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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서 론서 론서 론I. I. I. I. 

쿠르쿠민이 풍부한 울금은  1) 황색염 중에서도 색소 

가 풍부해서 천연염재로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Corresponding author ; Bai Sangkyoung, Tel.+82-2-536-9686, Fax.+82-31-220-2225

                        E-mail : skbai@suwon.ac.kr 

어 왔다 지금까지 많은 천연염색과 관련된 연구들. 

이 면직물과 견직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가죽

에 대한 염색은 돈피의 황련염2)과 우피에서의 울금

염의 염색성3), 황련의 우피염색시 가지처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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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find the mordant effect of Chestnut's inner skin on the 

cow leather dyed by Turmeric powder. The best proper mordanting conditions were 

examined by changing mordant method, concentration, temperature, bath ratio, time, and 

repetition. Also dyeability and surface color changes were evaluated by various mordanting 

methods. The optimum mordanting conditions of chestnut's inner skin extract on the cow 

leather were pre mordant, 80%, 50 , 50:1, 40minutes, 4 repetition. The K/S values as a ℃

mordant were higher in pre mordant than post mordanting condition. Although the E was Δ

slightly higher in post mordant than pre mordant, it was too small to find any means. The 

surface colors of all dyed cow leathers were yellow. Among light, dry cleaning, and 

abrasion fastnesses, only light fastness was increased one degree, others were same 

degrees. 

  Key Words :   Key Words :   Key Words :   Key Words : 울금 율피 매염Turmeric powder( ), Chestnut's inner skin ( ), Mordant( ), 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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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4)등이 있을 뿐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의류소재. 

로 사용되는 피혁은 돈피와 우피로 이 중 우피는 돈

피보다 강도가 크고 두께가 다양하게 피할될 수 있

어서 자켓 스커트 바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 , 

고 있다 작은 동물의 원피는 이고 큰 동물의 . skin , 

원피는 라고 한다hide 5) 원피의 무게에 따라서 송아. 

지 가죽은 성장한 소가죽은 에 속한다 우skin, hide

피는 섬유상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면에 털이 

없는 은면가죽과 모피로 나뉘어지는데 대부분의 가

죽이 털 밑에 붙어 있는 부분을 가공한 은면을 쓴

다 가죽은 섬유와는 달리 두께를 가진 입체적 단백. 

질 섬유로서 침투성에 따라 색상이 크게 변하므로 

염색작업에서 침투를 시킬 때 식물성탄닌 합성 탄, 

닌을 이용하여 염료의 고착을 방지하고 침투성을 촉

진하여 균염성을 이루게 하기도 한다6). 

천연염색에서는 염착성과 염색견뢰도를 높이기 위  

해서 매염을 하는데 주로 합성매염제를 대상으로 실

험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금속함. 

유 매염제 이외의 매염제로서 효과를 연구한 논문으

로는 알리자린으로 염색하고 탄닌으로 매염하여 색

상의 변화7) 여러 가지 천연염재로 염색하고 금속매, 

염제로 매염한 후 탄닌산과 토주석으로 후처리한 후

의 견뢰도변화를 분석8)한 경우 등이 있다 너도밤나. 

무과의 다년생 초목인 밤나무 껍질인 율피는 탄닌을 

포함하고 있으며9-10% 9) 미백효과와 멜라닌 생성  

저해 요소가 있어서 화장품의 재료로도 많이 쓰고 

있다10),11) 탄닌은 수용액의 수렴성이 강하고 떫은 . 

맛을 가지는 화합물의 총칭으로 여러 가지 폴리페놀

류가 중합한 복잡한 구조의 고분자물질 분자량 (

로 원래는 무색이지만 폴리페놀 600~2,000) oxidase

의 작용에 의해 쉽게 산화되어 갈색을 나타낸다 화. 

학구조가 불분명한 것이 많지만 묽은 산과 가열하면 

가수분해되어 몰식자산이나 등을 생산ellagic acid 

하는 가수분해형 탄닌과 물에 불용성인 축합형 탄닌

으로 분류된다12). 

본 연구에서는 가수분해형 탄닌을 함유하고 있는   

율피가 우피의 염색시 매염효과가 있는 지 알아 보

기 위해서 우피를 울금으로 염색하고 율피 추출물을 

매염제로 하여 다양한 매염조건에 의한 염색성과 표

면색의 변화 염색견뢰도를 조사하였다, . 

실험 재료 및 방법실험 재료 및 방법실험 재료 및 방법실험 재료 및 방법II. II. II. II. 

시료 및 염료시료 및 염료시료 및 염료시료 및 염료  1.   1.   1.   1. 
    

실험에 사용된 우피는 미모사 추출물로 태닝한 통  

가죽의 등부분을 두께 로 피할하여 썼으며1.0mm , 

매염용 율피는 중국산 염색용 울금분말은 인도산으, 

로 천연염색제 전문 취급소에서 구입하였다. 

실험 방법실험 방법실험 방법실험 방법  2.   2.   2.   2. 

매염액만들기 1) 

율피매염액은 리터의 증류수에 율피 을 넣  1 100g

고 시간 끓여 회 추출후 합해서 을 1 2 stock solution

만든 후 실험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염색 2) 

울금 농도는 이하 생략함 으로 욕  60% (o.w.f.%, ) , 

비는 염색온도 염색시간 분으로 시켰40:1, 40 , 30℃

다 모든 시료는 회 실험하였으며 결과들은 평균하. 5

였다. 

매염 3) 

매염조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매염과 후매염으로   

하고 율피매염액농도는 농도 에서 까10%(V/V ) 100%

지 단위로 변화시켰다 매염온도는 10 . 20 , 30 , ℃ ℃

로 하였고 매염시 욕비는 40 , 50 , 20;1, 30:1, ℃ ℃

로 매염시간은 분 분 분40:1, 50:1, 60:1 , 10 , 20 , 30 , 

분 분 분으로 하였다 매염의 반복횟수는 40 , 50 , 60 . 1

회에서 회까지 실험하였다6 . 

염착성과 표면색 측정 4) 

분광측색계 를 이용하여 율피   (SP 62, X-rite, USA)

매염과 울금분말로 염색한 우피의 표면반사율을 측

정하여 값을 산출하여 염착성의 지표로 삼았다K/S . 

표면색의 변화는 무매염 우피를 기준으로 E, Δ

에 의한 CIE-Lab L*, a*, b* 먼셀 기호 로 , H, V/C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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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견뢰도 5) 
 

일광견뢰도는   KS K 0700 Carbon Arc 

로 마찰견뢰도는 으로Fade-O-meter , KS K 0650 , 

드라이클리닝 견뢰도는 석유계KS K ISO 105-D01 

용제로 실험 조사하였다, .

    

    

결과 및 고찰 결과 및 고찰 결과 및 고찰 결과 및 고찰 III. III. III. III. 

매염방법에 의한 염착성의 변화매염방법에 의한 염착성의 변화매염방법에 의한 염착성의 변화매염방법에 의한 염착성의 변화  1.   1.   1.   1. 

우피의 울금염색시 율피추출물을 매염제로 하고   

매염방법을 달리했을 때의 염착성의 변화를 그림 <

에 나타냈다 그 결과를 살펴 보면 후매염보다 1> . , 

선매염에서 염착성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울금 . 

농도 로 욕비는 염색온도 염색시60% , 40:1, 40 , ℃

간 분으로 염색한 무매염 우피의 울금 염착성은 30

였는데 선매염에서는 율피추출액의 농도가 1.7 40%

가 되었을때 부터 염착성이 무매염포보다 높아졌고, 

후매염에서는 율피추출액 농도가 일 때 무매염80%

포의 염착성을 능가하였다 따라서 울금으로 우피에 . 

염색시 율피 추출액을 매염제로 사용할 경우 매염액 

0.0

0.5

1.0

1.5

2.0

2.5

3.0

K/S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mordant concentration(V/V %)

pre

post

그림 그림 그림 그림 < 1> Effect of mordant method and concentration < 1> Effect of mordant method and concentration < 1> Effect of mordant method and concentration < 1> Effect of mordant method and concentration 

on the K/S of cow leather dyed with Turmeric powderon the K/S of cow leather dyed with Turmeric powderon the K/S of cow leather dyed with Turmeric powderon the K/S of cow leather dyed with Turmeric powder

농도별로 모든 조건에서 선매염이 후매염보다 고르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선매염을 하는 것이 

후매염보다 염착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매염액 농도에 의한 염착성의 변화매염액 농도에 의한 염착성의 변화매염액 농도에 의한 염착성의 변화매염액 농도에 의한 염착성의 변화  2.   2.   2.   2. 

그림 에 나타난 율피 매염액의 농도에 의한   < 1>

변화는 선매염과 후매염 모두 매염액의 농도가 클수

록 염착성이 증가하여 에서 최고치를 나타내다 80%

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우피 울금염에90% . 

서의 율피의 매염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매염포보

다 염착성이 높아야 하는데 선매염에서는 에서 40%

염착성이 높아졌으며 후매염에서는 에서만 염, 80%

착성이 로 무매염포다 높았고 그 이외의 농도에1.8

서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피 울금 염색시 율피 추출액 매염에 의  

해서 염착성을 증가시키려면 율피추출액의 농도를 

로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80% . 

향후의 실험 조건은 선매염을 기준으로 매염시 온

도 욕비 시간 반복 염색과 표면색의 변화 및 염색, , , 

견뢰도의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배상경 배상경 배상경 배상경 / / / / 우피의 울금 염색시 사용된 율피의 매염 효과

103

매염 온도에 의한 염착성의 변화매염 온도에 의한 염착성의 변화매염 온도에 의한 염착성의 변화매염 온도에 의한 염착성의 변화  3.   3.   3.   3. 

우피는 온도에 민감하여 염색온도를 높게 적용하  

지 않으므로 본 실험에서는 에서 까지 실20 50℃ ℃

험하였다 그림 를 살펴 보면 염색 온도가 높을. < 2>

수록 염착성이 서서히 증가하여 에서 가장 높은 50℃

염착성을 나타냈다 우피는 높은 온도에서는 경화되. 

기 쉽고 우피의 지방과 단백질이 녹거나 변성되기 

쉬우므로 높은 온도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매염과 염

색을 처리하는 것이 좋고 와 에서의 염착40 50℃ ℃

성의 차이가 과 로 크지 않으므로 에서 2.6 2.7 40℃

실험하는 것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매염 욕비에 의한 염착성의 변화매염 욕비에 의한 염착성의 변화매염 욕비에 의한 염착성의 변화매염 욕비에 의한 염착성의 변화  4.   4.   4.   4. 

율피추출액으로 매염할 때의 욕비를 까  20:1-60:1

지 변화시킨 결과를 그림 에 제시하였다 매염 < 3> . 

욕비가 증가할수록 염착성이 그리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과 에서는 로 같은 염착성을 나. 30:1 40:1 2.7

타냈고 에서도 과 으로 큰 차이는 없었50:1 2.7 3.0

다 에서는 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므로 오히려 . 60: 2.6

로 매염을 하는 것이 사용하는 물의 경제적인 30:1

측면을 고려해보면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0.0

0.5

1.0

1.5

2.0

2.5

3.0

K/S

20 30 40 50

mordanting temperature(℃)

그림 그림 그림 그림 < 2> Effect of mordanting temperature< 2> Effect of mordanting temperature< 2> Effect of mordanting temperature< 2> Effect of mordanting temperature

on the K/S of cow leather dyed with Turmeric powderon the K/S of cow leather dyed with Turmeric powderon the K/S of cow leather dyed with Turmeric powderon the K/S of cow leather dyed with Turmeric powder

매염 시간에 의한 염착성의 변화매염 시간에 의한 염착성의 변화매염 시간에 의한 염착성의 변화매염 시간에 의한 염착성의 변화  5.   5.   5.   5. 

율피추출물의 매염시간에 의한 울금 염착성의 변  

화를 그림 에서 살펴 보면 매염시간이 증가할< 4> , 

수록 염착성이 증가하여 분에 최고치를 나타내다 40

그 이후부터 서서히 줄어들었다 우피 울금 염색에. 

서는 분 분 사이에 우피에서의 표면 흡착평형20 -30

이 이루어져서 최고의 염착성을 나타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13) 율피매염을 하면 율피에 들어 있는 탄, 

닌의 분자량이 크므로 우피에 흡착되어 매염효과를 

나타내는 데 매염시간이 더 오래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반복 매염에 의한 염착성의 변화반복 매염에 의한 염착성의 변화반복 매염에 의한 염착성의 변화반복 매염에 의한 염착성의 변화  6.   6.   6.   6. 

선매염으로 반복매염을 회까지 실험한 우피 울금  6

염의 결과는 그림 로 회 선매염까지는 염착성< 5> 2

의 증가량이 작다가 회를 지나면서 많은 증가를 나3

타냈으며 회에서 최고치를 나타내었고 회부터 감4 5

소하였다 회와 회 반복시 염착성의 차이는 크게 . 4 5

유효하지 않아 회 반복매염이 효과적이었음을 알 4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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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 3> Effect of mordanting bath ratio< 3> Effect of mordanting bath ratio< 3> Effect of mordanting bath ratio< 3> Effect of mordanting bath ratio

on the K/S of cow leather dyed with Turmeric powderon the K/S of cow leather dyed with Turmeric powderon the K/S of cow leather dyed with Turmeric powderon the K/S of cow leather dyed with Turmeric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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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 4> Effect of mordanting time< 4> Effect of mordanting time< 4> Effect of mordanting time< 4> Effect of mordanting time

on the K/S of cow leather dyed with Turmeric powderon the K/S of cow leather dyed with Turmeric powderon the K/S of cow leather dyed with Turmeric powderon the K/S of cow leather dyed with Turmeric powder

매염순서에 의한 표면색의 변화매염순서에 의한 표면색의 변화매염순서에 의한 표면색의 변화매염순서에 의한 표면색의 변화  6.   6.   6.   6. 

매염액의 농도 매염시간 분 매염온도   80%, 40 , 4

매염 욕비 에서 실험하여 무매염포를 기준0 , 40:1℃

으로 했을 때 선매염에서의 색차는 후매염에서7.6, 

의 색차는 이었다 무매염포와 10.9 . L*값의 차이는 5

정도로 선매염 후매염 모두 비슷하였고, , b*값은 선

매염 후매염 모두 거의 차이가 없었고 , a* 역시 선

매염보다는 후매염에서 약간 컸다 먼셀표색법에서. 

의 색상 모두 계열을 띄어 무매염포와는 차이가 거Y

의 없었다 따라서 우피 울금 염색시 율피 추출물로 . 

매염을 하면 우피 표면색은 동일한 황색계열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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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 5> Effect of mordanting repetition< 5> Effect of mordanting repetition< 5> Effect of mordanting repetition< 5> Effect of mordanting repetition

on the K/S of cow leather dyed with Turmeric powderon the K/S of cow leather dyed with Turmeric powderon the K/S of cow leather dyed with Turmeric powderon the K/S of cow leather dyed with Turmeric powder

표 표 표 표 < 1> CIE-L< 1> CIE-L< 1> CIE-L< 1> CIE-L****aaaa****bbbb**** and Munsell value of cow leather dyed with Turmeric powder by mordants and Munsell value of cow leather dyed with Turmeric powder by mordants and Munsell value of cow leather dyed with Turmeric powder by mordants and Munsell value of cow leather dyed with Turmeric powder by mordants

color factor

mordant
K/S L* a* b* EΔ H V C

none 1.7 85.06 -4.32 49.81 * 4.82Y 8.38 6.84

pre 2.6 79.22 0.57 49.58 7.6 3.20Y 7.78 7.15

post 1.7 79.67 1.51 42.28 10.9 2.56Y 7.83 6.13

표 표 표 표 < 2> Light, Dry cleaning, Abrasion fastnesses of cow < 2> Light, Dry cleaning, Abrasion fastnesses of cow < 2> Light, Dry cleaning, Abrasion fastnesses of cow < 2> Light, Dry cleaning, Abrasion fastnesses of cow 

leathers dyed with Turmericleathers dyed with Turmericleathers dyed with Turmericleathers dyed with Turmeric    powder by mordants powder by mordants powder by mordants powder by mordants 

color 
fastness

mordant

Light

Dry Cleaning Abrasion

color

 change
solvent dry wet

none 1-2 4 4 4-5 3-4

pre 2-3 4 4 4-5 3-4

post 1-2 4 4 4-5 3-4

냈고 염착성은 선매염이 컸으며 색차는 선매염보다, 

는 후매염에서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염색견뢰도의 변화염색견뢰도의 변화염색견뢰도의 변화염색견뢰도의 변화  7.   7.   7.   7. 

우피울금염색시 무매염포와 율피선매염포 후매염  , 

포 모두 드라이크리닝 견뢰도는 급을 나타냈으며 4

마찰견뢰도는 건조시에는 급 습윤시에는 급 4-5 , 3-4

나타냈다 일광견뢰도는 무매염포와 후매염포에서 . 

급을 선매염포에서는 급을 나타내어 약간 1-2 , 2-3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탄닌은 폴리페놀릭 화. 

합물로 면섬유 견섬유에 친화력이 있고 고분자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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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닌산은 양모에도 친화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인 탄닌처리법은 탄닌산을 섬유에 적용한 다

음 토주석으로 고착하여 섬유 표면에서의 염료의 확

산을 저하시켜서 염색견뢰도의 향상을 얻는다.14) 울 

금의 우피염색시 합성금속매염제를 사용하였을 때 

역시 염색견뢰도의 향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15) 율

피매염에서 일광견뢰도가 한 단계 향상되었으므로 

적절한 염료고착제를 사용하거나 탄닌처리법을 달리

한다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었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 . . . ⅣⅣⅣⅣ

        울금분말로 우피염색시 합성금속매염제 대신 탄닌

함유물인 율피 추출물의 매염 효과에 대하여 실험하

여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매염방법은 선매염에서 후매염보다 높은 염착성 1) 

을 나타냈다. 

매염액의 농도는 에서 매염액 욕비는  2) 80%(V/V) , 

에서 매염온도는 매염시간은 분에서 50:1 , 50 , 40℃

최대염착성이 나타났다 또한 반복매염시 회에서 . 4

염착성의 증가가 유의하였다. 

무매염포와 매염포간의 색차는 선매염보다는 후 3) 

매염에서 높았으나 b*값의 변화보다는 a* 와  L*값의 

차이가 약간 더 컸으나 색상은 계열을 나타내어 율Y

피매염에 의한 우피울금염의 표면색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드라이크리닝 마찰견뢰도는 매염포와 무매염포 4) , 

가 동일한 등급을 나타냈으며 일광견뢰도는 매염포

에서 등급 개선되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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