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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violacein 색소의 다섬교직포에서의 염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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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eing Properties of Microbial Violacein on Mutifiber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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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yeability of microbial violacein produced from Chromobacterum violaceum CV107 on to multifiber fabrics has
been studied. The bluish-purple colourants were produced by cultivation of Chromobacterum violaceum using LB liquid
medium for 2 days. The colourant was extracted with 80% acetone and identified as violacein by LC/MS analysis. The
violacein could be dyed on not only natural fibers such as Cotton, Silk and Wool but also synthetic fibers such as Diacetate,
Triacetate, Creslan 61 and Nylon 66. Maximum K/S values were shown at 540-580 nm according to different fiber with
color appearance of purple or blue. An optimum pH and temperature under dyeing condition were 10 and 70

o

C , respec-
tively. Any mordants were not improved colour density and quality on various fabrics. From this studies, pigments pro-
duced microbe have a high potentials for natural dyeing on fabrics. Finally, development of new colourants from microbe
has made a possible change for new dyeing field in respects of eco-friend and repeatability of natural dyeing for appar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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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도의 산업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환경의 무차별적 파괴

는 환경 친화 기술의 적용에 대한 산업적 요구가 권장사항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요구되고 있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된

에코라벨(Eco Label)제도는 현재 EU, 북유럽(Nordic), 캐나다,

일본 등 40여 개국이 가입된 GEN(Global Ecolabelling Net

work)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1992년 법률(환경기술개

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서 환경마크제도를 도

입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GEN에 가입하였다. 특히 의류 분야

에서는 EU집행위원회에서 창설한 La Fleur 등은 2005년부터

시행된 FTA이후 실제로 자국의 의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

입규제로 활용되고 있다. 

섬유 염색에 사용되는 화학염료 중 43개의 아조계통의 유독

성 물질은 이미 염료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전 세계에 생산

되는 염료의 약 50만 톤 중 2-5%가 환경 오염원으로 작용하

기 때문에 친환경 신규 천연염료의 개발은 시급한 실정이다. 섬

유염색분야에서도 환경 친화적인 천연염료자원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물, 식물, 광물질을 이용했는데(안경조, 김정희,

2001; 이종남, 2004), 그 중 식물성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주

를 이루고 있다. 식물성 염료로는 쪽(정인모 외, 1998), 홍화(김

용숙, 최종명, 2007), 자초(조경래, 1987) 등의 전통염료와 쑥(

박영희, 1999), 맥문동(박윤점 외, 2004), 삼백초(김병희, 송화순,

2000a) 등의 한약재료 및 녹차(송명견, 송은영, 2005), 유색미(이

혜자 외, 2002), 석류(신윤숙, 조은경, 2001) 등의 식품소재를

활용하기도 한다. 한약소재나 식품소재를 이용한 천연염색은 다

양한 색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재 자원 자체가 가

지고 있는 항균(이상필, 문종대, 2005; 한영숙 외, 2005), 소취

(김병희, 송화순, 2000b), 자외선차단(송명견, 송은영, 2005), 전

자파차단(조원주, 2004), 원적외선 발생(박은주 외, 2003) 등 기

능성을 활용하므로 의류에 단지 미적 감각 뿐만 아니라, 인체

에 기능성을 가지므로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식물

성 염료의 최대의 단점은 식물에서 추출된 색소가 지역에 따라

서, 품종에 따라서, 재배 방법에 따라서 균질성과 염색 시 재

현성이 거의 없고 특히, 세탁 및 일광 견뢰도가 낮아서 산업화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단점을 가진다(정은주, 2002). 

미생물은 자연계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이며 미생물 중에는

색소를 생산하는 종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Sardaryan et al.,

2004), 새로운 색소 개발(Oppong et al., 2000)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식품용 색소로 많이 개발

(Dufosse, 2006)되고 있다. 미생물 중 곰팡이 유래로는 붉은색

의 Monascorubramin (Blanc et al., 1994), 세균유래는 분홍색

의 Astaxantin(Yokoyama et al., 1994), 노란색의 Zeaxanthin

(Humbelin et al., 2002), 효모유래로는 검은색의 Mela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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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arov et al., 2003)이 대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울러 미

생물 기술을 응용하여 청색계통의 인디고를 생산하여 블루진

염색에 성공한 결과는 청바지 업계에 새로운 혁신을 일으켰으

며(Wilson, 1998), 이는 미생물에서 생산된 색소가 식품 뿐 만

아니라 의류염색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고, 최근 화

두가 되는 환경 친화기술로 입증되었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유전자를 조작한 대장균으로 청색의 Bio-indigo를 생산하는 기술

을 확립하고 청바지 등 의류 염색을 시도한 바가 있다. 한편,

Shirata 외(1997, 2000)는 미생물에 오염된 실크가 푸른색계통의

보라색을 띄는 현상으로부터 원인균인 Janthinobacterium

lividium를 분리하여 섬유 염색에 이용하였고, 이 미생물에서 추

출된 색소가 Fig. 1에 나타나 있는 violacein임을 밝혔다. 또한

미생물 violacein의 생산에 대한 신규 균주 개발은 Yada 외

(2008)의 연구에서 바다 미생물에서 발견하여 보고한 바가 있

고 Yang 외(2007) 연구에서 바다 해면에 살아가는

Pseudoaltermonas luteoviolaces라는 미생물에서 발견하여 보고

하였다. 미생물 violacein에 관심이 증가하게 된 것은 이 색소

가 항생역가, 항곤충, 항곰팡이, 항바이러스(Duran et al., 2001;

Shirata et al., 2000), 항산화성(Konzen et al., 2006) 등의 중

요한 생리활성 기능성이 보고되면서부터이다. 특히 Duran 외

(2001)는 브라질 토양에서 분리된 미생물 Chromobacterium

violaceum에서 신약을 개발할 목적으로 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많

이 하였다. 미생물 violacein의 섬유 염색의 응용은 Shirata 외

(1997, 2000)에 의해서 천연, 합성 및 반합성 섬유에 염색하여

푸른 자주색의 염색효과를 얻었다. 염색견뢰도 시험에서 땀, 마

찰, 더운 물세탁 등에는 3-5등급의 수치를 보였으며, 일반적인 천

연염색과 마찬가지로 일광견뢰도(평가 수치)가 낮은 문제점이 대

두되었지만 Thiourea를 처리하여 일광견뢰도를 2-3 등급으로 향

상시킨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미생물 중 Janthinobacterium

lividium이 생산하는 violacein을 이용하여 일본의상 기모노

(Kimono)를 염색하였고 일본특허(JP113169(A), (1998)를 출원등

록한 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항상성이 있는 균

질한 친환경 의류염색용 색소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violacein을 생산하는 Chromobacterium violaceum CV107균주

를 배양하여 미생물로부터 색소의 추출조건을 확립하고, 추출

된 색소의 성분을 액체크로마토그라피와 질량분석기(LC/MS),

Spectrophotometer등을 이용해서 색소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조

사하였으며 Chromobacterium violaceum CV107균주가 생산하

는 색소의 섬유에의 염색성을 조사함으로서 미생물이 생산하는

색소의 의류 염색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미생물은 영국 노팅검대학(Nottingham

university, Nottingham, UK)에서 분양받은 무독성의

Chromobacterium violaceum CV107을 사용하였다. 매염제 등

으로 사용된 Aluminium ammonium sulfate, Aluminium

potassium sulfate, Copper sulfate, Magnesium sulfate,

Manganese sulfate, Iron sulfate 및 citric acid 등은 1급 시

약을 사용하였다. 

염색 직물은 한국의류시험검사소에서 시판하고 있는 13가지

섬유로 이루어진 다섬교직포 #43인 Testfabrics(Warp Strip 13

Fiber Style #43, Testfabrics, Inc. USA)을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색소생산 미생물의 배양 

색소생산 미생물 Chromobacterium violaceum CV107를 보

존하기 위해서 보존용 배지는 1liter의 증류수에 LB배지(Sodium

chloride 5 g, Tryptone 10 g, Yeast extract 5 g, Agar 15 g)를

녹여서 121
o
C에서 15분간 멸균하고, 무균상(Clean bench)에서

petridish에 부어서 고형화하여 고체배지를 만든 후, 고체배지에

미리 보존된 Chromobacterum violaceum CV107을 접종하여

30
o
C에서 3일 배양하여 종균으로 사용하였다. 색소 생산용 배

지는 보존용 배지에서 Agar를 뺀 액체배지를 만들고 여기에 미

생물을 접종한 후, 30
o
C 항온수조(KMC-8480 SF: Shaker

Control 20, Vision Scientific, Korea)에서 250rpm으로 2일 동

안 진탕 배양하여 짙은 보라색소가 생성되었을 때 발효를 중지

하였다. 미생물 발효액 10,000 g을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

액은 버리고 미생물 균체를 색소원으로 하였다. 

2.2.2. 미생물로부터 violacein 색소 추출 및 정량

미생물 균체에서 violacein색소 추출은 Pantanella 외(2007)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원심 분리하여 얻어진 미생물균

체에 물, methanol, ethanol, aceton 등의 용매를 넣고서

vortex 한 후, 다시 10,000 g에서 10분 원심 분리하여 색소를

추출하고 진공건조하여 고체색소로 만들었으며 고체색소를 물

에 녹여 색소액으로 하였다. violacein색소의 정량은 UV/

Visible Spectrophotometer(UV-260, Shimadzu, Japan)를 사용

하였으며, 측정 파장은 Mendes 외(2001)의 방법에 따라서

5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violacein의 농도에 따른 표

준곡선을 구한 후 임의의 violacein의 농도를 결정하였다. 

Fig. 1. Chemical structure of violacein from Chromobacterium

violac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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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추출된 색소의 물리화학적 분석 

추출된 미생물 violacein 색소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LC/MS/MS system(LIQ Advantage Max, Thermo Finnigan,

USA)을 사용하였다. 추출된 미생물색소를 Liquid Chroma

tograpy(LC)에 주입하여 색소분획(peak)에 따라 분리·정제하

였고, 분리된 각 peak는 Mass spectrometer(MS)에 의해 분자

량과 물질의 구조가 결정되었다. 또한 다 파장 광학 측정 장치

(Photodiodarrary, PDA)를 이용해서 200-800 nm의 흡광도를 합

산한 chromatogram을 작성하였고 작성된 결과를 검토하여 각

색소 peak가 가지는 UV/VIS spectrum을 얻었다. 얻어진 질량

분석 결과와 UV/VIS spectrum결과로부터 얻어진 색소를 LC/

MS/MS에 내장된 data base를 활용하여 색소물질의 구조를 확

인하였다. 

2.2.4. 추출된 미생물 violacein의 직물에의 염색 및 매염 

제조한 미생물 violacein 색소 염액을 흡광도 6.72(violacein

농도 120 µg/ml)로 맞춘 염액에 욕비는 색소의 농도에 따라 1 :

50에서 1 : 20, 염색온도 25
o
C에서 80

o
C로, 30분에서 2시간까

지 염색한 후, 염색 천을 수세하고 건조한 천을 염색된 시험포

로 하였다. 후매염을 실시하였는데 매염제로는 Aluminium

ammonium sulfate, Aluminium potassium sulfate, Copper

sulfate, Magnesium sulfate, Manganese chloride, Iron sulfate,

Citric acid를 사용하였다. 

2.2.5. 염색된 시험포의 색상분석

염색된 시험포를 분광 측색계(Colour Reader, Model JS555,

Colour Techno System CO., Japan)를 이용하여 색상을 분석

하였다.

2.2.5.1. 염착량 측정

색소의 염착량은 염색된 면직물의 K/S값으로 평가하였다. K/

S값은 분광 측색계에서 직물의 흡수 파장의 표면반사율을 측정

하여 아래의 Kubelka-Munk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이때 섬유의

염착농도를 조사하는 최대 흡수파장은 각 파장에서의 K/S값을

구한 후 최대의 K/S값을 가지는 파장을 결정하여 염착량을 표

시하였다. 

K/S = (1-R)
2
/2R

K : 염색포의 흡광계수, S : 염색포의 산란계수, R : 염색포

의 표면반사율 

2.2.5.2. 표면색 측정 

염색된 섬유의 표면색은 분광측색계를 이용하여 L
*
, a

*
, b

*
,

K/S값으로 측정하였으며, ∆L, ∆a, ∆b값은 염색천의 값에서 염

색되지 않은 천의 값의 차로 구하였다. 이들 값을 이용하여 채

도(Chroma, C
*
) = ((a

*
)
2 

+ (b
*
)
2
)
1/2
를 계산하였다. 또한

CIELAB 색차식에 의해 색차(∆)를 구하였다.

∆E=[(∆L
*
)
2
+(∆a

*
)
2
+(∆b

*
)
2
]
1/2

3. 결과 및 고찰

3.1. 미생물 violacein 생산 및 색소 추출

3.1.1. 미생물 발효 후 색소 생산량 

Chromobacterum violaceum CV107을 2일 동안 진탕배양한

후 원심 분리한 미생물 균체를 80% acetone으로 추출한 후

spectrophotometer를 활용하여 5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흡광계수를 이용해서 농도를 계산한 결과, 배양액 1 ml당 약

121.5 µg의 violacein을 얻었다. 5liter용량의 삼각플라스크에서

한번 배양 시 1,000 ml을 배양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삼각 플

라스크당 121.5 mg의 미생물 violacein 색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Mendes 외(2001)가 미생물에서 생산요인 분석에

의해서 얻어진 430 mg보다는 많은 양을 얻지 못했지만, 본 연

구에서는 생산량 증가를 위한 전문 발효기를 사용하지 않은 결

과로는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3.1.2. 색소 추출 시 용매 선정 

Chromobacterum violaceum CV107이 생산하는 색소는 세포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친유성과 친수성의 2중 층으로 구성된

세포벽을 파괴하고 색소를 추출해 낼 수 있는 용매를 선정하기

위해서 2일 배양된 미생물 배양액을 1 ml 취하여 13,500 g에서

2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제거한 후, 미생물 균체를 회수

하였다. 미생물 균체에 각각 1 ml의 다양한 용매를 넣고 초음

파처리를 한 후 vortex하여 균질화하고 다시 2분간 원심분리

한 상등액을 추출 색소로 하고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해서

5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색소의 추출된 정도를 Table 1

에 나타내었다. 

물과 hexane을 추출용매로 했을 때는 색소가 거의 추출되지

않았고, 60% butanol을 추출용매를 사용하면 물층과 butanol층

Table 1. Effect of different solvents on extraction of colourants from cell

mass of Chromobacterum violaceum CV107.

Solvents OD575nm Solvents OD575nm

 Water 0.30  Buthanol

 Methanol  100% 0.62

 100% 1.06  90% 1.50

 80% 0.99  60% 1.20*

 60% 0.97  

 40% 0.74  

 20% 0.43  Acetone

 Ethanol  100% 1.40

 100% 0.94  80% 1.55

 80% 1.11  60% 1.20

 60% 1.41  40% 1.17

 40% 1.19  20% 0.53

 20% 0.50  Hexane 0.00

*Phase separation between water and buthanol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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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 분리되고 색소는 butanol 층으로 농축되지만 전체 흡

광도는 높지 않았다. 가장 색소 추출이 잘되는 추출용액은

60% ethanol, 90% butanol, 80% acetone이었는데, 이 중 80%

acetone이 반복시험 결과 가장 좋은 추출률을 나타내었다. 일본

의 Shirata 외(2000)의 결과에서는 Janthinobacterium lividum이

생산한 미생물 violacein을 추출할 시 acetone 100%, 50%에서

는 색소 추출율이 높지 않은 결과와는 약간 차이를 나타내는

데, 이는 생산균주의 세포벽 조성의 차이로 추정된다.

배양된 Chromobacterum violaceum CV107의 세포에 80%

acetone을 넣고서 초음파 처리한 후 13,500 g에서 2분간 원심

분리한 상등액을 진공건조(Vaccum Rotary evaporator)로

acetone과 물을 날려 보낸 고형색소를 물에 녹여서 색소로 사

용하였다. 

3.2. 미생물 violacein의 물리화학적 특성

3.2.1. Spectrophometer로 Scanning결과

미생물로부터 생산된 violacein을 575 nm에서 흡광도 7.15로

맞춘 후 3, 6, 8, 10배 증류수로 희석한 후 spectrophotomer로

200-800 nm까지 파장에서 스캔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흡수

파장은 가시광선인 500-600 nm에서 흡광도를 가지고 최대 흡

수파장은 550 nm에서 최대치를 나타낸다. 이런 결과는 Rettori

외(1998)의 결과와 전체적인 경향은 비슷한데, 천에 염색을 하

기 위한 염재로 순수물질만을 100% 분리하지 않아서 일어난

결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약간 자외선쪽으로 이동된 양상을

보여 준다. 

3.2.2. LC/MS/MS분석

미생물이 생산한 violacein을 LC/MS/MS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액체크라마토그라피를 한 결과 12개의

peak(Fig. 3-(a))로 분리된 혼합물질로 존재하지만, 전 파장에서

의 흡광도를 합한 PDA결과에서는 크게 3개의 peak를 보여주

고 있다. 이 중 4.54분에 분리된 peak V(Fig. 3-(b))는 질량분

석기로 분자량(M-H)
-1
을 조사한 결과 342로 나타나서 미생물

에서 분리된 색소의 분자량(M)은 343이 되므로 violacein의 분

자량(343)과 일치함을 보여 주었다(Rettori et al., 1998).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실험한 Chromobacterum violaceum CV107이

생산한 푸른 보라색 색소는 violacein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다섬교직포에서의 염색성

3.3.1. 미생물 violacein의 섬유염색 선택성

미생물 violacein을 농도 0.2 µg/ml로 맞춘 후 다섬교직포를

2 cm크기(0.6 g)로 잘라서 욕비 1:30으로 맞춘 후 25
o
C에서 2

시간 염색한 후 색상 값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아

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면, 나일론66, 견, 레이온에서는 ∆E

값이 높게 나타나고 H값이 4-8정도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서

강하게 염색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크레슬란61은 ∆E값은

48.18이지만 H값은 0.92P로 나타나서 약하게 염색되었으며, 데

이크런64, 폴리프로필렌에서는 아주 약하게 염색되었고, SEF,

데이크런54, 오올론75에서는 전혀 염색이 되지 않았다. 특이하

게 양모는 ∆E값은 40.26으로 크레슬란61과는 비슷하지만 H값

이 8.48P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약간 검게 염색되었다. 최종

적으로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면, 나일론66, 견, 레이온,

양모, 크레슬란61의 8가지 종류의 섬유에서는 염색이 되었으나,

SEF, 데이크런54, 데이크런64, 오올론75, 폴리프로필렌의 5가지

종류의 섬유에서는 염색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Shirata 외(2000)의 결과와는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색감은 약간 차이를 나타내는데, 생산되는 미생물의 차이에 기

Fig. 2. UV-VIS scanning spectra of microbial violacein from Chromobacterum violaceum CV107 according to concentrations; 3X, 6X, 8X, 10X

di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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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미생물 violacein을 0.2 µg/ml의 농도

로 25
o
C에서 2시간 염색한 후 염색한 천의 종류에 따라 색차

분석기로 각기 다른 파장에서 측정한 염착도(K/S)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미생물 violacein은 아세테이트, 나일론, 트리아세테이트, 견,

면, 레이온, 양모, 아크릴섬유의 순으로 염착도가 높게 나타났

는데, 이런 경향은 Table 2의 ∆E값의 크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염착량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파장은 섬유의 종

류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데, 540 nm에서 크레슬란61(

아크릴), 560 nm에서는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580 nm에

서는 면, 나일론, 견, 레이온, 양모섬유의 염착량이 가장 많았

다. 미생물 violacein은 수용성이므로 침염이 가능할 뿐만 아니

라 Shirata 외(2000)의 결과에서 땀, 마찰, 세탁 견뢰도를 가지

는 것과 Fig. 5에서와 같이 현미경 검경 시 아주 균일하게 섬

유에 분포하는 것으로 단지 물리적으로 침착된 형태가 아닌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섬유의 종류에 따른 염착성의 차이나 섬

유에 대한 균일한 색소 결합은 미생물 violacein의 Fig. 1과

같은 화학구조에 기인하는데 violacein의 NH기, C=O기, OH

Fig. 3. Liquid chromatograms and mass spectroscophy of microbial violacein from Chromobacterum violaceum CV107 

Table 2. Colorimetric and Munsell values of various mutifabrics dyed with microbial violacein from Chromobacterum violaceum CV107

Fabrics ∆L ∆a ∆b ∆E H V/C

Spun Diacetate -57.44 37.54 -47.24 83.31 4.31P 2.32/11.3

SEF(Modacrylic) -20.14 6.36 -12.58 23.96 1.09P 6.32/2.22

Filament Triacetate -49.22 30.09 -36.52 68.28 2.64P 3.56/8.75

Bleached Cotton -42.70 12.68 -30.66 54.07 8.61P 4.56/6.32

Creslan 61 -32.76 12.13 -21.80 48.18 0.92P 5.37/4.37

Dacron 54 -25.94 7.44 -15.56 31.15 0.92P 6.05/3.04

Dacron 64 -29.27 8.45 -16.48 34.64 0.96P 5.69/3.49

Nylon 66 -61.99 23.06 -44.49 79.71 7.83P 2.55/8.75

Orlon 75 (Acrylic) -25.73 8.19 -16.64 31.72 0.00P 6.22/3.15

Spun Silk -41.35 11.64 -38.74 57.85 7.83P 3.99/6.46

Polypropylene -23.85 8.42 -15.38 29.60 0.93P 6.43/3.19

Viscose -39.91 12.2 -31.75 52.44 8.19P 4.89/6.07

Wool -27.78 7.49 -28.17 40.26 8.48P 5.4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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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의해서 섬유종류에 따른 결합력 차이에 의해서 기인될 것

으로 추정한다. 

3.3.2. pH에 따른 미생물 violacein의 섬유염색성

미생물 violacein을 0.1N NaOH와 HCl로 pH를 각각 2-12

로 맞춘 후, 앞서 설명한 염색조건과 동일하게 염색하여 염색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성 pH인 2-6까지는 염색이 잘 되지 않았는데, 이에 비

해 pH 9, 10, 11에서 염색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생물 violacein색소에 염색이 잘되는 아세테이트, 나일론,

트리아세테이트, 견, 면, 레이온, 양모, 아크릴의 8가지 종류의

섬유 중에서 소수성 섬유인 아세테이트와 친수성 섬유인 면을

대표로 하여 최대 염착량을 나타내는 파장인 560 nm와

580 nm에서 측정하였다. 아세테이트와 면에서의 염착량을 pH

별로 나타내면 Fig. 7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소수성 섬유인 아세테이트는 pH 9에서, 친수성 섬유인 면의

경우는 pH 10-11에서 가장 염착량이 많아서 잘 염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방법으로 트리아세테이트는 pH 11, 아

크릴 pH 11, 나일론 pH 11, 견 pH 10, 레이온 pH 10, 양모

pH 10에서 염착량이 크게 나타났다. 즉 같은 미생물 색소인

violacein으로 염색하더라도 섬유의 종류에 따라 최적 pH가 다

르므로 미생물이 생산하는 violacein색소를 섬유에 염색할 때는

산성이나 중성보다는 pH 10정도의 알칼리에서 염색하였을 때

염착량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은 알칼리에서

violacein이 전기적으로 활성화되어 염착하기 좋은 전기화학구

조를 가지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Fig. 4. Profiles of dyeability (K/S) of microbial violacein on different fabrics according to wave numbers of color reader. 

Fig. 5. Microphotography of silk fabrics dyed with microbial violacein ; Photographs of (a) and (b) were taken at 40X and 300X magnification.

Fig. 6. Photographic presentation of microbial violacein dyed multifiber

style #43 testfabrics according to different pH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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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온도에 따른 미생물 색소 violacein의 섬유염색성

미생물 violacein색소를 pH 10에서 염색조의 온도를 30-

60
o
C까지 온도를 달리하여 다섬교직포를 넣고서 30분간 염색

한 결과를 염착량으로 표시하면 Table 4와 같다.

일반적으로 염색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염착량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섬유의 종류에 따라 적정 염색온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소수성 합성섬유인 아세테이트, Triacetate,

Creslan 61, 나이론 66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K/S값이 증가하여

염색강도(Colour Strength)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아세테이트의 경우 80
o
C에서, 나이론 66의 경우 70

o
C이상

에서는 K/S를 측정한 파장인 560 nm과 580 nm에서 Reflection

(%)이 0.01이하로 나타나서 K/S = (1-R)
2
/2R를 이용해서 계산

하면 1,000이상의 비정상정인 K/S값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Fig.

4에 나타난 각 섬유 별 최소 Reflection(%), 즉 최대 K/S 값

을 나타내는 파장을 선정했는데도 정상적인 K/S결과를 나타내

지 않는 것은 이러한 높은 온도에서는 합성섬유와 미생물

Violacein이 변성하여 실제로 검은 색으로 나타나서 모든 파장

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Reflection(%)이 아주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하면 미생물 Violacein으로 염색한 정

상적인 색상값이 아닌 검은 색상이기 때문에 560 nm, 580 nm

에서는 K/S값을 표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아

아세테이트와 Nylon의 경우는 70
o
C이상의 온도에서 30분간 염

색하면 고유 색상의 K/S값을 구할 수 없으므로 70
o
C이하의 온

도에서 염색하여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Shirata 외

(1997)의 논문에서도 아세테이트섬유를 높은 온도에서 염색하

면 검은 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연구는 더 필

요하다고 본다. 한편, 천연섬유인 면, 견, 양모섬유와 재생섬유

인 레이온섬유는 온도가 상승해도 획기적으로 염착량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으며, 특히 면의 경우는 70
o
C 이상에서는 염착량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합성섬유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

다. 

Janthinobacterium lividium에서 생산한 미생물 violacein으로

염색한 Shirata 외(2000)는 염색액을 끓여서 염색하였고, 염색

시간으로 염착량을 조절하기도 하였지만, 본 실험에서는 열에

민감한 합성섬유가 포함된 다섬교직포를 사용하였기에 80
o
C온

도까지 염색한 결과이므로, 섬유종류에 따라 최적 염색온도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4. 미생물 violacein색소의 매염처리 효과

미생물 violacein 색소를 다섬교직포에 염색한 후 7가지 매

염제를 이용해서 후매염한 결과 Fig. 8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염하지 않은 기준직물(Fig. 6)에 비

해서 매염한 직물의 색상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전체적으

로 염색 시 매염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hirata

외(2000)의 연구에서 염색 후 Thiourea용액으로 처리했을 때

일광견뢰도가 상당히 상승함을 보여주고 있어서 미생물

Fig. 7. Dyeability(K/S) of microbial violacein on diacetate and cotton according to different pH; Wave numbers of diacetate: 560 nm, Wave numbers

of cotton: 580 nm. 

Table 4. Effect of dyeing temperature on dyeability(K/S) of different fabrics with microbial violacein.

Temperature Diacetate Triacetate Cotton Creslan 61 Nylon 66 Silk Viscose Wool

30
o
C 2.51 1.05 0.85 0.20 3.09 1.89 1.10 0.80

40
o
C 2.64 1.12 0.94 0.20 5.27 1.94 1.20 0.91

50
o
C 2.83 1.13 1.23 0.37 6.99 2.69 1.33 1.01

60
o
C 8.47 1.35 1.28 0.30 33.1 3.15 1.74 1.48

70
o
C 35.1 3.74 1.46 0.39 - 6.12 1.96 2.29

80
o
C - 5.09 1.46 1.55 - 11.3 2.62 4.14

* K/S values were obtained from different wave numbers which having maximum values according to fabrics ; 540 nm: Creslan 61, 560 nm:

Diacetate, Triacetate, 580 nm: Cotton, Nylon 66, Silk, Viscose, W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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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acein색소도 일반적인 천연염색에서와 같이 견뢰도를 높이

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결     론

Chromobacterum violaceum CV107가 생산하는 미생물

Violacein을 미생물 배지를 이용해서 2일 동안 배양했을 때

121.5 µg/ml의 색소를 얻을 수 있고, 미생물세포내의 색소는

80% acetone용액으로 초음파처리 할 때 가장 많은 색소를 추

출할 수 있었다. 추출된 미생물 Violacein색소는 550 nm에서

최대 흡광도를 가졌고 LC/MS/MS결과 분자량이 343의

Violacein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출된 색소를 이용하여 다섬

교직포에 염색을 했을 시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4.1. Chromobacterum violaceum CV107가 생산하는 미생물

Violacein은 소수성 인조섬유인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크

레슬란61, 나일론66에 염색되었고 아울러 천연섬유인 면, 견,

양모와 재생섬유인 레이온에도 잘 염색되었다. 

4.2. 최대 염착량(K/S value)을 나타내는 파장은 섬유의 종류

에 따라 다른데, 540 nm에서 크레슬란61(아크릴), 560 nm에서

는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580 nm에서 면, 나일론, 견, 레

이온, 양모섬유의 염착량이 가장 많았다. 

4.3. 염색액의 pH가 알칼리성일 때 염색이 잘 되었고, 최적

pH는 섬유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대체로 pH 10-11

로 나타났다. 

4.4. Chromobacterum violaceum CV107가 생산하는 미생물

violacein 색소로 염색시 매염제에 의해 색상이나 염착도가 크

게 차이를 보이지 않아 매염효과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미생물이 생산하는 색소를 이용하여

섬유염색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미생물은 이미 여러 분야

의 용도로 쓰이며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류산업에의

활용이 적합하고 천연염색이 가지는 재현성과 균질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미생물 색소를 천연

염색에 응용하면 고기능성이 있는 신규 소재개발이 가능하고

아울러 천연염색의 대중화와 실용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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