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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the suitable dyeing method for dyeing cotton fabric into indigo blue 

color using the raw indigo powder dyes sold in the Korean market. The research focused primarily on the 

comparison of the non-reduced dyeing method and the reduced dyeing method. The dyeing effects using different 

dyeing temperatures (2～80℃) and different concentrations of reducing agent and alkali were also investigated. It 

was found that the reduced dyeing method must be used for dyeing cotton into indigo blue color using the 

commercial raw indigo powder dyes. The best result was obtained by 20℃ dyeing with the 40℃ dyeing giving 

a comparable result. The intensity of the blue color could be enhanced by increasing the alkali concentration. The 

non-reduced dyeing could not dye cotton fabric into indigo blue color at any given dyeing temperatures (2～80℃). 

The reduce-dyed cotton fabrics showed a gradual color change upon repeated washing and extended sunlight 

exposure, the most color change occurring after the first two washing cycles and the first 5 hours of sunlight 

exposure. The standard tests of colorfastness showed that the reduce-dyed cotton fabrics had good to excellent 

colorfastness whereas the colorfastness of the non-reduce-dyed cotton fabrics were mostly poor.

Keywords: raw indigo(생쪽), powder dye(분말염료), reduced dyeing(환원염법), non-reduced dyeing(비환원염

법), commercial powder dye(시판분말염료)

 

Ⅰ. Research Background

쪽은 천연염료 중 견뢰도가 가장 뛰어나고 특유

의 쪽빛을 발현해 천연염색 공예가들에게는 물론 

상업적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쪽 분말

염료가 온라인상으로 판매되고 있어 누구나 간편

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생쪽잎을 사용할 경우 불

가피하게 발생하는 계절적 제한점이 해소되었다. 

또한 쪽 분말제품은 장기보관이 가능하고 염료의 

양 조절이 쉽기 때문에 교육기관 실습용이나 천연

염색 애호가들의 실습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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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판되고 있는 쪽 분말제품에는 대개의 경

우 염색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

인 지식 없이는 제대로 된 쪽 염색을 하기 어렵다

(Oh & Ahn, 2011). 특히, 쪽은 불용성의 인디고틴

(indigotin)과 인디루빈(indirubin) 색소를 함유한 염

료로서, 염색에 사용되는 원료가 신선한 생잎인지 

아니면 발효시킨 즙이나 덩어리인지, 분말제품일 

때에는 발효된 쪽의 분말인지 생잎 분말인지 등에 

따라 색소의 화학구조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염색

방법이 달라진다. 신선한 생잎을 이용한 쪽염색은 

쪽잎을 딴 후 싱싱한 것을 믹서 등에 갈아서 환원

과정 없이 바로 염색한다(Lee, 2004). 반면, 발효시

킨 쪽의 경우, 쪽잎과 줄기를 따서 물이 담긴 항아

리에 넣고, 여기에 소석회 등을 넣어 섬유를 바로 

염색하거나, 소석회를 섞은 항아리를 방치하여 염

료 침전물이 생기면 니남 혹은 건남 덩어리를 만든 

후 차후에 환원과정을 거쳐 염색한다(Lee, 2004).

쪽 분말염료는 발효된 쪽의 분말과 생잎 분말로 

나뉘는데, 발효쪽 분말은 니남 등과 같은 방식으로 

염료 침전물을 얻은 후 분말화한 것이기 때문에 염

료를 환원시켜 염색해야 함을 알 수 있고, 모든 연

구에서 환원법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hung et al., 1998a; Chung et al., 1998b; Chung & 

Woo, 2002; Kang & Ryu, 2001; Jung et al., 2005; 

Shin et al., 2008; Shin et al., 2010; Son et al., 2010). 

반면, 생잎 분말 혹은 생쪽 분말이라고 부르는 것

은 쪽잎을 따서 건조시킨 후 잎 자체를 분말화한 

염료인데, 연구자에 따라 환원과정 없이 염색한 경

우(Oh & Ahn, 2011; Shin et al., 2009a)와 환원과정

을 거쳐서 염색한 경우(Shin et al., 2009b)가 있고, 

판매처 혹은 개인 염색가의 블로그 등에서는 환원

과정 없이 차가운 염액으로 염색하는 방법을 추천

하고 있다(Oh & Ahn, 2011). 위와 같은 사실로 미

루어 볼 때 생쪽 분말제품의 염색방법에 대한 명확

한 규명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환원법 혹은 비환

원법 염색 중 어느 방법이 적절한지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생쪽 분말은 발효

쪽 분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Oh & Ahn, 2011) 

일반인들이 쪽 염색 실습시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

로 적절한 염색방법을 찾아 업계에 널리 보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쪽 분말제품 중 생쪽 

분말이라고 불리는 제품에 대해 환원법과 비환원

법의 비교에 주요 초점을 맞추고, 적합한 염색방법

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염색대상은 교육기관 

등의 실습용으로 쉽게 사용될 수 있는 면직물을 선

정하 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분말 형태의 쪽 염료의 경

우, 시판되는 제품의 종류와 제조방법에 대한 문헌

자료는 전무하며, 연구용도로 쪽 분말을 제작한 소

수의 문헌이 있다. Kang and Ryu(2001), Chung and 

Woo(2002), Chung et al.(2005), Shin, Cho and Yoo 

(2009), Shin et al.(2010)은 직접 제조한 발효쪽 분

말을 연구에 사용하 다. 연구자마다 염료의 양이

나 염색 온도, 염색시간 등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

나, 모두 알칼리 욕에서 쪽 분말을 환원시켜 사용하

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환원제로는 주로 하이드

로설파이트를 사용하 고(Kang & Ryu, 2001; Chung 

& Woo, 2002; Shin et al., 2010), Chung et al.(2005)

은 옥수수 전분 50%로 된 과당 물엿을, Shin et al. 

(2009)은 포도당을 환원제로 사용하 다. 알칼리로

는 주로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 으며, 그 외 잿물

(Chung et al., 2005)과 소석회(Shin et al., 2009)를 

사용하기도 하 다. 발효쪽 분말을 구입하여 사용

한 연구의 예로 Oh and Ahn(2011)이 있는데, 이들 

또한 하이드로설파이트를 환원제로 하고 수산화나

트륨으로 알칼리 욕을 만들어 염액을 제조하 다. 

생쪽 분말을 사용한 연구로 Shin et al.(2009a)과 

Shin, Son, and Yoo(2009b)는 직접 제조한 생쪽 분

말로 염색하 으며, Oh and Ahn(2011)은 구입한 생

쪽 분말로 염색하 다. Shin et al.(2009a)과 Oh and 

Ahn(2011)은 생쪽 분말로 염색할 때 환원제를 사용

하지 않고 염색하 으나, Shin et al.(2009b)은 환원

제를 사용하여 염색하 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 외 

Yoo(2007)와 Kim(2010), Woo(2010)는 구입한 쪽분

말을 연구에 이용하 으며, 모두 환원제와 알칼리

를 이용하여 염액을 제조하 는데 분말의 종류가 

발효쪽인지 생쪽인지는 불분명하 다. 

분말이 아닌 쪽잎 혹은 쪽잎과 줄기를 발효시키

거나 발효과정 없이 쪽잎 자체로 즙을 만들어 염색

한 연구는 다수이다. 그 중 Han(1998), Ko(1998), 

Shin(2004)은 쪽잎을 발효시켜 즙액을 만든 후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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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에 사용하 다. 쪽잎의 발효를 위해 Han(1998)은 

포도당을, Ko(1998)는 석회를, Shin(2004)은 곡주를 

사용하 으며, 수산화나트륨이나 잿물 등의 알칼리 

성분을 함께 사용하 다. Kim(1995), Chung(2000), 

Shin(2004), Choi(2005)는 생쪽즙을 연구에 이용하

는데, 공통적으로 생쪽 잎을 물과 함께 믹서에 

갈아서 즙액을 만들었고, 환원제와 알칼리를 사용

하지 않고 염색을 진행하 다. 쪽잎을 직접 염색에 

이용한 문헌의 내용들로 미루어볼 때 잎을 직접 갈

아서 염색에 이용하는 생즙법의 경우에는 환원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잎을 발효시켜 추출색소를 염색

에 이용하거나 건조한 쪽잎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

원제가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환원법과 비환원법에 따

른 시판 생쪽 분말의 염색성의 차이를 조사하 다.

Ⅱ. Methods

1. Materials

시장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생쪽 

분말염료 5종을 구입하여 특성을 조사하고, 이 중 

제품 B를 염색에 이용하 다. 매염제로 aluminium 

potassium sulfate, 알칼리로 sodium carbonate anhy-

drous, 환원제로 sodium hydrosulfite를 사용하 으

며, 모두 DC Chemical Co.(Seoul)에서 구입하 다. 

염색에 사용한 물은 증류수제조기(Human Corporation, 

HM 1070522-508)로 증류하여 사용하 다. 면직물

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에서 구입한 염색견

뢰도 시험용 첨부백포(KS K 0905 규격)를 사용하

다. 

2. Experimental

1) Non-reduced dyeing

액비 1:50, 20℃의 증류수에 생쪽 분말 염료 20g/ 

L를 넣고, 서서히 가열시켜 80℃에서 1시간 동안 

유지하고 염액을 실온상태로 식혀 염액을 준비하

다. 염색온도를 2∼80℃로 조작하여 20분간 염색

을 진행하 다. 2℃ 염색은 냉장고의 냉동실 온도

를 2℃로 떨어뜨리고 주기적으로 저어주면서 20분

간 염색하고 얼음을 띄운 물에서 수세하 다. 염색

에 사용한 면직물은 농도 1% o.w.f의 명반액에 넣

고 40℃에서 20분간 선매염하 다.

2) Reduced dyeing

면직물 시료의 무게 대비 액비를 1:50으로 계산

한 후 이에 해당하는 양의 증류수를 취해 20℃ 온

도에서 생쪽 분말 염료를 20g/L 기준으로 넣어 서

서히 가열시켜 80℃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하 다. 염

액의 온도를 40℃로 떨어뜨려 하이드로설파이트 

3g/L와 탄산나트륨 3g/L를 넣고 20분간 환원시켜 

염액을 준비하 다. 비환원법에서와 같이 염색온도

를 2∼80℃로 조작해 20분간 염색을 실시하 다. 

3. Analysis

1) Color measurement

분광측색계(JS-555, Color Techno System, Co. Ltd)

를 이용하여 염색한 직물의 L*a*b*값 및 Munsell 

표색계에 따른 H, V/C값을 구하고, Kubelka-Munk

식에 따라 최대흡수파장에서의 표면반사율 값을 

통하여 K/S값을 산출하 다. 

2) Color difference due to repeated laundering 

and sunlight exposure

시료를 시판 가루비누 50g, 무게보정용 광목 약 

2kg과 함께 드럼식 가정용 세탁기에 넣고 표준사이

클(소요시간 60분), 물높이 조절 1∼4 단계 중 4단

계로 고정하여 세탁하 으며, 세탁 완료 후 자연건

조하 다. 분광측색계로 시료의 세탁 전후의 표면

반사율과 색차를 매회 임의 5지점에 대해 측정하

다. 시료를 일광견뢰도 시험기(ATLAS S3000, Xenon 

Weather-O-Meter)에 넣고 5～40시간까지 일광조사

하 으며, 매 5시간 간격으로 시료를 분광측색계를 

이용해 측색하 다.

3) Colorfastness test

염색견뢰도 측정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에 의뢰하여 세탁(KS K ISO 105-C01:2007), 땀(KS 

K ISO 105-E04:2010), 마찰(KS K 0650:2006 크로

크미터법), 일광(KS K ISO 105-B02:2010 Xenon Arc

법 중 수냉식, 표준청색염포에 의한 방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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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염색견뢰도를 평가하 다.

Ⅲ. Results and Discussion

1. Survey of raw indigo powder products

시판 쪽 분말 중에는 발효쪽 분말이 다수를 차지

하고, 생쪽 분말은 종류가 한정되어 있었다. 온라인 

조사를 통해 구입한 생쪽 분말제품 5종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제품에는 원산지와 분말 제조법 

등이 제공되어 있지 않았으며, 판매자와의 전화통화

를 통해 일부 제품의 상품정보를 확인한 바 모두 인

도산이었다. 5종 제품의 분말 색은 모두 녹색이었는

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생쪽 분말의 색상과 

동일하 다(Shin et al., 2009a, 2009b). 제품에는 염

색방법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판매자와의 전

화통화 결과,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환원

과정 없이 얼음을 넣은 차가운 염액으로 염색하는 

방법을 추천하 다(Oh & Ahn, 2011)(Table 1).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환원을 시키지 않은 상태로 염색을 

진행하 으며, 5종의 분말 중 제품 B를 사용하 다.

<Table 1> Product information of the 5 commercial raw indigo powder dyes

Product

label

Country 

of origin

Price

(won/g)

Powder 

color
Product information

Dyeing method 

recommended by vendors

A India 110 Green

Raw indigo powder. Indigo leaves were dried 

under the sun for 10 hours, ground with wooden 

stick, and put in airtight plastic bag.

Prepare dye bath in icy water 

or very cold water without the 

use of reducing agent and 

alkali. Rub the crumbs of 

powder until indigo dye is 

extracted. Dye fabric in very 

cold or icy dye bath.

B India 50 Green Indigo leaves were freeze dried and powdered. 

C India 150 Green Indigo leaves were freeze dried and powdered. 

D India 150 Green No information

E India 100 Green Indigo leaves were freeze dried and powdered.

<Table 2> Results of non-reduced dyeing of raw indigo powder dye on cotton fabric: Different dyeing temperatures

Dyeing temperature(℃) K/S L* a* b* H V C

2 0.02 89.67 －1.65 11.11 2.62GY 8.85 1.98

10 0.04 90.93 －4.74 7.19 6.83GY 8.9 1.85

20 0.01 87.83 －4.61 8.81 6.43GY 8.66 2.02

40 0.06 85.38 －0.28 3.38 5.35G 8.41 1.18

60 0.08 79.44 4.15 －0.07 3.20Y 7.8 0.66

80 0.1 78.04 4.23 －0.63 3.52Y 7.65 0.58

2. Results of non-reduced dyeing

비환원법으로 염색한 면직물은 2～80℃의 어떠

한 온도 조건에서도 쪽빛으로 염색되지 않았다. 비

환원법으로 염색한 면직물은 가시광선 역에서 

최대흡수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쪽의 일반적인 최

대흡수파장인 640～660nm를 기준으로 할 때(Oh & 

Ahn, 2011; Shin et al., 2010), 모든 온도 조건에서 

K/S값이 0.1 이하로서 실질적으로 염착이 거의 이

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색상

(H)은 GY, G 혹은 Y계열이었으나, 채도(C)가 0.58～

2.02로 매우 낮아 무채색에 가까운 색상을 나타내

었다. 판매처에서 추천하는 2℃ 얼음물 상태나 아

주 차가운 물 상태인 10℃ 염색온도로도 염착이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색상은 Y계열에 가까운 

2.62GY로 염색되었다. 염색온도 2～80℃ 중에서는 

80℃가 상대적으로 염착량이 양호하 으나 K/S값

이 여전히 낮았고 (K/S=0.1) Y계열의 색상을 나타내

었다. 전반적으로, 2～20℃ 염색은 노란 기운을 띄

는 연두계열(GY)의 색상을 나타내었으며, 60～80℃ 

염색은 붉은 기운을 띄는 노랑계열(Y)의 색상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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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2～80℃ 온도조건 중에서는 유일하게 40℃ 

염색이 G계열의 색상을 나타내 Munsell 색상환에

서 볼 때 푸른색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한편, 비환원법 염색 결과에서 나타난 GY 혹

은 G계열의 색상은 쪽의 주요 색소 성분인 인디

고틴의 향에 앞서서 녹색 잎에 포함되어 있는 

엽록소의 향일 수도 있는 바(Shin et al., 2009a, 

2009b) 시판 생쪽 분말의 색소성분과 각 성분의 함

유량, 물에 대한 용해도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Shin et al.(2009a)은 바로 베어낸 쪽잎의 생즙이

나 잎 자체를 동결건조한 후 분말을 만들어 견직물

을 6℃에서 비환원법으로 염색하 는데, 이 때 K/S

값은 약 1.2∼2.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

의 결과보다 높은 K/S값으로 이는 Shin et al.(2009a)

의 경우, 신선한 잎으로 자체 제작한 분말을 사용했

기 때문에 시판되는 생쪽 분말에 비해 분말의 신선

도가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Shin et 

al.(2009a)의 경우, 염색한 견직물의 색상이 본 연구

와 다르게 B계열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분말의 신

선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갓 베어낸 생잎을 이용해 쪽 염색을 할 때에는 

생잎을 물과 함께 찧거나 믹서에 갈아 즙액을 만드

는데(Shin, 2004; Chung, 2000), 잎이 뭉개지는 과정

에서 β-글루코시다제 효소가 생성되며, 이 효소가 잎

에 존재하는 인디칸을 인독실로 변화시킨다(Minami, 

Nishimura, Hara-Nishimura, Nishimura, & Hiroshi, 

2000)(Fig. 1). 따라서 이 때 쪽의 즙액에는 인독실

이 존재하며, 섬유에 염착된 인독실은 염색이 완료

<Fig. 1> Schematic diagram of oxidation of indican to indigotin

된 후 헹굼과 건조과정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인디

고틴으로 산화된다(Kim, 1995; Chung et al., 1998; 

Chung & Woo, 2002). 쪽 잎 속에 존재하는 인디칸

은 인위적인 염액 추출과정이 아니더라도 자연상

태에서 잎이 손상되면, 인독실로의 분해가 일어나

고, 인독실은 산소와의 접촉에 의해 즉각적으로 인

디고틴으로 변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itonjam & 

Wangkheirakpam, 2011).

생쪽 분말 제조과정에서도 잎을 분말로 만드는 과

정에서 β-글루코시다제 효소가 발생하는데(Chanayath, 

Lhieochaiphant, & Phutrakul, 2002), 선행연구에 의

하면 건조한 잎의 경우 신선한 잎에 비해 효소의 

활동이 적으며(Minami, Kanafuji, & Miura, 1996; 

Chanayath et al., 2002), 열과 건조에 의해 β-글루

코시다제의 활동이 감소한다고 보고되었다(Kun, 1998; 

Eyzaguirre, Hidalgo, & Leschot, 2005). 효소에 의해 

인디칸이 인독실 상태로 변화하여야만 인디고틴 색

소가 얻어지는 것을 볼 때, 분말의 색소 함량을 최

대로 하기 위해서는 원료 쪽잎을 신선한 상태로 사

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시판 생쪽 

분말의 경우, 대량생산 방식에 의해 제조되었을 것

이며, 불가피하게 원료의 신선도가 떨어질 것으로 

추측되므로, 시판하는 생쪽 분말을 사용한 본 연구

와 신선한 잎으로 분말을 자체 제작한 Shin et al. 

(2009a)의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분말의 신선도

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Oh and Ahn(2011)은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2종의 생

쪽 분말을 이용해 면직물을 비환원법으로 10℃, 25℃, 

60℃에서 염색하 는데, 염색결과 K/S값이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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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며, 색상

계열은 모두 GY계열로 나타났다(Oh & Ahn, 2011). 

요약하여, 비환원법 염색을 사용할 경우, 본 연

구에서 도입한 염색온도 중에서는 40℃ 염색이 상

대적으로 쪽의 푸른색에 근접한 G색상을 발현하

고, 80℃ 염색이 다소 염착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전반적인 염착량이 매우 낮아 생쪽 분말 

염색에 있어서 비환원법 염색은 모든 온도조건에

서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판매처 혹

은 개인 염색가의 블로그 등에서 생쪽 분말 염색시 

환원과정 없이 차가운 염액으로 염색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으나(Oh & Ahn, 2011), 시판되는 생쪽 

분말을 염료로 사용할 경우, 비환원법 저온염색은 

염착성과 쪽빛 색상 발현에 모두 부적합함을 확인

한 바 이와 같은 정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비환원법을 이용한 저온염색은 연두계열의 

염색물을 얻는데 활용가능성이 있겠으나, 염색효과

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낮은 염착량을 해결하

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3. Results of reduced dyeing

1) Reduced dyeing using different dyeing 

temperatures

환원법으로 염색한 면직물은 모든 시료가 푸른

색 쪽빛으로 염색되는 것을 확인하 다. 모든 시료

는 640～650nm에서 최대흡수파장이 나타났으며, 

이는 쪽 염색물의 통상적인 최대흡수파장과 동일

하 다(Oh & Ahn, 2011; Shin et al., 2010). 실험결

과, 2℃를 제외한 모든 염색온도 조건에서 K/S값은 

2.3～3.6 범위 내에 있었고, 색상은 5.96B～7.28B로

<Table 3> Results of reduced dyeing of raw indigo powder dye on cotton fabric: Different dyeing temperatures

Dyeing temperature(℃) K/S L* a* b* H V C

2 0.78 72.46 －10.32 －6.50 5.27BG 7.08 2.77

10 3.19 51.96 －5.23 －18.67 7.82B 5.03 4.03

20 3.62 50.43 －5.55 －18.49 7.53B 4.89 4.00

40 3.34 51.52 －5.85 －17.75 7.09B 4.99 3.89

60 2.42 55.91 －6.14 －16.27 6.22B 5.42 3.66

80 2.38 56.42 －6.59 －16.37 5.96B 5.47 3.72

서 진한 B 계열로 나타났다(Table 3). 2℃로 염색한 

면직물은 K/S값이 1 이하이며, 색상이 5.27BG로서 

BG 계열이고, 10～80℃ 염색에 비해 초록 기운이 

많고(a*=－10.32), 푸른 기운이 적게(b*=－6.50) 나

타났다. K/S값이 가장 높은 것은 염색온도가 20℃

(K/S=3.62)인 경우 으며, 40℃ 염색온도(K/S=3.34)

는 이와 근소한 차이를 보 다. 가장 푸른 색상을 

나타낸 것은 10℃로 염색한 면직물로서 색상값이 

7.82B 다. 즉, 염착량으로 보았을 때는 20℃ 염색

이, 색상면으로는 10℃ 염색이 가장 효과적이었으

며,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K/S값의 감소와 더불어 

색상값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생쪽 분말

을 염색에 사용할 경우에는 환원법을 사용해야만 

쪽빛 염색이 가능함을 알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염색온도는 20℃이지만 40℃ 염색으로도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Shin et al.(2009a)은 생즙 혹은 생잎을 동

결건조하여 분말을 만든 후 하이드로설파이트와 수

산화나트륨을 사용해 환원법으로 견직물을 염색하

는데, 이 때 생즙 분말은 2.3GY의 색상을, 생잎 

분말은 낮은 B계열(0.9B～1.5B) 색상을 나타내었

다고 보고하 다. 같은 연구에서 동일한 분말로 견

직물을 비환원법으로 염색했을 때에는 모두 진한 

B계열의 색상이 나타난 점은 특이한 결과이며, 본 연

구와 반대의 결과이다. 후속연구에서 Shin et al.(2009b)

은 동결건조 대신 생잎을 열풍 및 상온건조하여 분

말을 만든 후 견직물을 환원법과 비환원법을 이용

해 염색한 결과, 환원 염색으로는 B계열의 색상으

로, 비환원 저온염색으로는 BG계열의 색상으로 염

색되었다고 보고하 다. 두 연구를 통해 Shi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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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b)은 진한 쪽빛을 내는 데 있어서 동결건조한 

분말은 비환원법이 적합하고, 열풍건조 혹은 상온

건조한 분말은 환원법이 적합하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판매자 정보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생쪽 분말은 쪽잎을 동결건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Table 1), Shin et al.(2009b)의 주장과 다르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제품 B는 물

론, 제품 C와 E 모두 쪽잎을 동결건조하여 분말화

한 것들로 알려져 있으며, 제품 A는 10시간 햇볕에

서 건조한 후 분말화한 것, 제품 D는 분말제조 방

법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본 연구와 Shin et al.(2009b)

이 서로 다른 결과를 얻은 원인은 원료 쪽잎의 신

선도 차이에 일차적인 가능성을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실험실과 산업현장의 동결건조 방법의 차이, 

염색 방법의 차이, 판매자 정보가 부정확할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은 시판 생쪽 분말에 적

합한 염색방법을 찾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로

서 생쪽 분말을 염료로서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분말제조 방법과 쪽잎 신선도 등에 따른 환원/비환

원 염법의 효과를 다룬 추가적인 연구가 시급히 이

루어져야 하겠다. 환원법에 의한 본 실험의 결과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 B를 포함,〈Table 1〉에 

<Table 4> Munsell color values of the cotton fabric dyed with 5 commercial raw indigo powders using the reduced 

dyeing method

Product label of 

raw indigo powder dyes

Drying method 

provided by vendors
H V C

A Dried under the sun 4.63B 6.73 2.98

B Freeze drying 1.46B 7.26 2.44

C Freeze drying 2.99B 6.92 2.71

D No information 6.58B 7.28 2.29

E Freeze drying 8.91B 7.51 2.06

<Table 5> Results of reduced dyeing of raw indigo powder dye on cotton fabric: Different sodium hydrosulfite 

concentrations

Sodium hydrosulfite

concentration (g/L)
K/S L* a* b* H V C

3 3.18 51.10 －4.95 －17.21 7.46B 4.95 3.69

6 3.69 49.32 －5.53 －17.12 7.05B 4.78 3.71

12 3.13 51.74 －5.91 －15.78 6.16B 5.01 3.50

15 2.49 54.45 －4.99 －16.81 7.26B 5.28 3.64

제시된 5종 시판 생쪽 분말을 이용해 환원법으로 

면직물을 염색해 본 결과, 모두 진한 B계열 색상으

로 염색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 다(Table 4).

생쪽 분말 상에 인디고틴이 인독실 상태로 존재

한다면 생즙 염색처럼 환원과정 없이 염색이 가능

할 것이지만, 생쪽 분말은 잎을 분말화하는 과정 

및 보관과정에서 산소와 결합되므로 인독실이 인

디고틴으로 이미 산화된 상태이다. 이는 발효쪽 분

말의 경우, 이미 인독실이 인디고틴으로 산화된 상

태인 것과 유사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생쪽 

분말을 사용해 염색할 때에는 발효된 쪽을 이용하

는 것과 같이 환원법을 사용해야만 염착력 있는 쪽

염색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2) Reduced dyeing using different concentrations 

of reducing agent and alkali

환원법의 효과가 하이드로설파이트와 탄산나트

륨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제품 B를 이용해 추가적인 염색을 시행하 다. 

염색온도를 20℃로 하고, 하이드로설파이트의 농도

를 3g/L, 6g/L, 12g/L, 15g/L로 달리하여 면직물을 

염색한 결과는〈Table 5〉와 같으며, 이 때 탄산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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륨은 3g/L로 고정하 다. 염색 결과, 하이드로설파

이트 농도 15g/L가 가장 낮은 K/S값(2.49)을 나타내

었으며, 6g/L가 가장 높은 K/S값(3.69)을 나타내었

으나 3g/L～12g/L 상간에는 염착량에 괄목할만한 

차이가 없었다. 

염색온도를 20℃로 하고 탄산나트륨의 농도를 

3g/L, 6g/L, 12g/L, 15g/L로 달리하여 면직물을 염색

한 결과는〈Table 6〉과 같으며, 이 때 하이드로설

파이트는 6g/L로 고정하 다. 탄산나트륨 농도를 3g/L, 

6g/L, 12g/L, 15g/L로 한 염액의 pH는 각각 9.14, 

9.35, 10.57, 10.64로 측정되었다. 실험결과, K/S값

은 탄산나트륨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점차 증가하

여 농도 15g/L에서 최대 염착량(K/S=4.58)을 나타

내었으며, L*값 또한 점차 낮아져 점차 짙은 색으

로 염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농도조

건에서 색상은 모두 B계열이었으며, 15g/L의 탄산

나트륨 농도로 염색한 면직물이 B값(7.79B)이 가장 

<Table 6> Results of reduced dyeing of raw indigo powder dye on cotton fabric: Different alkali concentrations

Alkali concentration (g/L) K/S L* a* b* H V C

3 3.12 53.07 －6.53 －17.07 6.36B 5.14 3.84

6 3.32 48.96 －5.99 －17.49 6.89B 4.74 3.83

12 4.13 47.52 －5.35 －17.22 7.18B 4.60 3.70

15 4.58 45.87 －4.86 －17.93 7.79B 4.44 3.79

<Table 7> Change of K/S values and color values after repeated washing: Cotton fabric reduce-dyed with raw indigo 

powder dye 

Washing 

repeats
K/S L* a* b* H V C ∆En ∆En－∆En－1

0 3.20 49.96 －5.65 －13.43 4.99B 4.84 3.00

1 3.01 51.45 －5.10 －15.10 6.34B 4.98 3.29 2.30 2.30

2 2.38 52.85 －4.59 －17.16 7.69B 5.12 3.66 4.83 2.53

3 2.65 54.16 －4.32 －17.31 7.94B 5.25 3.69 5.87 1.04

4 2.80 53.67 －4.04 －18.46 8.46B 5.20 3.92 6.45 0.58

5 2.67 54.15 －4.28 －17.71 8.12B 5.25 3.78 6.14 -0.31

6 2.16 55.83 －4.12 －17.59 8.19B 5.41 3.76 7.35 1.21

7 2.46 55.55 －4.05 －18.34 8.51B 5.39 3.92 7.61 0.26

8 2.35 56.27 －3.94 －18.60 8.66B 5.46 3.97 8.33 0.72

9 2.28 56.41 －4.01 －18.04 8.43B 5.47 3.86 8.09 0.24

10 2.32 56.44 －3.81 －18.73 8.80B 5.47 4.00 8.57 0.48

크고, b*의 음의 값(b*=－17.93) 또한 가장 크게 나

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생쪽 분말로 염색한 면직

물의 색상은 염액의 pH에 따라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염액의 알칼리성이 강할 때 

더 푸른색으로 염색되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

에서는 정해진 탄산나트륨의 농도에 의거하여 pH 

9.14에서 pH 10.64의 범위까지 염색효과를 조사한 

바, 더 넓은 pH 범위에 따라 생쪽 분말의 환원염색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

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4. Color difference after repeated laundering 

and sunlight exposure

1) Color difference of reduce-dyed samples 

after repeated laundering

환원법으로 염색한 면직물의 반복세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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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착량 및 색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세탁횟수를 

10회로 하고, 매 세탁 후 분광측색계로 측색한 결

과는〈Table 7〉과 같다. 실험 결과, 세탁 전 시료의 

K/S값이 3.20이었는데 반해, 10회 세탁 후 시료는 

K/S값이 2.32로 염착량이 약 27.5% 감소한 것을 확

인하 다. 10회 세탁 횟수 중 색차가 가장 많이 발

생한 시기는 1회와 2회 세탁 후로서, 1회 세탁한 시

료는 미세탁 시료에 비해 △E가 2.30 발생했으며, 2

회 세탁한 시료는 1회 세탁한 시료와 비교해 △E가 

2.53으로서 1, 2회 세탁 후 색차의 합은 10회 세탁 

후 총 색차의 50% 이상에 달하 다. 반복세탁 후에

도 색상은 모두 B계열이었는데, 세탁횟수가 증가

함에 따라 B값이 높아져 차츰 PB계열로 근접해 가

는 경향을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b*값의 변화

로도 확인되었다. 

색상계열의 B값이 증가한 것과 더불어 또 하나

의 흥미로운 점은 세탁횟수가 반복됨에 따라 시료

의 채도가 점차 높아진 점이다. 즉, 세탁횟수가 증

가함에 따라 염착량은 낮아졌으나, 색상은 더 선명

한 B에서 PB계열로 변하 다. 생쪽 분말에 쪽의 주 

색소인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외에 엽록소와 같은 

녹색 색소가 들어 있을 것을 감안한다면 반복세탁

이 녹색 색소를 탈락시켰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가능성은 생쪽 분말에 함유된 색소

의 성분 분석과 각 성분의 함유량 조사를 통해 면

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8> Change of K/S and color values after irradiation in the Weather-O-Meter: Cotton fabric reduce-dyed with 

raw indigo powder dye

Irradiation 

time
K/S L* a* b* H V C ∆En ∆En－∆En－1

0 3.35 49.02 －5.73 －14.49 5.63B 4.75 3.21

5 2.71 52.92 －5.88 －14.19 5.25B 5.13 3.19 1.35 2.71

10 2.46 54.28 －5.69 －14.20 5.37B 5.26 3.17 4.06 0.82

15 2.32 54.97 －5.75 －13.53 4.87B 5.33 3.05 4.88 0.82

20 2.25 55.34 －5.87 －13.06 4.45B 5.36 2.97 6.22 1.34

25 2.26 55.44 －5.82 －13.56 4.83B 5.38 3.06 5.06 －1.16

30 2.30 55.12 －5.89 －13.02 4.40B 5.34 2.97 5.88 0.82

35 1.99 56.91 －5.72 －12.35 4.01B 5.52 2.82 7.89 2.01

40 1.87 57.65 －5.65 －11.97 3.76B 5.59 2.74 8.99 1.10

2) Color difference of reduce-dyed samples 

after sunlight exposure

환원법으로 염색한 면직물의 일광조사 시간에 

따른 염착량 및 색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일광견

뢰도 시험기에서 40시간까지 일광을 조사하고 매 5

시간마다 분광측색계로 측색한 결과는〈Table 8〉

과 같다. 실험 결과, 일광 조사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K/S값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는데, 일광 조

사를 하지 않은 시료의 K/S값이 3.35인데 반해, 40

시간 일광조사 후 시료의 K/S값은 1.87로 40시간 

일광조사 후 염착량이 약 44%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색의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난 시기는 처음 

5시간 조사 후로서, 이때의 △E 값은 2.72로서 40시

간 조사 후 총 색차의 약 30%를 나타낸다. 따라서 

색의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난 시기는 일광조사를 

시작하고 처음 몇 시간 동안이었음을 확인하 으

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색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 다. 반복세탁에 따른 색상변화의 경

향이 PB계열 쪽으로 관찰되었던 것과는 반대로 일

광조사에 의한 색상의 변화는 B값이 점차 낮아지

며, GB계열 쪽으로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반복세탁에 의해서는 생쪽 분말에 함유된 

색소 중 녹색 색소가 탈락할 가능성이 더 크고, 일

광조사에 의해서는 생쪽 분말에 함유된 색소 중 푸

른 색소, 즉 인디고틴이 탈락할 가능성이 더 클 것

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가능성은 생쪽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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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함유된 색소의 성분 분석은 물론 염색한 직물

을 반복세탁 혹은 일광조사한 후, 직물에 남아있는 

색소의 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면밀히 검토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Results of colorfastness tests

염색견뢰도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에 의

뢰하 으며, 환원법으로 염색한 면직물과 비환원법 

시료 중 20℃와 80℃로 염색한 면직물에 실시하

다. 환원법 염색시료의 경우 세탁, 땀, 마찰에 대한 

견뢰도가 4～5등급으로서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었다(Table 9). 환원법 염색시료의 일광견뢰

도 등급은 3급으로서 KS K ISO 105-B02:2010 시험

에 따라 10시간에서 20시간 이내에 퇴색이 일어나

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이는 일광 조사시간에 따

른 색의 변화 실험과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비환원법 시료의 경우, 땀견뢰도와 마찰견뢰도

는 4～5급으로 판정되었으나, 세탁견뢰도의 변퇴색 

등급은 20℃ 시료와 80℃ 시료가 모두 2급으로 매

우 낮은 등급으로 판정되었다. 세탁견뢰도의 오염

등급은 면과 모에 대해 모두 4∼5급으로 환원법으

로 염색한 시료와 동일한 등급을 보 는데, 이는 

20℃와 80℃로 염색한 시료의 염착량이 거의 없어, 

세탁과정에서 인접 섬유에 오염될 염료 잔량이 거

<Table 9> Colorfastness of reduce-dyed and non-reduce-dyed cotton samples

Dyeing method

Test
Reduced dyeing

Non-reduced dyeing

20℃ 80℃

Colorfastness to washing

Color change 4∼5 2 2

Stain(cotton) 4∼5 4∼5 4∼5

Stain(wool) 4∼5 4∼5 4∼5

Colorfastness 

to perspiration

Acid

Color change 4∼5 4∼5 4∼5

Stain(cotton) 4 4∼5 4∼5

Stain(wool) 4 4∼5 4∼5

Alkali

Color change 4∼5 4∼5 4∼5

Stain(cotton) 4 4∼5 4∼5

Stain(wool) 3∼4 4∼5 4∼5

Colorfastness to abrasion
Dry 4∼5 4∼5 4∼5

Wet 4 4∼5 4∼5

Colorfastness to sunlight 3 3 2

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비환원법 20℃와 

80℃로 염색한 시료의 일광견뢰도는 각각 3급과 2

급으로서 KS K ISO 105-B02:2010 시험에 따라 전

자는 10시간에서 20시간 이내, 후자는 5시간에서 

10시간 이내에 퇴색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명되었

다. 염색견뢰도 측정결과를 미루어 볼 때 비환원법

으로 생쪽 분말을 염색할 경우, 세탁에 의한 변퇴

색이 크게 발생할 것이며, 연두색을 발현하는 저온

염색이 고온염색보다 일광에 대한 변퇴색이 덜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Conclusion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생쪽 분

말에 대해 비환원법과 환원법을 이용한 염색방법

에 초점을 맞추어 분말제품에 적합한 염색방법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판 생쪽 분말을 이용해 면직물에 진한 쪽빛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환원법을 사용해야 하며, 알

칼리의 양을 증가함으로써 더 푸른색으로 염색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2. 비환원법으로는 시판 생쪽 분말을 이용해 면

직물에 쪽빛 염색을 할 수 없으며, 냉온 혹은 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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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을 이용하여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3. 환원법을 사용해 생쪽 분말로 면직물을 염색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염색온도는 20℃이지만, 40℃ 

염색으로도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4. 환원법으로 염색한 면직물은 반복세탁과 일

광조사에 의해 점차 물이 빠지고 색이 변하 는데, 

특히 1, 2회 세탁과 처음 5시간 일광조사에 의해 변

화가 가장 많이 발생하 다.

5. 환원법으로 염색한 면직물은 반복세탁과 일

광조사 후에도 푸른색을 유지하 지만, 세탁에 의

해서는 PB계열에 가깝게, 일광에 의해서는 GB계

열에 가깝게 색상이 변화하 다. 

6. 환원법으로 염색한 면직물은 염색견뢰도가 대

체로 우수하 으며, 비환원법으로 염색한 면직물은 

염색견뢰도가 매우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 판매처에서 추천하고 있는 저온 

비환원 염색법은 시판 생쪽 분말을 이용한 면직물

의 쪽빛 염색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시판 생쪽 분

말이 쪽염료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환

원법을 이용한 염색방법의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가장 좋은 환원염색 

온도로 확인된 20℃는 온도조절과 유지가 까다롭

고, 계절의 향을 많이 받는 반면, 40℃는 온도조

절과 유지가 비교적 용이하고, 염색효과도 20℃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시판 생쪽 분말의 염색

은 환원법을 이용하여 40℃로 염색하는 것을 추천

할 수 있으며, 알칼리의 양을 가감하여 색의 진한 

정도를 조절하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제시할 수 있

다. 생쪽 분말로 쪽빛 염색을 하는데 있어서 본 연

구와 선행연구 간에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말제조 

방법과 원료 쪽잎의 신선도 등에 따른 환원/비환원 

염법의 효과를 다룬 추가적인 연구가 시급히 이루

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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