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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yeability of Indian natural dyestuffs to fabrics was investigated. Indian dyestuffs are more inexpensive

than domestic dyestuffs purchased at oriental medicine stores. We studied the dyeability of madder, mari-

gold, and pomegranate imported from India on cotton, silk, and wool fabrics. Dyebaths of a combination

ratio of 80:20, 60:40, 50:50, 40:60 and 20:80 of madder and marigold, fabrics with orange colors were

dyed. To evaluate the dyeability of dyed fabrics, K/S values, Munsell color values and CIE L, a, b, ∆E

were measured. The dyeability of fabrics dyed in dyebaths of pH 4 and pH 7 were higher than pH 10. The

dyeability in pH 4 was better than pH 7. Silk fabrics dyed with madder and marigold showed good dyeabi-

lity and wool fabrics showed good affinity in madder dyebath and fair affinity in marigold dyebath. Cotton

fabrics showed fair affinity in a marigold dyebath of pH 4 and pH 7. Cotton fabrics dyed with a 60:40 ratio

of madder and marigold showed 4.76YR of Munsell color value. Silk Fabrics dyed with a 40:60 ratio sho-

wed 4.76YR and wool fabrics dyed with 20:80 ratio showed 5.57RY. The ratios produced the closest colors

to 5.0YR of orange. This result indicated that marigold had a more powerful effect on cotton fabrics while

madder was stronger on wool fabrics. Fading grades of washing colorfastness of wool and silk fabrics dyed

in mixed dyebaths were higher than 3.5-4.0 and higher than homogeneous dyebaths. Staining grades of wa-

shing colorfastness of all dyed fabrics were between grades 3.5-5.0. Colorfastness to dry-cleaning was

high as grades 4.0-5.0 in all of dyed fabrics. Colorfastness to light of dyed fabrics showed a fair grade of

3.5-5.0; in addition, wool fabrics showed lower grades than silk and cotton fabrics.

Key words: Indian natural dyes, Madder, marigold, Pomegranate, Mixed dyebath; 인도천연염료, 꼭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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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도는 고대로부터 다양한 염직문화가 발달하였고 특

수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풍부

하다. 인도에서만 채취 가능한 식물종만 해도 450가지

에 이르며 합성염료가 도입되기 전인 19세기 중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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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당수의 인도염료가 국제적인 명성을 지녔었다. 현

재에도 인도에는 여전히 천연염색의 원료가 매우 풍부

하며, 식물 중 색소를 함유한 부위를 채취하여 분쇄해

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Glover, 1998; Hill, 1997; Ku-

mar & Bharaki, 1998; Siva, 2007).

우리나라는 염색 재료가 될 수 있는 식물의 꽃, 뿌리,

잎 등 부위별로 한약재상에서 구입해야 하며, 이들도 대

부분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인도에서

생산되는 분말염재는 식물의 목질부까지 분쇄되어 혼

합되어있으므로 이를 이용해서 물로 추출한 염액과 국

내 한약재료 상회에서 염재를 구입해서 물로 추출해 만

든 염액과는 성분과 색상이 다르다. 인도의 염재를 이

용한 염색에 대한 연구는 전통 기술의 고찰 뿐 아니라

염료의 원활한 공급으로 천연염색에 대한 접근을 용이

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단일

천연염재들로 나타낼 수 있는 색상은 적색, 청색, 황색,

갈색 등이 대부분으로, 천연염색에 의해 다양한 색상으

로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염재들을 혼합해서 염색을 해

야 한다. 한편, 혼합염색을 하려면 온도, 시간, pH 등 혼

합조건이 동일한 염료를 찾아 적용해야만 효율적인 염

색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산 천연염재

의 이용과 복합염색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가

용이하고 염색 조건이 동일한 적색 꼭두서니, 황색인 매

리골드와 석류를 선정하여 면직물, 견직물, 양모직물에

대한 염색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적색과 황색의 균형있

는 중간색으로 염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 중 꼭두서

니와 매리골드를 선정해서 혼합하여 염색함으로써 천

연염색물의 다양한 색상 연출을 검토하였다.

꼭두서니(Indian madder: Rubia cordifolia L.)는 뿌리

부분에 안트라귀논을 기본 구조로 하는 화합물의 주요

색소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Purpurin(1,2,4-trihydroxy-

anthraquinone, 65~67%)이 주성분이며 붉은 색상을 나

타낸다. 이 외 Munjistin(1,3-dihydroxy-2-carboxanthraqui-

none, 10~12%)과 Nordamncanthal(1,30dihydroxy-2-form-

ylanthraquinone, 9~10%) 등의 황색 색소도 포함하고 있

다(Gupta et al., 2001). Purpurin과 Munjistin 성분의 구

조를 <Fig. 1>에 나타냈다.

매리골드(African marigold: Tagetes erecta L.)는 꽃에

서 염료를 추출할 수 있으며 호변이성 물질인 Caroten-

oid계의 Lutein 색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Marigold 꽃

의 주색소인 Lutein은 꽃잎의 오렌지색을 띠게 하는 색

소로서 이중결합의 수가 11개이며 긴 선형구조로 되어

있어 염착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꽃잎에 포함

된 색소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Kim & Jeon, 2007;

Leigh et al., 1999; Quanckenbush & Miller, 1972). 이 외

Flavonoid계의 Quercetin, Kaemferol 색소성분도 포함하

고 있다(Xu et al., 2012). African marigold 꽃의 주요 색

소성분인 Lutein과 Quercetin의 구조식을 <Fig. 2>에 나

타냈다.

Pomegranate(Punica granatum L.)는 Ellagitannin, Ella-

gic acid, Gallic acid 등 다양한 페놀 화합물을 지니고 있

다. 직물에 염착되는 석류색소의 주성분은 Ellagic acid

이며, Ellagic acid는 Ellagitannin의 가수분해물로 알려져

있으며 석류의 과피, 과즙, 씨 중에서 과피 부분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 폴리화합물의 한 종류로 석류색소

성분인 Ellagic acid의 구조식을 <Fig. 3>에 나타냈다(Cho

et al., 2008; Kim et al., 2013; Machado et al., 2002;

Shin & Cho, 2001).

Fig. 1. Chemical structure of purpurin and munjis-

tin.

Fig. 2. Chemical structure of lutein and querc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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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 험

1. 염료 및 시료

실험에 사용한 염료는 국내의 인도산 염료 수입업체

인 ㈜아람에서 구입한 분말형태의 제품으로 꼭두서니

로부터 뿌리를, 매리골드로부터 꽃을, 석류(Pomegrana-

te) 과실의 껍질을 각각 채취하여 건조시킨 후 분쇄하

여 분말화한 것이다.

염색을 위해 면, 견, 양모직물을 사용하였으며 ㈜솜

베에서 제공한 염색용 정련포를 사용하였다. 염색에 사

용한 직물들의 규격은 <Table 1>에, 염색 전 직물들의

색상은 <Table 2>에 각각 나타냈다.

2. 염색

염색할 직물 시료들은 명반 20% o.w.f 농도의 수용액

으로 50
o

C에서 액비 80:1로 30분간 선매염 처리하고 물

로 수세, 건조하여 준비하였다. 인도산 꼭두서니, 매리

골드, 석류 등의 염재 분말을 각각 3g/l의 농도로 물에

넣고 50~60
o

C로 30분 동안 가열하여 염액을 추출하였

다. 액비 80:1로 하여 80
o

C에서 20분간 염색하였으며

염색 진행과정은 <Fig. 4>에 나타냈다. 각 염료별 원액

의 pH는 꼭두서니가 6.8, 매리골드가 4.3, 석류가 3.8였

으며, 초산과 수산화나트륨을 이용하여 각 추출염액의

pH를 4(±0.2), 7(±0.2), 10(±0.2)로 각각 조절하여 염색

하고 염액의 pH에 따른 염색성을 비교하였다. Lee et al.

(1998)의 오징어 먹물 색소를 이용한 염색성 연구나 Ko

et al.(2000)의 포도과피 색소를 이용한 염색성 연구에서

견직물이 pH3에 비해 pH 4의 염액에서 염색성과 균염

성이 더 좋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hin et al.(2009)는

홍화 황색소로 양모직물을 염색했을 때 pH 3 염액에서

의 염착력은 좋았으나 채도는 pH 3.5~4.5에서 높게 나

타나므로 pH 3.5가 최적의 조건이라고 보고하였으며

Yoo et al.(1998)도 밤피에서 추출한 염액을 이용한 나

일론 직물 염색 시 염액의 pH가 낮을수록 염착성이 좋

았으나 pH 4 이하의 염액에서는 균염성이 저하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균일하고 선명한 색상 연출을 위해

산성염액의 pH를 4로 설정하였다.

혼합염색 실험은 pH 4로 조절한 꼭두서니 염액과 매

리골드 염액을 사용하였으며, 꼭두서니 염액:매리골드

염액의 비율을 각각 20:80, 40:60, 50:50, 60:40, 80:20

로 혼합하여 혼합염색을 실시하였다.

3. 색의 측정

염색물의 색상을 평가하기 위해 Spectrocolorimeter

(JS-555, Color Techno System Co. Ltd., Japan)로 염색

물들의 색상을 측정하였다. 염색물의 염착량은 최대흡

수파장(λmax)에서의 K/S값으로 나타냈다. CIE L*, a*,

b*과 각 직물의 미염포를 기준으로 하여 색차(∆E)값을

구하였으며 Munsell 색상값인 색상(H), 명도(V), 채도

(C)를 측정하여 나타냈다.

Fig. 3. Chemical structure of ellagic acid.

Table 1. Characteristics of fabrics for dyeing

Fabric Weave
Fabric Count

(warp × weft/inch
2
)

Thickness

(mm)

Weight

(g/m
2
)

Silk Plain 136 × 104 0.12 051.4

Wool Plain 74 × 72 0.35 154.6

Cotton Plain 72 × 78 0.29 121.3

Table 2. Color values of fabrics before dyeing

Fabric L* a* b*

Cotton 96.693 −0.581 03.558

Silk 96.417 −0.148 02.069

Wool 90.369 −1.154 13.312 Fig. 4. Time and temperature of dyeing process.

– 931 –



150 한국의류학회지 Vol. 38 No. 6, 2014

4. 염색견뢰도 측정

염색견뢰도는 염료별로 pH 4의 염액에서 염색한 시

료들과 혼합염액으로 염색한 시료들에 대해 세탁견뢰

도는 KS K 0430 A-1법에 준하여 측정하였고, 드라이클

리닝견뢰도는 KS K ISO 105-D01에 준해서 측정하였

다. 표준백면포는 기본으로 첨부하여 실험하였고 추가로

견직물에는 표준백견포를, 양모직물에는 표준백모포를

부착하여 실험하였다. 일광견뢰도는 KS K ISO 105-제

1부에 준하여 Carbon arc Fade-Ometer에서 20시간 조광

하여 변퇴색 정도를 평가하였다. 염색견뢰도 평가결과

는 그레이스케일을 이용하여 등급으로 나타냈다.

III. 결과 및 고찰

1. 꼭두서니, 매리골드, 석류염재로부터 추출한 염

액의 직물에 대한 염색성

<Fig. 5>는 꼭두서니 pH 4, 7, 10의 염액으로 염색한

면, 견, 양모직물에 대해 400~700nm의 범위에서의 K/S

값을 나타낸 것이다. 최대흡광파장(λmax)이 면과 견직

물은 500nm에서, 양모직물의 경우에는 480nm에서 나

타났다. Baek et al.(2012)의 출토복식의 꼭두서니에 대

한 HPLC 염료 분석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 Indian mad-

der의 Purpurin 성분과 European madder로 불리는 Aliz-

arin 색소의 λmax는 각각 479nm와 431nm로 보고하였

다. Chu(2002)는 중국산 꼭두서니로 염색한 견직물의

λmax는 480nm에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Lim and

Jang(2013)은 인도산 꼭두서니로부터 물로 추출한 염액

의 주 흡광대는 420~480nm였으며 염색한 견직물의 λmax

는 440nm에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Indian madder의 λmax는 480~500nm 부근에서 나

타났으며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European mad-

der에 비해 Indian madder가 약간 장파장의 Red 영역의

흡광대를 지녔음을 확인하였다.

<Fig. 6>은 매리골드 pH 4, 7, 10의 염액으로 염색한

면, 견, 양모직물에 대해 400~700nm의 범위에서의 K/S

값을 나타낸 것이다. 매리골드로 염색된 면, 양모직물의

λmax는 440nm에서 나타났다. 견직물의 경우 pH 4, 7 조

건에서는 460nm에서, pH 10에서는 440nm에서 나타났

다. Choi et al.(2009)는 우리나라에서 채취한 매리골드

를 건조해서 추출한 염액으로 염색한 견직물의 λmax를

430nm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인도산 매리골드로

염색한 직물들의 λmax는 440~460nm로 나타났다.

<Fig. 7>은 석류 pH 4, 7, 10의 염액으로 염색한 면,

견, 양모직물에 대해 400~700nm의 범위에서의 K/S값

을 나타낸 것이다. 석류로 염색된 면직물과 양모직물은

400nm에서, 견직물은 440nm에서 λmax가 각각 나타났

다. 석류로 직물에 염색한 선행연구(Shin & Cho, 2001)

는 석류열매의 껍질을 채취하여 색소를 추출해서 염색

한 견직물의 염착량을 λmax 380nm에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pH 4와 7에서 염색한 견직물은 각각

440nm와 420nm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조건에서는

측정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400nm로 나타나 유사한 결

Fig. 5. K/S values of fabrics dyed with Indian m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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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확인하였다.

<Table 3>은 각 염료별 pH 조건별로 염색한 직물들

에 대하여 각각의 λmax에서의 K/S값을 나타낸 표이다.

양모직물을 pH 4와 pH 7의 꼭두서니 염액으로 염색

했을 때 K/S의 값이 각각 7.69와 7.07로 염착성이 가장

좋게 나타났으며 견직물 역시 pH 4와 pH 7 염액에서 각

각 6.64, 6.40로 좋게 나타났다. 매리골드의 경우는 pH

4, pH 7 조건의 염액으로 염색한 견직물의 K/S값이 각

각 6.83, 6.82로 염착성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석류

과피를 이용해서 염색한 직물들은 면, 양모, 견직물 모

두 낮은 염착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장 좋은 염착성을

나타낸 것은 pH 4에서 염색한 견직물로, K/S값이 3.62

로 나타났다. 반면, 꼭두서니, 매리골드, 석류 세 가지 모

두 pH 10의 염액에서 염색한 직물들은 염착성이 낮게

나타냈다. 이는 꼭두서니, 매리골드, 석류의 색소성분들

과 단백질 섬유의 등전점(Pak & Kim, 1989)인 pH 3.5

~5에서는 이온결합에 의해 염착이 이루어지므로 우수

한 염색성을 나타내나 pH 10 염액으로 염색할 경우에

는 색소성분과 셀룰로오스 섬유나 단백질 섬유와의 결

합이 수소결합으로 염착되므로 염착성이 낮아지기 때

Fig. 6. K/S values of fabrics dyed with African marigold.

Fig. 7. K/S values of fabrics dyed with Pomegra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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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Choi et al., 2009: Shin & Cho, 2001). 꼭두서니

(이하 표와 그림에서 MD로 약칭)로 염색된 직물의 K/S

는 1.37~7.69이고, 매리골드(이하 표와 그림에서 MG로

약칭)로 염색된 직물은 0.76~6.83이며, 석류(이하 표와

그림에서 PM으로 약칭함)로 염색된 직물은 0.52~3.62

로, 석류로 염색된 직물들의 염색성은 꼭두서니와 매리

골드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꼭두서니로 염색된 직물

들의 pH 10 조건의 염색성은 pH 4 또는 pH 7에 비해 낮

게 나타났으며, pH 7보다 pH 4에서 염색성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pH 4 조건의 꼭두서니와 매리골드의 염색

에서 염착성을 비교해보면, 꼭두서니로 염색된 양모직

물이 K/S값이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리골드로 염

색된 견직물, 꼭두서니로 염색된 견직물 순으로 K/S값

이 각각 6.83, 6.64로 나타나 우수한 염착성을 보였다. 이

처럼 pH4에서 양모, 견직물이 염착성이 좋은 것은 단백

질 섬유의 등전점보다 낮은 산성염액에서 섬유는 양이

온을 띠게 되므로, 음이온성 산성염료와 이온결합을 이

루기 때문이다(Lee et al., 1997). 매리골드로 염색된 면,

양모직물 역시 4.25, 3.83로 양호한 염착성을 나타냈으

며 꼭두서니로 염색된 면직물 염색에서는 K/S값 3.09으

로 가장 낮은 염착성을 보였다. 즉, 꼭두서니로 염색된 양

모직물과 매리골드로 염색된 견직물이 가장 우수한 염

착성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천연염료는 섬유

소계 직물에는 염착이 잘 되지 않는데(Shin & Cho, 2001),

매리골드로 염색된 면직물의 K/S값이(4.25) 꼭두서니,

석류 염색된 면직물의 K/S값(3.08, 1.01)과 비교하여 높

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면직물이 매리골드 염료에 대

해서는 우수한 염색성을 확인하였다. 섬유소계 섬유는

매리골드 색소성분과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염착

좌석이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매리골드의 주색소인 Lu-

tein이 이중결합의 수가 11개로 긴 선형구조로 되어 있

어 직선상의 비결정영역의 확산으로 인한 물리적인 결

합으로 면직물에서 우수한 염색성을 나타낸 것으로 판

단된다(Kim & Jeon, 2007).

<Fig. 8>은 각 염액의 pH 조건에 따라 염색한 직물들

의 표면 색상을 비교하기 위해 미염색 직물들과의 색차

를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K/S값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색차 역시 pH 4와 pH 7의 조건에서는 높게 나타나

염색성이 우수했으나 pH 10에서는 pH 4와 pH 7에 비

해 낮게 나타났다. 견직물과 양모직물을 pH 10 조건으

로 염색은 염색성이 낮을 뿐 아니라 섬유의 손상도 발

생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 매리골드로 염색한 견직물

Table 3. K/S values of dyed fabrics at the wavelength of maximum absorption

Cotton Silk Wool

pH 4 pH 7 pH 10 pH 4 pH 7 pH 10 pH 4 pH 7 pH 10

Madder 3.09 2.85 1.37 6.64 6.40 3.10 7.69 7.07 3.48

Marigold 4.25 3.52 0.76 6.83 6.82 2.94 3.83 3.08 2.37

Pomegranate 1.10 1.27 0.56 3.62 2.22 1.33 2.10 2.12 1.34

Fig. 8. Color difference (∆E) values of fabrics dyed with MD, MG &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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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만 pH 4와 pH 7의 조건이 비슷한 색차를 나타

냈으며 그 이외의 모든 직물의 염색에서 pH 4 조건에서

pH 7보다 색차가 높게 나타났다. 석류로 염색된 직물들

은 앞서 살펴 본 K/S값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색차가 낮

게 나타났으며 선명한 색상을 얻지 못하였다.

<Fig. 9>는 각 염액의 pH 조건에 따라 염색한 직물들

의 CIE 색상값의 Redness와 Yellowness를 표현하는 a*,

b*값을 비교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꼭두서니로 염색된

직물들은 a*값이 높게 나타나 Red 영역의 색상으로 염색

되었고 매리골드와 석류는 b*값이 높게 나타나 Yellow

영역의 색상으로 염색되었다. 꼭두서니로 염색된 직물

에서는 pH 4 조건에서 a*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매리골

드로 염색된 면직물과 양모직물의 경우 pH 4 조건에서

b*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견직물에서는 pH 4와 pH 7이

비슷한 정도로 높았다. 매리골드와 석류로 염색된 직물

들의 색상은 같은 Yellow계 색상이지만 석류염색 직물

의 b*값(14.3)은 매리골드 염색 직물의 평균 b*값(29.9)

보다 낮음을 확인하여 꼭두서니와 혼합하여 Yellowred

(YR) 색상을 연출하기 위한 염료로 석류보다 매리골드

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꼭두서니로 염

색한 직물의 a*값의 평균값(28.9)이 매리골드로 염색한

직물의 b*값 평균값(29.9)과 유사하여 꼭두서니와 매리

골드가 Red와 Yellow 색상을 복합하기 위해 효율적인

재료들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2. 혼합염액을 이용한 직물의 염색성

혼합염색을 하여 오렌지색(YR)의 연출을 시도하였다.

색상이 선명하고 염색성이 좋으며 pH 4 염액에서 염색

이 잘 되는 등 염색 조건이 같은 매리골드와 꼭두서니를

혼합할 염료로 선정하고 소정의 비율로 염액을 혼합하

여 염액의 pH를 4로 하여 단일염색할 때와 동일한 방법

으로 염색하였다. 꼭두서니와 매리골드 염액의 혼합비

율을 20:80, 40:60, 50:50, 60:40, 80:20로 총 5단계로 설

정하였다. YR(오렌지색)계 색상의 범위에서 발현된 색

상을 비교하였다.

꼭두서니로 단독염색한 면직물의 λmax는 500nm에

서, 매리골드로 염색한 면직물은 440nm에서 각각 나타

났었다. 꼭두서니와 매리골드의 혼합비율이 80:20일 때

480nm에서 λmax가 나타났으며 60:40, 50:50, 40:60, 20:80

모두 440nm에서 나타났다. 즉, 꼭두서니의 비율이 많을

때에도 λmax가 매리골드에 가까운 파장이거나 동일한

파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면직물이 매리

골드에 대한 염착력이 우수해 혼합염색 시 매리골드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꼭두서니로 단독염색한 견직물의 λmax는 500nm에

서, 매리골드로 염색한 견직물은 460nm에서 각각 나타

났었다. 꼭두서니와 매리골드의 혼합염색의 경우에는 비

율이 80:20과 60:40의 비율에서는 480nm에서 λmax가 나

타났으며, 50:50, 40:60, 20:80일 때 460nm에서 λmax가

나타났다. 혼합염색된 면직물과 마찬가지로 혼합염색된

견직물에서도 꼭두서니보다는 매리골드에 근사한 λmax

를 보여 꼭두서니보다는 매리골드의 영향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꼭두서니로 단독염색한 양모직물의 λmax는 480nm

에서, 매리골드로 염색한 양모직물은 440nm에서 각각

나타났었다. 꼭두서니와 매리골드의 혼합염색의 경우

비율에 따라 80;20, 60:40, 50:50의 비율에서는 480nm

에서 λmax가 나타났으며, 40:60, 20:80일 때 440nm에서

λmax가 나타났으며 다 꼭두서니가 반 이상 혼합되면 꼭

두서니 단독염색했을 때와 동일한 λmax가 나타났다.

꼭두서니와 매리골드 모두에 대해 염착성이 우수하나

염액 혼합 시 꼭두서니의 영향이 좀더 큼을 확인하였다.

<Fig. 10>은 꼭두서니와 매리골드 염액을 다양한 비

Fig. 9. a* and b* values of fabrics dyed with MD, MG & PM according to p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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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로 혼합하여 염색한 직물들의 λmax에서의 K/S값을

비교한 그림이다. 혼합염색 직물들의 λmax에서 K/S값

은 견직물이 5.5~6, 양모직물이 4~6, 면직물이 2.5~ 4.5

로 나타나 견, 양모, 면직물 순으로 염착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혼합비율에 따른 염착성은, 매리골드의 비율

이 높을수록 면직물의 염착성이 좋았으며 꼭두서니 비율

이 높을 때는 양모직물의 염착성이 좋음을 확인하였다.

견직물의 경우에는 혼합비율에 따라 K/S값의 차이가 0.5

로 거의 비슷한 정도로 두가지 염액 모두에 대해 유사한

정도로 염색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Table 4>은 pH 4의 조건에서 꼭두서니와 매리골드

를 이용해 염색한 면직물의 색을 측정하여 CIE L*, a*,

b*, ∆E와 먼셀값을 나타낸 표이다. 면직물 염색에서는

꼭두서니80+매리골드20를 제외한 나머지 혼합비율에

서는 모두 a*값보다 b*값이 높게 나타나 매리골드의 Ye-

llow가 꼭두서니의 Red보다 더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채도(C)는 단독염색 직물이 혼합염색 직

물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혼합염색 시에도 많이 낮

아지지 않고 선명한 색상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11>은 면직물의 혼합비율에 따른 먼셀 색상의 변

화를 나타낸 먼셀 색상환이다. 먼셀 색상(Hue)의 Red와

Yellow의 중간인 5.0YR을 Orange 색상으로 하여 이에

가장 근접하게 나타나는 혼합비율은 꼭두서니60+매리

골드40이었으며 이 때의 먼셀 색상값은 4.76YR이었다.

먼셀값의 색상으로 본 단독염색에서의 꼭두서니와 매리

골드는 각각 9.86RP, 5.94Y이며 혼합비율에 따라 9.3R

→4.76YR→6.48YR→8.18YR→1.71Y로 색상 변화가 연

출되었다.

<Table 5>는 pH 4의 조건에서 꼭두서니와 매리골드

를 이용해 염색한 견직물의 색을 측정하여 CIE L*, a*, b*,

∆E와 먼셀값을 나타낸 표이다. 견직물의 혼합염색에서

a*, b*값은 꼭두서니와 매리골드의 혼합비율에 비례해서

정연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채도는 꼭두서니 비

율이 높을수록 높아져 선명한 색상을 얻을 수 있으며 매

Table 4. Characteristics of cotton fabric dyed with mixed dyebaths

Dye ratio

MD:MG
L* a* b* ∆E

Munsell values 

H V/C 

000:100 58.95 −0.04 30.84 46.57 5.94 Y 5.73/4.60

020:800 55.59 6.75 26.67 45.91 1.71 Y 5.39/4.37

040:600 53.32 11.79 22.13 46.87 8.18 YR 5.17/4.24

050:500 53.10 13.22 19.06 46.33 6.48 YR 5.15/4.04

060:400 52.84 14.81 17.38 46.53 4.76 YR 5.12/4.07

080:200 50.91 19.09 10.60 48.31 9.30 R 4.94/4.07

100:000 48.54 23.79 00.99 54.03 9.86 RP 4.71/4.70

Fig. 10. K/S values according to the mixed ratio at the wavelength of λ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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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골드 비율이 높아지면 채도가 낮아졌다. <Fig. 12>은 견

직물의 혼합비율에 따른 먼셀 색상의 변화를 나타낸 먼

셀 색상환이다. 먼셀 색상의 Red와 Yellow의 중간인 5.0

YR을 Orange 색상으로 하여 이에 가장 근접하게 나타

나는 혼합비율은 꼭두서니40+매리골드60이었으며 이

때의 먼셀 색상값은 4.96YR이었다. 먼셀값의 색상으로

본 단독염색에서의 꼭두서니와 매리골드는 각각 2.68R,

4.02Y였으며 혼합비율에 따라 8.23R→1.42YR→3.24YR

→4.96YR→8.63YR로 색상 변화가 연출되었다.

<Table 6>은 pH 4의 조건에서 꼭두서니와 매리골드

를 이용해 염색한 양모직물의 색을 측정하여 CIE L*,

a*, b*, ∆E와 먼셀값을 나타낸 표이다. 꼭두서니를 20%

만 혼합해도 꼭두서니 단독염색 시 a*값인 29.27의 50%

이상을 발현할 만큼 양모직물에 대한 염착력이 우수했

다. 견직물과 마찬가지로 꼭두서니 비율이 높아질수록

채도가 높아져 선명한 색상을 얻을 수 있었으며 매리골

드 비율이 높아지면 채도가 낮아졌다. <Fig. 13>은 양모

직물의 혼합비율에 따른 먼셀 색상의 변화를 나타낸 먼

셀 색상환이다. 먼셀 색상의 Red와 Yellow의 중간인 5YR

을 Orange 색상으로 하여 이에 가장 근접하게 나타나는

혼합비율은 꼭두서니20+매리골드80이었으며 이 때의 먼

셀 색상값은 5.57YR이었다. 양모직물의 경우는 꼭두서

니의 염색성이 매리골드 염색성에 비해 월등히 좋아서

꼭두서니의 영향이 매우 커서 적은 비율의 꼭두서니 비

율로도 5.0YR에 가까운 색상을 연출할 수 있었다. 먼셀

값의 색상으로 본 단독염색에서의 꼭두서니와 매리골드

는 각각 6.20R, 4.76Y였으며 혼합비율에 따라 7.95R→

9.56R→0.75YR→2.10YR→5.57YR로 색상 변화가 Red

색상 영역으로 치우쳐 연출되었다.

<Fig. 14>는 혼합비율에 따른 혼합염색에서 측정된

색차값(∆E)을 직물별로, 혼합비율별로 비교 고찰함으

로써 염색성을 알아보고자 나타낸 그림이다. 혼합비율,

Fig. 11. Munsell color of cotton fabric dyed with mix-

ed dyebaths.

Table 5. Characteristics of silk fabric dyed with mixed dyebaths

Dye ratio

MD:MG
L* a* b* ∆E

Munsell values

H V/C

000:100 51.46 03.47 32.72 54.93 4.02 Y 4.99/4.93

020:800 49.53 12.56 27.04 54.13 8.63 YR 4.80/4.87

040:600 47.06 17.48 22.70 55.78 4.96 YR 4.56/4.91

050:500 45.74 19.63 20.13 56.74 3.24 YR 4.43/4.92

060:400 44.33 21.91 17.97 58.15 1.42 YR 4.30/5.04

080:200 44.08 26.92 14.95 59.70 8.23 R 4.28/5.72

100:000 41.14 33.49 07.47 64.93 2.68 R 3.99/6.78

Fig. 12. Munsell color of silk fabric dyed with mixed

dyeb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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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비율 순서대로(MG100, MD20:MG80, MD40:MG

60, MD50:MG50, MD60:MG40, MD80:MG20, MD100)

∆E값은 점점 높게 나타났다. 즉, 면, 견, 양모직물에서 꼭

두서니 염료가 많이 배합될수록 ∆E값이 높아져 염색성

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든 직물에 대한 단

독염색에서도 꼭두서니의 ∆E이 매리골드의 ∆E보다 높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염색견뢰도 평가

견직물과 양모직물이 물세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섬

유의 손상을 고려한다면 세탁견뢰도에 대한 검토는 필

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염착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견

직물과 양모직물에 대해서도 세탁견뢰도를 측정하였다.

pH 4 염액으로 염색한 직물들과 혼합염색한 직물들에

Table 6. Characteristics of wool fabric dyed with mixed dyebaths

Dye ratio

MD:MG
L* a* b* ∆E

Munsell values

H V/C

000:100 57.33 01.66 26.21 35.58 4.76 Y 5.57/4.02

020:800 53.23 16.01 22.14 40.73 5.57 YR 5.16/4.76

040:600 48.98 21.54 19.51 46.46 2.10 YR 4.75/5.22

050:500 47.54 23.31 18.08 48.40 0.75 YR 4.61/5.34

060:400 46.40 25.83 17.44 50.61 9.56 R 4.50/5.72

080:200 43.85 28.12 15.26 53.85 7.95 R 4.25/5.98

100:000 39.78 29.27 12.65 59.03 6.20 R 3.86/6.01

Fig. 13. Munsell color of wool fabric dyed with mix-

ed dyebaths.

Fig. 14. Color difference (∆E) values of the fabrics dyed in mixed dyeb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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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세탁견뢰도, 드라이클리닝견뢰도 일광견뢰도를 측

정하였으며 그레이스케일 1.0~5.0등급의 9단계 등급으

로 평가하였다. 염색된 직물들의 세탁견뢰도의 탈색도

와 오염도를 측정하였으며, 오염도 측정 시 첨부백포로

백면포, 백견포, 백모포를 사용하였고 그레이스케일 등

급으로 평가한 결과를 <Table 7>에 나타냈다. 꼭두서니,

매리골드로 염색된 직물들의 변퇴색도는 1.0~2.0등급으

로 낮게 나타났다. 혼합염색된 직물들 중 견직물과 양

모직물은 3.5~4.0등급을 나타내어 단독염색한 직물에 비

해 높게 나타났으며 면직물의 경우는 1.0등급으로 낮게

나타났다. 오염도의 경우는 대체로 3.5~5.0등급으로 우

수하게 나타났지만, 꼭두서니로 염색된 양모직물과 꼭

두서니 염료를 높은 비율로 혼합해서 염색한 양모직물

을 양모첨부백포를 덧대어 세탁했을 경우에는 3.0등급

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꼭두서니가 양모섬유에 대해서

이염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견직물과 양모직물

은 세탁 시 나타날 수 있는 섬유의 손상에 유의한다면

혼합염색을 했을 경우 세탁이 가능한 정도의 양호한 세

탁견뢰도를 나타내고 있어 우수한 염착성을 확인하였다.

pH 4 염액으로 염색한 직물들과 혼합염색한 직물들

의 드라이크리닝견뢰도와 일광견뢰도를 측정하여 <Ta-

ble 8>에 나타냈다. 드라이클리닝견뢰도는 대체로 4.0~

5.0등급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오염도는 전체적으로 4.5

또는 5.0등급으로 매우 우수하게 나타났다. 일광견뢰도

는 면직물과 견직물은 3.5~5.0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하

게 나타났으며 양모직물은 3.0~4.5등급으로 면직물과

견직물에 비해 한 등급씩 낮게 나타났다.

IV. 결 론

단일 천연염재를 이용한 직물 염색은 대부분 적색,

황색, 청색, 밤색 등이며 다양한 색상을 얻기 위해서는

염재들을 혼합해서 염색을 해야 한다. 염료들을 혼합해

서 염색하기 위해서 염색 조건이 유사한 꼭두서니, 매리

골드, 석류를 사용하여 직물에 대한 염색성을 검토하였

다. 또한 적색과 황색의 중간색으로 염색하기 위해 적

Table 7. Colorfastness to washing of dyed fabrics

Colorfastness to washing Fading Staining

Fabrics

Dye ratio

Dyed Cotton Silk Wool Cotton Silk Silk Wool Wool

Attached - - - Cotton* Cotton* Silk** Cotton* Wool***

MD100 1.5 2.0 1.0 4.5 5.0 4.5 4.0 3.0

MG100 1.0 1.0 1.0 5.0 5.0 4.5 5.0 5.0

MD:MG 80:20 1.0 1.5 1.0 4.0 4.5 4.5 3.5 3.0

MD:MG 60:40 1.0 1.5 3.5 4.5 4.5 3.5 4.0 3.0

MD:MG 50:50 1.0 4.0 3.5 4.5 5.0 3.5 4.0 3.5

MD:MG 40:60 1.0 4.0 3.5 4.5 5.0 3.5 4.5 4.0

MD:MG 20:80 1.0 3.5 4.0 5.0 5.0 3.5 4.5 5.0

*cotton attached, **silk attached, ***wool attached

Table 8. Colorfastness to dry cleaning and light of dyed fabrics

Colorfastness
To dry cleaning

To light
Fading Staining

Fabric

Dye ratio
Cotton Silk Wool Cotton* Silk* Wool* Cotton Silk Wool

MD 4.5 5.0 4.5 4.5 4.5 4.5 3.5 3.5 4.0

MG 4.5 5.0 4.5 5.0 5.0 5.0 4.5 4.5 3.5

MD:MG 80:20 4.0 4.0 4.5 5.0 5.0 5.0 3.5 4.0 3.5

MD:MG 60:40 4.0 4.0 4.0 5.0 5.0 5.0 4.0 4.5 3.5

MD:MG 50:50 4.0 4.0 4.5 5.0 5.0 5.0 4.0 4.5 3.0

MD:MG 40:60 4.5 4.0 4.5 5.0 5.0 5.0 4.0 4.5 3.5

MD:MG 20:80 5.0 5.0 4.5 5.0 5.0 5.0 4.5 5.0 4.5

*cotton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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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꼭두서니와 황색의 매리골드를 선정하고, 이들을

혼합해서 염색함으로써 다양한 색상을 얻고자 시도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염료별 pH 조건에 따른 직물 염색의 최대흡광파장

에서의 K/S값은 꼭두서니로 염색된 면, 견직물에서는

500nm, 양모직물에서는 480nm에서 측정하였고, 매리골

드로 염색된 면, 양모직물에서는 440nm, 견직물에서는

460nm에서 측정하였으며, 석류로 염색된 면, 양모직물

에서는 400nm, 견직물에서는 440nm에서 측정된 값으로

나타내었다. 각 염료별 염색된 직물들의 평균 K/S값은

꼭두서니가 4.63, 매리골드가 3.82, 석류가 1.53로 나타

났다. 석류염색에서의 염착성은 꼭두서니와 매리골드

염색에 비하여 낮음을 확인하였다. pH 조건에 따른 염

색 직물의 염착성은 염료 종류에 상관없이 pH 10 조건이

pH 4 또는 pH 7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pH 7보다 pH

4에서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꼭두서니와 매리골드의

pH 4 염액에서 염색된 직물별 K/S값을 비교해보면 꼭

두서니로 염색된 양모직물이 7.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매리골드로 염색된 견직물, 꼭두서니로 염색된 견직

물 순으로 각각 6.825, 6.638로 우수한 염착성을 보였다.

매리골드로 염색된 면, 양모직물 역시 4.251, 3.826로 양

호한 염착성을 나타냈으며 꼭두서니로 염색된 면직물

에서는 3.086으로 가장 낮은 염착성을 보였다. 즉, 꼭두

서니로 염색된 양모직물과 매리골드로 염색된 견직물

이 가장 우수한 염착성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매

리골드의 염색에서 면직물에 대한 K/S값(4.25)이 꼭두

서니, 석류로 염색된 면직물의 K/S값(3.08, 1.01)과 비교

하여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매리골드 염료에 대해

서는 우수한 염색성을 확인하였다.

2. 꼭두서니로 염색된 직물에서는 Red 색상을 나타내

는 a*값이 높게 나타났고 매리골드와 석류로 염색된 직

물에서는 Yellow 색상을 나타내는 b*값이 높은 것을 확

인하였다. 꼭두서니 염색에서는 모든 직물에서 pH 4 조

건에서 a*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매리골드 염색에서 면,

양모직물 역시 pH 4 조건에서 b*값이 높게 나타났고 견

직물에서는 비슷한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매리골드와

석류의 염색 색상은 같은 Yellow계이지만 매리골드가

석류에 비하여 b*값이 낮음을 확인하여 혼합염료로 석

류보다 매리골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3. pH에 따른 단독염색에서 직물별 색차값(평균 ∆E)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꼭두서니 염색에서 면직물이 49.3,

견직물이 59.64, 양모직물이 54.76이다. 매리골드 염색에

서 면직물이 39.68, 견직물은 51.07, 양모직물은 33.55이

다. 석류염색에서에 면직물이 25.5, 견직물이 38.19, 양모

직물이 25.1이다. 꼭두서니 염색에의 견직물이 가장 우

수한 염색성을 나타냈으며, 꼭두서니 염색에서의 양모직

물, 매리골드 염색에서의 견직물, 꼭두서니 염색에서의

면직물 순으로 역시 좋은 염색성을 보였다. 이외 매리골

드 염색에서의 면직물, 양모직물 순으로 양호한 염색성

을 나타냈다. 하지만 석류염색은 K/S값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시 가장 좋지 않은 염색성을 보였다. 또한 염료

의 종류에 상관없이 pH 4와 pH 7의 염액에서는 색차값

이 높았으나 pH 10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4. 꼭두서니와 매리골드의 혼합염색에서는 혼합비율

에 따라 R-Y 색상계의 범위를 나타냈다. 먼셀 색상값의

5.0YR을 Orange 색상의 기준으로 가정했을 때 면직물은

꼭두서니60과 매리골드40일 때, 견직물은 꼭두서니40

과 매리골드60일 때, 양모직물은 꼭두서니20과 매리골

드80을 혼합비율로 하였을 때 Red와 Yellow의 중간색

인 오렌지색을 얻을 수 있었다. 면직물에서는 꼭두서니

보다는 매리골드가 더 영향을 끼치고 양모직물에서는

매리골드보다는 꼭두서니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

였다. 면, 견, 양모직물에 대한 혼합염색에서 꼭두서니

염료의 비율이 많을수록 ∆E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

독염색 시에도 꼭두서니의 염색성이 매리골드보다 높

게 나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5. 세탁견뢰도-변퇴색을 살펴보면, 혼합염색된 직물

들은 3.5~4.0등급을 나타내어 단독염색된 직물들(1.0~

3.5등급) 비교하였을 때 높게 나타났다. 단 혼합염색의 면

직물에서는 1.0등급으로 낮게 나타났다. 세탁견뢰도-오

염도는 단독염색과 혼합염색된 직물들이 대체로 3.5~

5.0등급으로 우수하였다. 단, 꼭두서니 염색 및 꼭두서

니 비율이 높은 혼합염색의 양모직물에서는 양모첨부백

포를 하였을 때 3.0등급으로 낮게 나타났다. 드라이클리

닝견뢰도의 변퇴색도는 대체로 4.0~5.0등급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오염도 또한 4.5~5.0등급으로 우수하게 나타

났다. 단독 또는 혼합염액으로 염색된 면직물과 견직물

의 일광견뢰도는 3.5~5.0등급으로 양호하거나 우수했으

며 양모직물은 면직물과 견직물에 비해 한 등급씩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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