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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eveloping of high technology, productivity of the fiber product has being rapidly increased and also various
kinds of advanced treatment process lead consumer's needs to more high functional, clean and healthy goods. Moreover,
increasing in the concern of eco-friendly material and processing, it has been getting popular that the dyeing method like
as using natural dyes is more eco-friendly and natural-friendly treatment process.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adhe-
sion by binding with micro-capsulized natural material to fabric has low change in quality by external influence and high
ability in spray effect by broken capsule which comes to pressure and friction when it dressed. Also it has wide application
from natural fiber to synthetic fib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velopment of multi-functional synthetic material with
micro-capsulized Scutellaria baicalensis on PET. Moreover, it was driven by comparison of colormetric properties and fast-
ness between regular dip-dyeing method and binding with micro-capsulized material method. Dye ability was arranged
mostly low exhaustion but the PET treated by micro-capsule was more or less better than the dip-dyeing PET. Through
the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of PET treated by micro-capsule, it has good residence of capsules even after
5 or 10 times washing. Wash and light fastness was arranged some different grade by each condition but mostly high
achievement and the micro-capsulized PET was more improved than regular dip-dyed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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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섬유제품에 대한 생산력이 비약적

으로 증대되고 각종 첨단가공기술의 개발로 기능성, 위생적, 건

강 지향적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

한 심각해지는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선진국들의 규제 움직임

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소재 및 가공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

면서 염색가공분야에서도 천연염료를 사용한 친환경적, 천연지

향적인 가공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손보현, 2004).

섬유소재를 살펴보면, 먼저 본 연구에도 사용된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내후성, 내마모성은 물론 높은 인장강도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합성섬유 중에 의료 분야를 독차지하

고 있다. 물론 마, 모시, 양모, 견, 레이온 등 천연섬유에 대한

천연염색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는 있으나, 합성섬유 중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정해진 염료로 염색이 대부분

이루어진다. 또한 폴리에스테르섬유는 높은 배향을 하고, 수분

의 흡수가 적어 염료의 흡착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물에 분산

시켜 응용되는 염료만이 실용적으로 유용하지만 100oC에서는

carrier 염색법을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고온 염색

을 요구하고 있다(곽인준 외, 1993). 최근에 이르러 나일론 섬

유를 비롯한 합성섬유에 기존에 적용되어온 염료와 다른 염료

를 사용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송화순, 1996).

천연재료를 합성섬유에 부착시키는 방법으로는 후처리에 의

한 방법, 섬유의 방사공정에 혼합시키는 방법, 마이크로캡슐화

하여 바인더에 의해 섬유에 부착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김문식

외, 1996). 이들 중 후처리에 의한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지만 내구성이 없어 실용화되지 못하였고, 합성섬유에는 거의

염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김혜림, 2001). 섬유의 방사공정에

혼방시키는 방법은 폴리에스테르 중공섬유의 제조 시 처음 시

도된 방법으로 후처리에 의한 방법에 비해 내구성은 현저히 증

가하였으나, 사용할 수 있는 섬유의 종류 및 원료의 종류와 농

도 등이 제한되어 있어 그 응용범위가 적은 단점을 가지고 있

다. 이에 반해 마이크로캡슐화한 후 바인더에 의해 섬유에 부

착시키는 방법은 염재가 캡슐에 의해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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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변질의 위험이 적고, 마이크로캡슐 벽물질의 소재, 마이크로

캡슐의 제조방법 및 크기 등에 변화를 줌으로써 다양한 용도의

마이크로캡슐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응용 범위가 매우 광범

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마이크로캡슐은 고체, 액체, 기체상

의 심물질(core material)을 고분자의 물질로 둘러싼 미세한 크

기의 캡슐로서 1940년대부터 제조되기 시작하여 1950년대 감

압종사지에 사용되면서 최초로 상품화되기 시작했다. 그 후 마

이크로캡슐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제조 방법과 새로운 적용

이 시도되어 의약, 농약, 제지공업, 식료품, 화장품 및 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최영길 외, 1991; 최영길 외,
1990).

본 연구에서는 황금을 마이크로캡슐화 하여 폴리에스테 직

물에 부착시킴으로써 다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황

금은 전국 각지의 산 기슭에서 자라며 약초로 많이 재배하고

있다. 중국 북부지방이 원산지이며, 한국에는 골무꽃속(屬

Scutellaria)의 골무꽃(S. indica)·그늘골무꽃(S. fauriei)을 비롯

해 10여 종(種)이 자생한다. 이 풀의 뿌리를 한방에서 사용하

기 위해 무분별하게 남획하고 있어 보호가 요구되는 식물이다.

황금의 사용에 있어서는 식용·공업용·밀원용·관상용 등과

함께 안태·위염·장염·진해·소염제·충혈제·건위제로 사

용되며, 중국에서는 고열, 마른기침, 토혈, 변비, 태아를 안정시

킬 때에 사용한다(윤수홍 외, 1991). 또한 황금의 약리작용으로

는 항염증작용으로 DSS(decision support system)로 유도된 염

증성 장 질환 동물모델에서 분리한 비장임파구에서 황금 열수

추출물이 Ig A와 Ig E 생성을 조절함으로써 T helper cell에

의해 유발된 면역반응을 조절하고, 대장염의 과민반응을 완화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이순희 외,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천연재료 중 황금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캡슐화 하여 폴리에스테르에 가공하였을 때 합성섬유에 천연재

료의 염색가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

였으며, 또한 천연염색에 있어 일반적인 침염방법과 마이크로

캡슐가공 처리에 따른 색상변화 및 견뢰도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2. 실   험

2.1. 시료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KS K 0905의 규정된 표준 폴리

에스테르 직물이며, 시료의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염재는 시중 약재상에서 구입한 국내산 건조 황금을 사용하

였으며, 매염제로는 시판 1급 또는 특급의 Aluminiun

Potassium Sulfate(AIK(SO4)2), Iron(II)Sulfate(FeSO4)을 사용하

였다. 마이크로캡슐 제조에는 PMMA(SUNPMMA)를 사용하였

고, 황금은 에탄올 추출물로 캡슐내 봉입 물질로 사용하였다.

바인더의 성질은 Table 2와 같다.

2.2. 염색 및 매염처리

염색과정에서는 무매염과 매염이 동시에 적용되었으며, 염료

로는 황금이 사용되었다. 시료무게의 100배에 해당하는 황금

추출액을 가열하여 40oC에 도달되면 폴리에스테르 직물을 염

액에 침지하였다. 직물의 침지 후 서서히 가열하여 70oC에 도

달되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30분간 염색한다. 염색이 완

료되면 곧바로 수세하여 24시간 동안 자연건조 시켰다. 

매염제로서는 Al, Fe이 사용되었으며 농도는 3%(o.w.f)로 설

정하였으며 1:100에 해당하는 매염 욕비가 적용되었다. 매염액

을 가열시켜 40oC에 도달하면 직물을 넣은 후 70oC에 도달되

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30분간 매염 후 곧 수세하여, 24

시간 동안 자연건조 시켰다.

2.3. 마이크로캡슐 제조 및 폴리에스테르의 가공처리

마이크로캡슐 제조시의 시료추출은 Fig. 1과 같이 추출하였

다.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70% 에탄올에 침지하여, 상온에서

24시간 방치해 추출하였으며, 각 추출물을 원심 분리하여 상층

액을 취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하였고, 상층액을 감압 농축하여,

Table 1. Characteristics of fabric

Material Polyester 100%

Yarn number 75d×75d

Weave plain

Fabric count (ends×picks/5 cm) 210×191

Thickness (mm) 0.107

Table 2. Characteristics of binder

Ingredient Viscosity pH Ionic

Acryl copolymer below 150 (cps) 6.5±0.5 Anionic

Fig. 1. Flow diagram for ethanol extrac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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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건조 후 본 실험에서 사용하였다.

황금을 함유한 마이크로캡슐의 제조는 시료 추출한 황금분

말을 폴리메틸 메카크릴레이트와 교반, 45oC로 건조하여 폴리

우레탄 벽물질을 가지는 마이크로캡슐을 제조하였다. 또한 마

이크로캡슐의 규격은 Table 3과 같다.

가공처리 방법은 Table 4와 같다. 실험재료는 황금의 마이크

로캡슐과 섬유용 아크릴 바인더를 사용하였으며, 마이크로캡슐

화한 황금을 10:2의 비율로 원단에 후가공 방식을 적용하였다.

원단을 텐더로 후가공할 때 마이크로캡슐과 아크릴 바인더

0.5 g/l를 투입하여 원단에 침지한 다음 마이크로캡슐과 바인더

를 결합시켜 170oC에서 분당 30 m로 가공하였다. 또한 세탁횟

수에 따른 캡슐의 부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KS K 0430 A-

1법에 준하여 세탁한 후, 주사전자현미경(Jeol JSM-5410,

Korea, 이하 SEM으로 함)을 사용하여 관찰 하였다.

2.4. 측색 및 표면색 농도(K/S)

염색된 시료의 색을 측정하기 위해 Computer Color

Matching System(Color Quest XE, Hunter Lab, USA)을 사

용하였으며, L*(Whiteness), a*(Redness), b*(Yellowness) 3차

원 공간 좌표상의 점으로 두 색점 사이의 거리를 색차로 표현

하는 Hunter식 L*, a*, b* 값과 색차(∆E)를 구하였다. L*,

a*, b* 값은 각각 4회씩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색

차 ∆E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 = 

겉보기 염착량은 최대흡수파장에서 표면 반사율을 측정하여

Kubelka-Munk식에 의한 K/S값을 산출, 피염물의 염착농도를

산출하였다. 

2.5. 염색견뢰도

세탁견뢰도는 KS K 0430 A-1법(40oC)에 의거하여

Launder-o-meter(Model HT-700, Han won Co., Korea)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견뢰도 판정으로는 Color & Color

Difference Meter(Color-Eye 3100, Macbeth)를 이용하여 KS

K 0066에 의한 ∆E값과 세탁 후의 시료를 표준 회색표(Gray

scale)를 이용하여 등급으로 평가하였다.

일광견뢰도는 AATCC 16에 의거하여 Fade-o-meter(Model

25-FR, Atlas Co., USA)를 사용하여 표준 퇴색시간 동안 광조

사 후 일광견뢰도를 측정하였으며, 견뢰도 판정으로는 Color &

Color Difference Meter(Color-Eye 3100, Macbeth)를 이용하

여 KS K 0066에 의한 ∆E값과 일광 후의 시료를 Grey scale

를 이용하여 등급으로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침염염색 시 매염제 처리에 따른 표면색 측정 및 염착량

Table 5와 같이 황금에서 추출한 염액을 매염처리하지 않은

무매염 염색직물과 2종의 매염제로 처리한 폴리에스테르의 염

색직물에 대한 표면색변화를 살펴본 결과, 무매염 폴리에스테

르직물의 경우 예상대로 거의 염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푸

른색을 띠는 황색 이었다. 무매염<Al <Fe 순으로 L*값이 감소

하였는데, 이는 매염처리에 따른 명도가 낮아지고 진한 농도의

색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값은 Al <Fe <무매염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녹색계열의 색상은 감소하고 적색계열

의 색상이 증가하였다. b*값의 경우 모든 직물이 +b*값을 나

타내어 황색을 띠고 있으며, 특히 Al매염처리 직물의 경우 b*

값이 무매염, Fe 매염처리 직물에 비해 4배 이상 크게 나타나

황색정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황금염색 시 매염제에

따른 면직물의 색차(∆E)값은 Fig. 3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매염제 종류에 따라 무매염 처리직물과

Al 매염처리 직물의 색차 값은 19.7이였으며, Fe 매염처리 직

물의 색차 값은 28.6으로 나타났으며, 무매염 처리직물에 비해

Al, Fe 매염처리를 했을 시 색차 변화의 범위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염색직물을 육안으로 봤을 시에도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황금 추출액으로 염색한 직물의 매염제 종류에 따른 염착량

(K/S)에 대한 결과에서는 황금 무매염 처리직물의 경우 0.8320

으로 낮은 염착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경우 PET 분자구조의 특성 때문에 다른 어떤 합성섬유에서보

L*1 L*2–( )2 a*1 a*2–( )2 b*1 b*2–( )2+ +

Table 3. Specification of microcapsule

Item Limit

Moisture(%) 1.5 Max

Avg. Particle Size(µm) 10

Oil Absorption(cc/g) 1.7 ~ 2.4

pH 5 ~ 9

Residual Monomer(ppm) 30 Max

Table 4. Process method of microcapsule

Concentration of Dipping
H2O Scutellaria baicalensis

10 2

Binder PD 0.5 g/l

Dipping 40oC × 10 min

Process 170oC × 30 m/min

Fig. 2. Surface morphology with SEM photographs of microcaps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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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 결정부분이 잘 이루어져 있고 비결정부분에서도 비교적

빈틈이 작으며, 또한 소수성도 매우 큰 섬유이므로 분자량이 큰

염료는 섬유내로의 침투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황금 염색에 있어서 매염처리의 경우 Al 매염처리 직물

은 1.8051, Fe 매염처리 직물은 2.6948로 무매염 처리직물에

비해 염착량이 많이 향상되었다. 실제 육안으로 보이는 색 또

한 무매염 처리직물 보다는 매염처리직물의 경우 짙은 농색을

띠고 있다. 이는 황금의 화학구조가 Al, Fe 매염제의 염착기와

결합하여 폴리에스테르와의 결합을 돕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천연염색에 있어서도 소

량의 매염제의 사용으로 농색의 염색과 높은 염착량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어진다. 

3.2. 마이크로캡슐 가공 처리에 따른 표면색 측정 및 염착량

Table 6과 같이 control 직물과 황금 추출액으로 염색한 직

물, 황금을 마이크로캡슐 가공 처리한 직물에 대한 색상변화 및

염색성을 살펴 본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L*값은 일반 침염염색

한 직물에 비해 마이크로캡슐 가공처리한 직물이 미세하게 감

소하였다. 이는 거의 명도차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침염염색

과 마이크로캡슐 가공처리 직물의 표면색에 있어서는 옅은 황

색으로 나타났다. a*값의 경우 마이크로캡슐 가공처리 직물이

침염염색 직물보다 높게 나타나 적색계열의 색상이 증가하였다.

b*값은 침염염색 직물이 마이크로캡슐 가공처리 직물에 비해

큰 값을 나타내 황색을 나타내고 있다. 즉 모든 직물이 황색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반 침염염색 직물은 약간의 푸른색을 띠고,

마이크로캡슐 가공처리 직물은 약간의 적색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색차(∆E)값은 control 직물을 기준으로 침염염색 직

물은 13.9, 마이크로캡슐 가공처리 직물은 20.56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 직물에 천연재료인 황

금염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control 직물과 비교

해 침염염색 직물과 마이크로캡슐 가공처리 직물 모두 표면색

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육안으로도 색차가 크게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어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스 섬유에도 천연염

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과 같이 염착량(K/S)에 있어서는 침염염색 직물

0.8320, 마이크로캡슐 가공처리 직물 1.6785의 염착량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체적으로 염착량이 1.6785 이하로서 높지 않

은 염착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마이크로캡슐 가공처리 직물

의 경우 침염염색 직물에 비해 염착량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이크로캡슐 가공처리 직물은 Table 5에서의 Al

매염처리한 염착량과 흡사한 것으로 보아 미세한 변화이지만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경우에도 염색의 효과가 나타

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이는 실제 표면색 변화에서도 나

타났듯이 마이크로캡슐 가공처리 직물 또한 표면색 변화가 일

반 침염염색한 표면색과 거의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염

착율 또한 향상되고 있어, 천연염색에 있어 폴리에스테르 직물

에 일반적인 천연염색 보다는 마이크로캡슐 가공처리가 효과적

이라 사료 된다.

Table 6. The colorimetric value of polyester fabric dyed with Scutellaria baicalensis by dyeing method and processing

Fabric Mordant Method
Color factors

L* a* b* E h K/S

Polyester No Mordant

Control 90.15 1.28 -7.77 - 279.36 0.4617

Dying 84.88 -0.60 4.94 13.9 96.93 0.8320

Microcapsule 81.04 0.47 -0.10 20.56 90.53 1.6785

Fig. 3. K/S values in accordance with dyeing method and processing

Table. 5. The colorimetric value of polyester fabric dyed with Scutellaria baicalensis by mordant conditions

Fabric Mordant
Color factors

L* a* b* ∆E h K/S

Polyester

No Mordant 84.88 -0.60 4.94 - 96.93 0.8320

Al 80.10 2.43 23.85 19.7 84.19 1.8051

Fe 56.26 0.21 5.43 28.6 87.82 2.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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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견뢰도 분석

3.3.1. 세탁견뢰도

Table 7은 세탁견뢰도를 나타낸 것이다. Table에서 알 수 있

듯이 조금씩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황금의 일반적인 침

염염색과 마이크로캡슐 가공 처리 시 폴리에스테르직물의 세탁

견뢰도의 변퇴색을 살펴보면 무매염 처리직물의 경우 변퇴색은

3급, 마이크로캡슐 가공처리 직물의 경우 4-5급으로 일반 침염

염색 시 보다 마이크로캡슐 가공처리 시 세탁견뢰도가 향상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염착량에 있어 마이크로캡슐 가

공처리 직물의 염착율 상승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일반 침염

보다는 마이크로캡슐 가공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침염염색 시 매염처리 직물의 경우는 Al 매염처리 직물의 변

퇴색은 2-3급, Fe 매염처리 직물의 변퇴색은 3-4급으로 무매염

처리시 보다 Al 매염처리 직물의 경우는 조금 낮게 나타나고,

Fe매염처리 직물의 경우 향상되었다. 이는 Fe 매염처리 직물의

경우 염착량에 있어서도 Al 매염처리 직물보다 높으며, 세탁견

뢰도 또한 향상된 것은 황금염색 시에는 소량의 Fe 매염제 사

용이 진한 색상과 함께 세탁견뢰도에서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

다. 즉,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합성섬유라도 황금 염재의 천연염

색 시 Fe매염제의 사용으로 일반적인 천연염색이 가능하고, 세

탁견뢰도 또한 향상되어 일반 섬유직물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

로 사료된다.

세탁견뢰도에서 일반 침염염색 시 오염정도는 모든 직물들이

cotton의 경우 4-5급, Wool의 경우 3-4급으로 아주 높은 견뢰도

를 나타내었다. 또한 마이크로캡슐 가공처리 직물의 경우 Wool

의 오염견뢰도가 일반 침염염색 시 무매염, 매염처리 직물 보

다 향상되어 4-5급으로 변퇴색과 함께 오염견뢰도 또한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3는 황금 마이크로캡슐 처리한 폴

리에스테르 직물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Fig 3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섬유표면에 마이크로캡슐이 부착되어 있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또한 마이크로캡슐처리 직물의 세

탁에 대한 내구성을 5회, 10회 세탁 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

찰한 것이다. 5회, 10회까지 마이크로캡슐이 표면에 부착된 것

으로 보아 우수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3.2. 일광견뢰도

Table 8은 일광견뢰도를 나타낸 것이다. Table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일광견뢰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황금의 일반 침염염색 직물에서 무매염, Al, Fe 매염처리 직물

이 3-4급, 2-3급, 4-5급으로 Fe 매염처리 직물의 경우 가장 높

Table 7. Wash fastness of polyester fabric dyed with Scutellaria baicalensis

Fabric Method
Mordant

No Mordant Al Fe

Polyester

Dying

Color change 3 2-3 3-4

Stain
cotton 4-5 4-5 4-5

wool 3-4 3-4 3-4

Microcapsule

Color change 4-5 - -

Stain
cotton 4-5 - -

wool 4-5 - -

Table 8. Light fastness of polyester fabric dyed with Scutellaria baicalensis

Fabric Method
Mordant

No Mordant Al Fe

Polyester
Dying 3-4 2-3 4-5

Microcapsule 4-5 - -

Fig. 4. SEM photographs of Polyester Knit treated with microcapsule on the laundering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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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으며, Al 매염처리직물의 경우는 무매염처리 직물보

다 견뢰도가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황금의 마이크로캡슐 가공처리 직물 또한 4-5급으로 일광견

뢰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광견뢰에서는 일반적인 침

염의 경우 소량의 Fe매염제 사용이 효과적이며, 일반 침염염색

보다는 마이크로캡슐 가공처리 시에 좀 더 높은 견뢰도를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매염처리 직물과 마이크로캡슐 가공 처리직

물의 경우 염착량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일광견뢰도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지금까지 발표된 많은 연구에서 마이크로캡슐화 하여 섬유

에 처리된 직물은 염착이 증진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그러

나 천연재료를 마이크로캡슐화 하여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

에 가공한 것과 일반적인 침염방법으로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염색한 것을 비교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천

연재료 중 황금을 중심으로 마이크로캡슐화하여 폴리에스테르

에 가공하였을 때 캡슐화로 인하여 합성섬유에 천연재료의 염

색가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천연염색에 있어 일반적인 침염방법과 마이크로캡슐가공

에 따른 색상변화 및 견뢰도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황금 염재를 일반적인 침염 방법으로 염색했을 경우 매염

처리하지 않은 무매염 직물은 거의 염색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

간의 푸른색을 띠는 옅은황색을 나타내고 있으며, Al, Fe 매염

처리직물의 경우 적색을 띠는 황색을 나타내었다. 또한 L*값은

무매염 <Al <Fe 직물 순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매염처리에 따

른 진한 농색을 나타내고 있다. 색차값(∆E)에 있어서는 무매염

처리직물과 Al 매염처리 직물의 값은 19.7, 무매염 처리직물과

Fe 매염처리 직물의 값은 28.6으로 매염 처리에 따라서 색차값

(∆E)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2) 일반 침염염색의 염착량(K/S)에 있어서는 무매염 처리직

물의 경우 0.8320로 1 미만의 낮은 염착율을 보이고 있으며,

Al, Fe 매염처리 직물은 1.8051, 2.6948로 무매염 처리직물에

비해 염착율이 향상되었다. 이는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 직

물의 황금 천연염색에 있어서 소량의 매염제 사용이 효과적이

라 판단된다.

3) 일반적인 침염염색과 마이크로캡슐 가공처리에 따른 표면

색은 황색계열로 나타났다. 또한 염착량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침염염색 직물 0.8320, 마이크로캡슐가공 처리직물 1.6785로 염

착율이 향상되었다. 마이크로캡슐가공 처리직물의 경우 Al 매

염처리 직물의 염착량과 흡사한 것으로 보아 합성섬유인 폴리

에스테르 직물의 경우에도 염색가공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이크로캡슐 처리한 직물의 주사현미경 관찰의 경우 세

탁 5, 10회에서도 직물표면에 캡슐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

아 우수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5) 세탁 및 일광견뢰도는 각종 처리 조건에 따라 약간의 변

화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일반적인

염색방법인 침염염색의 경우 보다는 마이크로캡슐 가공처리한

직물이 세탁, 일광견뢰도가 1-2급 정도 향상되었다. 또한 소량

의 Fe매염제 사용이 세탁과 일광견뢰도에서는 효과적이며, 매

염처리 직물과 마이크로캡슐 가공 처리직물의 경우 염착량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세탁, 일광견뢰도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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