3.31Y 

5.06/0.45
52.38 0.20 2.93

2.52Y
5.08/0.43

52.24 0.07 2.85
3.26Y

5.07/0.41

Fe/60W 
.40min.

52.03 -0.05 3.07
3.60Y 

5.04/0.44
52.18 0.11 2.96

8.29YR
5.06/0.51

52.46 -0.12 2.94
4.11Y

5.09/0.41

Fe after-mor 
danting 
/60W.20min.

54.45 1.06 1.65
4.89YR

5.28/0.34
54.85 1.14 3.84

9.02YR
5.32/0.63

55.82 1.23 4.67
9.38Y 

5.4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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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좋았다. Cibafast W 5% (100:1), 5% (o.w.f.) 를 염 

욕에 처리하여 자외선 흡수제의 영향을 보았을 때 

5〜 80시 간까지 일광조사한 후 Z1E값의 변화는 A1 선 

매 염/플라즈마 80W, 20분/자외선 흡수제 5% (100:1) 

의 경우 1.47, 2.51, 2.91, 3.71, 4.51, 5.31 이었고. A1 선 

매 엽/플라즈마 80W, 20분/자외 선 흡수제 5% (o.w.f.) 

의 경우 2.31, 2.47, 3.84, 3.90, 3.61, 4.42로 나타나 자 

외선 흡수제의 양을 증가시켰을 때 /E값의 변화가 

커서 일광견뢰도가 좋지 않았다. 시 선매염 100W, 

20분, 자외선 흡수제 처리를 하였을 경우 2.30〜4.41 

의 가장 낮은 색차를 보여 일광견뢰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는 5〜10시간 까지 일광조사를 하였을 

경우 표면색 변화이다. 미처리 직물의 경우 10시간 

의 일광조사에서 L* 값이 급격히 증가현상을 보였 

다. Al 60W, 40분 자외선 처리에서는 L* 값이 미처리 

직물보다 변화가 적어 일광견뢰도 향상 현상을 보였 

다. 일광조사 시간이 길수록 L*가 증가하였으나 플 

라즈마 처리시간, 방전출력이 증가하고 자외선 흡수 

제 픈 5% (o.f.w.) 첨 가하였을 경우 가장 L* 값의 변화 

가 적었다. a*, b* 는 감소현상을 보여 GB계열로 변 

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W. 결 론

천연염색물의 가장 큰 취약점인 일광견뢰도를 향 

상시켜 천연염색 직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이에 

대한 방법으로 시험용 견포에 산소 지운 플라즈마 

처리를 한 후 각처리 조건에 의한 표면영태 분석. 염 

색물의 염착량, 색변화, 자외선 흡수제의 영향, 일광 

견뢰도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견직물에 산소 저온 플라즈마 처리하여 주사 전 

자현미경으로 표면변화를 관찰한 견과 방전츨력 

이 60W, 80W, 100W, 처리시간이 10분, 20분, 40 

분 처리하였을 때 방전줄력, 시 간이 증가함에 따 

라 견섬유 표면의 에칭효과도 증가하였다.

2. Cibafast W 5% (100:1), 5% (o.w.f.)를 염욕에 처리 

하여 자외선 흡수제의 영향을 보았을 때 0시간, 

5시간, 10시간’ 20시간 40시간, 80시간 일광조사 

한 후 Z/E값의 변화는 A1 선매염/플라즈마 60W. 

10분/자외선 흡수제 5% (100:1)의 경우 80W, 20 

분/자외선 흡수제 5% (100:1)의 경우 1.47, 2.51, 

2.91, 3.71, 4.51, 5.31 이었고, A1 선매염/플라즈마 

80W, 20분/ 자외선 흡수제 5% (o.w.f.)의 경우 

2.31, 2.47, 3.84, 3.90, 3.61, 4.42로 나타나 자외선 

흡수제의 양을 증가시켰을 때 Z/E 값의 변화가 

커서 일광견뢰도가 좋지 않았다.

3. 미처리, A1 선매염, A1 후매염, 60W에서 20분동 

안 플라즈마 처리, 60W. 20분 플라즈마처리/AI 

선매염한 5종류의 시료를 같은 조건에서 동시에 

염색하였을 때 60W. 20분 플라즈마 처리/A1 선 

매염〉A1 선매염〉60W.20분 플라즈마 처리〉 

A1 후매염 > 미처리 순으로 염착량이 높게 나타 

나 플라즈마 처리를 한 후 선매염 처리를 한 염 

색물의 염착량이 우수하였다.

4. 플라즈마 처리시간보다 방전출력이 클수록, 자 

외선 흡수제 량을 첨가하였을 때 일광견뢰가 좋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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