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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환경 친화적이고 질병을 유발시키지 않은 천연색소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천연색소를 추출하는 다양한 방법이 연
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염료인 brazilein, crocin, chlorophyll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성 원료인 소목, 치자, 쑥을 
대상으로 천연염료를 추출하였다. 추출용매의 pH와 추출시간을 변수로 추출된 천연염료의 적색, 황색, 녹색계열의 
목표색을 설정하고 추출된 천연염료의 명도와 색의 좌표(L, a, b)의 정량적 수치로부터 색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소목
의 적색소인 brazilein과 치자의 황색소인 crocin의 경우 목표색인 카드뮴 레드와 카드뮴 옐로에 근접한 색상을 추출할 
수 있었다. 추출시간 20 min을 기준으로 brazilein의 경우 pH 12, crocin의 경우 pH 9에서 색차를 나타내는 △E*가 각각 
18.2와 18.4로 목표색과 유사한 색의 색소가 추출되었다. 그러나 쑥의 녹색색소인 chlorophyll의 경우 목표색인 크롬 
그린과는 차이를 보였다.

Abstract
Extracting natural dyes have been widely studied since the needs of eco-friendly and non-toxic natural dyes increased. In 
this paper, the natural dyes were extracted from sappan wood, gardenia, and mugwort containing brazilein, crocin, and chlor-
ophyll process. After the extraction with variables of pH of solvent and reaction time, the chromaticity of extracted natural 
dyes was analyzed using quantitative values from brightness and color coordinate (L, a, b) based on the target colors of red, 
yellow and green. For the case of brazilein and crocin, the cadmium red and cadmium yellow, respectively were extracted. 
In the case of sappan wood and gardenia, the red pigment under pH 12 (△E = 18.2) and the yellow pigment at pH 9 (△E 
= 18.4) were extracted respectively. However, the color of extracted chlorophyll from mugwort was different from the target 
chrome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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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현재 세계 색소 시장은 162억 달러에 이르고 연평균 3.9%의 성장세

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안전성 문제로 천연염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1-2]. 천연염료의 세계시장규모는 약 7억 2

천만 달러로 201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8%대가 될 전망이며, 추출된 

천연염료의 적용분야는 음료, 과자, 향신료, 완구, 생활용품, 염료 등

으로 그 분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천연염료란 천연의 동물조직, 식

물조직, 광물재료 또는 미생물로부터 분쇄, 추출, 배양, 효소반응 등에 

의해 얻어지는 착색물질이다[3-6]. 천연색소는 인공의 합성색소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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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고 착색효과가 좋으며 제조공정이 간단하

고 환경 친화적이다. 또한 약리작용이 있어 기존의 타르계 합성색소

를 대신해서 많은 제품에 사용되는 추세이다. 천연염료는 식물성, 동

물성, 광물성 3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이 중 식물성 염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식물성 염료 중 적색소의 경우 전통적인 식물성 염료 

중 홍화, 자초, 천근, 소목 등에서 추출되는 다색성염료이며, 황색소는 

치자, 울금 등에서, 녹색소는 쑥, 시금치, 녹차 등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색, 황색, 녹색계열의 식물성 염료로 소

목(sappan wood), 치자(gardenia), 쑥(mugwort)을 선정하였다. 소목은 

콩과에 속하는 관목으로서 껍질과 열매로부터 적색소를 추출하여 염

료로 사용한다. 소목의 적색소는 brazilin으로 불리는 페놀성 화합물로

서 공기 중에 산화하여 brazilein으로 변화하고 매염제와 반응해 섬유

에 붉은색으로 염착된다. Brazilein은 물, 알코올에 용해되며 수용액은 

엷은 황홍색이고, 암모니아수, 초산마그네슘액 등에 의하여 적색으로 

발색된다[7]. 치자는 꼭두서니과에 속하는 상록활엽관목으로 열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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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Source Cadmium red Cadmium yellow Chrome green

Color
L = 43, a = 66, b = 53 L = 86, a = 5, b = 85 L = 55, a = -40, b = 46

Table 1. L-a-b Value of Target Color for Sappan Wood, Gardenia, and Mugwort

카로티노이드색소인 crocin이 함유되어 있다. Crocin은 내열성 및 내

광성이 우수하고 금속이온과 pH 변화에도 안정적이며 단백질에 대한 

염착성이 양호하다[8-9]. 또한 쑥은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

로서 쑥에 포함되어 있는 색소성분은 chlorophyll이다. Chlorophyll은 

약알칼리성에서 가수 분해되어 염색이 쉬우므로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다색성 염료로서 매염제와 쑥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색을 얻을 

수 있다[1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목, 치자, 쑥으로부터 천연염

료를 추출하기 위해 추출용매의 pH와 추출시간을 변수로 실험을 수

행하였다. 또한 추출된 천연염료의 적색, 황색, 녹색계열의 목표색 

(target color)을 설정하고 추출된 천연염료의 명도와 색의 좌표(L, a, b)

의 정량적 수치로부터 색도분석을 수행하였다. 

2. 실험방법

2.1. 천연염료의 추출

식물성 천연원료로부터 천연색소를 추출하기 위해서 천연원료로는 

소목, 치자, 쑥을 선택하였다. 천연원료를 건조한 후 분쇄기를 이용하

여 분쇄하였다. 분쇄된 천연원료 3 g을 용매 100 mL에 넣은 후 교반

기를 이용해 일정 시간 동안 색소추출과정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

용된 용매로는 pH 범위를 4~12로 변화시키면서 추출하였고, 추출시

간은 각각 20, 40, 60 min으로 실험하였다. 용매의 pH는 산성의 경우 

아세트산(acetic acid, CH3COOH)을 이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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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 공간을 사용하였다. L은 명도를 나타내며, a와 

b는 색도 좌표로써 색의 방향을 나타낸다. +a는 빨강색, -a는 초록색, 

+b는 노랑색, -b는 파랑색 방향을 나타낸다. 중심은 무채색을 나타내

고 a, b 값이 증가하여 점이 중심 밖으로 멀어지면 채도가 증가한다 

[12]. 천연원료로부터 추출된 색소의 색도인 L, a, b 값을 얻기 위해 

색차계(CT-310, Konica Minolta)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카드뮴 

레드, 카드뮴 옐로, 크롬 그린을 적색, 황색, 녹색의 목표색으로 정하

고 각각의 색의 L, a, b 좌표를 목표 색의 좌표로 지정하였다. 목표색

의 명도지수와 색 좌표 지수는 Table 1과 같다. 

3. 결과 및 고찰

3.1. 소목으로부터 적색소의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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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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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다. b 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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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1)

red-green :     

yellow-blue :    

brightness :       

색차식(color difference formula)을 사용함으로써 계산된 색차 간 차

이 값을 최소화하고 기기 측정치의 결과를 목표색과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Table 2는 25 ℃에서 소목으로부터 추출된 적색소인 

brazilein의 용매 pH와 추출시간에 따른 색차를 나타낸 표이다. 추출시

간 40 min을 기준으로 산성영역에서는 pH 4 (L = 98.9, a = -6.3, b 

= -10.6)와 pH 6 (L = 95.4, a = -13.2, b = 67.6)로 추출된 색소가 황색

을 띄었다. 목표색(L = 43, a = 66, b = 53)에 비해 색의 명도를 나타

내는 L의 수치가 크고, red-green의 색상을 나타내는 a 값이 (-)를 나타

내 전반적으로 초록색상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추출된 색소

와 목표색과의 색도차를 나타내는 △E*가 각각 97.3과 96.1로 목표색

과는 확연한 색도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중성영역인 pH 7에서는 L 

= 71.9, a = 38.4, b = 60.8로 황홍색을 나타내어 △E*가 40.7로 계산되

었다. 그러나 pH가 염기성 영역으로 증가함에 따라 추출된 색소가 적

색으로 변화하였다. 추출시간 20 min을 기준으로 pH가 증가함에 따

라 9 (L = 32.6, a = 50.8, b = 46.1), 10 (L = 26.9, a = 72.0, b = 46.3), 

12 (L = 29.4, a = 77.7, b = 50.0)로 적색 목표색인 카드뮴 레드 색도

에 근접하게 나타났다. 이때 색차를 나타내는 △E*는 18.2~18.7로 계

산되었다. 이는 소목의 적색소인 brazilin이 공기 중에 산화하여 brazil-

ein으로 변화하는데 brazilein의 경우 산성이나 중성용매에서 추출될 

경우 엷은 황홍색을 나타내지만 용매의 염기성이 증가하면 적색으로 발

색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적색 목표색과 비교할 경

우 pH 12인 용매를 이용하여 20 min 동안 추출시킬 때 L = 29.4, a = 

77.7, b = 50.0로 색차 △E*가 18.2로 가장 목표색과 유사한 색의 적색색

소가 추출되어 카드뮴 레드 색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2. 치자로부터 황색소의 추출

Table 3은 25 ℃에서 치자로부터 추출된 황색소인 crocin의 용매 

pH와 추출시간에 따른 색차를 나타낸 표이다. 치자의 경우에는 소목

과는 달리 pH에 따라 추출되는 천연색소의 색상이 큰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 추출시간 40 min을 기준으로 산성영역에서는 pH 4 (L = 

89.3, a = -1.8, b = 140.8)와 pH 6 (L = 85.6, a = -2.5, b = 133.2)로 

추출된 색소가 황색을 띄었다. 목표색(L = 86, a = 5, b = 85)에 비해 

색의 명도를 나타내는 L는 유사하였으나 red-green의 색상을 나타내

는 a 값이 (-)를 나타내 전반적으로 초록색상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

고, yellow-blue의 색상을 나타내는 b 값이 (+)방향으로 높게 나타나 

노란색 색상이 강하게 추출되었다. 또한 중성영역인 pH 7에서는 L = 

78.0, a = -2.3, b = 108.3으로 산성영역에 비해 red-green의 색상을 나

타내는 a 값이 (-)방향으로 증가하여 초록색 색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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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time (min) L a b △L* △a* △b* △E* color

4

20 97.5 -10.4 38.5 -54.5 76.5 14.5 95.0

40 98.9 -6.3 19.7 -55.9 72.3 33.3 97.3

60 97.5 -10.6 38.7 -54.5 76.6 14.4 95.1

6

20 96.5 -12.0 50.9 -53.5 78.0 2.0 94.6

40 95.4 -13.2 67.6 -52.4 79.2 -14.6 96.1

60 93.4 -12.5 77.8 -50.4 78.5 -24.8 96.5

7

20 69.9 36.4 51.1 -26.9 29.6 1.9 40.1

40 71.9 38.4 60.8 -28.9 27.6 -7.8 40.7

60 72.9 40.3 65.1 -29.9 25.7 -12.1 41.3

9

20 32.6 50.8 56.1 10.5 15.2 -3.1 18.7

40 22.2 43.5 38.3 20.8 22.5 14.7 34.0

60 21.0 40.2 36.3 21.9 25.8 16.7 37.8

10

20 26.9 72.0 46.3 16.1 -6.0 6.7 18.4

40 24.1 72.8 41.5 18.9 -6.8 11.5 23.2

60 17.5 65.9 30.1 25.5 0.0 22.9 34.3

12

20 29.4 77.7 50.0 13.6 -11.7 3.0 18.2

40 14.1 70.9 24.3 28.9 -4.9 28.7 41.0

60 12.3 63.2 21.2 30.7 2.8 31.8 44.3

Table 2. CIE Chromaticity Analysis According to L-a-b Value of Natural Dye from Sappan Wood

pH time (min) L a b △L* △a* △b* △E* color

4

20 93.0 -12.0 127.3 -7.0 17.0 -42.3 46.1

40 89.3 -1.8 140.8 -3.3 6.8 -55.7 56.3

60 88.6 0.4 142.1 -2.6 4.6 -57.1 57.4

6

20 92.0 -12.1 124.9 -6.0 17.1 -39.9 43.8

40 85.6 -2.5 133.2 0.4 7.5 -48.2 48.8

60 87.4 -1.6 137.4 -1.4 6.6 -52.4 52.8

7

20 80.5 -8.8 108.3 5.5 13.8 -23.3 27.6

40 78.0 -2.3 120.4 8.0 7.3 -35.4 37.0

60 75.5 1.9 121.7 10.5 3.2 -36.7 38.3

9

20 79.2 -10.9 91.5 6.8 15.9 -6.5 18.4

40 76.3 -0.7 118.9 9.7 5.7 -33.9 35.7

60 70.8 6.9 117.6 15.2 -1.9 -32.6 36.0

10

20 86.7 -4.4 126.7 -0.7 9.4 -41.7 42.8

40 84.8 -0.2 130.7 1.2 5.2 -45.7 46.0

60 81.9 6.9 133.4 4.1 -1.9 -48.4 48.6

12

20 81.3 -8.5 110.2 4.7 13.5 -25.2 28.9

40 75.7 1.9 119.7 10.3 3.2 -34.8 36.4

60 73.1 7.8 120.3 12.9 -2.8 -35.3 37.7

Table 3. CIE Chromaticity Analysis According to L-a-b Value of Natural Dye from Gardenia

pH가 염기성 영역으로 증가함에 따라 추출된 색소가 추출시간 20 

min을 기준으로 pH가 증가함에 따라 9 (L = 79.2, a = -10.9, b = 

91.5), 10 (L = 86.7, a = -4.4, b = 126.7), 12 (L = 81.3, a = -8.5, b 

= 110.2)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치자 내 황색소인 crocin의 

경우 목표색인 카드뮴 옐로에 비해 명도를 나타내는 L의 수치는 유사

하나 red-green의 색상을 나타내는 a 값이 (-)로 yellow-blue의 색상을 

나타내는 b 값이 (+)방향으로 높게 나타나 초록색과 노란색이 진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pH 9에서 추출된 crocin의 색상이 색차를 

나타내는 △E*가 18.4로 가장 목표색과 유사한 색의 황색소가 추출되

어 카드뮴 옐로 색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28 이승범⋅강혜진⋅박명선

공업화학, 제 27 권 제 3 호, 2016

pH time (min) L a b △L* △a* △b* △E* color

4

20 92.2 -2.3 17.5 -37.2 -37.7 28.5 60.2

40 91.7 -2.2 20.4 -36.7 -37.8 25.6 58.6

60 90.2 -2.0 20.1 -35.2 -37.9 25.9 57.9

6

20 91.3 -2.1 19.4 -36.3 -37.9 26.6 58.9

40 85.0 -1.6 33.3 -30.0 -38.4 12.7 50.4

60 83.2 -1.3 47.5 -28.2 -38.7 -1.6 47.9

7

20 61.3 -4.4 11.8 -6.3 -35.6 34.2 49.8

40 65.4 -5.6 17.7 -10.4 -34.4 28.3 45.7

60 66.7 -7.0 24.4 -11.7 -32.9 21.6 41.1

9

20 57.6 -5.3 35.4 -2.6 -34.7 10.6 36.3

40 56.9 -4.6 34.7 -1.9 -35.4 11.3 37.3

60 53.1 -5.1 36.2 1.9 -34.9 9.8 36.3

10

20 44.5 -1.3 56.6 10.5 -38.7 -10.6 41.5

40 37.4 0.1 53.1 17.6 -40.1 -7.1 44.3

60 38.3 -0.3 53.5 16.7 -39.7 -7.5 43.7

12

20 51.0 2.6 62.0 4.0 -42.6 -16.0 45.7

40 42.7 3.9 58.4 12.3 -43.9 -12.4 47.3

60 38.1 5.9 56.5 16.9 -45.9 -10.5 50.0

Table 4. CIE Chromaticity Analysis According to L-a-b Value of Natural Dye from Mugwort

3.3. 쑥으로부터 녹색소의 추출

Table 4은 25 ℃에서 쑥으로부터 추출된 녹색색소인 chlorophyll의 

용매 pH와 추출시간에 따른 색차를 나타낸 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녹

색색소의 경우 목표색으로 크롬 그린(L = 55, a = -40, b = 46)을 선정

하여 추출된 천연색소의 색도와 비교하였으나 전반적으로 chlorophyll

의 색상과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추출시간 20 min을 기준으로 산성영

역에서는 pH 4 (L = 92.2, a = -2.3, b = 17.5)와 pH 6 (L = 91.3, a 

= -2.1, b = 19.4)로 목표색에 비해 색의 명도를 나타내는 L의 수치가 

크고, red-green의 색상을 나타내는 a 값이 (+)방향으로 크게 나타나

고, yellow-blue의 색상을 나타내는 b 값이 (-)방향으로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산성영역에서는 쑥으로부터 추출된 천연색소가 적색과 노란

색이 강하게 나타나 색도차를 나타내는 △E*가 각각 60.2와 58.9로 목

표색과는 크게 차이를 나타내었다. 중성영역인 pH 7에서는 L = 61.3, 

a = -4.4, b = 11.8로 명도를 나타내는 L의 수치는 감소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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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값은 산성영역에 비해 목표색에 근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pH가 염기성 영역으로 증가함에 따라 추출된 색소는 추출시간 20 

min을 기준으로 pH가 증가함에 따라 9 (L = 57.6, a = -5.3, b = 35.4), 

10 (L = 44.5, a = -1.3, b = 56.6), 12 (L = 51.0, a = 2.6, b = 62.0)로 

명도를 나타내는 L과 red-green의 색상을 나타내는 a 값에 비해 yel-

low-blue의 색상을 나타내는 b 값이 목표색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파

란색 색상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산성영역이나 중성

영역에 비해 추출된 색소의 색상이 초록색 쪽으로 이동하여 pH 9의 

조건에서 색도차를 나타내는 △E*가 36.2로 가장 작았으나 목표색과

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목, 치자, 쑥으로부터 천연염료를 추출하기 위해 

추출용매의 pH와 추출시간을 변수로 실험을 수행한 후 추출된 천연

염료의 적색, 황색, 녹색계열의 목표색(target color)을 설정하고 추출

된 천연염료의 명도와 색의 좌표(L, a, b)의 정량적 수치로부터 색도분

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소목의 적색소인 brazilin은 공기 중에 산화하여 brazilein으로 변

화하는데 brazilein의 경우 산성이나 중성용매에서 추출될 경우 엷은 

황홍색을 나타내지만 용매의 염기성이 증가하면 적색으로 발색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적색 목표색인 카드뮴 레드(L = 43, a = 66, b = 

53)와 비교할 경우 pH 12인 용매를 이용하여 20 min 동안 추출시킬 

때 L = 29.4, a = 77.7, b = 50.0로 색차 △E*가 18.2로 가장 목표색과 

유사한 색을 얻을 수 있었다.

2. 치자 내 황색소인 crocin의 경우 목표색인 카드뮴 옐로에 비해 명

도를 나타내는 L은 유사하나 red-green의 색상을 나타내는 a 값이 (-)

로 yellow-blue의 색상을 나타내는 b 값이 (+)방향으로 높게 나타나 초

록색과 노란색이 진하게 나타났다. 특히 pH 9에서 추출된 crocin의 색

상이 색차를 나타내는 △E*가 18.4로 가장 목표색과 가장 유사하였다.

3. 쑥으로부터 추출된 녹색색소인 chlorophyll의 경우 목표색인 크

롬 그린(L = 55, a = -40, b = 46)에 비해 명도를 나타내는 L은 유사하

게 나타났으나 red-green의 색상을 나타내는 a 값은 (+)방향으로 크게 

나타나고, yellow-blue의 색상을 나타내는 b 값은 (-)방향으로 작게 나

타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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