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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콩 함유 천연 안토시아닌의 염색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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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gate dyeing, moradnting properties and colorfastness activities of silk,
polyamide, acetate treated black soybean extracts. The color of extract by buffer solution (pH=1) red, but the higher pH
of extracted black soybean solution the paler of color strength. Black soybean extracts was approved anthocyanin of
3type(Delphinidin3-glucoside, Cyanidin 3-glucoside, Petunidin 3-glucoside) by chemiclal analysis. This anthocynin, in acid
condition, is oxinium structure (red color, soluable) but, in alkali condition quinoid structure(dark brown, in soluable). The
optimum dyeing condition of black soybean anthocynin was 10min at 30

o

C, pH -1. Colorfastness to washing and light
showed generally low but crocking fastness was exc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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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류가 천연염료를 사용하여 염색을 시작한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고학적 견해에서 보면 천연물질에서 채취한 염

료는 적어도 60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졌다고 한다. 화학염료가

사용되어지기 19세기 중반 이전까지 염료는 모두 식물의 뿌리,

열매, 잎, 줄기, 꽃이나 곤충, 광물 등 모두 자연에서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인류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인공적인 염료가 만

들어지기 이전까지 자연의 생물 또는 흙으로부터 색소를 구하

는 지혜에 의해서 아름다운 색을 얻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색이

궁중을 중심으로 지배 계층의 지위나 신분의 구별을 위해 의복

이나 장식품에 사용되었고, 그중 가장 고귀한 색을 자색으로 여

겼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포도, 딸기, 적양배추, 적자소 등에 함유

된 안토시아닌에서 자색으로 추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

서의 안토시아닌은 포도, 자색고구마 등에서 주로 추출하고 있

으며, 자색으로 독성이 없고, 유해성 문제가 대두되는 합성착색

료(적색2호, 4호, 40호)의 대체용으로 청량음료, 주류, 기타 분

말제품에 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천연 염재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된 바 있

으나, 최근 건강 기능성 증진의 주요 소재로 각광받는 검정콩

(Black Soybean) 종피에서 추출한 안토시아닌을 이용한 천연염

색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첨가제 뿐만 아니라 향장공업의 착색원

료 및 의약품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 안토시아닌색소 중에서

검정콩 함유 천연 안토시아닌의 분리와 동정 및 색소 추출물에

의한 특성을 파악하여 섬유의 염색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해보

고자 한다.

2. 실험 및 자료조사

2.1. 시료 

염제 : 농촌진흥청 작물 과학원 영남농업연구소에서 육성한

검정콩 밀양 95호에서 추출한 안토시아닌 색소.

피염물 : KS K 0905에 규정된 염색견뢰도 시험용 실크, 폴

리아미드 표준포 및 다섬교직포.

2.2. 시약

LC-Mass분석용으로 HCOOH, HCl, H2O, n-butanol, HoAc

등의 고순도 시약을 정제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매염제로는

알루미늄, 황산제일철, 황산구리, 주석, 티탄등의 1급시약을 0.3%

농도로 사용하였으며, 기타, 소다회(Na2CO3,1급), 가성소다, 아세

톤 1급시약 및 견뢰도 시험용 표준가루비누 등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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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장치

항온건조기(Constant Temperature Oven, DN 610), 실험용

건조기(Lab. Drying, Curing&Setting Apparatus, LTE, Mathis),

Thermo Shaker(NTS-3100 (EYELA), LC-MASS(Agillent

1100), 적외선염색기(BFA-24(Mathis)) 세탁, 드라이클리닝 견뢰

도 시험기(ATLAS LP2), 승화견뢰도 시험기(ATLAS, SO-5B),

마찰견뢰도시험기(ATLAS, CM5), 일광견뢰도 시험기(ATLAS

ci 4000), CCM(datacolor model:SF600 software: datamaster

V2.3), 자외가시부 분광광도계(HP 8453, UV-VIS

Spectrometer, USA) 등을 사용하였다.

2.4. 실험방법

안토시아닌의 추출 및 정밀분석 : 검정콩의 안토시아닌은 농

촌진흥청 작물 과학원 영남농업연구소에서 육성한 검정콩 밀양

95호의 색소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검정콩 밀양 95호의 종피

100 g을 0.5% HCl, 50% MeOH 수용액 약 1,000 ml를 침지

시킨후 상온에서 1일간 방치하여 색소를 추출하고, 추출용액은

TOYO No. 5B 여과지로 여과 한 후 염재로 사용하였다. 한편

검정콩 종피에서 추출한 안토시아닌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추출시료 중 일부를 0.45 µm의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후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분석을 실

시하였고, 분석조건은 Table 1과 같다.

UV-vis spectrometer 측정 : 추출 온도 및 시간에 따른 검

정콩 함유 천연 안토시아닌의 흡광도 변화를 250 nm~700 nm

파장 범위에서 자외가시부 분광광도계(HP 8453 UV-VIS

spectrometer.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pH 안정성 측정 : 검정콩 함유 천연 안토시아닌 추출색소

원액의 pH에 따른 안정성을 관찰하였다.

온도안정성 : 검정콩 함유 천연 안토시아닌 추출색소 원액의

온도에 따른 안정성을 자외가시부 분광광도계(HP 8453 UV-

VIS spectrometer. USA)를 사용하여 최대흡수파장(λmax)에서

흡광도(Absorbance)변화로 측정하였다.

염색, 매염 및 측색 : 염색 시험용 KS K 0905에 규정된

염색견뢰도 시험용 실크, 폴리아미드 표준포 및 다섬교직포를

이용하여 검정콩 함유 천연 안토시아닌 추출액(추출액1/4 희석

액의 농도는 UV-Vis spectrometer로 측정결과 최대흡수파장

540 nm에서 Abs. 2.43.) 그대로 사용하여, 액비 1:10 60 ml의

염액에 30
o
C~100

o
C로 온도변화를 주어 각각의 온도에 30분씩

염색하고, 수세하지 않고 자연건조 하였다. 

매염은 염색 후 매염제(알루미늄, 황산제일철, 황산구리, 주

석, 티탄) 0.3%용액에 30
o
C, 30분간 후매염하여 건조하였다

(Table 1, Fig. 1).

측색은 CCM(computer color matching)(제조사: datacolor

model:SF600 software: datamaster V2.3)을 이용하여 검정콩

함유 천연 안토시아닌의 온도, pH, 염색후 수세조건에 따른 L,

a, b, 및 전파장 농도(K/S)를 측정하였다. 광원은 D65을 이용하

였으며, 광파장은 가시광선 영역인 350 nm~700 nm의 광파장을

사용하였으며, 측색시 염색물은 4겹으로 겹쳐서 3회 측색한 평

균값을 구하였다. 

·····································································(1)

여기서, R : 표면반사율, K : 흡광계수, S : 산란계수

피염물의 견뢰도 측정 : 피염물의 견뢰도 측정은 세탁, 마찰,

승화, 일광, 물,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 등을 실시하였다.

세탁견뢰도 시험 - 세탁견뢰도 시험기(Launder-O-meter) (제

조사:ATLAS, model : LP2를 이용하여 KS K 0430:2001 A-

1조건에 의하여 실험을 하였으며, 변퇴색용 표준회색색표(Gray

K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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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PLC anylysis condition

기기 Agillent 1100 HPLC system 

검출기 pHotodiode array

컬럼 Tosoh ODS 120T(25 cm×4,6 mm)

이동상 Water:MeOH:Formic acid=75:20:5

파장 530nm

유속 0.7 ml/min.

Table 2. Dyeing condition

염료 검정콩 함유 천연 안토시아닌

매염제 알루미늄, 황산제일철, 황산구리, 주석, 티탄

염료농도 추출한 1/4희석액을 uv-vis spectrometer로 측정한 결

과 최대흡수 파장 540nm에서 Abs. 2.43이 나옴

매염제 농도 g/l

원단 정련호발된 다섬교직포 원단 각 1 점 (1g)

원단의 무게 1g

액비 1: 10 

pH X

온도 X
o

C (각각 30, 40, 50, 60, 70, 80, 90, 100℃)

시간 30min

조건 염색조건은 하기의 승온조건에 따름

Fig. 1. Procedure of dyeing.

Fig. 2. Chemical structure of Anthocyanin in black soy bean(Mil yang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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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을 이용하여 등급을 판정하였다. 

마찰견뢰도시험 - 마찰견뢰도 시험기(Crockmeter)(제조사:

ATLAS model: CM-5)를 이용하여 KS K 0650:2001 조건에

의하여 실험 하였으며, 변퇴색용 표준회색색표(Gray Scale)을

이용하여 등급을 판정하였다. 

승화견뢰도 시험 - 승화견뢰도 시험기(Scorch tester)(제작사:

ATLAS, model : SO-5B)를 이용하여 KS K 0179:1986 조건

에 의하여 실험 하였으며, 변퇴색용 표준회색색표(Gray Scale)

을 이용하여 등급을 판정하였다. 

일광견뢰도 시험 - 일광견뢰도 시험기(Weather-O-meter) (제

작사:ATLAS, model : Ci65A)를 이용하여 AATCC 16:2003

3 시험조건에 의하여 20시간동안 조광한 뒤 변퇴색용 표준회색

색표(Grey Scale)를 이용하여 등급을 판정하였다. 

물견뢰도시험 - 물견뢰도 시험기(Perspiration Tester) (제작사:

James & Heal model: 290)를 이용하여 KS K 0645:2002 시

험조건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변퇴색용 표준회색색표

(Gray Scale)을 이용하여 등급을 판정하였다. 

드라이크리닝 견뢰도 - 드라이크리닝견뢰도 시험은 세탁견뢰

도 시험기(Launder-O-meter) (제조사:ATLAS, model : LP2를

이용하여 KS K 0644:2002 조건에 의하여 실험을 하였으며,

변퇴색용 표준회색색표(Gray Scale)을 이용하여 등급을 판정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안토시아닌의 추출 및 정밀분석

검정콩 함유 안토시아닌을 추출, 정제, 색소특성분석은 검정

콩의 종피를 0.5% HCl, 50% MeOH 수용액으로 추출하였으

며, 밀양 95호 종피 색소에 함유된 3종의 안토시아닌의 정성분

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이 각각의 안토시아닌은

Delphinidin 3-glucoside, Cyanidin 3-glucoside, Petunidin 3-

glucoside성분으로 확인 되었다(Table 3). 이들의 화학적 구조는

Fig. 2와 같다.

3.2. UV-Vis spectrometer 측정

검정콩 종피의 색소 추출물은 540 nm의 스펙트럼 영역에서

최대흡수파장을 나타내며, 280 nm의 스펙트럼 영역에 특이의

최대 흡수 영역이 하나 더 존재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는

데 이미지의 물질은 분광학적 특징으로 보아 flavonol계열의 물

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Fig. 3).

3.3. 안토시아닌 추출액의 pH 안정성 측정

추출 원액에 pH를 산성에서 알카리로 변화 시켰을 때 검정

콩 안토시아닌이 불안정 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아래의

Fig. 4와 같이 좌(pH3)~우(pH12)까지 변화를 주었을 경우, pH

4까지는 색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pH가 5 이상에서 부

터 안토시아닌의 구조가 quinoid 구조로 변하면서 적갈색의 응

집이 생성된다.

Table 3. UV-Vis Characteristics of black soybean in 0.5% HCl, 50% MeOH

Anthocyanin type
Rf value UV-Vis. Characterization in 0.5% HCl-50% MeOH

FHW
1)

BAW
2)

λmax(nm) Euv/Evis Eacyl/Evis E440/Evis

Delphinidin 3-glucoside 0.26 0.28 279, 530 71 11 27

Cyanidin 3-glucoside 0.44 0.38 282, 520 69 10 30

Petunidin 3-glucoside 0.36 0.35 279, 529 67 8 26
1)

FHW : (HCOOH : HCl : H2O = 1 : 1 : 2)
2)

BAW : (n-butanol : HoAc : H2O = 4 : 1 : 5, upper phase)

Euv, extinction coefficient of maximum absorption peak in UV region; Evis. extinction coefficient of maximum absorption peak in visible region; Eacyl,

extinction coefficient at 330 nm; E440, extinction coefficient at 440 nm

Fig. 3. UV-Vis spectrum of Anthocyanin in black soy bean(Mil yang

95).

Fig. 4. Anthocyanin color change in diverse pH.



106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9권 제1호, 2007년

3.4. 온도안정성

검정콩 함유 천연 안토시아닌 추출색소 원액의 온도에 따른

안정성을 자외·가시부 분광광도계(HP 8453 UV-VIS

spectrometer. USA)를 사용하여 최대흡수파장(λ
max

)에서 흡광도

(Absorbance)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검정콩 함유 천연 안토시아닌 추출색소는 50
o

C까지는 색소

의 파괴없이 안정하다가 60
o

C부터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색소

의 파괴가 나타나서 흡광도 저하가 급격하게 나타났다(Fig. 6).

3.5. 염색, 매염 및 측색

pH에 따른 염색물의 염착성과 측색결과 : pH에 따른 염색

물의 염착성, 색상 변화는 Fig. 7과 같다. pH에 따른 염색결과

강산성에서는 짙은 붉은색이며 알카리성으로 갈수록 적갈색 또

는 적녹색을 나타내었다. 이는 Fig. 4 및 Fig.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검정콩 안토시아닌이 pH에 따라 다른색상을 나타내

기 때문에 염색에서도 이와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검정콩 함유 안토시아닌의 pH에 따른 염색물의 측색결과는

Table 5와 같다

Fig. 8~11에서는 pH에 따른 염색물의 측색치인 L, a, b, K/

S값을 나타내었는데, Fig. 8의 black/white정도를 나타내는 L값

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색으로 염색된 polyamide의 경우 35정

 

Table 4. Absorbance(λ
max

(540 nm)) change of anthocyanin in diverse temp(
o

C)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bsorbance 2.43 2.43 2.43 2.43 2.40 2.30 1.4 0.32 0.09

Table 5. Colormetric value(L, a, b , c, h, K/S) of silk, polyamide, acetate fabric dyed with black soybean extracts in diverse dyeing-bath pH.

Sample pH L a b c* h K/S

silk 1 66.13 16.02 3.25 16.35 11.46 19.94

3 76.79 6.38 6.58 9.17 45.88 10.46

7 78.21 2.13 6.20 6.56 71.02 6.61

12 75.77 6.82 15.75 17.17 66.58 15.75

polyamide 1 36.97 42.69 - 1.59 42.72 357.86 151.23

3 39.21 20.01 -14.49 6.60 338.65 96.62

7 38.32 10.12 -14.63 18.64 308.98 90.83

12 40.77  6.14 - 2.40 17.79 304.69 88.42

Acetate 1 63.25 21.26 0.39 21.26 1.04 21.85

3 70.42 12.65 0.36 12.66 1.65 12.72

7 71.74 0.10 -3.35 3.37 265.02 12.67

12 68.64 6.54 11.77 13.46 60.95 21.36

Fig. 5. Anthocyanin chemical structure change in diverse pH.

Fig. 6. Relationship between Colormetric value L and Dyeing bath pH.

Fig. 7. Dyed multifiber with black soybean extracts in diverse dyeing-

bath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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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수치를 나타내며, pH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았다. Fig. 9

의 red/green정도를 나타내는 a값의 경우 polyamide가 가장 높

이 나타났으며, pH가 높아짐이 따라, a값이 급격한 감소를 나

타내었다. 이는 pH가 증가함에 따라 염착성이 급격히 나빠짐

Fig. 8. Relationship between Colormetric value L and Dyeing bath pH. Fig. 9. Relationship between Colormetric value a and Dyeing bath pH.

Fig. 10. Relationship between Colormetric value b and Dyeing bath pH. Fig. 11. Relationship between Colormetric value K/S and Dyeing bath

pH.

Fig. 12. Dyed silk, polyamide, acetate fabric with black soybean

extracts in diverse dyeing-bath Temp(
o

C).

Fig. 13. Relationship between Colormetric value L and Dyeing bath

Temp(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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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Fig. 10의 Yellow/green정도를 나타내는 b값의

경우 silk가 가장 높이 나타났으며, pH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다. 이는 pH 증가에 따라 붉은색의 안토시아닌의 색

소가 파괴되어 노란색으로 염착이 됨 의미한다. polyamide의

경우 특이하게 b값이 음(-)의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푸른색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Fig. 10의 염색물의 농도를 의미하는 K/S

의 경우 Polyamide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섬유들

Fig. 14. Relationship between Colormetric value a and Dyeing bath

Temp(
o

C).

Fig. 15. Relationship between Colormetric value b and Dyeing bath

Temp(
o

C).

Fig. 16. Relationship between Colormetric value K/S and Dyeing bath

Temp(
o

C). Fig. 17. Dyed and mardanted Multifiber with black soybean extracts

and mardant.

Fig. 18. Color change of anthocyanin dyed silk by treat wih after-

mardant.
Fig. 19. Color change of anthocyanin dyed polyamide by treat wih after-

mar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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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염착성의 월등히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pH가 증가함에

따라 염착성은 급격히 감소함을 나타낸다. 

온도에 따른 염색물의 색상변화와 측색결과 : 검정콩 안토시

아닌의 온도에 따른 염색물의 측색 결과를 보면 염색온도가 상

승함에 따라 염착량은 미세하게 증가하나, 안토시아닌의 분해

로 인한 색상변화가 심하였다. 온도가 8
o

C이상의 온도에서는

강산성 염욕에 의해 원단이 녹아 염색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상온 염색에서 염색 시간에 따른 염착량은 초기 30분 내에

최대 염착량의 80%에 도달하였다. 온도에 따른 염색결과는

Fig. 12와 같다. 

검정콩 안토시아닌의 온도에 따른 염색물의 측색 결과를 보

면 염색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염착량은 미세하게 증가하나, 안

토시아닌의 분해로 인한 색상변화가 심하였다. 상온 염색에서

염색 시간에 따른 염착량은 초기 30분 내에 최대 염착량의 80

%에 도달하였다. 온도에 따른 염색물의 측색결과는 Table 6과

같다.

Fig. 13~16에서는 염색온도변화에 따른 염색물의 측색치인

L, a, b, K/S값을 나타내었는데, Fig. 13의 black/white정도를

나타내는 L값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색으로 염색된 polyamide

의 경우 35정도의 수치를 나타내며, 저온인 20
o

C의 온도에서

염착이 모두 이루어 졌으며, 온도가 올라갈수록 염료의 분해에

의한 염색성은 저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4의 Red/

green정도를 나타내는 a값의 경우 polyamide가 가장 높이 나타

났으며, 온도가 높아짐이 따라, a값이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었

다. 이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염료의 분해가 가속화 되고 염

착성이 급격히 나빠짐을 의미한다. Fig. 15에서 Yellow/green정

도를 나타내는 b값의 경우 silk, acetate, polyamide 모두 비슷

하게 나타났으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른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Fig. 16의 염색물의 농도를 의미하는 K/S의 경우

Polyamide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섬유들 보다 염

착성의 월등히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K/S값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염착성이 증가하였다기 보다는 온

도상승에 의한 염료의 분해와 적갈색 변색으로 인하여 K/S값

이 높게 나타났다.

매염제에 따른 염색물의 색상변화와 측색결과 : 매염은 염색

하기 전 매염하는 선매염과 염색을 한 후 매염하는 후매염으로

나뉘는데 본 실험에서는 염색을 한 후 매염을 하는 후매염을

실시하였다. 

검정콩 함유 천연 안토시아닌 추출 원액을 이용하여 액비 1:

 
Table 6. Colormetric value (L, a, b, c, h, K/S) of silk, polyamide, acetate fabric dyed with black soybean extracts in diverse dyeing-bath Temp.

Sample
o

C L a b c* h K/S

Silk 30 66.13 16.02 3.25 16.35 11.46 19.94

40 65.23 15.25 3.33 16.32 12.89 22.08

50 62.89 14.85 3.89 15.36 12.02 34.02

60 60.12 13.23 4.02 15.00 13.23 36.08

70 58.37 9.02 4.21 10.95 25.01 34.84

80 58.01 8.12 6.36 10.85 43.02 38.25

90 57.72 6.36 8.66 10.75 53.72 41.89

Polyamide 30 37.49 43.13 -1.24 43.15 358.35 151.23

40 31.16 35.37  2.37 35.45 358.89 200.19

50 30.07 30.15 -4.66 30.51 351.21 208.08

60 30.97 30.54  2.66 30.65 17.46 218.08

70 27.27 18.73  2.64 18.92 10.76 272.61

80 26.45 18.99  4.40 19.49 9.05 306.26

90 26.46 11.51  1.87 11.66 8.21 306.89

Acetate 30 58.33 17.97 -0.42 17.98 358.65 30.54

40 60.61 16.98 1.17 17.02 3.93 26.71

50 61.62 16.02 -0.06 16.06 359.77 24.66

60 62.59 15.29 0.50 15.29 1.86 23.17

70 58.73 6.95 1.33 7.07 10.88 32.60

80 - - - - - -

90 - - - - - -

Fig. 20. Color change of anthocyanin dyed acetate by treat wih after-

mar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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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온에서 30분간 염색 후 일본에서 구입한 각각의 매염제

를 0.3% 농도로 희석하여 30
o

C에서 30분간 교반하여 매염하

였다. 매염제에 따른 염색물의 색상변화 결과는 위의 Fig. 17

과 같다.

매염제에 따른 염색물의 측색 결과를 보면 Table 7과 같다.

무매염 및, Al, Fe, Cu, Sn, Ti 매염제에 따른 slik,

polyamide, acetate의 L, a, b, c*, h, K/S 값을 측정한 결과이다.

Fig. 18~20에서는 Al, Fe, Cu, Sn, Ti 매염제를 이용한 후

매염에 의해 silk, polyamide, acetate등의 염색물의 색상이 변

하는 정도를 나타내었다. 

각각의 그림은 안토시아닌 silk, polyamide, acetate염색물의

매염제에 의한 색상변화를 나타내었는데, 미처리 직물에 비하

여 대체적으로 red색상을 나타내는 a값이 감소하고, blue 색상

을 나타내는 b값이 조금 증가하여, 색상이 약간 청록색으로 변

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매염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며,

알루미늄이나 구리의 경우 완전히 녹색으로 바뀌었다. 

Table 7. Colormetric value(L, a, b , c, h, K/S) of silk, polyamide, acetate fabric dyed and mardanted with black soybean extracts and mardanting materials

Sample L a b c* h K/S

Silk Blank 66.13 16.02 3.25 16.35 11.46 19.94

Al 65.97 10.01 4.87 11.13 35.93 21.09

Fe 62.30 4.17 4.57 6.19 47.62 28.53

Ti 65.23 6.98 6.02 10.02 44.21 22.04

Sn 65.12 10.25 4.23 10.12 34.36 21.45

Cu 67.42 6.57 5.86 8.80 41.71 20.05

Polyamide Un-Mordant 36.97 42.69 - 1.59 42.72 357.86 151.23

Al 29.00 7.41 -9.38 11.96 308.31 198.11

Fe 28.49 11.81 -8.88 14.78 323.06 204.10

Ti 29.46 3.58 -6.46 7.38 298.98 197.73

Sn 29.83 14.78 -9.23 17.43 328.02 180.71

Cu 28.72 12.35 -8.93 15.24 324.14 205.65

Acetate blank 58.33 17.97 -0.42 17.98 358.65 30.54

Al 66.20 7.67 -0.56 7.69 355.86 17.96

Fe 59.49 5.15 0.84 5.22 9.26 32.25

Ti 64.44 10.34 0.86 10.37 4.76 20.59

Sn 63.00 12.36 -2.11 12.53 350.32 21.30

Cu 60.13 1.67 -1.10 2.00 326.66 29.37

Table 8. Light, Washing, Rubbing, Sublimination, water and Dry cleaning of Silk, Polyamide, Acetate dyed with anthocynin and mordant

Fastness

Sample
mordant 

agent

Light Washing Rubbing Sublimination Water Dry cleaning

fade fade
stain

(nylon)

stain

(silk)
dry wet fade stain fade

stain

(nylon)

stain

(silk)
fade

stain

(liq)

Silk Blank 2 2 4 5 5 5 5 5 4 5 5 5 5

Al 2 2-3 4-5 5 5 5 5 5 4-5 5 5 5 5

Fe 2 3 4-5 5 5 5 5 5 4-5 5 5 5 5

Ti 2 2-3 4-5 5 5 5 5 5 4-5 5 5 5 5

Sn 2-3 3 4-5 5 5 5 5 5 4-5 4-5 5 5 5

Cu 2 3 4 5 5 5 5 5 4-5 5 5 5 5

Polyamide Blank 2 2 4-5 5 5 5 5 5 4 4-5 5 5 5

Al 2 2-3 4-5 5 5 5 5 5 4-5 5 5 5 5

Fe 2-3 3 4-5 5 5 5 5 5 4-5 5 5 5 5

Ti 2 3 4-5 5 5 5 5 5 4-5 4-5 5 5 5

Sn 2 3 4-5 5 5 5 5 5 4-5 4-5 5 5 5

Cu 2-3 2-3 4-5 5 5 5 5 5 4-5 4-5 5 5 5

Acetate Blank 2 2 4-5 5 5 5 5 5 4 4-5 5 5 5

Al 2 2-3 4-5 5 5 5 5 5 4-5 5 5 5 5

Fe 2-3 3 4-5 5 5 5 5 5 4-5 5 5 5 5

Ti 2 3 4-5 5 5 5 5 5 4-5 4-5 5 5 5

Sn 2-3 3 4-5 5 5 5 5 5 4-5 4-5 5 5 5

Cu 2-3 2-3 4-5 5 5 5 5 5 4-5 4-5 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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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피염물의 견뢰도 측정

욕비 1:10, 온도 30
o

C, 시간 30min, pH 1.0의 조건으로 염

색한 염색물의 견뢰도는 일광견뢰도와 세탁견뢰도는 2~3급 이

하로 대체로 나빴으나, 마찰, 승화, 물, 드라이클리닝 견뢰도는

4~5급 이상으로 굉장히 우수하였다. 매염에 의한 견뢰도는 0.5

등급정도 증가하였다.

안토시아닌 염색물의 견뢰도 특징은 염착된 안토시아닌이 탈

락하여 첨부백포를 오염시키기 보단, 견뢰도 시험액 및 수세수

의 pH에 따라 염색물의 색상변화가 주로 일어났으며, 변색이

되었다가도 특정한 pH에서 다시 색상이 복원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검정콩 함유 안토시아닌에 대한 연구로서, 검

정콩 함유 기능성 천연 안토시아닌의 분리와 동정 및 색소 추

출물에 의한 각종 섬유의 염색성 및 견뢰도를 조사 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검정콩 함유 안토시아닌을 이용하여 검정콩 함

유 안토시아닌의 성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다섬교직포에

각각 시간 및 온도, pH 조건에 따른 염색방법과 액비 0.3%농

도의 알루미늄(KAI(SO4)2 12H2O), 철(FeSO4), 구리(CuSO4),

주석(SnCl2), 티탄(TiCl4) 금속염으로 후매염 처리하여 표면색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피염물의 견뢰도 등을 검토해 본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검정콩 함유 안토시아닌을 추출, 정제, 색소특성분석은 검

정콩의 종피를 0.5% HCl - 50% MeOH 용액으로 추출하여

안토시아닌을 얻어 실시하였으며, 검정콩 종피의 안토시아닌 추

출물은 540 nm의 스펙트럼 영역에서 최대흡수 파장을 나타내

며, 280 nm의 스펙트럼 영역에 특이의 최대 흡수 영역이 하나

더 존재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 미지의 물질은 분

광학적 특징으로 보아 flavonol계열의 물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검정콩 종피에서 추출된 안토시아닌은 수용성이 좋아 냉

수에도 잘 용해되었으며. 물의 pH에 따라 색상이 심하게 변하

여 산성 수용액에서는 주황-적색이며, pH가 높아지면 자색으로

변화되었으며, 알칼리성으로 되면 청색-녹색이 되는데 즉시 산

성으로 만들어 주면 적색으로 되돌아가지만, 알칼리성하에서 방

치하면 색소는 분해되었다. 또한 pH가 높아질수록 용해성이 감

소하여 응집을 형성한다.

안정성은 pH3이하의 산성에서는 상당히 안정하지만, 중성에

가까워질수록 불안정하게 되고 알칼리성에서는 급속히 분해되

었다. 또한, 열에 대해서도 대단히 불안정하므로 산성이라도 끓

이면 급속히 분해되어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적어졌다.

3. 검정콩 함유 안토시아닌의 염색성은 먼저 염욕의 pH(1.0

~12)에 따라, 강산성에서 강알카리로 갈수록 색농도는 증가되

나, 붉은색→자색→짙은자색→짙은 갈색으로 색상이 어두워 졌

으며, 염색온도(30
o
C~100

o
C)가 높아짐에 따라, 농도는 점차적

으로 증가하나, 붉은색→자색→짙은자색→짙은 갈색으로 색상

이 어두워 졌다. 

4. 염착은 상온 염색만으로 최대 염착량에 거의 도달하였으

며, 염색 온도가 올라감에 염착량은 미세하게 증가하나, 안토시

아닌의 분해로 인한 색상변화가 심하였다. 상온염색에서 염색

시간에 따른 염착량 초기 30분내에 최대 염착량의 80%에 도

달 하였으며, 시간이 경과 될수록 미세하게 염착량이 증가하였

다.

5. 수세수의 pH에 따라, 염색이 완료된 시료라도, 수세수의

pH에 따라 붉은색에서 자색, 짙은 갈색으로 변화가 심하였다. 

6. 각 소재에 따른 염착성은 폴리아미드>아세테이트>실크>

면>아크릴>폴리에스테르 순으로 나타났으며, 색농도(K/S값)는

폴리아미드가 폴리에스테르의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7. 욕비 1:10, 온도 30
o
C, 시간 30min, pH-0.80의 염색 조

건으로 염색한 염색물의 견뢰도는 일광견뢰도와 세탁견뢰도는

2~3급 이하로 나쁘게 나왔으나, 승화견뢰도, 물견뢰도, 드라이

크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4~5급 이상으로 우수하였다. 

8. 매염제에 따른 염색물의 견뢰도의 경우에도 세탁 및 일광

견뢰도는 2~3급 정도로 불량 하였으나, 물견뢰도, 드라이크리

닝견뢰도, 승화견뢰도, 마찰견뢰도는4~5급 이상으로 우수하였

다. 무매염에 비하여 매염에 의한 피염물 견뢰도의 등급이 0.5

등급정도 상승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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