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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optimizes a suitable dyeing method for polylactic acid (PLA) fabrics using disperse dyes. For

this, disperse red 60 (DR 60), disperse blue 56 (DB 56), and disperse yellow 54 (DY 54) were used and

dyed on PLA fabrics dependent of dyeing temperature and time. The fastness of PLA fabrics dyed with

three disperse dyes were evaluated; in addition, dye exhaustion, color strength (K/S value), and colorimetric

properties of PLA fabrics were compared with PET fabrics. The experiments indicated optimum dyeability

of PLA fabrics with disperse dyes. The dyeing temperature was 90
o
C for every dye and the dyeing time

were 20 min, 60 min, and 40 min for DR 60, DB 56, DY 54, respectively. PLA fabrics had good color fast-

ness to washing, dry cleaning fastness, hot pressing fastness, rub fastness, and perspiration fastness by DR

60, DB 56, and DY 54. The dye exhaustion of PLA fabrics were lower than PET fabrics; however, K/S

values were higher than PET fabrics.

Key words: PLA (Polylactic acid), Dyeing properties, Disperse dye, Fastness; 폴리유산 섬유, 염색특성,

분산염료, 염색견뢰도

I. 서 론

폴리유산(이하 PLA) 섬유는 옥수수로부터 추출한 천

연자원유래의 고분자(Drumright et al., 2000)이기 때문에

섬유산업에서 바이오 매스로서 주목받고 있다. PLA 섬

유는 낮은 단가로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생분해

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밀도, 유리전이온도, 인장강도,

영률(Young's modulus) 등의 기계적인 특성이 기존의 폴

리에스터 및 나일론 섬유와 유사하여, 폴리에스터의 대

체 소재로써(Sawada et al., 2007) 상업적으로 효용가치

가 높아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PLA 섬유는 선

형 지방족 폴리에스터로 가수분해에 대한 화학적인 저

항성이 낮아(Farrington et al., 2005) 섬유산업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Burkinshaw & Jeong, 2012). PLA 섬유를

의류소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련, 염색 등의 후가공

이 요구되며, PLA 섬유에 적합한 후가공 방법들 중 PLA

섬유의 손상 없이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시도

되고 있다(Lee & Song, 2011a, 2011b, 2013). 특히, 섬유/

의류산업에서 PLA 섬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염색성

이 요구되며, 이에 PLA 섬유의 염색에 관한 연구가 다

방면으로 시도되고 있지만(Choi & Seo, 2006), PLA 섬

유에 적합한 염색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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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 섬유는 폴리에스터(PET) 섬유의 벤젠구조를 가

지고 있지 않지만, 폴리에스터 섬유와 유사하게 에스터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소수성 섬유로, 분산염료와 수

소결합에 의해 염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Burkin-

shaw & Jeong, 2012; Choi & Seo, 2006; Korea Patent

No. 10-0731584, 2007; Karst et al., 2007; Karst & Yang,

2005; Lee at al., 2010; Scheyer & Chiweshe, 2001). 그

러나 PLA 섬유의 염색거동이 다른 폴리에스터계 섬유

의 염색거동과 다르기 때문에 염료의 선택이 까다롭고

(He et al., 2009), PLA 섬유의 분산염료에 의한 염착량

이 폴리에스터보다 낮아(Karst & Yang, 2005) 상업적인

분산염료의 사용이 한정되어 있다(Lunt & Bone, 2001;

Yang & Huda, 2003). 또한 PLA 섬유는 다른 생분해성

고분자에 비해 융점(Tm)이 높고 영률이 우수하지만, 폴

리에스터 섬유에 비해 융점과 유리전이온도(Tg)가 낮으

므로, 분산염료에 의한 염색에 있어서 온도의 제약을 받

는다(Korea Patent No. 10-0731584, 2007; Karst et al.,

2007). 이는 PLA 섬유가 폴리에스터 섬유에 비해 가수분

해에 민감하고, 유리전이온도가 낮기 때문에 한계 이상

의 온도에서 염색하거나 한계 이상의 시간에서 염색을 하

면 PLA 섬유의 분해가 일어나거나, 분자량이 감소하고,

인장강도 및 신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Choi et al., 2007;

Philips et al., 2004). 따라서 PLA 섬유의 염색은 폴리에

스터의 일반적인 염색온도인 125~130
o
C(WO 2007/093-

505 A1, 2007)의 조건이 아닌, 폴리에스터의 염색온도보

다 낮은 온도인 110~115
o
C에서 염색하도록 권장된다

(Burkinshaw & Jeong, 2012; Korea High Tech Textile

Research Institute, 2010).

폴리에스터에 가장 염착이 잘 되는 염료는 아조계 분

산염료로, 안트라퀴논계 분산염료에 비해 색상영역이 넓

고, 견뢰도가 우수하며, 생산비용이 저렴해 전체 분산염

료의 약 50%를 차지한다. 그러나 아조계 염료는 생물학

적 독성을 띠기 때문에(Jeong et al., 2008)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염색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견뢰도가 높고, 알칼리 및 환원제 등의 화학

적 약품에 안정하여 실용성이 큰(Park & Seo, 2007) 안

트라퀴논계 분산염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Burkinshaw & Jeong, 2012; He et al., 2009; Jung et al.,

2011; Lee et al., 2010; Park & Seo, 2007). 또한 PLA 직

물 및 폴리에스터 직물에 동일한 조건으로 염색 후, 염

색성 및 염색견뢰도의 차이에 대한 연구(Avinc et al.,

2009; 2010; Choi et al., 2007; Choi & Seo, 2006; He et

al., 2010; Lee at al., 2010), PLA 직물에 적합한 염색조

건 설정에 관한 연구(Avinc et al, 2010; Burkinshaw &

Jeong, 2008a, 2008b, 2008c, 2012; Choi et al., 2007; He

et al., 2010; Lee at al., 2010; Scheyer & Chiweshe, 2001)

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분자량의 모델링을 통한

용해 파라미터 조절에 관한 연구나 염료 합성을 통해 새

로운 분산염료를 제조하여 PLA 섬유의 염착량을 최대

화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Drivas et

al., 2011; He et al., 2007, 2009, 2010). 그러나 이상의 분

산염료에 대한 PLA 섬유의 염색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특정 분산염료에 대해 각기 다른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이들 연구결과의 산업적

활용에는 제약이 따르므로, 비교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의류소재로써 필수적인 성능 중

하나인 염색견뢰도에 대한 연구의 경우, 특정 분산염료

에 대하여 세탁 및 일광과 같은 소수 요인의 연구만 행

해졌기 때문에 PLA 섬유의 의류소재로써 다양한 용도

로의 폭넓은 활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염색견뢰도에 대

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폴리에

스터 염색 시 가장 많이 사용되며, 균염성, 캐리어와의

상용성 등이 우수하고, 낮은 에너지 준위의 E-type으로

PLA 직물의 염색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된 Dis-

perse Red 60, Disperse Blue 56, Disperse Yellow 54

(Choi, 2003)의 세 가지 염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조건의

PLA사 및 폴리에스터사를 제직하고, 염색온도 및 염색

시간에 따른 PLA 직물의 적절한 염색조건 설정, 폴리에

스터 섬유와의 색상차이, 마찰, 핫프레싱, 드라이크리닝,

일광, 세탁견뢰도 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PLA 직물의 분

산염료 염색 시, 최적 염색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안트

라퀴논계 및 퀴놀린계의 세 가지 분산염료로 PLA 직물

을 온도별, 시간별로 염색하여 염료 흡진율 및 K/S값을

평가하고 PLA 직물의 염색 최적 조건을 구하였다. 둘째,

최적 조건에서 염색된 PLA 직물의 다양한 염색견뢰도

를 평가하여 실제 의류용으로 이용할 경우 실용성을 평

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폴리에스터 직물과 염료

흡진율, K/S값을 비교하고, 염색된 직물의 색상을 평가

하여 폴리에스터 염색에 우수성을 나타내는 분산염료

3종의 PLA 직물의 염색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PLA 직물의 의류소재로서 산업적 활용에 실용

적 데이터로 적용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PLA 직물의

고부가가치 의류소재로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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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 험

1. 시료 및 시약

본 연구는 휴비스에서 75 데니어, 72 필라멘트의 PLA

사 및 폴리에스터사를 제공받아 동일한 조건으로 제직

하여 사용하였다. 각 시료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분산염료는 안트라퀴논계인 Lumacron red EFB(C. I.

Disperse red 60, M. Dohmen GmbH., Germany), Luma-

cron blue EFB(C. I. Disperse blue 56, M. Dohmen Gm-

bH., Germany), 퀴놀린계인 Lumacron yellow E3G(C. I.

Disperse yellow 54, M. Dohmen GmbH., Germany)를 사

용하였으며, 각 염료의 구조는 <Fig. 1>과 같다. 염색을

위해 분산제 2g/l(Turkey red oil, Finecenter, Korea)를 사

용하였다. 염료는 정제과정 없이 시판염료를 사용하였

으며, 분산제는 1등급을 사용하였다.

2. 실험방법

1) 염색

PLA 직물은 0.5%(o.w.f) 분산염료로, 액비 30:1로 온

도조건(60
o
C, 70

o
C, 80

o
C, 90

o
C, 100

o
C, 110

o
C) 및 시간

조건(20분, 40분, 60분, 90분)을 달리하여 적외선 자동

염색기(Infrared ray dyeing machine, Starlet-2, Daelim

Starlet Co. LTD., Korea)를 사용하여 염색하였다. 염색

후, 시료는 증류수로 수세 후 상온건조하였다.

2) 흡진율

염색 전 ·후의 염액의 흡광도는 Disperse Red 60은

560nm, Disperse Blue 56은 590nm, Disperse Yellow 54

는 430nm에서 자외선 분광분석기(UV-Vis spectropho-

tometer, M-3100, Scinco Co. LTD.,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PLA 직물의 염액의 흡진율은 <Eq. 1>에

의하여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 Eq. 1.

C0 : Dye absorbance in the dye bath before dyeing

C1 : Dye absorbance in the dye bath after dyeing

3) K/S값 측정

염색한 PLA 직물의 표면색은 Computer Color Mat-

ching System(JX777, Japan, 이하 CCM)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K/S값은 각 시료의 표면반사율을 Y filter로 측

정한 후, Kubelka-Munk식 <Eq. 2>에 의하여 구하였다.

..... Eq. 2.

K : absorption coeficient

S : scattering coefficient

R : reflectance coefficientg

4) 염색견뢰도

염색한 PLA 직물의 견뢰도는 세탁견뢰도, 드라이크

Exhaustion (%)
C0 C1–

C0

---------------- 100×=

K/S
1 R–( )

2

2R
-----------------=

Table 1. Fabric characteristics

Fiber

(%)
Weave

Yarn count

(denier)

Fabric count

(yarn/inch)

Fabric weight

(g/m
2
)

Thickness

(mm)

PLA 100 Plain 75 90×68 56.83 0.132

Polyester 100 Plain 75 115×89 70.21 0.101

Fig. 1. Structure of disperse dyes.

((a): Disperse red 60, (b): Disperse blue 56, (c): Disperse yellow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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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핫프레싱견뢰도, 땀견뢰도로 측

정하였다. 세탁견뢰도는 Lounder-O-meter (Koa Shokai

Ltd., Kyoto, Japan)를 사용하여 KS K ISO 105-C01, 드

라이크리닝견뢰도는 드라이클리닝시험기(Sungshin Te-

sting M. C. Co., Korea)를 사용하여 KS K ISO 105-D01,

마찰견뢰도는 크로크미터(Sungshin Testing M.C. Co.,

Korea)를 사용하여 KS K 0650, 핫프레싱견뢰도는 핫프

레스기(Sungshin Testing M. C. Co., Korea)를 사용하여

KS K 0460, 땀견뢰도는 Perspiration Tester(AATCC Atlas

Electric Device)를 사용하여 KS K ISO 105-E04에 준하

여 측정하였다.

5) 표면색 측정

염색한 PLA 직물의 표면색은 색차계를 사용하여 광

원 D65, 10
o
의 각에서 측정한 후, Munsell의 표색계 변

환법에 의해 색의 삼속성인 색상(H), 명도(V), 채도(C)

를 구하였다. CIE Lab 색차에 의하여 L, a*, b*값을 측

정하였다.

6) 동색성 측정

염색한 PLA 직물과 폴리에스터 직물의 동색성은 K/S

값을 이용하여 <Eq. 3>에 의하여 구하였다(Lee et al.,

2010; Zheng et al., 2008).

..... Eq. 3.

III. 결과 및 고찰

1. PLA 직물의 염료 흡진율 및 K/S값

<Fig. 2>는 PLA 직물을 0.5% (o.w.f.) Disperse Red 60

(이하 DR 60), Disperse Blue 56(이하 DB 56), Disperse

Yellow 54(이하 DY 54)로 염색 시, 염색온도(60~110
o
C)

변화에 따른 흡진율 결과이다.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인 염료 흡진율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

하였다. DR 60의 흡진율은 염색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온도 90
o
C에서 95% 정도까지

상승하였으며, 그 이상에서 염착평형 상태에 도달하였

다. DB 56의 경우에도 흡진율은 DR 60에 비해 다소 낮

았으나, 90
o
C 이상에서 흡착평형이 나타나 흡진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 DY 54의 경우 초기 흡진

율이 다른 두 염료의 30% 수준으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110
o
C 부근에서는 DB 56

과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상승했다. 흡진율이 증가한 이

유는 염욕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섬유가 습윤/팽창되

어, 염료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 섬유 내 염착

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Scheyer & Chiweshe, 2001). 그

러나 한계 이상의 온도에서는 염착평형에 도달했으므로,

더 이상의 흡진율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DY 54

의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염료의 흡진율은 지

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실제적으로 110
o
C의 온도로 염

색한 PLA 직물은 수축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PLA

섬유의 내열성이 약하기 때문으로(Lee & Song, 2011a,

2013), 오차범위를 고려했을 때, 90
o
C 이상의 온도는 바

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DR 60, DB 56, DY 54로 PLA 직

물을 염색 시 염색온도는 90
o
C가 적당하다.

<Fig. 3>은 PLA 직물을 0.5%(o.w.f.) 농도의 DR 60,

DB 56, DY 54로 염색 시, 염색온도(60~110
o
C) 변화에

따른 K/S값 결과이다.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K/

S값은 세 염료 모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염색의 균염성

이 증가하고, 색상이 진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Jung et

al.(2011)의 연구와 일치한다. K/S값은 DY 54 > DR 60

> DR 56 순으로 감소하였다. DY 54 염료의 경우, 흡진

율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으나, K/S값이 가장 큰 것으

로 보아, 적은 양으로도 높은 염색성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DB 56의 경우에는 흡진율도 낮고, 염

색성도 낮아 염료의 효율이 가장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

K
K/S( )PLA
K/S( )PET

--------------------=

Fig. 2. Dye exhaustion of PLA fabrics dependent on

dyeing temperatures dyed with disperse red

60 (DR 60), disperse blue 56, (DB 56) and dis-

perse yellow 54 (DY 54) (Dyeing conditions:

0.5% (o.w.f) of dye concentration, 60 minutes

of treatment time, 30:1 of liquor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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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즉, DB 56의 경우, 동일한 염색조건에서 염색이

어렵다. 또한 K/S값은, 염료 흡진율 그래프와 달리, 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실험결과, 염료 흡진율과 K/S값은 어느 정도 상관성

은 있으나, 흡진이 100% 일어났다고 해서 K/S로 표현되

는 직물 표면의 염착량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대부분의

염료에서는 K/S값을 바탕으로 판단하였을 때, 염착 평형

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DR 60의 경우 80
o
C부터 미세하

게 염착평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온도에 따른 염색 시, 염료의 흡진율 및 직물

의 K/S값을 측정한 결과, 염색 시 최적 온도는 80~90
o
C

가 적당함을 확인하였으며, 흡진율 측정결과, DY 54 및

DR 60의 경우 80
o
C보다 90

o
C에서 염료 흡착이 잘 되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PLA 직물의 최적 염색 온도

조건을 90
o
C로 설정하였다.

<Fig. 4>는 PLA 직물을 0.5%(o.w.f.) DR 60, DB 56,

DY 54로 염색 시, 염색시간(20~90분) 변화에 따른 흡진

율 결과이다.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DR 60 경우

시간에 따른 염착량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DR 60의 경우 짧은 시간에 염착평형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DB 56의 경우, 염색성은 시간에 따라 증가

하다가 염색시간이 60분에서 염착평형에 도달하였다. DY

54의 경우 시간이 증가하면서 염착성은 서서히 증가하

다가 40분에서 염착평형이 관찰되었다. DR 60의 경우

20분, DB 56의 경우 60분, DY 54의 경우 40분에서 염착

평형에 도달하였다.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염료

에 따른 흡진율은 DR 60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DB

56, DY 5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염료별 흡진율의 차이

는 약 3배로 나타났다. 이는 온도에 따른 흡진율의 결과

와 유사한 경향으로, 동일한 염색시간에서 DR 60염료가

DY 54 염료보다 3~4배 높은 염착량을 보인다는 Jung et

al.(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염료의 분자량 및 에너

지 준위에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염료 자체의 특성에 기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2>의 온도에 따른 흡진율과

비교했을 때, 시간에 따른 각 염료의 흡진율은 온도에 따

른 흡진율보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났다.

즉, PLA의 염색 시, 염색성은 시간에 의한 영향보다는

온도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Fig. 5>는 PLA 직물을 0.5%(o.w.f.) DR 60, DB 56,

DY 54로 염색 시, 염색시간(20~90분) 변화에 따른 K/S

값 결과이다.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시간에 따른 K/S 값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DR 60의

경우 60분까지 K/S값의 변화는 약간 감소하다가 90분

이상에서 K/S값이 다소 증가하였다. DB 56 및 DY 54

의 경우 시간에 따른 K/S값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

았다. 즉, 세 가지 염료 모두 시간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

으로 생각된다. <Fig. 4>의 흡진율 결과와 비교했을 때,

DR 60의 경우 20 내에서 염색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

에 염색시간을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DB 56의 경

우, 흡진율이 60분에서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 실제 K/S

Fig. 3. K/S value of PLA fabrics dependent on dyeing

temperatures dyed with disperse red 60 (DR

60), disperse blue 56, (DB 56) and disperse yel-

low 54 (DY 54) (Dyeing conditions: 0.5%(o.w.f)

of dye concentration, 60 minutes of treatment

time, 30:1 of liquor ratio).

Fig. 4. Dye exhaustion of PLA fabrics dependent on

dyeing time dyed with disperse red 60 (DR 60),

disperse blue 56 (DB 56), and disperse yellow

54 (DY 54) (Dyeing conditions: 0.5% (o.w.f) of

dye concentration, 90
o

C of treatment tempera-

ture, 30:1 of liquor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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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조금씩 증가하여 60분 이상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

으나, 시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DY 54의 경우

40분 이상에서 흡진율이 약 10% 증가하였으며, K/S값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흡진율의 큰 증가는 염료가

섬유 내부로 깊숙이 침투했음을 나타내므로, K/S값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견뢰도 등의 문제를 고려

하였을 때, 40분 이상의 염색시간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PLA 직물의 염색 시, 시간에 따른 흡진율 및 K/S값을 고

려한 결과, 대부분의 염료 시간에 따른 큰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DR 60의 경우에는 20분, DB 56의 경우 60분,

DY 54의 경우에는 40분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PLA 직물의 분산염료 염색 시, 온도 및 시간을 변화시

켜 흡진율 및 K/S값을 평가한 결과, 온도는 모든 염료에

서 90
o
C, 시간은 DR 60로 염색 시 20분, DB 56은 60분,

DY 54로 염색 시 40분이 적당하다.

2. PLA 직물의 염색견뢰도

<Table 3>은 DR 60, DB 56, DY 54 염료로 염색한

PLA 직물의 염색견뢰도 결과이다. 염색견뢰도는 모든

분산염료로 염색 시,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세

탁견뢰도의 경우, DR 60, DR 56, DY 54 모두 변퇴가

4급, 오염이 3~4급으로 나타났다. 섬유와 염료 사이의 결

합력이 낮으면, 염색견뢰도가 낮게 나타나는데(He et al.,

2009), DR 60, DB 56, DY 54 염료는 모두 불용성 염료

이지만, 본 연구에서 분산염료에 의한 염색은 물을 기반

으로 한 염색방법을 토대로 물속에서 섬유와 염료의 결

합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세탁 시, 직물 표면에 흡진되었

으나, 안정적으로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염료들이 섬

유로부터 탈락을 해 세탁견뢰도 중 변퇴에 의한 견뢰도

는 3급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오염에 의한 견뢰

도를 보면, 변퇴보다는 오염에 의한 견뢰도가 우수하였

는데, 이는 염료 자체가 물에 불용성이기 때문에 탈락한

염료들이 분산제의 첨가 없이는 재염색이 되지 않기 때

문이다. 그 중, DR 60의 세탁견뢰도 중 오염은 제1, 제2

첨부백포 모두 동일한 값을 나타냈는데, DB 56 및 DY

54의 경우 제1 첨부백포의 오염보다 제2 첨부백포의 오

염 등급이 더 낮았다. 이를 통해, DB 56 및 DY 54 염료

가 DR 60 염료보다 제2 첨부백포인 셀룰로스계 섬유에

대한 친화성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세 염료의 세탁견뢰

도 시험 측정결과, 염료 자체의 흡진율의 정도는 섬유의

견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드라이

Fig. 5. K/S value of PLA fabrics dependent on dyeing

time dyed with disperse red 60 (DR 60), dis-

perse blue 56 (DB 56), and disperse yellow 54

(DY 54) (Dyeing conditions: 0.5% (o.w.f) of dye

concentration, 90
o

C of treatment temperature,

30:1 of liquor ratio).

Table 3. Fastness of DR 60, DB 56, DY 54

Disperse Dyes

Fastness

DR 60 DB 56 DY 54

Fade
Stain

Fade
Stain

Fade
Stain

1 2 1 2 1 2

Washing 3 4 4 3 4 3 3 4 3

Dry cleaning 3 - 3 - 3 -

Rubbing
dry 4 4 4 4 4 4

wet 4 4 4 4 4 4

Hot pressing
dry 5 5 5 5 5 5

wet 5 5 5 5 5 5

Perspiration
acid 4 5 5 5 4 5

alkali 5 5 5 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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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닝에 의한 견뢰도는 세 염료 모두 3등급을 나타내,

드라이크리닝용제에 있어서도 변색이 일어남을 확인하

였다. 분산염료는 분산제에 의해 분산되어 소수성 고분

자인 폴리에스터 섬유에 착색되는(Kang et al., 2011) 소

수성 염료로 퍼클로로에틸렌과 같은 비극성 용매(Korea

Patent No. 10-0973098, 2010)에는 친화성이 있다. 따라

서 드라이크리닝 중 섬유 내부로 확산되지 못한 염료들

이 탈락되어 드라이크리닝에 의한 견뢰도가 낮은 편이

다(Jo, 1991). 일반적으로 분산염료로 염색된 합성섬유

의 경우 세탁견뢰도, 드라이크리닝견뢰도, 내용제성이

중급정도로 나타나는데(Jo, 1991), 본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결과에 의해 세탁견뢰도 및 드라이크리닝견뢰도가

3급임을 확인하였다. 마찰에 의한 견뢰도의 경우 건/습식

에 의한 견뢰도는 변퇴 및 오염 모두 4급으로 동일하였

다. 즉, 마찰을 가하였을 때, 물에 의한 영향보다는 마찰

자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부

의 압력이 가해졌을 때, 염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

던 염료들이 이탈하여 변색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염료들이 외부 압력에 의해 다시 오염포에 오염

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핫프레싱에 의한 견뢰도는 세 염

료 모두 5등급으로 우수하게 나타나 핫프레싱에 의해서

도 염료의 탈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땀

견뢰도의 경우, DR 60 및 DY 54 염료는 산성 땀에 의해

변퇴 등급이 4등급으로 나타났다. 즉, 이 두 염료는 산성

의 조건에서는 염료의 탈락이 DB 56보다는 용이한 것

으로 생각된다. 알칼리 땀에 대한 견뢰도는 세 염료 모두

변퇴 및 오염 모두 5등급으로 나타나 알칼리성 땀에 의

한 견뢰도가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안트라퀴논 및

퀴놀린계의 염료가 알칼리에 대한 안정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Park et al., 1993a; Park & Park, 1996; Park &

Seo, 2007; Park et al., 1993b). PLA 직물의 염색견뢰도

측정결과, DR 60, DB 56, DY 54로 염색 시, 대부분의

견뢰도가 우수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 가지 염료 모두

PLA 직물의 염색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3. PLA 및 PET 직물의 염색특성 비교

<Fig. 6>−<Fig. 7>은 PLA 및 폴리에스터 직물의 염

색특성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일반적으로 아조계 및 안

트라퀴논계 염료는 폴리에스터의 염색에 적합하지만, 아

조계 염료가 안트라퀴논계 염료보다 몰 흡광계수가 높고,

공액 이중결합의 길이가 유사하여 폴리에스터 및 PLA

의 염색에는 적합해도, 안트라퀴논계 염료는 PLA 섬유

에 대한 염착성이 폴리에스터보다 좋지 못하다(Lee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산염료에 의한 PLA

직물과 폴리에스터 직물의 염색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Fig. 2>−<Fig. 5>에서 설정한 PLA 직물의 최적 염색조

건에서 PLA 및 폴리에스터 직물을 염색하였다. <Fig.

6>은 PLA 및 폴리에스터 직물의 염료 흡진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DR 60, DB 56, DY 54 염료 모두 PLA보다

폴리에스터 직물에서의 흡진율이 약 3~12% 증가하였

다. 즉, 동일한 염료를 동일한 조건에서 염색했을 때, 폴

리에스터 직물의 염료를 흡진하는 효율이 PLA 직물보

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폴리에스터 섬유에 대부

분의 상업적인 분산염료에 의한 흡진율이 PLA보다 우

수하다는 Yang and Huda(2003)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

과이다.

<Fig. 7>은 PLA 및 폴리에스터 직물의 K/S값을 비교

한 결과이다. K/S값은 PLA 직물이 폴리에스터 직물보다

10~50% 이상 크게 나타났다. 특히, DB 56보다는 DR

60 및 DY 54의 경우 약 50%의 차이를 나타냈다. 일반적

으로 폴리에스터의 염색조건에서 PLA를 염색할 경우,

PLA의 색상은 더 밝고, 명도도 크게 염색된다. 그 결과

K/S값이 폴리에스터 값보다 작다(Choi & Seo, 2006).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염색 시, PLA 직물

의 K/S값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Choi and Seo(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실제 PLA 및 폴리에스터 직물

Fig. 6. Dye exhaustion of PLA and PET fabrics dyed

with disperse red 60 (DR 60), disperse blue 56

(DB 56), and disperse yellow 54 (DY 54) (Dye-

ing conditions: 0.5% (o.w.f) of dye concentra-

tion, 90
o

C of treatment temperature, 20 min of

dye time for DR 60, and 60 min of dye time for

DB 56, 40 min of dye time for DY 54, 30:1 of

liquor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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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00
o
C 이하의 낮은 조건에서 염색되면서 130

o
C 이상

에서 최적으로 염색되는 폴리에스터 섬유의 염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Fig. 6>에서와 같이 PLA의

염색조건에서는 폴리에스터의 흡진율이 PLA보다 우수

하다 할지라도, 폴리에스터 직물이 충분히 염색될 만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폴리에스터 직물의 K/S

값은 PLA보다 작게 나타났다. Choi and Seo(2006)에 따

르면, 실제적으로 폴리에스터 섬유의 염색은 110
o
C 이상

의 온도에서 시작되었으므로, 해당 온도 이하의 온도에

서는 염색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PLA 직물

이 폴리에스터 직물에 비해 염료를 덜 흡진하더라도, 이

미 흡진된 염료가 섬유 내부 깊숙이 침투하여 골고루 염

착되었으므로, K/S값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분산염료

로 PLA 직물을 염색 시, 흡착량은 폴리에스터 직물에 못

미치지만, 실제 염착되는 색상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입

증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폴리에스터 직물의 실제 염

색조건 이하에서도 충분히 PLA 직물은 염색이 가능함

을 확인하였다.

<Table 4>는 PLA 및 폴리에스터 직물의 색상 비교결

과이다. 색차를 비교한 결과, PLA 및 폴리에스터 직물

의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H*

값을 비교했을 때에는 염색 후, 유사한 계열의 색상으로

염색된 것을 확인하였다. DR 60의 경우 PLA 직물의 L*

값이 폴리에스터 직물보다 낮았으며, c*는 높았다. L*

값, 즉, 명도가 감소함으로서 PLA 직물의 K/S값은 폴리

에스터 직물보다 크고, c*값이 높음으로 인해 더 밝아 보

이는 색상을 띄도록 염색이 되었다(Burkinshaw & Jeong,

2012). a*의 차이보다 b*의 차이가 더 크고, PLA 직물의

b*값이 더 큰 것으로 보아 유사한 붉은 색이지만, 폴리

에스터 직물의 색상이 PLA 직물보다 더 푸른 기가 감

도는 것을 알 수 있다. DB 56의 경우에도 PLA 직물의

명도값이 폴리에스터 직물보다 낮아서 더 진하게 염색

되었음을 알 수 있고, c*의 경우 폴리에스터 직물이 높

았기 때문에 DB 56으로 염색 시, 폴리에스터 직물에서

채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의 차이보다는

a*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유사한 푸른색이지만, PLA

직물이 보다 붉은 기가 돌게 염색이 되었다. DY 54의

경우 PLA 직물의 명도가 폴리에스터 직물보다 낮았으

므로, K/S값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DY 54의 명도차가

다른 두 염료에 비해 크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DY

54의 K/S값이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c*값은 폴리

에스터 직물이 우수하여 폴리에스터 직물의 채도가 더

밝음을 알 수 있다. PLA 직물과 폴리에스터 직물은 유

사한 a*값을 가졌지만, b*값의 차이가 있고, 폴리에스터

직물의 b*값이 더 크므로, PLA 직물보다 폴리에스터 직

물이 좀 더 노란 색을 띄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PLA

직물 및 폴리에스터 직물의 동일 조건에서 염색 시, 동

색성을 나타내는 K값을 평가한 결과, DB 56 염료의 동

색성이 가장 컸으며, DR 60 및 DY 54 염료의 경우에는

Fig. 7. K/S value of PLA and PET fabrics dyed with

disperse red 60 (DR 60), disperse blue 56 (DB

56), and disperse yellow 54 (DY 54) (Dyeing

conditions: 0.5% (o. w.f) of dye concentration,

90
o

C of treatment temperature, 20 min of dye

time for DR 60, and 60 min of dye time for DB

56, 40 min of dye time for DY 54, 30:1 of liquor

ratio).

Table 4. Colorimetric properties of the PET and PLA dyeing

Treatment L* a* b* c* H* V K

DR60
PLA 68.96 −50.96 −08.77 51.71 RP 6.73

1.559
PET 69.62 −47.96 0−2.01 48.00 RP 6.80

DB56
PLA 56.38 −09.08 −37.24 38.34 PB 5.47

1.061
PET 57.95 −05.74 −39.83 40.24 PB 5.63

DY54
PLA 93.45 −14.40 −56.61 58.42 YG 9.24

1.488
PET 96.49 −14.54 −63.08 64.73 YG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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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 직물의 색상 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

해 동일한 염료로 염색한다 하더라도, 염색되는 섬유의

특성이 다르므로, 염료가 섬유와 반응하였을 때, 색의 미

세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Fig. 6>의 연구결과와 같이 동

일 조건, 즉 저온의 조건에서 PLA 직물의 K/S값이 폴리

에스터 직물보다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LA 직물에 적합한 분산염색법을 확

립하기 위하여 Disperse red 60, Disperse blue 56, Dis-

perse yellow 54 염료를 사용하여, 온도 및 시간에 따른

PLA 직물의 최적 염색조건을 설정하고 최적 조건에서

염색된 PLA 직물의 염색견뢰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PLA

직물의 최적 염색조건에서 PET 직물의 염색성과 염료

의 흡진율, K/S값 비교를 통해 PLA 직물의 분산염료에

의한 염색성을 평가하였다.

이상의 실험결과, PLA 직물은 Disperse red 60으로 염

색 시 온도 90
o
C, 염색시간 20분, Disperse blue 56으로

염색 시 온도 90
o
C, 염색시간 60분, Disperse yellow 54

로 염색 시 온도 90
o
C, 염색시간 40분으로 설정하였다.

염색견뢰도는 세 가지 분산염료 모두 대부분의 염색견

뢰도에서 우수하였으며, 핫프레싱, 알칼리 땀견뢰도가

5등급으로 특히 우수하였고, 세탁견뢰도, 드라이크리닝

견뢰도가 3등급, 마찰견뢰도 및 산성 땀견뢰도가 4등급

이었다. PLA 및 폴리에스터 직물의 흡진율 및 K/S값

측정결과, 동일 조건에서 염색 시, PLA 직물의 염료 흡

진율이 폴리에스터 직물보다 낮았으나, 흡진된 염료가

모두 염착되어 실제적으로 K/S값은 폴리에스터 직물보

다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색성 측정결과, DB 56

의 경우 폴리에스터 직물과 동일 색상으로 염색되었으

며, DR 60, DY 54는 PLA 직물의 색이 더 진하게 염색

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폴리에스터 직물에 적용 가능

하던 분산염료가 PLA 직물의 염색에 적합함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세 가지 분산염료의 최적 염색조

건을 얻었으며, 실제 PLA 직물의 염색에 효과적으로 적

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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