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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발란을 이용한 직물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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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 Dyeing with Myrobalan(Terminalia chebula R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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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natural dyeing of fabrics with myrobalan extract was investigated. After dyeing of silk, cotton and rayon
with myrobalan extract, the dyeability of myrobalan extract was evaluated with the conditions of concentration, tem-
perature, time, repeat-numbers, pH, mordants variables, the changes of dyeability and surface colors by methods of mor-
danting and color fastness. The wavelength of maximum absorption of the colored solution from myrobalan extract
appeared at 272 nm. Therefore, the substance of myrobalan extract was verified as tannin dyes. The optimum dyeing of
fabrics was carried out at 30%(o.w.f) dye concentration. Silk fabrics dyed with myrobalan extract showed the highest K/
S value at the temperature of 80

o

C when it was dyed for seventy minutes, while cotton and rayon fabrics showed the high-
est K/S value at the temperature of 90

o

C when they were dyed for seventy minutes and thirty minutes, respectively. Dye-
ing operation was carried out in acidic dyebath of pH 3. The K/S value of silk fabric was higher in pre-mordant stage than
in post-mordant, while the K/S values of cotton and rayon fabrics were higher in post-mordant stage. The surface colors
of dyed fabric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used mordants: Al and Cu mordanted fabrics were dyed in yellowish colors,
while Fe mordanted fabric was dyed in khaki-black color. Light-fastness of the color fastness was improved in Fe-mordant.
Washing-fastness was relatively good, and dry cleaning-fastness of dyed fabrics was excellent.

Key words: myrobalan, tannin, K/S value, mordants, color fastness

1. 서 론

미로발란(myrobalan)은 사군자과(combretaceae)에 속하는

Terminalia chebula Retz.의 성숙한 열매를 건조한 것으로

chebulagic acid, chebulinic acid, corilagin, terchebin, glucogallin,

ellagic acid, gallic acid(Rath et al., 1985; Khan et al., 2005) 등

이 함유되어 있으며 그 중 타닌은 20~40% 정도로 많은 양이 함

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갑상 외, 1997). 

타닌은 식물계의 열매, 잎, 줄기, 껍질, 충류 등 풀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식물에 널리 분포하는데, 단백질과 결합하는 특성을

지닌 폴리페놀(polyphenol) 구조로 되어 있으며 분자량이

600~2,000정도의 수용성 화합물이다. 그 수용액은 수렴성이 강

하고 단백질, 아세트산납, 석회, 알칼로이드 등과 불용성의 침

전을 형성하며 식물에 있어서 자체의 세균 등에 대한 방부적

보호작용으로 존재한다(조경래, 1997; 박선영, 남윤자, 2001).

타닌은 화학구조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데,

Procter(1894)는 타닌을 가열하였을 때 생성되는 물질에 따라

피로갈롤 타닌(pyrogallol tannin)과 카테콜 타닌(catechol

tannin)으로 분류한 바 있고(조경래, 2004), Freudenberg(1920)와

Haslam(1966)은 산이나 효소에 의한 가수분해 정도에 따라 가

수분해형과 축합형으로 분류하였다(조영제 외, 1993). 다만 카

테콜계의 많은 것이 축합형에 속하고 피로갈롤계의 많은 것이

가수분해형에 속한다. 축합형 타닌은 반응기로서 -OH기를 갖

는데 비해 가수분해형 타닌은 -OH기 외에 -COOH기와 그것의

ester를 가지며 유기산과 당이 많으므로 수용액의 pH가 낮고,

당이 발효하여 산을 생성하므로 pH는 더욱 낮아진다(조경래,

2004). 모든 타닌은 이 방법에 의하여 분류되고 있으나 이 분

류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타닌을 신형타닌으로 분류하였다(

조영제 외, 1993).

타닌 처리는 염색물의 견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면섬유를 염기성 염료로 염색할 때 염료의 고착을 위하

여 사용되어 왔고, 나일론 섬유에서는 습윤견뢰도를 향상시키

기 위하여 적용되었으며 양모섬유에서는 방염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권민수 외, 2006). 그밖에 잉크의 원료, 견

섬유 증량제, 염기성 염료에 의한 견섬유 염색에 있어서의 견

뢰도 증진제, 가죽 무두질 공정 및 염색 재료로 사용하였다(변

수진, 2006; Khan et al., 2005). 또한 타닌은 각종 금속염 매

염제와 반응하여 여러 종류의 색으로 변화하여 옛날부터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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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공에 사용되었는데 주로 증량, 흑색염색 등을 목적으로 견

섬유에 처리되었다(신남희, 2006). 이러한 타닌 성분의 염료로

염색한 옷감은 타닌이 섬유 사이의 작은 틈새를 막고 섬유를

뭉치게 하여 오히려 큰 틈을 많이 형성하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다. 

미로발란의 타닌은 가수분해형 타닌으로 확인되었으며

(Kumbasar et al., 2009), 약리학적 연구로 다량의 타닌이 함유

되어 있어 수렴, 지사작용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또한 녹농

균, 디프테리아균, 항균 및 항균 스펙트럼, 대장균, 용혈성 연

쇄상구균에 억제작용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항균활성에 뛰어난

생약재로 보고되고 있다(홍도경, 2005). 인도에서는 인도 전통

의 천연염색 기법인 칼람카리, 블록 프린팅에 주 염색 재료로

사용했으며, 면직물의 드로잉이나 프린트에 의한 날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미로발란 추출액으로 처리하였다(Khan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타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미로발란 염

재를 이용하여 여러 직물에 대한 염색성을 살펴보고 미로발란

의 염재로서의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실용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염재 발굴과 타닌의 효용가

치를 확대 응용하고자 한다. 이 실험에서는 미로발란 추출액의

자외·가시부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염색조건에 의한 염

착성의 변화와 매염농도에 의한 표면색 변화를 검토하였으며

염색견뢰도를 측정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시료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구입한 KS

K 0905에 규정된 표준면포와 레이온포이며, 견포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정련된 백색 견포를 사용하였다. 그 시료의 특징은

Table 1과 같다. 매염제는 칼리 명반(aluminium potassium

sulfate, AlK(SO4)2·12H2O), 황산구리(copper sulfate, CuSO4·

5H2O), 황산철(iron sulfate, FeSO4·7H2O), 염욕의 pH 조절용

으로 구연산(citric acid, C6H8O7·H2O)과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NaOH), 흡광도 측정시 타닌산(tannic acid,

C76H52O46) 등은 모두 1등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2.2. 염료

염료는 F&B International 회사에서 구입한 미로발란 분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미로발란 염료 추출은 직물 중량(o.w.f)으로

계량하여 액비 1:100의 조건으로 비등상태에서 30분 동안 가열

한 후 200 mesh 필터 망으로 여과하고 다시 증류수를 추가하여

최종 액비가 1:100의 조건이 되도록 염액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염액의 최대흡수파장을 측정하기 위해 UV/

VIS/NIR Spectrometer(LAMBDA-900, Perkin elmer)를 사용

하여 200~700 nm의 파장에서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2.3. 염색 및 매염

미로발란 염료의 견, 면, 레이온포의 염색조건에 따른 염색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염재농도 5~35%(o.w.f 이하 생략), 염색온

도 40~90
o
C, 염색시간 10~70분, 반복염색횟수 1~5회, 염욕의

pH 3~11를 변화시켜가며 IR염색기(KSL-24 Perfect, 고려과학)

로 염색하였다. 이때 염료의 양은 분말 이용시 5~20%의 농도

가 적절하다는 선행연구에 의거하여(최인려, 2002) 조절하였고,

염색은 욕비 1:100, 견은 80
o
C, 면과 레이온은 90

o
C에서 각각

30분 동안 행하였다. 매염은 선매염과 후매염으로, 매염 조건은

매염제 농도 1~5%로 변화시켜, 욕비 1:50으로 60
o
C에서 20분

간 처리하였다. 

2.4. 염착농도(K/S) 및 표면색 측정

염색된 직물은 색채계(UtraScan PRO, HunterLab, USA)를

이용하여 D65광원, 10
o
 시야에서 염색물의 표면반사율을 측정

하고, Kubelka-Munk식에 의해 K/S값을 산출하였다. 

K/S = (1-R)
2
/2R (R:표면반사율, K:흡광계수, S:산란계수)

또, 표면색의 변화는 CIELAB에 의한 L*, a*, b*
 
값을 측정

하였고, Munsell 표색계로 색의 삼속성치 H V/C를 구하여 나

타냈으며, 무매염포와의 색차는 ∆E*ab로 나타내었다.

2.5. 염색견뢰도

일광견뢰도는 KS K ISO 105-B02 : 2005에 준하여 Xenon

arc lamp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세탁견뢰도와 드라이클리

닝견뢰도는 각각 KS K ISO 105 C01 : 2007, KS K ISO

105 D01 : 2005에 준하여 Launder-O-meter(Yasuda Model

408,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미로발란 추출액의 자외·가시부 흡수 스펙트럼

Fig. 1은 염액으로 사용한 미로발란 추출물의 자외·가시부

흡수 스펙트럼과 시판용 타닌산의 흡수스펙트럼을 나타낸 것

이다. 일반적인 시판용 타닌산의 흡수스펙트럼은 275 nm에서

흡수피크를 나타내는 것으로(김호정, 2006), 염료식물 추출액

에 포함되는 타닌은 최대흡수파장이 272~285 nm로 약간의 차

∆Eab

*
∆L

*
( )

2

∆a
*

( )
2

∆b
*

( )
2

+ +=

Table 1. Characteristics of fabrics

Fiber
Thickness 

(mm)
Weave

Density/(threads/5cm) Weight

(g/m
2
)warp weft

Silk 0.19 plain 270 235 72.4

Cotton 0.22 plain 175 155 115±5

Rayon 0.31 plain 140 1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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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이나 이는 타닌의 구조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

다(조경래, 김미숙, 2003). 본 연구에서 사용된 미로발란 염액

의 스펙트럼은 272 nm, 시판용 타닌산은 274 nm 부근에서 나

타났다. 따라서 미로발란 염료에 함유되어 있는 색소는 타닌계

색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염재농도에 의한 염착성

Fig. 2는 미로발란 염재 농도 5~35%를 욕비 1:100, 견포는

80
o
C, 면포와 레이온포는 90

o
C에서, 30분 동안 염색한 결과이

다. 염색실험 결과, 염재농도 증가에 의한 염착성은 모든 농도

범위에서 견포의 염착성이 면포와 레이온포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견포의 피브린구조가 셀룰로오스계 섬유보다 염

착 가능한 작용기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견포는

농도 증가에 따라서 거의 비례하여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K/S

값이 증가하다가 30% 이후의 농도에서는 그 증가폭이 둔화되

어 거의 포화상태를 나타내었다. 면포는 염재농도에 따라서 서

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30% 이상부터는 오히려 염착

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레이온포는 염재농도에 따

라서 미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30%에서 다소 높아

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본 연구에서는

염재 농도 30% 정도의 농도가 경제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3.3. 염색온도에 의한 염착성

Fig. 3은 염색온도에 의한 염착성의 변화를 보기 위해 욕비

1:100, 염재농도 35%, 견포는 85
o
C 이상에서는 견섬유의 광택

과 강도에 큰 해를 주기 때문에(김공주, 이정민, 1994)

40~80
o
C까지, 면포와 레이온포는 40~90

o
C 범위에서 30분 동안

염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견포는 온도가 40~70
o
C까지는

염착량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80
o
C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섬유 표면의 공극이 커지고 미로발

란 염료의 분자운동이 활발해져서 섬유내부에 대한 침투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면과 레이온포는 40~80
o
C까지

는 미미한 염착성을 보였고 90
o
C에서 염착량이 다소 증가되었

다. 면포가 레이온포에 비해 염착량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데 이

는 면포가 레이온포의 두께보다 얇아 무게에 대한 표면적 비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염색온도

는 견포 80
o
C, 면포, 레이온포는 90

o
C에서 가장 높은 염착성을

나타내었다. 

3.4. 염색시간에 의한 염착성

Fig. 4는 욕비 1:100, 염재농도 30%, 견포는 80
o
C, 면포와

레이온포는 90
o
C에서의 염색시간에 의한 염착성을 측정한 결

과이다. 견포는 10~20분까지 염착성이 높아지다가 20분~50분

까지는 염색시간이 길어져도 염착성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그

러나 50분 이후부터는 큰 폭의 염착성을 보였다. 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견포의 팽윤과 함께 미로발란 염료의 분자운동

이 활발하고 견섬유의 비결정영역이 완만해졌기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 면포는 60분까지는 미미한 염착성을 보이다가 70분에

Fig. 1. UV-Vis spectrum of myrobalan extract.

Fig. 2. Effect of dyeing concentration on K/S values of the fabrics dyed

with myrobalan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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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myrobalan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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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레이온포는 30분에서 가장 높

은 염착성을 보이다가 그 이후의 시간에서는 염착성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레이온은 물을 흡수하면 크게 팽윤하는 특성

때문에 섬유 표면에 흡착되었던 염료들이 섬유의 팽윤으로 인

하여 교반에 의해 탈락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배상경, 2004).

따라서 레이온포는 견포, 면포와 달리 염료가 섬유내부로 침투

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다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 견포와 면포의 염색시간에 의한 염착성

은 70분에서, 레이온포는 30분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천연

타닌의 경우에는 염색이나 후가공 과정에서 처리 시간이 길어

지면 타닌 이외의 성분이 포함된 탈착율과 갈변화되는 염색된

색조와 물성에 변화를 일으키므로(이영숙, 2008) 염색시간을 길

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3.5. 반복염색횟수에 의한 염착성

Fig. 5는 1회~5회까지 욕비 1:100, 염재농도 30%, 염색온도

견포 80
o
C, 면포와 레이온포 90

o
C, 염색시간 30분에서 변화시

킨 미로발란 염액의 반복염색횟수에 의한 염착성을 나타낸 것

이다. 견포는 염색횟수가 증가될수록 K/S 값이 급격하게 증가

하다가 4회 이후부터는 거의 평형에 도달하여 염착이 포화상

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포화상태에 도달한 후에는

더 이상의 염료흡착이 일어나지 않고 흡착된 염료가 섬유내부

로 균일하게 침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면포와 레이온포

는 반복염색횟수에 따라 미미하게 염착량이 증가하였다. 

섬유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분자사슬이 정렬되어 있는 곳을

결정영역, 분자 사슬이 서로 떨어져 느슨한 구조를 취하는 곳

을 비결정영역이라고 한다. 염료의 분자는 상당히 큰 편이어서

섬유의 결정영역에 침투하기 어렵고 비결정영역에 침투한 후

그곳에 있는 염착좌석과 결합을 하게 된다(조경래, 2004). 염착

좌석이 다 채워질 때까지는 적당한 열과 시간이 주어져야 하므

로 염색을 반복하게 되면 염료와 섬유가 결합하면서 염착좌석

에 안정된 결합을 하게 된다. 따라서 염착좌석이 다 채워진 후

에는 더 이상 염색되지 않거나 일정 범위까지만 되는 것이다.

견포가 면포와 레이온포에 비하여 현저한 염착량의 차이를 보

이는 것은 섬유 중에 염료를 흡착할 수 있는 염착좌석의 양

(NH2, COOH)이 더 많기 때문이다. 미로발란을 이용한 직물

염색시, 염색시간에 의한 특성보다는 반복염색횟수 증가에 의

한 염색시간 경과의 경우가 염착성 향상을 위해서 합리적일 것

으로 사료된다. 

3.6. 염욕의 pH에 의한 염착성

Fig. 6은 염욕의 pH가 염색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서 구연산과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여 염욕의 pH를 3, 5, 7,

11로 조절한 후 염재농도 30%, 견포 80
o
C, 면포와 레이온포

90
o
C에서 30분 동안 처리하였을 때의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직물의 처리용액이

산성영역 일수록 염착성이 증가하였다. 셀룰로오스계 섬유인 면

Fig. 4. Effect of dyeing time on K/S values of the fabrics dyed with

myrobalan extract.

Fig. 5. Effect of dyeing repeat-numbers on K/S values of the fabrics

dyed with myrobalan extract.

Fig. 6. Effect of dyebath on K/S values of the fabrics dyed with

myrobalan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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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레이온포는 내 알카리성을 지녀 알칼리에 강하므로 pH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산성에서 염착

량이 다소 높아 비교적 안정적이고 알칼리측으로 갈수록 염착

량이 낮아져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타닌이 주성분으

로 알려진 미로발란은 산성 하에서만 염착이 이루어지는 음이

온성 염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견포는 pH 3에서 매우 높은

염착성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견포의 등전점 이하에서는 견 단

백질이 염기성 해리를 하여 amino기가 -NH
+

3로 되고 타닌이

산 가수분해하여 hydroxyl기의 분극(-O
d-

H
d+

)이나 carboxyl ion

(-COOH)의 출현에 의하여 섬유와 타닌 사이에 전기적 흡인력

이 증가하고, 그 결과 양자 사이에 이온결합이 형성될 가능성

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pH가 등전점 이상이 되면 섬유 중의

amino기 해리가 억제되고 carboxyl기의 해리가 촉진되어 섬유와

타닌간의 전기적 반발력이 커져서 이온결합의 기여가 감소하고

대신 수소결합의 기여가 증대되리라고 생각된다(조경래, 1997).

따라서 미로발란 염료를 사용하여 직물을 염색할 경우 염착성을

높이려면 pH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3.7. 매염제의 종류, 매염방법, 매염제 농도가 염착성 및 표

면색 변화에 미치는 영향

Fig. 7은 선매염과 후매염으로 매염제 농도 3%(o.w.f), 욕비

1:50, 60
o
C, 20분 매염, 견포 80

o
C, 면과 레이온포 90

o
C에서

30분 염색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견포,

면포와 레이온포의 모든 염색포에서 Fe 매염에 의해 K/S값이

높았고, 특히 견포의 선매염-Fe은 K/S값이 크게 나타나 염착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염방법에 따른 K/S값을 살펴보면,

견포는 후매염보다는 선매염에서 높은 염착성을 보였다. 선매

염에서 염착성이 큰 것은 섬유에 흡착된 금속성분이 색소와 킬

레이트 형성이 커지게 되어 염착량이 증가한 것이다(이영숙,

2008). 또한 천연 염색을 할 때 견, 양모섬유와 같은 단백질계

섬유는 매염제와 친화성이 크므로 선매염에 염색한다는 연구결

과와 일치하였다(남성우, 1998). 일반적으로 천연염색을 할 때

면, 모시 등과 같은 셀룰로오스 섬유는 매염제와의 친화성이 없

으므로 후매염에 의해 염색한다(남성우, 1998). 본 연구에서도

면포와 레이온포는 후매염에서 높은 염착량을 보였다. 따라서

미로발란 염료를 이용한 염색시, 염착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견

포는 선매염을, 면과 레이온포는 후매염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4는 각 직물의 선매염과 후매염에 의한 매염방법과

매염제 농도에 의한 표면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명도의 경

우 모든 직물에서 매염방법에 상관없이 Al - Cu - Fe 순으로

저하하여 어두워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a* 값의 변화는 다른

Table 2. Changes in colors of silk fabrics dyed with myrobalan by

mordanting conditions 

Mordants 

Conc.

(%, o.w.f)
K/S L* a* b* H V/C ∆E*ab

None 7.29 52.64 3.93 23.38 2.5Y 5.1/83.4 -

Pre-Al

1 9.96 58.35 1.55 27.11 3.4Y 5.34/4 7.22

2 10.06 59.50 0.84 28.20 5Y 5.45/4 8.93

3 10.45 59.64 1.02 28.97 5Y 5.4/4.1 9.40

4 10.55 59.57 1.22 29.18 5Y 3.9/4.2 9.42

5 10.77 59.50 1.30 29.20 5Y 5.35/4.2 9.37

Cu

1 11.41 54.81 3.81 26.62 2.5Y 4.79/4 3.90

2 12.33 53.28 3.97 25.42 2.5Y 4.52/3.8 2.14

3 12.55 54.59 3.82 26.68 2.5Y 4.63/4 3.83

4 13.10 54.37 4.12 26.65 2.5Y 4.54/4 3.70

5 13.13 54.64 3.91 26.70 2.5Y 4.56/3.9 3.87

Fe

1 16.06 37.35 0.21 5.36 0 2.63/0 23.92

2 16.30 35.54 -0.00 3.49 0 2.45/0 26.52

3 16.77 34.61 -0.06 2.87 0 2.33/0 27.59

4 16.52 34.61 -0.19 2.79 0 2.35/0 27.67

5 15.37 34.77 -0.16 3.09 0 2.45/0 27.34

Post-Al

1 8.71 55.42 2.44 25.41 2.5Y 5.24/3.8 3.74

2 9.12 55.21 2.06 24.90 2.5Y 5.15/3.7 3.52

3 9.22 55.45 2.36 25.46 2.5Y 5.16/3.8 3.83

4 9.22 55.65 1.71 25.04 2.5Y 5.18/3.7 4.08

5 9.24 56.43 2.00 26.19 2.5Y 5.26/3.9 5.09

Cu

1 9.99 53.86 2.90 25.03 2.5Y 4.88/3.7 2.30

2 10.08 53.64 3.03 25.08 2.5Y 4.85/3.8 2.16

3 10.28 53.70 3.04 25.05 2.5Y 4.82/3.7 2.17

4 10.30 53.47 3.36 24.95 2.5Y 4.8/3.7 1.86

5 10.34 53.31 3.26 24.82 2.5Y 4.78/3.7 1.72

Fe

1 12.35 39.69 -0.84 7.80 7.5GY 3.23/2.3 20.81

2 12.58 38.39 -0.98 6.33 7.5GY 3.18/2.2 22.75

3 12.82 37.13 -0.96 5.08 10GY 2.92/1.3 24.48

4 13.11 36.07 -0.93 3.87 0 2.76/0 26.05

5 13.30 35.68 -0.98 3.48 0 2.71/0 26.60

Fig. 7. Effect of mordanting on K/S values of the fabrics dyed with

myrobalan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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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염제에 비하여 Cu에서 붉은기미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고, Fe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a* 값을 나타내어 녹색기미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b*값은 Al이 제일 높아 황색기미의

색상을 많이 나타내었지만 상대적으로 Fe 매염의 경우는 황색

기미가 기타 매염제에 비해 뚜렷하게 낮게 나타났다. 

색상의 경우 Fe 매염을 제외하고 기타 매염제에서 2.5Y~5Y

계열의 색상을 나타내었으며, Fe 매염의 경우에는 GY~RP 계

열의 색상을 나타내었다. 견포는 선매염에서 무채색을 나타내

었고 후매염의 경우는 매염농도 3%까지는 GY 계열의 색상을

나타내다가 매염농도가 증가할수록 흑색으로 발현되었다. 실제

육안으로 관찰하여도 후매염에서는 매염농도에 따라 연녹색~

진녹색의 다색계 색상과 흑색을, 선매염에서는 진한 흑색을 볼

수 있었다. 반면 면포는 선매염-GY색상, 후매염-RP색상을 나

타내었다. 레이온포는 선매염-YR, 후매염-RP를 나타내었다. 

Fe 매염의 경우 Al이나 Cu 매염과 상당히 다른 색상을 나

타내었다. Fe은 섬유와 타닌 사이에서 6배위 금속이온으로 거

동하며 d
2
sp

3
혼성궤도에 의한 내궤도형의 정팔면체 구조를 지

니는 착체를 형성한다. 따라서 배위능이 매우 강하고 지극히 안

정한 착화합물을 생성한다. 이처럼 Fe은 공명혼성체의 흡수스

펙트럼이 중복되어 착화합물 색조의 선명도가 낮아지며 청색을

중심으로하는 수많은 혼색에 의하여 흑색이 얻어진다. 반면 외

궤도형 착체는 내궤도형 착체에 비하여 결합이 약하고 매염에

Table 3. Changes in colors of cotton fabrics dyed with myrobalan by

mordanting conditions 

Mordants

Conc.

(%, o.w.f)
K/S L* a* b* H V/C ∆E*ab

None 1.32 70.86 1.73 14.98 2.5Y 7.05/1 -

Pre-Al

1 1.61 73.30 0.27 16.08 5Y 6.89/1.3 3.05

2 1.62 73.75 0.75 16.82 2.7Y 6.94/1.8 3.55

3 1.63 73.40 0.80 16.50 2.5Y 6.89/1.7 3.10

4 1.65 73.90 0.78 17.00 2.5Y 6.93/1.8 3.77

5 1.73 72.80 1.13 16.21 2.5Y 6.75/1.7 2.37

Cu

1 1.60 72.68 1.80 16.39 2.5Y 6.84/1.7 2.30

2 1.63 71.99 1.63 15.64 2.5Y 6.73/1.5 1.31

3 1.68 72.36 1.70 16.05 2.5Y 6.74/1.7 1.83

4 1.76 72.26 1.98 16.17 2.5Y 6.67/1.8 1.84

5 1.72 72.09 1.99 15.92 2.5Y 6.68/1.7 1.56

Fe

1 1.57 66.85 -0.59 9.20 7GY 6.18/1 7.41

2 1.61 66.60 -0.80 8.65 7GY 6.12/2.2 8.04

3 1.69 66.52 -0.74 8.57 7.5GY 6.05/2.2 8.13

4 1.73 66.47 -0.84 8.48 7.5GY 6.01/2.2 8.25

5 1.75 65.98 -0.78 7.96 10RP 5.93/2.7 8.91

Post-Al

1 1.79 75.87 0.05 17.54 5Y 7.06/1.8 5.86

2 1.80 75.61 0.13 17.35 5Y 7.02/1.7 5.54

3 1.85 76.05 -0.14 17.45 5Y 7.04/1.8 6.04

4 1.76 76.42 0.05 18.19 5Y 7.07/1.7 6.63

5 1.72 75.58 -0.03 17.35 5Y 7.08/1.7 5.56

Cu

1 1.78 71.61 0.99 15.13 2.5Y 6.57/1.4 1.06

2 1.86 71.31 1.14 14.93 2.5Y 6.48/1.4 0.74

3 1.89 71.72 1.32 15.35 2.5Y 6.5/1.6 1.01

4 1.93 71.67 1.32 15.34 2.5Y 6.47/1.6 0.97

5 1.88 72.20 1.18 15.82 2.5Y 6.57/1.7 1.67

Fe

1 2.34 61.03 -1.15 2.28 7.4RP 4.95/-1.1 16.32

2 2.40 60.34 -0.93 1.61 5RP 4.84/-1.1 17.22

3 2.73 60.11 -0.71 1.54 5RP 4.63/-1.1 17.38

4 2.55 60.29 -0.67 1.79 6.9RP 4.75/-1.1 17.07

5 2.55 60.43 -0.57 2.00 6.9RP 4.76/-1 16.81

Table 4. Changes in colors of rayon fabrics dyed with myrobalan by

mordanting conditions

Mordants

Conc.

(%, o.w.f)
K/S L* a* b* H V/C ∆E*ab

None 1.13 72.06 0.82 13.89 2.5Y 7.17/0.7 -

Pre-Al

1 1.06 73.66 0.93 15.41 2.5Y 7.3/1.1 2.20

2 1.08 73.12 1.39 15.26 2.5Y 7.22/1.1 1.81

3 1.13 73.91 1.14 15.74 2.5Y 7.25/1.2 2.63

4 1.19 73.14 1.47 15.36 2.5Y 7.1/1.3 1.94

5 1.20 73.80 1.23 15.68 2.5Y 7.17/1.3 2.52

Cu

1 0.98 72.13 1.81 14.46 2.5Y 7.23/0.9 1.14

2 1.07 71.88 1.96 14.42 2.5Y 7.11/0.9 1.26

3 1.15 72.16 1.37 14.99 2.5Y 7.15/1.1 1.64

4 1.16 73.06 1.73 15.23 2.5Y 7.13/1.2 1.90

5 1.19 72.22 1.84 14.44 2.5Y 7.01/1 1.16

Fe

1 1.15 68.44 -0.30 9.42 2.5YR 6.62/1.9 5.86

2 1.27 68.78 -0.22 9.74 3.8YR 6.53/1.7 5.39

3 1.40 68.54 0.05 9.76 4.4YR 6.38/1.6 5.47

4 1.41 68.50 0.04 9.77 4.4YR 6.37/1.7 5.50

5 1.40 69.11 -0.20 10.06 4.7YR 6.45/1.6 4.94

Post-Al

1 2.23 78.82 -1.18 17.76 4.9Y 7.03/2.2 8.04

2 2.28 78.24 -1.06 17.25 5Y 6.93/2 7.28

3 2.35 79.44 -1.16 18.35 5Y 6.97/2.3 8.84

4 2.30 78.61 -0.99 17.91 5Y 6.95/2.3 7.89

5 2.31 77.92 -0.87 17.45 5Y 6.87/2.1 7.06

Cu

1 1.85 74.10 0.62 15.53 3.3Y 6.67/1.6 2.62

2 2.00 73.56 0.88 15.08 2.5Y 6.5/1.6 1.90

3 2.06 73.55 1.05 15.28 2.5Y 6.46/1.7 2.05

4 2.22 74.17 0.88 15.69 2.5Y 6.44/1.9 2.77

5 2.24 74.50 0.86 15.96 2.5Y 6.47/2 3.19

Fe

1 2.22 61.53 -0.97 0.67 5RP 4.92/-0.8 17.00

2 2.45 60.55 -0.66 -0.27 2.5RP 4.67/-1 18.31

3 2.78 60.31 -0.58 -0.51 2.5RP 4.45/-1.1 18.64

4 2.97 59.98 -0.56 -0.99 2.5RP 4.31/-1.1 19.22

5 3.55 60.31 -0.74 -0.87 2.5RP 4.09/-1.2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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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색상변화가 적고, 색의 선명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일반적으로 전형금속에 의한 매염의 경우 외궤도형 착체를

형성하며, 천이금속에 의한 경우는 내궤도형 착체를 형성한다(

조경래, 1997). 따라서 미로발란 염료를 이용한 염색시, Fe 매

염을 할 경우는 매염방법과 매염농도에 의해서 색상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3.8. 염색견뢰도

Table 5는 무매염 염색포 및 견포는 선매염한 염색포, 면과

레이온포는 후매염한 염색포를 대상으로 염색견뢰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세탁견뢰도의 변퇴색 정도를 살펴보면 견포에서는

Cu의 3-4등급을 제외하고는 2~3등급으로 나타났으며, 면포와

레이온포는 매염에 의해 견뢰도의 향상이 있었고 Al, Cu의 경

우 3~4등급을 나타내어 대체로 양호하였다. 오염에 있어서는

모든 첨부백포에서 예외 없이 좋은 결과를 보여 세탁에 의한

이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이클리닝 견뢰도를 보

면 견포는 4-5등급으로 매우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면포와 레이

온포는 일반적으로 4등급을 나타내어 비교적 양호하였다. 오염

에 있어서는 모든 직물에서 4-5등급으로 우수한 견뢰도를 보였

다. 일광견뢰도는 모든 직물에서 Fe 매염의 경우 4등급 이상으

로 대체로 양호하였으며, 레이온포는 무매염포를 제외하고는 모

든 매염제에서 모두 4등급 이상이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천연

염색재료의 경우 보다는 높은 견뢰도를 미로발란 염료에서 나

타낸 것으로 이정진 외(2000)의 선행연구에서도 타닌 후처리한

결과 일광견뢰도 향상이 있었고, 조정국(2002), 권민수 외(2006)

의 연구에서도 타닌 처리시 일광견뢰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 타닌 성분은 일광견뢰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

4. 결 론

미로발란 염료를 이용하여 자외·가시부의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하였고 견포, 면포와 레이온포를 대상으로 염색한 후, 염재

농도, 염색온도, 염색시간, 반복염색횟수, pH, 매염제 종류 및

농도와 매염방법에 의한 염착성 및 표면색의 변화를 고찰하고

각종 염색견뢰도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미로발란 염료에서 추출한 색소용액의 최대흡수파장은

272 nm로 나타나 타닌계 색소임을 확인하였다.

2. 견포는 염재농도 30%(o.w.f), 염색온도 80
o
C, 시간 70분

에서 염착성이 증가하였다. 면포와 레이온포는 염재농도

30%(o.w.f), 염색온도 90
o
C, 염색시간 각 70분과 30분에서 높

은 염착성을 나타내었다.

3. 반복염색횟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횟수가 증가할수록 염착

성이 증가했으며, 특히 견포에서 현저한 증가가 나타났다. 염욕

pH는 산성일수록 높은 염착성을 나타냈으며 pH 3에서 가장 높

았다.

4. 견포는 선매염, 면포와 레이온포는 후매염에서 염착성의

증가가 컸다. 

5. 명도는 Al-Cu-Fe 순으로 어두워졌으며, Al은 b* 값이 제

일 높아 황색기미가, Fe은 -a*를 나타내어 녹색기미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Al-Cu의 경우 황색계로, Fe 경우는 매염방

법과 매염농도에 따라 흑·다색계로 나타났다. 

6. 일광견뢰도의 경우, Fe 매염제로 처리한 염색포에서 4등

급 이상이었고, 레이온포는 기타 매염제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

타내었다. 세탁견뢰도는 비교적 양호하였고, 드라이클리닝견뢰

도는 우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토대로 미로발란 추출물을 이용하여 염색할 경우

에는 Fe 매염제에 의한 매염방법과 매염농도범위 이외에 더 다

양한 방법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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