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ticle
Appl. Chem. Eng., Vol. 29, No. 3, June 2018, 283-288

https://doi.org/10.14478/ace.2018.1003

283

1)

† Corresponding Author: Dankook University,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Gyeonggi 16890, Korea
Tel: +82-31-8005-3544  e-mail: khong@dankook.ac.kr

pISSN: 1225-0112  eISSN: 2288-4505 @ 2018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All rights reserved.

1. 서    론

최근 들어 합성염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보고가 증가함에 따라 

생분해가 가능하고 저독성, 저알레르기 능력이 뛰어난 천연염료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 천연염료는 생태학적 균형을 

유지하고, 생산 및 사용 중에 환경을 오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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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환경 친화적이고 질병을 유발시키지 않는 천연색소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천연색소를 추출하는 다양한 방법이 연
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염료인 chlorophyll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성 원료인 파슬리를 대상으로 천연색소를 
추출하였다. 추출용매의 pH와 추출온도를 변수로 추출된 천연염료의 녹색계열의 목표색 코드 #50932C (L = 55.0, a 
= -40.0, b = 46.0)을 설정하고, 추출된 천연염료의 명도와 색좌표(L, a, b)의 정량적 수치로부터 색도분석을 수행하였
다. 반응표면분석법에 의해 예측된 색도분석 중 색좌표 분석은 최적조건인 pH 8.0, 추출온도 60.9 ℃에서의 이론적 
수치 L (55.0), a (-36.3), b (36.8)를 나타냈고, 실제 실험으로 확인한 결과 L (69.0), a (-35.9), b (31.4)를 나타내, 이론 
정확도 73.0%, 실제오차율은 13.8%로 확인되었으며, 색차분석의 △E의 이론 최적화 값은 pH = 9.2 추출온도 55.2 ℃에
서 △E (12.4)이었고, 실제 실험의 경우 △E (13.0)로 나타났다. 색차 분석의 이론정확도 97.5% 및 실제 오차율은 4.5%
를 나타냈다. 하지만, 색좌표의 조합이 목표색에 근사한 색을 나타내지 않았고, 단지 산술기하 평균적으로서 목표색에 
근사함을 나타냈다. 따라서 천연염료 추출공정에 반응표면분석법을 적용시킬 경우 반응치로 색차 △E에 비해 색좌표
(L, a, b)를 이용하는 것이 색소추출공정의 최적화에 더 우수한 방법인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As the us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non-disease natural pigments grows, various methods for extracting natural pigments 
have been studied. The natural color was extracted from parsley, a vegetable ingredient containing natural dyes. Target color 
codes of green series of natural dyes extracted as variables #50932C (L = 55.0, a = -40.0, b = 46.0) were set with the pH 
and temperature of extracted natural color coordinates (of the extracted), and the quantitative intensities of natural dyes were 
analyzed. During the colorimetric analysis predicted by the reaction surface analysis method, a color coordinate analysis was 
conducted under the optimal conditions of pH 8.0 and extraction temperature of 60.9 ℃. Under these conditions, predicted 
figures of L, a, and b were 55.0, -36.3, and  36.8, respectively, while actual experimental ones confirmed were 69.0, -35.9, 
and 31.4, respectively. In these results, the theory accuracy and actual error rate were confirmed to be 73.0 and 13.8%, 
respectively. The theoretical optimization condition of the color difference (△E) was at the pH of 9.2 and extraction temper-
ature of 55.2 ℃. Under these conditions the predicted △E figure was 12.4 while the experimental one was 13.0. The difference 
in color analysis showed 97.5% of the theoretical accuracy and 4.5% of the actual error rate. However, the combination of 
color coordinates did not represent a desired target color, but rather close to the targeted color by means of an arithmetic 
mean.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when the reaction surface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o the natural dye extraction proc-
ess, the use of color coordinates as a response value can be a better method for optimizing the dye extra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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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넓기 때문에, 식품, 화장품, 의류산업 등에 접목할 수 있어 천

연색소 시장은 매우 넓게 발전하고 있다[4-5]. 하지만 아직까지 대량 

생산이 가능한 합성염료에 비해 천연염료는 천연물의 종류에 따라 추

출과정이 복잡하고 경제성이 떨어져 그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천연염료 추출공정에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

face methodology, RSM)을 적용하여 천연색소 추출공정을 최적화함

으로써 실제공정에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반응표면분석법이란 실험의 주어진 세트에 응답해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독립적으로 수행 향상 및 최적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학 및 

통계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는 상호 작용을 독립 변수의 효과 정의뿐

만 아니라 변수 사이의 주효과도 최적화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6-11]. 반응표면분석법에 사용되는 용어로는 실험목적

의 달성에 직결된 품질 특성값을 나타내는 반응치(response, y), 인자

들이 실험 중에 취하는 값 또는 조절 조건인 수준(level), 반응치

(response)에 영향을 주리라 기대되는 변수인 계량인자(quantitative 

factor) 및 계수인자(qualitative factor), 주어진 결과 값과 인자변화의 

관계를 설명하는 수학적 관계인 모델(model), 그리고 처리조합 

(treatment combination), 주효과(main effect), 교호작용(interaction) 등

이 있다. 반응표면분석법의 모델로는 2차회기 모형을 이용하여 주효

과 + 주효과2 + 교호효과로 다음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2]. 

               
   

   (1)

여기서 반응치, y는 색도를 나타내는 L, a, b 및 색차 △E이고, x1과 

x2는 각각 계량인자인 추출용매의 pH와 추출온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염료인 클로로필(chlorophyll)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성 원료인 파슬리(parsley)를 대상으로 천연색소를 추출하였다. 

파슬리에 포함되어 있는 색소는 클로로필계 색소로 녹색색소이다. 또

한 인간이 섭취했을 때 장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13-14]. 따라서 파슬리로부터 클로로필을 추출하

는 공정에 Minitab을 이용한 반응표면분석법을 적용시켜 추출용매의 

pH와 추출온도를 변수로 최적 추출조건을 평가하였다. 

2. 실험방법

2.1. 천연염료의 추출

식물성 천연원료로부터 천연색소를 추출하기 위해서 천연원료로는 

파슬리를 선택하였고 이의 색소는 클로로필이다. 클로로필은 클로로

필 a와 클로로필 b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조식은 Figure 1과 같다. 파

슬리로부터 클로로필을 추출하기 위해 천연원료인 파슬리를 건조한 

후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쇄하였다. 분쇄된 파슬리 3 g을 추출용매 100 

mL에 넣은 후 일정한 온도에서 30 min 동안 천연색소 추출과정을 수

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추출용매의 pH 범위를 3~12로 변화시키면

서 추출하였고, 추출온도는 각각 40, 50, 60, 70 ℃로 실험하였다. 추

출용매의 pH는 산성의 경우 아세트산(acetic acid, CH3COOH)을 이용

하였고, 염기성의 경우에는 탄산나트륨(sodium carbonate, Na2CO3)을 

이용하여 조절하였다.

2.2. CIE L-a-b 공간을 이용한 색도분석

본 연구결과의 색도를 정량화하기 위해 국제조명위원회가 1976년

도에 규정한 CIE (Commission Internationale de l’Eclairage) L-a-b 공

간을 사용하였다. L은 명도를 나타내며, a와 b는 색좌표로써 색의 방

향을 나타낸다. +a는 빨강색, -a는 초록색, +b는 노랑색, -b는 파랑색 

방향을 나타낸다. 중심은 무채색을 나타내고 a, b 값이 증가하여 점이 

중심 밖으로 멀어지면 채도가 증가한다. 천연원료로부터 추출된 색소

의 색좌표인 L, a, b 값을 얻기 위해 색차계(color meter, CT-310, 

Konica Minolta)를 사용하였다. 

L-a-b 시스템은 객관적인 색인식과 관련된 색 시스템으로 L, a, b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L*축은 색의 명도를 나타내며 항상 (+)

이며, 0 (이상적인 black)과 100 (이상적인 white) 사이에 있다. a축은 

red-green에 해당하며 붉은 채도는 (+) a 값을, 초록은 (-) a 값을 나타

낸다. b축은 yellow-blue에 해당하며 노란 채도는 (+) b 값을, 파랑은 

(-) b 값을 각각 나타낸다. 모든 색들은 각각 고유의 L-a-b 좌표를 가

지며 색차는 그 좌표들의 차이 값(△L*, △a*, △b*)으로 알 수 있다. 이 

차이 값들로부터 색차 △E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15]. 

     (2)

여기서 △a* = a2 - a1 (red-green), △b* = b2 - b1 (yellow-blue), △L* 

= L2 - L1 (brightness)이다. 색차식(color difference formula)을 사용함

으로써 계산된 색차 간 차이 값을 최소화하고 기기 측정치의 결과를 

목표색과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클로로필 

계열녹색과 비슷한 목표색을 정하고 각각의 색의 L, a, b 좌표를 목표 

색의 좌표로 지정하였다. 목표 색좌표 코드와 지수는 #50932C (L = 

55.0, a = -40.0, b = 46.0)으로 설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추출된 클로로필의 색도 분석

Table 1은 40~70 ℃에서 파슬리로부터 추출된 chlorophyll의 용매 

pH와 온도에 따른 색도를 나타낸 표이며, 50 ℃의 추출온도에서 산성

영역인 pH 3.6 (L = 74.8, a = -27.3, b = 25.7)와 pH 5.0 (L = 57.6, 

a = -31.0, b = 31.8)에서는 목표색에 비해 색의 명도를 나타내는 L 
값이 크고, red-green의 색상을 나타내는 a 값이 (+)방향으로 크게 나

타나고, yellow-blue의 색상을 나타내는 b 값이 (-)방향으로 작게 나타

났다. 따라서 산성영역에서는 파슬리로부터 추출된 천연색소가 적색

과 노란색이 강하게 나타나 색차를 나타내는 △E가 각각 31.1와 28.8

로 목표 색과는 크게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중성영역인 pH 7.0에서

는 L = 60.9, a = -33.1, b = 30.1로 명도를 나타내는 L 값은 감소하였

으나 red-green의 색상을 나타내는 a 값과 yellow-blue의 색상을 나타

내는 b 값은 산성영역에 비해 목표색에 근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 Molecular Structure of Chlorophyll (a) (X = CH3) and 
Chlorophyll (b) (X =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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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H가 염기성 영역으로 증가함에 따라 추출된 색소의 색도는 추

출온도 50 ℃를 기준으로 pH가 증가함에 따라 pH 8.6 (L = 46.0, a 

= -33.6, b = 40.3), pH 11.5 (L = 46.6, a = -33.8, b = 28.3)으로 명도

를 나타내는 L 값과 red-green의 색상을 나타내는 a 값, yellow-blue의 

색상을 나타내는 b 값이 목표색에 크게 근접해 약염기성 조건 하에서 

더욱 목표 색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염기성이 증가함

에 따라 색차, △E는 pH 3.6 (31.1), pH 5.0 (28.8), pH 7.0 (18.3), pH 

8.6 (12.5), pH 11.5 (22.2)로 감소하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때 최적조건 pH 8.6에서의 색좌표 L, a, b 값은 L (46.0), a (-33.6), 

b (40.3)로 나타났다. 

3.2. 색차를 이용한 반응표면분석법의 적용

반응표면분석법에서의 오차율을 줄이기 위해, 요인에 끼치는 영향

이 낮은 변수를 기초실험을 통해 고정시키는데, 본 실험은 변수인 추

출시간은 색 변화가 거의없는 기점인 30 min으로 고정시킨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16]. 또한, 기초실험을 바탕으로 반응표면분석법의 설계방

법에 따라 계량인자의 범위를 각각 pH = 7~11와 40~70 ℃로 설정하

였다. 기초실험을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pH는 약염기성이 목표색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중성에서 약염기, 약염기

성에서 강염기까지의,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 뚜렷한 경향성을 분석하

기 위해서 설정하였다. 또한 온도설정 이유로써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50 ℃에서 목표색과 근사한 값을 보이지만, 이 또한 온도가 낮을 경

우, 높을 경우의 경향성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40~70 ℃로 

설정하였다. 추출용매의 pH 범위와 추출온도 범위를 반응표면분석법에 

적용하여, 이를 통해 변수별 색도 및 색차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반응표면분석법으로부터 계산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도시된 추

출용매의 pH와 추출온도에 따른 색차 △E의 변화와 반응최적화 그래

프를 각각 Figure 2와 Figure 3에 나타내었다. 반응치를 색차 △E로 설

정하고, 계량인자를 추출용매의 pH를 x1으로 추출온도를 x2로 설정하

여 계산된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3)

pH Temperature (℃) L a b △E color

Target Color 55.0 -40.0 46.0 -

3.60

40 93.04 -37.47 21.11 45.53

50 74.76 -27.34 25.65 31.06

60 85.93 -36.58 23.19 41.24

70 93.52 -37.59 19.83 46.63

5.01

40 87.55 -36.54 23.71 39.60

50 78.37 -31.03 31.83 28.76

60 87.36 -37.51 25.37 38.46

70 89.51 -38.42 22.47 41.80

7.00

40 88.86 -39.30 29.18 37.81

50 60.86 -33.14 30.12 18.26

60 70.86 -35.87 28.56 23.93

70 83.81 -48.32 27.18 35.40

8.56

40 80.44 -34.26 30.24 30.47

50 45.97 -33.59 40.30 12.45

60 68.07 -35.84 32.03 19.58

70 81.60 -36.74 31.58 30.43

11.46

40 87.73 -38.10 26.44 38.18

50 46.58 -33.75 28.31 22.19

60 79.09 -35.72 27.18 30.87

70 83.81 -37.32 23.15 26.87

Table 1. CIE Chromaticity Analysis According to L-a-b Value of Natural Dye from Pars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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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에 나타난 추출용매의 pH와 추출온도에 따른 색차 △E의 

변화의 경우 pH가 7에서 11로 증가함에 따라 △E 값이 감소하다 증가

하는 2차 곡선을 띄고 있으며, 추출온도가 40 ℃에서 70 ℃로 증가함

에 따라 감소하다 증가하는 2차 곡선을 띠고 있다. 또한 Figure 3의 

반응최적화 그래프의 경우 △E의 이론 최적화 값은 pH = 9.2 추출온

도 55.2 ℃에서 △E (12.4)이었고, 실제 실험의 경우 △E (13.0)로 나

타났다. 색차 분석의 이론정확도 97.5% 및 실제 오차율은 4.5%로써 

낮은 오차율과 높은 정확도이지만 Table 2의 색좌표를 분석한 결과 

목표색과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3.3. 색좌표를 이용한 반응표면분석법의 적용

색차를 이용한 반응표면분석의 경우 이론정확도와 오차율 모두 좋

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목표색과의 색좌표는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목적의 달성에 직결된 품질 특성값

을 나타내는 반응치로 색좌표 (L, a, b)를 이용하여 반응표면분석법을 

수행하였다. 색좌표를 이용하여 반응표면분석법으로부터 계산된 회귀

방정식을 이용하여 도시된 추출용매의 pH와 추출온도에 따른 색도의 

변화와 반응최적화 그래프를 각각 Figure 4와 Figure 5에 나타내었다. 

반응치를 색도분석값인 L, a, b로 설정하고, 계량인자를 추출용매의 

pH를 x1으로 추출온도를 x2로 설정하여 계산된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4)

           
 

     
     (5)

pH Temperature (℃) L a b △E color

Target Color 55.0 -40.0 46.0 -

11 40 85.32 -36.31 29.87 34.54

7 40 87.82 -40.13 28.98 36.97

6.1716 55 68.39 -34.13 30.93 21.00

9 76.2132 88.35 -37.63 30.85 36.71

11.8284 55 49.98 -34.57 29.31 18.25

9 55 48.16 -32.16 38.31 12.94

11 70 82.13 -37.51 26.59 33.45

9 55 48.69 -32.8 39.13 11.78

9 33.7868 83.59 -25.98 27.98 36.59

9 55 47.98 -32.53 38.63 12.63

7 70 82.18 -49.45 26.97 34.50

9 55 48.11 -33.13 37.43 12.97

9 55 47.36 -33.51 39.41 12.00

Table 2. CIE Chromaticity Analysis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Figure 2. Variation of △E with pH and temperature.

Figure 3. Optimization of △E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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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Figure 4에 나타난 추출용매의 pH와 추출온도에 따른 색도분석 결

과 추출용매의 pH가 7에서 11까지 증가함에 따라 명도를 나타내는 L 

값은 감소했다 증가하는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을 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색좌표 a 값은 증가함을 보이는 1차 함수 증가곡선을 나타

내었다. 또한 색좌표 b 값은 명도를 나타내는 L 값과는 반대로 추출용

매의 pH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 감소하는 2차 함수 곡선을 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출온도 변화에 따른 색도의 변화의 경우

에는 추출온도가 40 ℃에서 70 ℃로 증가함에 따라 명도를 나타내는 

L 값은 감소하다 증가하는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을 띠고 있으며, 색좌

표 a 값은 대체로 증가하는 1차 함수 감소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색좌표 b 값은 추출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 감소하는 2차 함

수 그래프의 경향성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5의 반

응최적화 그래프의 경우 기초실험 바탕 경향성 분석으로 인한 이론적 

최적화 조건인 추출용매의 pH = 8.0, 추출온도 60.9 ℃에서 L (55.0), 

a (-36.3), b (36.8)로 실제 실험결과인 추출용매의 pH = 8.0, 추출온도 

60.9 ℃에서 측정된 L (69.0), a (-35.9), b (31.4)와 비교할 때 이론정확

도 73.0% 그리고 실제오차율의 산술기하 평균은 13.8%로 측정되었

다. 이는 error range인 4.76~17.68% 영역에 포함되는 수치로 반응표

면분석법의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7]. 또한 목표치로 색차, 

△E를 이용할 경우에 비해 목표색에 더욱 근접한 천연색소를 추출할 

수 있는 최적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천연물질인 파슬리의 색소추출공정의 최적화에 반

응표면분석법을 적용하여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반응표면분석법

의 계량인자(quantitative factor)로 추출용매의 pH와 추출온도를 선정

하였으며, 계량인자범위는 기초실험으로부터 추출용매의 pH는 7~11, 

추출온도는 40~70 ℃로 설정했다. 

1. 목표색을 색좌표 L = 55.0, a = -40.0, b = 46.0으로 설정하고, 

Figure 4. Variation of L, a, b with pH and temperature.

Figure 5. Optimization of L, a, b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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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치를 색차, △E로 설정한 경우 이론 최적화 조건은 pH = 9.2, 추

출온도 55.2 ℃로 예측되었으며, 이 경우 △E는 12.4이었다. 또한 동

일한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E (13.0)로 나타나 이론정확도 97.5% 

및 실제 오차율은 4.5%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색차, △E를 이용한 반

응표면분석의 경우 이론정확도와 오차율 모두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

으나 목표색과의 색좌표는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반응치로 색좌표(L, a, b)를 이용하여 이론적 최적화 조건인 추출

용매의 pH = 8.0, 추출온도 60.9 ℃에서의 이론적 최적 색좌표는 L 

(55.0), a (-36.3), b (36.8)로 실제 실험결과에서 측정된 색좌표 L 

(69.0), a (-35.9), b (31.4)와 비교할 때 이론정확도 73.0% 그리고 실제

오차율의 산술기하 평균은 13.8%로 측정되었다. 이는 목표치로 색차, 

△E를 이용할 경우에 비해 목표색에 더욱 근접하였다. 따라서 색소추

출공정에 반응표면분석법을 적용시킬 경우 반응치로 색좌표(L, a, b)

를 이용하여 최적화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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