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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토페논이 양모의 염색속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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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Acetophenone on the Rate of Wool Dyeing 

Seong-Kook Dho
Dept. of Textile Industry, Dong-A University, Pusan, Korea

Abstract : One of barely water soluble ketones, acetophenone (AP) was dissolved in methanol and then was mixed with
aqueous solution of C. I. Red Acid 114. In order to find out the role of AP in the dyeing process the rate constants and
the activation parameters were calculated. The rate for the dyeing with AP was faster than that without it. Because of
the reduced temperature dependence by AP the activation energy (Ea) for the dyeing with AP was smaller than that with-
out it. With increasing temperature the activation enthalpy (∆H

*
), the activation entropy (∆S

*
), and the activation free

energy (G
*
) decreased, which was more noticeable in dyeing with AP. The rate constants and the activation parameters

agreed well with the results from the previous reports that the ability of AP to increase disaggregation of dye molecules,
loosening the wool fiber, and wickabilty of dyeing solution made it possible to dye wool fiber at low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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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양모의 좋은 물성을 유지하면서 단시간에 평형염착량을 얻

기 위하여 온도효과를 대신할 수 있는 유기용매의 영향들이 연

구되었다(임용진 등, 1983; Beal et al., 1960; Peters et al.,

1960). 전보에서, 첨가한 용매들의 용해도파라미터(δ)가 양모와

염료의 δ와 가까울수록 섬유의 이완능, 섬유표면의 염료농도를

높이는 능력 및 염료의 해회합 능이 컸으며 이들은 염착량 증

진에 긍정적으로, 용매화된 염료분자의 입체장애 및 배향은 부

정적으로 작용하고 첨가한 케톤계 용매 중 아세토페논(AP)의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았다(도성국, 2003). 그리고 염욕에

첨가한 3가지 수난용성 케톤계 용매의 표면장력(γ)이 점도(η)

보다 위킹성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위킹성이 클수록 평형염착

량이 많았다. 따라서 표면장력과, 양모와의 상호작용이 동시에

큰 용매를 염욕에 첨가하여 위킹성을 크게 하면 저온에서 높은

염착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도성국, 2006). 

이 연구에서는 용매에 의한 염색의 온도의존성 감소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시도되지 않았던 활성

화파라미터들의 값을 계산하여, 양모의 저온염색에 효과가 가

장 뚜렷한 아세토페논(AP)이 염색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전이

상태를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불균일성 산성염료

인 C. I. Acid Red 114로 양모직물을 온도와 시간을 달리하여

염색하고 염색속도상수(k), 활성화에너지(∆E*), 활성화엔탈피

(∆H*), 활성화엔트로피(∆S*), 활성화자유에너지(∆G*) 등을 계산

하였다. 

2. 실 험

2.1. 시료

경·위사 밀도가 25×25/cm2
인 정련된 양모직물을 에탄올로

24시간 추출, 증류수로 세정, 실온에서 건조한 다음 36% 황산

데시게이터 안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2.2. 염료

Fig. 1의 불균염성 C. I. Acid Red 114를 디메틸포름아미드

로 추출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메탄올로 2차 재결정하여

분광광도계로 순도를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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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82-51-200-7543, Fax. +82-51-200-7335
E-mail: skdho@donga.ac.kr Fig. 1. Molecule of C. I. Acid Red 114 (MW: 830.8, λmax: 512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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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약

아세토페논(1급, MW, 120)과 메탄올(1급, MW, 42)을 정제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2.4. 염액의 제조

아세토페논을 소정농도로 먼저 메탄올 100 ml에 녹인 후 이

것에 완충용액과 염료 1×10−3 
몰을 더하여 1리터가 되게 하여

1×10−3 M의 염료용액을 제조하였다. 

2.5. 염색

용매를 첨가한, 염료농도 1×10−3 M 염액으로 양모직물을 욕

비 1:100, 소정시간, 소정온도에서 적외선염색기(BRA-12, Mathis

Labomat, Swiss)로 염색한 후 수세, 건조하였다. 인산염 완충용

액을 사용하여 염욕의 pH를 5.5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2.6. 염착량 측정

염색 전·후 염욕의 농도를 분광광도계(UV 2401PC, Shimadzu,

Japan)로 정량하여 염착량을 구하였다.
 

2.7. K/S 값의 측정

염색된 양모직물을 평활하게 다린 후 양면의 K/S 값을 분광

반사율 측정 장치(Color Flex, Hunter Lab, USA)로 각각 3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취하였다. 

2.8. 염색속도상수의 계산

아래 식(Maria et al., 1987; Vickerstaff, 1954)으로 그래프

를 그리고 직선 회귀하여 그 기울기를 염색속도상수로 하였다.

{1/(D−Dt)−1/D}=kt (1)

여기서 D는 평형염착량, Dt는 소정 시간 동안의 염착량, k는

염색속도상수, t는 염색시간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염색속도곡선

아세토페논(AP)의 농도 0~0.06 M 염액으로 40oC~90oC에서

양모직물을 염색하고 그 속도곡선을 Fig. 2~5에 나타내었다.

Fig. 2~5에 의하면 온도가 낮을수록 초기 염색속도가 늦고 평

형에서의 K/S값이 작으며 AP의 농도가 높을수록 초기 염색속

도가 빠르고 평형에서의 K/S 값이 크다. 즉, 염색온도와 첨가

한 AP의 농도가 높을수록 염료의 확산속도가 크기 때문에 염

착속도가 빠르고 평형에서의 K/S 값이 크다. 특히 저온에서는

AP를 넣지 않은 경우에 비해 AP를 넣은 경우, 용매가 온도효

과를 대신하므로 염색속도가 현저히 빠르고 K/S 값도 훨씬 크

다. 그러나 온도가 높아지면 용매효과가 약해져, 즉 온도를 대

신하는 효과가 약해져 AP를 넣지 않은 경우도 염색속도와 평

형에서의 K/S 값이 AP를 넣은 경우에 근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온도에 따른 AP 농도별 K/S 값의 변화를 나타낸 Fig. 6에

서 저온에서는 AP를 넣지 않은 경우에 비해 AP를 넣은 경우,

용매가 온도효과를 대신하므로 K/S 값이 훨씬 큰 것을 뚜렷이

알 수 있다.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용매효과가 약해져, 즉 온

도를 대신하는 효과가 약해져 AP를 넣지 않은 경우도 염색속

도와 평형에서의 K/S 값이 AP를 넣은 경우에 근접하는 것을

Fig. 3.  Changes of  K/S in dyeing of C. I. Acid Red 114 with 0.02M AP
on wool at various temperatures. 

Fig. 2. Changes of K/S in dyeing of C. I. Acid Red 114 with no AP on
wool at various temperatures. 



396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0권 제3호, 2008년

볼 수 있다. 

전보(도성국, 2003; 도성국, 2006)에서 밝힌 대로 이것은, 양

모와 염료의 δ가 AP의 δ와 가까우므로 AP에 의해 저온에서도

양모 섬유의 이완과 불균염성 염료의 해회합이 촉진되어 이완

된 섬유의 표면에 단분자화된 염료의 농도가 높아지고 표면장

력과 양모와의 상호작용이 큰 AP가 염액의 위킹성을 크게 하

여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3.2. 염색속도상수 및 활성화파라미터

첨가한 AP와 용액 내에 존재하는 염료음이온의 소수부 사이

의 상호작용에 의해 용매화 에너지가 생성되므로, AP는 반응

속도와 반응메커니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첨가한 AP는

섬유와 염료의 최종결합에는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역할을

알려면 전이상태에서의 염료, 섬유, 첨가한 AP의 상호작용들을

유추해야 한다.

Fig. 4. Changes of K/S in dyeing of C. I. Acid Red 114 with 0.04M AP
on wool at various temperatures. 

Fig. 5. Changes of K/S in dyeing of C. I. Acid Red 114 with 0.06M AP
on wool at various temperatures. 

Fig. 6. The effect of AP concentration on the dyeing for 90 minutes at
various temperatures. 

Fig. 7. Rates of dyeing of C. I. Acid Red 114 with no AP on wool at
various temperatures. 



아세토페논이 양모의 염색속도에 미치는 영향 397

이를 위하여 활성화파라미터들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 값들

은 반응속도상수와 온도의 관계로 구한 활성화에너지(Ea)가 그

기본이 되므로 Fig. 7~8의 염착량과 평형염착량의 값을 (1)식

에 대입, 반응속도상수 k를, k의 자연 대수 값과 1/T을 직선

회귀한 Fig. 9의 Arrhenius그래프의 기울기로 활성화 에너지

(Ea)를, 다음의 관계식(Connors, 1990)으로 활성화엔탈피(∆H*),

활성화엔트로피(∆S*), 활성화자유에너지(∆G*) 등을 구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Ea=U*+RT (2)

∆H*=Ea−RT (3)

∆S*=R ln (kh/KT)+H*/T (4)

∆G*=H*−TS* (5)

여기서 ∆U*, h, k, K는 각각 활성화내부에너지, 플랑크상수,

속도상수, 볼츠만상수이다.

AP가 염색 과정에 영향을 미쳐 첨가한 경우가 첨가하지 않

은 경우 보다 반응속도상수가 더 크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활성

화에너지보다 더 큰 포텐샬에너지를 가진 염료분자의 수와 섬

유의 염착좌석수가 많아져 반응속도상수가 크다. 

전이상태 착물(activated complex)의 포텐샬에너지인 활성화

에너지(Ea)는 반응물이 극복해야할 에너지장벽이므로 Ea가 작

으면 반응이 쉽게 일어난다. AP를 첨가한 경우의 활성화에너

지(Ea)는 120,819J, 첨가하지 않은 경우는 126,514J로 문헌

(Vickerstaff, 1954)의 값인 29,000cal(121,336J)와 거의 비슷하

다. AP를 첨가한 경우의 활성화에너지(Ea)가 첨가하지 않은 경

우 보다 작은데, 이는 첨가한 AP에 의해 염색의 온도의존성이

줄어들므로 저온에서도 양모섬유의 이완과 불균염성 염료의 해

회합이 촉진되어 단분자화된 염료의 농도가 높아지고 염액의

위킹성이 증가하여 염색의 에너지장벽이 낮아진데 기인하며 전

보들(도성국, 2003; 도성국, 2006)의 결론과 잘 일치한다. 

온도가 증가하면 반응이 쉽게 일어나므로 반응속도상수 값

이 증가하고 극복해야할 순수한 에너지 장벽, 즉 반응을 위해

필요한 최소에너지인 활성화자유에너지(∆G*)는 작아진다. 따라

Fig. 8. Rates of dyeing of C. I. Acid Red 114 with 0.04M AP on wool
at various temperatures. 

Table 1. Rate coefficients and activation parameters 

Solvent
K×10−4

(kg mol−1s−1)
Ea

(J/mol)
Temp.
(oC)

∆H*

(J/mol)
∆S*

(J/K)
∆G*

(J/mol)

0.04M AP

None

  5.80
 55.17
600.24

  3.74
 44.03
499.87

120819

126514

50
70
90

50
70
90

118134
117967
117801
 
123829
123662
123496

58
55
55
 
72
70
68

 99400
 99102
 97836
 
100573
 99652
 98812

Fig. 9. Arrhenius plot for the dyeing reaci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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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AP에 의해 염색의 온도의존성이 줄고 염액의 위킹성이 증

가하여 염색의 에너지장벽이 낮아져 ∆G* 역시 AP를 첨가한

경우가 첨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작다. 그리고 이익춘(이익

춘외, 1991) 등의 식(6)에 의하면 ∆G*
가 작을수록 속도상수가

큰데, 이것은 Table 1의 AP를 첨가한 경우의 속도상수가 첨가

하지 않은 경우의 속도상수 보다 큰 사실과 잘 일치한다. 또한

온도가 높아질수록 ∆H*
가 감소하는 것은 염색의 전 과정이 발

열반응임을 나타낸다.

k=(KT/h)exp(−G*/RT) (6)

전이상태에서는 단분자화된 염료와 이완된 섬유분자가 섬유

와 느슨한 결합을 형성한 염료분자(전이상태 화학종)의 수 보

다 더 많으므로 활성화엔트로피가 양의 값을 나타낸다. AP를

첨가한 경우가 첨가하지 않은 경우 보다 섬유와 느슨한 결합을

형성한 염료분자의 수가 더 많으므로 활성화엔트로피(∆S*)가

더 작은 것으로 추정되며 AP를 넣은 경우의 염착량이 더 큰

것이 이것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이다. 50oC에서 ∆S*
가 가장

큰 것은 전이상태에 이른 섬유와 염료분자의 수가 적기 때문이

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S*
가 대체로 감소하는 이유는, 단

분자화된 염료의 분자 수와 이완된 섬유의 분자 수 증가에 의

한 엔트로피 증가량보다 전이상태 화학종의 증가에 의한 엔트

로피 감소량이 더 큰데 기인한다. 이것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반응속도상수 값과 염착량이 커지는 사실과 잘 일치한다. 

4. 결 론

불균염성 산성염료 C. I. Acid Red 114로 양모섬유를 염색

하는 경우, 아세토페논(AP)을 첨가한 경우가 첨가하지 않은 경

우 보다 염색속도는 더 빨랐으며 염색의 온도의존성이 더 작아

져 활성화에너지(Ea)가 더 작았고 염료와 섬유의 느슨한 결합

(전이 상태)에 이른 화학종들이 더 많아 ∆S*
는 더 크게 감소하

였다. 온도가 상승 할수록 ∆H*
가 감소하는 것으로 염색의 전

과정이 발열반응임과, ∆G*
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이상태의 포

텐샬 에너지가 점점 작아져 염색반응이 쉬워짐을 알았고 이 현

상은 AP를 첨가한 경우가 더 뚜렷하였다. 그리고 염색속도상

수와 활성화파라미터들은, AP첨가에 의해 양모섬유의 이완, 불

균염성 염료의 해회합, 및 염액의 위킹성이 증가하여 저온에서

의 염착량이 AP를 첨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크다는 전보의 결

론들과 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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