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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t is difficult to dye nylon/viscose rayon mixture fabrics by one-bath one-step dyeing method, because acid 
dyes and reactive dyes require acidic dyebath for adsorption and alkaline dyebath for fixation respectively. In order to                 
overcome the disadvantage of the conventional two bath two step dyeing method of nylon/viscose rayon mixture fabric, 
it was pretreated with cationizing agent containing chlorohydrine group in aqueous solution of sodium hydroxide. The pre-
treated nylon/viscose rayon mixture fabrics produced cationized fabrics that could be dyed with acid dyes and reactive 
dyes under neutral condition.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dyeing possibilities, surface reflectance spectra 
and color characteristics of cationized nylon/viscose rayon mixture fabrics with acid dyes and reactive dyes in a non-elec-
trolytic and neutral dyebath by one bath one step dye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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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나일론/비스코스레이온 교직물을 염색할 경우 대체로 비스코     

스레이온 측을 알칼리가 필요한 반응성염료의 별도 욕에서 염       

색하고, 이어서 나일론 측을 산성염료 염욕에서 염색하는 2욕       

염색법이 주로 적용된다. 그런데 2욕 염색법은 염색시간이 많       

이 소요될 뿐 만 아니라, 용수의 과다 사용, 고에너지 사용 등          

에 의한 염색가공비의 원가상승을 유발시켜 상품경쟁력을 저하      

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염색주기를 단기화 하여 2욕 염색        

법의 문제점을 개선시켜 1욕 염색법에 의해서도 염색이 가능       

하게 위해서는 나일론/비스코스레이온 교직물을 카티온화 하여     

중성욕에서 산성염료 뿐 만 아니라, 반응성염료의 염착성을 부       

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 비스코스레이온 등의 셀룰로오스계 섬유를 카티온화 시      

키는 초기의 방법은 셀룰로오스를 알칼리의 존재하에서 2-아미      

노에틸슬폰산, β-클로로에틸디에틸아민하이드로클로라이드, 글  

리시딜트리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 등의 아민화합물과의 반응에   

의하여 셀룰로오스 분자내에 아민기를 도입하였다(Hoffpauir ·     

Guthrie, 1950; Reeves · Guthrie, 1953; Soignet et al, 1966). 

그러나 상기의 일련의 아민화합물은 많은 양의 알칼리제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때로는 격렬한 반응이 수반되어 직물의     

물성이 크게 저하되는 단점이 발생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분자중에 아미노기 특히 암모늄기를 양이온성기     

로서 함유하는 반응형 카티온제(Burkinshow et al, 1989;     

Burkinshow et al, 1990; Lei·Lewis, 1990)가 근래에 많이 사     

용되고 있다. 이들은 반응성기인 클로로히드린기, 에폭시기, 클     

로로피리미딘기, 하이드록시디아제티지니움클로라이드기 등이  

알칼리의 존재하에서 셀룰로오스, 나일론 등의 -OH, -NH,     

-COOH기 등을 함유한 폴리머의 활성수소와 반응하여 분자내     

에 아민기나 4급암모늄기가 도입된 카티온화 물질을 생성하게     

된다. 이처럼 카티온화된 섬유는 산성염료로 염색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반응성염료로서 염색할 경우에는 중성염과 알     

칼리가 없는 산성 또는 중성염욕에서도 고농도의 염착이 가능     

하게 된다. 또한 카티온화 처리방법, 개질사와 미개질사의 혼방     

과 교직물의 설계, 침염과 날염의 병행가공 등에 따라서 다양     

한 염색효과를 부여할 수도 있다(寺尾, 1987).

본 연구에서는 나일론/카티온화 면 혼방품의 산성염료/직접     

염료에 의한 1욕2단 염색에 관한 연구(성우경, 2000)에 이어 2     

개의 클로로히드린기를 분자 내에 함유한 다관능형 카티온제로     

서 나일론/비스코스레이온 교직물에 전처리하여 중성욕에서 산     

성염료 뿐 만 아니라, 반응성염료에 염착성을 부여하여 1욕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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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염색공정을 적용시켜 이의 염색성, 분광특성 및 색채거동 등        

을 연구, 검토하였다. 

2. 실 험

2.1. 시료 및 시약

실험에 사용된 나일론은 KS K0905 규정용 표준백포, 그리       

고 비스코스레이온 및 나일론/비스코스레이온 교직물(이하: N/     

R교직물)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카티온화제는 2개의 클로로히드린기를 반응성기로 하는 다     

작용형 Cationon UK(一方社油脂工業(株), 일본)로서 이의 구조     

식은 다음과 같다.

Scheme 1. Chemical structure of used cationizing agent

사용된 산성염료는 levelling type의 C.I. Acid Red 57(이하:       

Acid Red 57), C.I. Acid Yellow 25(이하: Acid Yellow 25),         

C.I. Acid Blue 64(이하: Acid Blue 64) 그리고 반응성염료는        

친핵성치환형의 C. I. Reactive Red 187(이하: Reactive Red       

187), C. I. Reactive Yellow 95(이하: Reactive Yellow 95),        

C. I. Reactive Blue 195(이하: Reactive Blue 195)를 사용하        

였다. sodium hydroxide, sodium sulfate 등의 조제 및 pH조        

절용의 acetic acid, sodium acetate, potassium phosphate,      

disodium tetraborate, sodium hydroxide 등은 1급시약을 사용      

하였다. 

2.2. 카티온화 시료의 제조 

나일론(이하: 미처리 나일론), 비스코스레이온(이하: 카티온화    

비스코스레이온) 및 N/R교직물(이하: 미처리 N/R교직물)을 욕     

비 1:20, 카티온화제 농도 3% o.w.f, sodium hydroxide 0.5%        

o.w.f로 조정된 용액에 넣고 60
o
C에서 40분간 처리를 하고,       

0.1N 초산으로 중화처리, 수세, 건조하여 4급 아민기가 도입된       

나일론(이하: 카티온화 나일론), 비스코스레이온(이하: 카티온화    

비스코스레이온) 및 N/R교직물(이하: 카티온화 N/R교직물)을    

제조하였다. 

2.3. 염색실험

산성염료와 반응성염료에 의한 염색 : 미처리 시료와 카티온     

화 시료에 대한 Acid Red 57와 Reactive Red 187의 각종     

염색조건에 따른 염색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염료농도(0.5, 1, 2,     

3% o.w.f), 염색온도(40, 70, 100
o
C), 염욕 pH(4.5, 7, 9, 11)     

및 중성염의 영향 등에 관한 염색실험을 하였다.

정규 염색조건은 욕비 1:30, 염료농도 2% o.w.f으로 하여     

상온에서 승온속도 2
o
C/min으로 100

o
C까지 승온시킨 뒤, 이의     

온도에서 40분간 염색하였다. 염욕 pH조정의 경우에는 pH 4.5     

는 acetic acid와 sodium acetate를, pH 7은 증류수를, pH 9     

는 disodium tetraborate와 potassium phosphate를 pH 11은     

disodium tetraborate와 sodium hydroxide의 완충용액을 제조하     

여 사용하였다.

산성염료/반응성염료에 의한 1욕 염색 : 카티온화 N/R교직     

물을 산성염료 3종(Acid Red 57, Acid Yellow 25, Acid     

Blue 64)과 반응성염료 3종(Reactive Red 187, Reactive     

Yellow 95, Reactive Blue 195)을 사용하여 각 염료별 1종씩     

배합하여 산성염료/반응성염료(1% o.w.f/1% o.w.f)의 혼합염료    

9종을 조제하여 1욕법에 의하여 염색하였다. 이때 염색조건은     

욕비 1:30, 상온에서 승온속도 2
o
C/min으로 100

o
C까지 승온시     

킨 뒤, 이의 온도에서 40분간 염색하였다.

 

2.4. 표면색 농도 및 분광특성 평가

염색물의 표면색농도는 CCM(Datacolor Spectraflash SF600,    

U.S.A.)을 이용하여 광원 D65, 10
o
조건으로 10nm의 파장간격으     

로 360 nm~700 nm의 영역범위에서 측색하여 다음 (1)의     

Kubelka-Munk식에 의해 구해지는 K/S값으로 나타내었다    

(Saltzman, 1981). 

(1)

여기서, R은 최대흡수파장에서의 표면반사율(0<R<1), K는    

흡광계수, S는 산란계수이다. 또한 염색물의 분광특성과 색채     

특성은 분광반사율곡선 및 CIE-LAB Graph의 거동 등에 의하     

여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염료농도의 영향

 

K S⁄
1 R–( )

2

2R
--------------------=

Table 1. Characteristics of used fabrics

Fabric Weave
Counts  Density (thread/inch) Mixture weight ratio 

Warp Weft Warp Weft Warp/Weft

Nylon Plain 70d 70d 109 76 -

VR Plain RSF 30's/1 RSF 30's/1 68 129 -

N/R Dobby NF 70d/34f RSF 40's/1 129 88 45/55

VR:Viscose rayon, N/R:Nylon/Viscose rayon mixture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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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과 Fig. 2는 각각 Acid Red 57과 Reactive Red 187          

를 사용하여 산, 알칼리 및 중성염 등이 첨가되지 않은 중성욕         

에서 카티온화 N/R교직물을 1욕법에 의하여 염색시 이들 염료       

의 농도변화에 따른 염색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처리 및 카티        

온화 나일론과 비스코스레이온에 대해 염료 농도변화(0.5, 1, 2,       

3% o.w.f)에 따른 염착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Fig. 1에 따르면 예상되는 바와 같이 산성염료는 미처리 비        

스코스레이온에 대해서는 염착성이 거의 없지만, 카티온화 비      

스코스레이온의 경우 나일론에 비해서는 낮지만, 비교적 높은      

염착량을 나타내었다. 또한 카티온화 나일론은 미처리 나일론      

에 비하여 염착량의 증가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약        

간 향상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셀룰로오스계 섬유에 대       

한 반응성염료의 염착은 알칼리의 존재 하에서 셀룰로오스섬유      

의 히드록실기와 에테르결합에 의한 친핵성 치환반응 또는 친       

핵성 첨가반응으로 공유결합의 메카니즘으로 이루어진다. 그러     

므로 염료의 용해성저하와 섬유표면의 (-)전하를 중화시켜 섬      

유에 대한 염료의 직접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중성염이 가해       

진다. 따라서 Fig. 2에서처럼 중성염과 알칼리제가 전혀 가해지       

지 않은 염욕에서 미처리 비스코스레이온은 반응성염료에 대해      

염착성이 거의 없으나, 카티온화 비스코스레이온의 경우에는 높      

은 염착량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나일론의 경우 미처리는 염료       

농도 증가에 따른 염착량이 미소하게 증가하지만, 카티온화 나       

일론의 경우는 빌드엎성이 양호하여 카티온화 처리에 따른 효       

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나일론, 비스코스레이온이 카티온화 처리에 의하여     

산성염료와 반응성염료에 대해 염착성이 증진되는 현상은 -NH,      

-COOH, -OH기 등의 활성수소를 가지는 천연 및 합성폴리머       

등이 알칼리의 존재 하에서 클로로히드린기를 반응성기로 하는      

다작용형 카티온화제의 처리에 의하여 이들 물질은 전혀 다른       

이온적 특성을 갖게 되어 산성염료와 반응성염료 등의 음이온       

성 염료에 대하여 높은 친화성을 갖게 되는 염색성 개질의 효         

과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3.2. 염색온도의 영향

Fig. 3과 Fig. 4는 각각 Acid Red 57과 Reactive Red 187     

로 산, 알칼리 및 중성염 등이 첨가되지 않은 중성욕에서 카티     

온화 N/R교직물을 1욕법에 의하여 염색시 최고 염색온도 설정     

에 따른 염색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카티온화 나일론과 비스코     

스레이온을 염료농도 2% o.w.f, 욕비 1:20, 상온에서 승온속도     

2
o
C/min으로 각각 40, 70, 100

o
C까지 승온시킨 뒤, 이의 온도     

에서 40분간 염색하였다. 

Fig. 3에서 Acid Red 57의 카티온화 비스코스레이온에 대한     

염착성은 염색온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지만, 카티온화 나     

일론은 염색온도가 클수록 염착성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Fig. 4     

의 카티온화 나일론과 비스코스레이온에 대한 Reactive Red     

187의 염착성은 염색온도에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

3.3. 염욕 pH의 영향

Fig. 5와 Fig. 6은 각각 Acid Red 57과 Reactive Red 187     

를 사용하여 카티온화 N/R교직물을 1욕법에 의하여 염색시 염     

욕의 pH변화(4.5, 7, 9, 11)에 따른 염색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농도 2% o.w.f 조건하에서 카티온화 나일론과 비스코스레이온     

에 대한 염착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Fig. 5에 따르면 Acid Red 57로 염색시 카티온화 나일론은     

pH가 낮아질수록 염착량은 큰 폭으로 증가를 하지만, 반면 카     

티온화 비스코스레이온은 pH가 높을수록 완만하게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Fig. 6에서는 Reactive Red 187로 염색시     

카티온화 나일론은 pH 4.5에서 K/S값이 14.2정도의 높은 염착     

량을 나타내나, 그 외 pH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염     

착량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pH가 낮아질수록 염착량이 증가하     

는 것은 산성염료에 의한 나일론 염색은 나일론의 amino 말단     

기에 염료음이온(D-SO3

-
)의 결합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지나, 염     

Fig. 1. Effect of concentration of dye on the K/S values of untreated nylon,             

cationized nylon, untreated viscose rayon, and cationized viscose rayon dyed         

with C.I. Acid Red 57.

Fig. 2. Effect of concentration of dye on the K/S values of untreated nylon,             

cationized nylon, untreated viscose rayon, and cationized viscose rayon        

dyed with C.I. Reactive Red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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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의 pH가 낮아짐에 따라 amide기도 염료가 조염형으로 결합       

할 수 있는 염착 활성점으로서 역할(안경조, 1999)을 하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카티온화 비스코스레이온은 pH      

4.5에서 K/S값이 4.6정도이나, 그 이상의 pH변화에서는 이보다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였다. 따       

라서 카티온화 시료는 1욕염색시 사용되는 염료가 2종일 경우,       

pH변화에 따라 염료는 서로 다른 염착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염욕의 적절한 pH설정은 카티온화 N/R교직물 각성분의 color      

strength를 조절하여 다양한 염색적 효과를 표출하는 데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3.4. 중성염의 영향

Fig. 7은 Acid Red 57과 Reactive Red 187를 사용하여 카         

티온화 N/R교직물을 1욕법에 의하여 염색시 중성염인 Na2SO4      

(40 g/l)의 첨가여, 부에 따른 염색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산, 알         

칼리가 첨가되지 않은 중성욕에서 염료농도 2% o.w.f 조건하       

에서 카티온화 나일론과 비스코스레이온에 대한 염착거동을 나      

Fig. 7. Effect of sodium sulfate on the K/S values of cationized nylon 

and cationized viscose rayon dyed with C.I. Acid Red 57 and C.I. Reac- 

tive Red 187.

Fig. 4. Effect of temperature of dyeing on the K/S values of cationized 

nylon and cationized viscose rayon dyed with C.I. Reactive Red 187.

Fig. 5. Effect of pH on the K/S values of cationized nylon and cationized 

viscose rayon dyed with C.I. Acid Red 57.

Fig. 6. Effect of pH on the K/S values of cationized nylon and cationized

viscose rayon dyed with C.I. Reactive Red 187.

Fig. 3. Effect of temperature of dyeing on the K/S values of cationized 

nylon and cationized viscose rayon dyed with C.I. Acid Red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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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것이다.

카티온화 나일론과 비스코스레이온은 중성염을 첨가하지 않     

더라도 산성염료와 반응성염료에 대한 염착성을 가지고 있지만,      

Fig. 7에서처럼 Na2SO4(40 g/l)이 첨가된 경우 염착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황산나트륨첨가에 의하여 염착성이 증진하     

는 것은 염료의 용해성 저하와 카티온화 되지 않은 부분의 (-)         

표면전하가 전해질 이온과 중화되어 염료의 음이온기와의 반발      

력이 약해지는 것이 주원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산성염료와 반응성염료의 혼합염료에 의한 카티온     

화 N/R교직물을 1욕염색시 카티온화 N/R교직물 각성분의     

color strength를 조절하여 다양한 염색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산, 알칼리 등의 조제첨가 없이 중성염의 적절한 농도조정 만        

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3.5. 산성염료/반응성염료에 의한 1욕 염색

Fig. 8, Fig. 9 및 Fig. 10은 산성염료 3종(Acid Red 57,          

Acid Yellow 25, Acid Blue 64)과 반응성염료 3종(Reactive       

Red 187, Reactive Yellow 95, Reactive Blue 195)을 사용하        

여 산, 알칼리 및 중성염 등이 첨가되지 않은 중성욕에서 각각         

카티온화 나일론, 카티온화 비스코스레이온, 카티온화 N/R교직     

물을 1욕법에 의하여 각 염료별 1종씩 산성염료/반응성염료(1%      

o.w.f/1% o.w.f)로 배합하여 염색된 염색물의 분광반사율을 나      

타낸 것이다. 

Fig. 8~Fig. 10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카티온화 나일론의 경       

우, 산성염료의 염색성이 반응성염료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주       

로 산성염료의 색상에 의존하는 염색물의 분광반사율곡선을 나      

타내었다. 예컨대 Acid Red 57과 조합된 반응성염료 3종의 경        

우 410 nm~430 nm에서의 반사율이 낮고 둔화된 봉우리와       

640 nm~700 nm에서의 최대반사율영역 등이 나타나는 적색계통      

으로 나타났고, Acid Yellow 25와 조합된 반응성염료 3종의       

경우에는 360nm~450nm에서의 최저반사율영역과  

610 nm~700 nm에서의 최대반사율영역 등이 나타나는 황색계통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Acid Blue 64와 조합된 반응성염료 3     

종의 경우에는 sharp한 봉우리가 430 nm~450 nm에서 나타나는     

청색계통으로 나타났다.

한편 카티온화 비스코스레이온의 경우에는 카티온화 나일론     

과는 달리 산성염료에도 염착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염착성     

이 큰 반응성염료의 색상이 강화된 염색물의 분광반사율곡선을     

나타내었다. 또한 카티온화 N/R 교직물의 경우에는 대체적으     

로 카티온화 나일론과 카티온화 비스코스레이온의 분광반사율     

곡선의 중간거동을 나타내었다.

또한 CIE-Lab system의 색상좌표는 0을 기준으로 하여 a*     

축과 b*축으로 이루어지며 +a*는 red, -a*는 green, +b*는     

yellow 그리고 -b*는 blue를 의미하는 4분면상에 위치한다.

Fig. 11~Fig. 13은 상기 Fig. 8~Fig. 10의 염색물들에 대한     

표면 색채거동을 CIE-Lab system의 색상좌표(a*, b*)로서 나타     

 

       

Fig. 8. Changes in the reflectance spectra of cationized nylon fabrics  

dyed with mixtures of acid dyes/reactive dyes by one bath one step  

dyeing method.

Fig. 10. Changes in the reflectance spectra of cationized nylon/viscose rayon         

mixture fabrics dyed with mixtures of acid dyes/reactive dyes by one bath         

one step dyeing method.

  

Fig. 9. Changes in the reflectance spectra of cationized viscose rayon 

fabrics dyed with mixtures of acid dyes/reactive dyes by one bath one 

step dye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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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다. 그리고 염색물의 색상각(H
o
)을 tan

-1
= b*/a* 에 의        

하여 구하여 이를 Fig. 14에 나타내었다. 

앞서 고찰한 Fig. 8~Fig. 10의 분광반사율의 거동과 함께       

Fig. 11~Fig. 14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카티온화 나일론의 경       

우, 반응성염료의 염착성은 미비한 반면 산성염료의 염착성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염색물의 색상좌표는 반응성       

염료 3종과 함께 Acid Red 57이 사용된 경우 색상각(H
o
)은        

348
o
~356

o
, Acid Yellow 25이 사용된 경우 색상각(H

o
)은      

84
o
~97

o
, Acid Blue 64가 사용된 경우 색상각(H

o
)은 279

o
~     

281
o
의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각각 +a*축, +b*축, 그리고 -     

b*축 부근에 위치를 하여 각각 염료배합시 동색계통의 염료를     

사용했을 경우는 물론이고 이색계통의 염료를 사용했을 경우에     

도 +a*축, +b*축, 그리고 -b*축 부근에 위치를 함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카티온화 비스코스레이온의 경우, 카티온화 나일론과     

달리 산성염료에도 염착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염착성이 큰     

 

Fig. 11. CIE-LAB graph of cationized nylon dyed with mixtures of  

acid dyes(1% o.w.f)/reactive dyes(1% o.w.f) by one bath one step 

dyeing method. 

Fig. 13. CIE-LAB graph of cationized N/R mixture fabrics dyed with 

mixtures of acid dyes(1% o.w.f)/reactive dyes(1% o.w.f) by one bath  

one step dyeing method. 

Fig. 12. CIE-LAB graph of cationized viscose rayon dyed with mixtures 

of acid dyes(1% o.w.f)/reactive dyes(1% o.w.f) by one bath one step 

dyeing method. 

Fig. 14. Changes in the hue angle(H
o

) of cationized nylon, cationized     

viscose rayon, and cationized N/R mixture fabrics dyed with mixtures of     

acid dyes(1% o.w.f)/reactive dyes(1% o.w.f) by one bath one step dye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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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성염료의 영향으로 인하여 염색물의 색상좌표는 반응성염     

료 3종과 함께 Acid Red 57이 사용된 경우 색상각(H
o
)은        

289
o
~83

o
, Acid Yellow 25이 사용된 경우 색상각(H

o
)은 11

o
~       

141
o
, Acid Blue 64가 사용된 경우 색상각(H

o
)은 261

o
~133

o
의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각각 염료배합시 동색계통의 염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a*축, +b*축, 그리고 -b*축 부근에 위치를       

하지만, 이색계통의 염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응성염료 측      

의 색상방향으로 좌표가 shift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카티온화 N/R교직물의 경우, 카티온화 나일론과 달리      

산성염료에도 염착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염착성이 큰 반응      

성염료 측의 색상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반응성염료 3종       

과 함께 Acid Red 57이 사용된 경우 색상각(H
o
)은 314.9

o
~        

46.1
o
, Acid Yellow 25이 사용된 경우 색상각(H

o
)은 49.9

o
~       

118.4
o
, Acid Blue 64가 사용된 경우 색상각(H

o
)은 223.1

o
~       

304.5
o
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때 염료배합시 동색계통의 염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a*축, +b*축, 그리고 -b*축 부근에 좌표가       

위치를 하고, 이색계통의 염료배합중 Acid Yellow 25와 Acid       

Blue 64가 사용된 경우에는 다소 산성염료 측의 색상방향으로       

좌표가 shift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Acid Red 57이 사용된       

경우에는 산성염료 측의 색상방향과 반응성염료의 색상방향을     

평균한 거의 중간 값의 좌표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알칼리 및 중성염 등의 조제첨가 없이        

중성욕에서 산성염료와 반응성염료의 혼합염료를 사용하여 카     

티온화 N/R교직물을 1욕법에 의하여 염색시 배합염료의 카티      

온화 N/R교직물에 대한 color특성을 사전에 잘 고려한다면, 원       

하고자 하는 임의의 color를 matching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클로로히드린기를 반응성기로 하는 다관능형의 카티온제를    

처리한 비스코스레이온, 나일론, N/R교직물에 대한 산성염료와     

반응성염료의 염착거동과 중성욕에서 이들 염료의 배합에 의한      

1욕1단 염색에 따른 주요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산, 알칼리 및 중성염 등이 첨가되지 않은 중성욕에서 미         

처리 비스코스레이온은 Acid Red 57과 Reactive Red 187에       

대해 염착량이 거의 없는 반면, 카티온화 비스코스레이온은 비       

교적 높은 염착량을 나타내었고, 카티온화 나일론은 미처리 나       

일론에 비하여 Acid Red 57에 대해 염착량이 약간 향상하지만,        

Reactive Red 187의 경우에는 크게 향상하였다.

2. Acid Red 57에 대한 카티온화 나일론의 염착성은 염색온     

도가 클수록 증가하지만, 카티온화 비스코스레이온은 염색온도     

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으며, Reactive Red 187에 대한 카     

티온화 나일론과 비스코스레이온의 염착성은 염색온도에 별 영     

향을 받지 않았다. 

3. 염욕의 pH가 낮아질수록 Acid Red 57과 Reactive Red     

187에 대한 카티온화 나일론의 염착성은 크게 증가 하지만, 카     

티온화 비스코스레이온은 Acid Red 57에 대해 완만하게 저하     

하지만, Reactive Red 187에 대해서는 pH변화에 별 영향이     

없었다. 또한 Na2SO4(40 g/l)의 첨가에 의해 Acid Red 57과     

Reactive Red 187에 대한 카티온화 나일론과 카티온화 비스코     

스레이온의 염착성은 증가하였다.

4. 산성염료 3종과 반응성염료 3종을 사용한 1욕1단 염색시     

카티온화 나일론, 카티온화 비스코스레이온, 카티온화 N/R교직     

물은 각각의 염료배합에 따른 분광 및 색상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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