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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색소를 이용한 컬러의 재현은 현대의 웰빙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이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

이는 녹색 계, 황색 계, 그리고 적색 계의 컬러를 자연 상의 녹차, 치자, 흑미를 색소원으로 하여 목표 색을 설정하였

다. 목표색의 명도(L), 색 좌표(a, b)의 정량적 수치 값을 지정하고 추출용매의 물성을 조절함으로써 목표 색에 가장 

접근하는 색을 추출하여 표현하였다. 색소추출 공정에서 용매의 pH, 추출온도, 추출시간이 변수로 설정되었다. 치자의 

경우 추출시간이 길수록 진한색이 추출되었다. 추출색소는 색차계를 이용해 색의 L-a-b좌표를 측정하여 목표 색과 

비교하였다. 실험조건을 최적화함으로써 목표 색과 가장 색차 값(∆E)이 적은 녹색, 황색, 적색의 CIE 기준 값을 제시

하고 이 좌표에 맞는 색을 표현하였다.

The representation of color with natural dyes is closely related with the modern well-being lif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representation of target color of the blue, yellow, and red color system, these color sources were originated from the 

green tea, gardenia, and black rice respectively. The quantitative numerical value of brightness (L), color coordinates (a, b) 

were designated for the target color, the optimum color nearest to the target value was extracted with the solvent pH, temper-

ature, and extraction time. The longer the extraction time had more thickening color in case of the gardenia. The L-a-b coor-

dinate of extracted color were analyzed with the color difference meter and compared with the target color. The experimental 

variables were optimized to extract the color of the smallest ∆E with the target color. As a result, the CIE standard value 

was proposed and the color was represented. 

Keywords: natural dyes, L-a-b coordinate, color difference, CIE standard

1. 서    론
1)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웰빙 생활 패턴이 식료품 뿐만 아니라 의류 

등, 색이 가미되는 모든 생활 소재에 천연색소가 적용되는 상황이다. 

이는 최근 들어 합성색소가 인체에 미치는 독성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나타난 경향으로, 천연색소는 오염이나 독성 폐기물로

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색 자체가 합성색소에 비해 시각적으로 따스

하고 부드러우며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없어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아 

그 사용이 친환경적으로 평가 받는 중이다[1-3]. 천연색소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추출 및 염색방법 등이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천연 색소

는 동물, 식물, 광물, 미생물 등으로부터 추출된 색소로 식용, 공업용, 

천연염료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천연색소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쉽게 변색되고 색소의 재료나 종류에 따라 추출방법이나 

색소 추출양이 다르게 나타난다. 동일한 재료에서도 추출방법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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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첨가제 등에 의해 색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색소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색소 및 식물의 종류에 따른 색

소 추출방법, 색소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고 추출방법이나 추출색소의 

색원디지털 표현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표현은 관찰하는 사람과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느끼고 표현 될 수 있기 때문에 공통된 표준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4-6]. 

본 연구주제는 색상에 의한 분류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 계열의 

색별로 대상 색 재료를 선정하였다. 선정재료에서 표현되는 대표색을 

목표색(target color)으로 설정하고, 목표색의 명도(L), 색 좌표(a, b)의 

정량적 수치 값을 지정하였다. 추출용매의 물성을 조절함으로써 목표

색에 가장 접근하는 색을 추출하여 표현하였다. 색소추출 공정에서 

용매의 pH, 추출온도, 추출시간이 변수로 설정되었다. 치자의 경우 추

출시간이 길수록 진한색이 추출되었다. 추출 색소는 색차계를 이용해 

색의 L-a-b좌표를 측정하여 목표색과 비교하였다. 실험조건을 최적화

함으로써 목표색과 가장 가까운 ∆E값을 갖는 녹색, 황색, 적색의 CIE 

기준 값을 제시하고 이 좌표에 맞는 색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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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olecular structure of chlorophylls[4].

Figure 2. Variable structure of crocin[8].

Figure 3. Variable structure of beta-carotene[9].

Figure 4. Molecular structure of anthocyanin[4].

2. 시료와 목표 색

2.1. 시료와 시약

2.1.1. 녹색소 원(Green Color Source) 

녹차에서 추출되는 색소원은 엽록소(chlorophyll)에서 출발된다. 

엽록소는 식물의 잎이나 줄기의 초록색 세포내에 존재하며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역할을 한다. 엽록소의 구조형태는 클로로필a, 클로로

필b, 클로로필c 및 클로로필d 등으로 분류된다. 보통 식물체에서는 주

로 클로로필a와 클로로필b가 분포되며, 식물 조직 내 분포비율은 대

략 3 : 1 정도로 알려져 있다. 클로로필a의 색깔은 청록색이며, 클로로

필b의 색깔은 황록색이다. 클로로필c와 클로로필d는 해조류에 존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로로필의 포오피린 환(porphyrin ring)과 결

합하고 있는 마그네슘은 두 개의 공유결합과 두 개의 배위결합에 의

해서 결합되고 있다. 자연 상태에서는 이 클로로필들은 단백질, 또는 

리포프로테인(lipoprotein)과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분자구조는 Figure 1에 보이는 바와 같다[1].

2.1.2. 황색소원(Yellow Color Source) 

황색소원은 치자의 카르티노이드(carotinoid)에 기인한다. 카로티노

이드는 채소 및 과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조류와 어류의 외피의 색에

도 존재하는 색소이다[7].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는 황색, 황적색을 띠

며 물에 녹지 않고 유지나 유지용매에 잘 녹는다. 카로티노이드는 색

깔이 오렌지색, 노란색 또는 빨간색을 가지며 비 수용성으로 지방이

나 지방성 용매에 잘 녹는다. 카로티노이드계는 분자구조가 서로 유

사한 색소들의 총칭이기도 하다. 대체로 아이소프렌 구성단위가 8개

가 결합하여 형성된 테트라텔판의 기본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 분자 

구조 내에는 보통 7개 이상의 공액 이중결합이 있어 이 결합들이 색

깔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치자 황색소가 속하는 카로티노이드(carote noid)계는 다중이중결합

의 카르복실산 탄화수소화합물로서 일반적으로 지용성이지만, 치자 

황색색소는 카로티노이드계에 속하는 크로세틴의 COOH기에 여러 

가지 당이 결합된 배당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수용성 크로신

이 주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Figures 2, 3은 치자황색소의 주성분인 

crocin과 카로니노이드계의 대표적인 β-carotene 구조이다[8].

2.1.3. 적색소 원(Red Color Source) 

흑미(black rice)를 적색소 추출원으로 선정하였다. 선명한 붉은색은 

수용성 색소들로 안토시안(athocyanin)계 색소들이다. 대표적인 붉은

색의 예로써 사과가 있으며 이것의 붉은 색은 cyanidin-3-galactoside 

이고, 이것은 안토시아닌의 붉은 색소 계 중 하나이다. 흑미의 안토시

안계 색소들은 고온이나 태양광선에 매우 안정하여 식용색소로도 많

이 사용되고 있다[10-13]. 

안토시아닌은 보통 배당체로서 존재하며, 이들 배당체는 물에 잘 

녹는다. 이 배당체는 산, 알칼리, 또는 효소에 의해서 쉽게 가수분해 

되어 아글리콘인 안토시아닌과 당류로 분리된다. 안토시아닌과 결합

하여 배당체, 즉 안토시아닌을 형성하는 당류로서는 갈락토오스, 람노

오스, 그리고 때로는 펜토오스 등이 검출되고 있다. 한편, 안토시아닌

은 그 기본구조식에서 2의 위치에 있는 페닐기에 수산기의 수에 따라 

펠라고니딘(pelargonidins), 사이야니딘(cyanidins), 델피니딘(delphinidins) 

등으로 다시 분류된다.

안토시안 종류들 중 펠라고니딘(pelargoni- din)이 가장 빨간색이 강

하며, 다음 사이야니딘, 델피니딘의 순서로 청색이 짙어진다. Figure 4는 

anthocyanin의 대표적 형태이다[4].

2.2. 목표색의 설정

녹차 치자 흑미에 대하여 추출색 중 대표적인 색을 목표색으로 정

하고 그 색의 L-a-b좌표를 목표색 좌표로 설정하였다. 목표색의 명도

지수 L*, 색좌표 지수 a*, b*값을 측정된 색은 Table 1과 같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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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arget Color and Its Brightness (L) and Color Coordinate (a, b)

Color source Green tea Gardenia Black rice

Color

L-a-b value L:38 a:-12 b:35 L:62  a:64  b:86 L:15  a:49  b:20

Table 2. Stepwise Procedure of Dye Extraction from Each Dye Source

Materials

Source 

material
Extraction procedure

Green tea 

leaves

① Grinding of 15 g green tea leaves.

② Preparing 100 mL solution of  pH 3, 7, 11 at 30, 50, 70 ℃.

③ Mixing green tea leaves with each solution.

④ Filtering of green tea leave solution.  

⑤ Measuring the color difference of dye solution.

Gardenia

① Grinding of 15 g gardenia leaves.

② Preparing 100 mL solution of  pH 3, 7, 11. 

③ Immersing gardenia in each solution 50 ℃.

④ Filtering of extracted solution after 30, 50, 70 min 

respectively.  

⑤ Measuring the color difference of dye solution.

Black rice

① Grinding 15 g black rice.

② Preparing 100 mL solution of  pH 1, 3, 5, 7, 10, 11. 

③ Immersing black rice powder at each 50 ℃ solution

④ Filtering of ℃ solution after 30 min extraction.  

⑤ Measuring the color difference of dye solution.

Figure 5. Sample solution of green tea leaves extractants.

3. 실험 방법

녹차, 치자 그리고 흑미로부터 천연색소를 추출하기 위해서 실험변

수로 pH, 추출온도, 추출시간이 설정되었다. 이들 실험변수들은 색

소 원 물질특성에 때라 실험변수가 약간씩 다르게 적용되었다. 실

험과정에서 용액의 규격은 산성, 중성, 염기성에 대하여 시약을 달리 사

용하였다. pH 7에 대하여 증류수가 사용되었으며, pH 3에 대하여  

HCl 10 M을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pH 11에 대하여 KOH 10 M 

시약을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각 색소 원 물질별 색소추출과정은 

Table 2의 단계적 추출방법이 적용되었으며, 색소 원 물질별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단계의 변화가 있었다.

추출된 색소용액은 색차계(Minolta CR-300, CT-310)에 의해 L-a-b

좌표의 수치 값을 각각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는 실험 변수별로 Tables 

3∼5에 수록되어 있다.

4. 결과 및 고찰

4.1. CIE 표준색 설정

색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기본적인 세 가지 속성이 색상, 명도, 채도

이다. 색상은 빨강, 노랑, 녹색 등의 색조를 기본적인 종류로 하고, 이 

종류별 색을 고려하여 나열하면 색상환이 된다. 즉,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와 같이 스펙트럼 순으로 나열되며, 빨강과 보라 중간인 붉은 

자주를 가미하여 연속시킨 색상환을 구성할 수 있다.

명도는 색의 밝기 정도로 JIS에서는 검정과 백색을 양극으로, 중간

에 회색을 넣어 9단계로 명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채도는 색의 

선명도 또는 색감의 강약정도를 나타낸다[15].

색을 나타내는 기준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CIE L-a-b이며 

본 실험에서도 이 시스템을 적용시켰고, 이는 색 공간에서 ∆L*, ∆a*, 

∆b*를 이용하여 색차 ∆E*를 구하는 방법이다[16]. 일반적인 CIE 

L-a-b 기반 색차를 나타내는 값은 다음과 같다.

- Color difference : ∆ ∆∆∆     (1)

- Red-Green : ∆      (2)

- Yellow-Blue : ∆        (3)

- Brightness : ∆        (4)

색차 식(color difference formula)을 사용함으로써 계산된 색차 간 

차이 값을 최소화하고 기기 측정치의 결과를 목표색과 높은 상관관계

를 유지할 수 있다[17].

4.2. 추출색소의 색차정량화

녹차 잎으로부터 추출된 천연색소용액은 진한 녹색을 띄었다. 실험

변수인 pH차이에 의한 결과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으며 온도변수에 대하여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녹색이 짙게 나

오는 것이 확인되었다. 녹차 잎으로부터 추출된 색소 용액의 시료가 

Figure 5에 나타나 있다. 

시료는 실험변수별로 약간씩 다른 색으로 추출되었지만 육안으로 

식별하기에는 차이를 나타내기 어렵다. 따라서 실험변수별로 추출된 

색소용액의 색차계 분석 결과를 Table 2에 수록하였다. pH 3, 7, 11에 

대하여 온도를 30, 50, 70 ℃ 조건으로 추출했을 때 색차계 좌표의 

L-a-b좌표 값이 L에 대하여 최소 16.85 최대 41.65로 나타나 목표색의 

38이 이 값들 사이에 존재하므로 목표 색 좌표의 L값을 찾는 것이 가능

하다. Table 3에서 실험 결과의 a값은 최소 -4.54 (pH = 7, T = 50 ℃)

에서 최대 6.14 (pH = 7, T = 70 ℃)로 나타났다. b는 최소 24.59 (pH 

= 11, T = 30 ℃)와 최대 66.24 (pH = 11, T = 70 ℃)로 나타났으며, 

식 (1)에 각 값을 대입하여 색차값(∆E)을 계산한 결과 ∆E = 11.21485

에서 목표 색의 색차 값이 가장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치자의 경우 Table 4에 보인바와 같이 실험변수 pH 3, 7, 11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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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a-b Numerical Value of Green Tea Extractant

　Exp. condition 　 Experimental Color difference
∆E*

pH T (℃) L a b L a b

3 30 41.36 0.996 59.93 3.36 12.996 24.93 28.31414

　 50 40.31 -0.02 57.83 2.31 11.98 22.83 25.88562

　 70 26.48 2.02 40.7 -11.52 14.02 5.7 19.02001

7 30 36.48 4.61 55.08 -1.52 16.61 20.08 26.10381

50 30.43 -4.54 31.42 -7.57 7.46 -3.58 11.21485

　 70 35.13 6.14 52.65 -2.87 18.14 17.65 25.47193

11 30 16.85 -1.13 24.59 -21.15 10.87 -10.41 25.95857

　 50 30.08 4.03 46.74 -7.92 16.03 11.74 21.3896

　 70 31.42 2.77 66.24 -6.58 14.77 31.24 35.17651

Table 4. L-a-b Numerical Value of Gardenia Extractants

　Exp. condition 　 Experimental Color difference
∆E*

pH T (min) L a b L a b

3 30 61.6 63.81 81.73 -0.4 -0.19 -4.27 4.292901

　 50 41.54 53.01 64.33 -20.46 -10.99 -21.67 31.76445

　 70 32.66 49.47 49 -29.34 -14.53 -37 49.40604

7 30 25.31 40.41 36.41 -36.69 -23.59 -49.59 66.04402

　 50 41.77 53.48 64.79 -20.23 -10.52 -21.21 31.14141

　 70 23.73 34.31 33.69 -38.27 -29.69 -52.31 71.29113

11 30 48.65 58.89 76.64 -13.35 -5.11 -9.36 17.08637

　 50 43.55 56.32 67.85 -18.45 -7.68 -18.15 26.99643

　 70 47.81 56.1 75.19 -14.19 -7.9 -10.81 19.50954

Figure 6. Dye solution extracted from gardenia with pH and extraction

time. Figure 7. Dye solution extracted from black rice with pH.

여 온도 50 ℃에서 30, 50, 70 min의 추출시간에 대하여 L-a-b좌표 

값이 각각 다르게 나와 있다. 치자의 추출물들은 투명한 붉은색을 

띄었으며 추출시간이 길수록 색이 진하게 추출되었다. 황색계의 L값에 

대하여 pH = 7, t = 70 min에서 최소 23.73을 나타냈으며 pH = 3, t 

= 30 min일 때 최대 61.6을 나타냈다. a에 대하여 최소값으로 pH = 

7, t = 70 min에서 34.31 최대값 pH = 3, t = 30 min에서 63.81, b는 

pH = 7, t = 70 min에서 최소 33.69, pH = 3, t = 30 min에서 81.73의 

최대값을 보였으며 목표색과 실험값과의 색차 값이 L = -0.4, a = 

-0.19, b = -4.24로 ∆E = 4.292901을 나타내었다. Figure 6은 pH와 추

출시간변수에 따라 추출되는 치자의 용액상태에서 색의 변화를 보여

준다. 

흑미의 경우 변수(pH와 용매종류)에 따라 추출된 색소용액의 사진

이 Figure 7에 보인다. 추출색소 용액은 진한 보라색으로 보이며, 메탄

올과 물을 용매로 사용한 경우와 메탄올만 단독용매로 각각 나타내진

다. 사진에서 왼쪽 추출용액은 메탄올만으로 추출한 용액이고 오른쪽

은 메탄올과 극성용매인 물을 혼합해서 추출한 용액이다. 사진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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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a-b Numerical Value of Black Rice Extractants

pH/solvent Experimental Color difference
∆E*

pH T (min) L a b L a b

1 10.46 51.59 18.04 -4.54 2.59 -1.96 5.582231

3 16.61 51.48 25.39 1.61 2.48 5.39 6.147731

5 1.85 27.24 3.12 -13.15 -21.76 -16.88 30.5181

7　 8.28 50.38 13.56 -6.72 1.38 -6.44 9.409378

10　 2.03 18.93 3.1 -12.97 -30.07 -16.9 36.85154

11　 0.27 6.67 0.4 -14.73 -42.33 -19.6 48.91791

MeOH + H2O 62.17 31.98 13.45 47.17 -17.02 -6.55 50.57264

MeOH 7.75 56.95 12.95 -7.25 7.95 -7.05 12.86342

Figure 8. Dye solution extracted from black rice.

에서도 보이듯이 오른쪽 용액이 더 진하게 보이며 이는 색소에 포함

된 안토시안의 효과로 안토시안이 수용성 색소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 Figure 8에서 용매변화에 따른 흑미색소 추출용액의 색차를 

보여준다.

Table 5에서 흑미의 적색계의 L-a-b좌표 값을 보면 pH = 11에서 L 

= 0.27로 최소값 pH = 3에서 L = 16.61의 최대값을 보였다. 흑미의 

목표색에 대한 L값은 15이므로 목표 값이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

다. a값은 pH = 11에서 최소 6.67, pH = 1에서 최대 51.59로 나타났다. 

b의 경우 pH = 11에서 0.4의 최소값과 pH = 3에서 25.39의 최대값을 

나타냈다. 흑미의 목표색에 대한 a와 b의 값이 각각 49와 20으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목표 색과의 색차 값이 L = -4.54, 

a = 2.59, b = -1.96으로 pH = 1일 때 ∆E = 5.582231이었다.

따라서 이들 3가지 목표색에 대해 정확히 일치하는 L-a-b좌표의 디

지털 값을 찾기에는 많은 실험횟수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 L-a-b좌표 값을 목표값과 차이를 줄이면서 실험조건을 추적

해 나감으로써 목표색을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5. 결    론

녹색계, 황색계, 그리고 적색계의 컬러를 자연상의 녹차, 치자, 흑미

를 색소 원으로 하여 목표색을 설정하고 색소추출공정에서 용매의 

pH, 추출온도, 추출시간이 변수로 설정되었다. 각 색소에 응답 변수를 

조절함으로써 목표 색에 가까운 색차 값(L-a-b)을 갖는 대표 색을 추

출하였다. 추출된 색소의 색차 값에 의해 목표색의 디지털 값은 색을 

녹색계는 ∆E = 11.21485, 치자색은 ∆E = 4.292901, 흑미색은 ∆E 

= 5.582231로 재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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