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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research, the dyeing properties of Lycopus lucidus Turcz on cotton and silk fabrics were evalu-

ated to establish a scientific database of natural dyes. The optimum dyeing conditions were identified with

K/S values depending on the dyeing concentration, temperature, time, and pH. For the optimum con-

ditions, the color changes for different synthetic mordants were observed as L, a*, b* and H, V, C. The

color fastness after dyeing and mordanting was also examined. Additionally, the antibiosis of Lycopus

lucidus Turcz was examin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or the cotton, the optimized dyeing conditions

were 300% (o.w.f.), 50
o
C, 40 min., and pH 5. For the silk fabric, the conditions were 450% (o.w.f.), 70

o
C,

60 min., and pH 4. The K/S value of dyed cotton improved about 1.03-2.78 folds after mordanting. The

fabric color was yellow in the absence of mordanting, while it was reddish yellow after post-mordanting

with FFC. Although the color changed with the mordanting method and mordant, the overall hue was

yellow. Thus, Lycopus lucidus Turcz appears to have the potential for use as a natural dyeing material for

a yellow hue. The K/S value of the dyed silk fabric improved about 1.05-1.40 folds after mordanting. The

fabric showed a reddish yellow color when pre-mordanted with Al and Cu. The washing and dry-cleaning

fastness of the cotton and silk fabrics were at the 4-5 level. The light fastness of the cotton improved after

mordanting; however, pre-mordanting was more effective than post-mordanting or the absence of mor-

danting. The dyed cotton, silk fabrics showed excellent antibiosis.

Key words: Lycopus lucidus Turcz, Dyeability, Antimicrobial activity, Mordant, Color fastness; 택란, 염

색성, 항균성, 매염, 염색견뢰도

I. 서 론

천연염색은 자연스럽고 깊은 색감을 표현할 수 있으

며 매염제에 따라서 다양한 색으로 염색이 가능하고 소

취성, 항균성 등 화학염재에서 기대하기 힘든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인체친화적인 장점이 있다.

최근 천연자원을 염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천연염재 중 주변에서 흔히 구

할 수 있는 염재 발굴(Lee & Ko, 2010; Park, 2010), 식

품 가공 후 버려지는 재료의 재활용(Bai, 2007; Lee,

2006; Na, 2007; Park et al., 2005; Song & Baik, 2002)

및 예로부터 민간이나 한의학에서 약재로 이용되어 온

색소와 약리작용을 얻을 수 있는 염재의 발굴(Choi &

Shin, 2000; Han & Lee, 2009a; Kim & Song, 2002;

Kim, 2009; Lee & Jang, 2010; Park et al., 2008)을 토대

로 다기능성을 가진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고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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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의류소재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염재로 사용한 바 없는 택란을 이용

하여 천연염재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택란(Lycopus lucidus Turcz)은 꿀풀과(Labiatae)에 속

하는 다년초인 한약재로서 전국의 야산이나 습지에서

자라나므로 구하기 쉽고 항균성, 소취성, 항산화성 등

의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활혈(活血), 거어(祛瘀), 이뇨(利尿)의 효능이 있으며, 부

인병, 복통, 부종, 타박상, 옹종(擁腫)의 치료에 사용한

다(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1988; Park, 2004).

택란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로는 생약학 분야에서 항

산화 효과에 대한 연구(Ha, 1999)와, 항알레르기 효과

에 대한 연구(Kim et al., 2002), 택란의 정유 성분에 관

한 연구(Shin et al., 1992) 등이 있으나, 염재로서의 가

능성에 대한 연구보고는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택란이 염재로서의 가능성

을 검토하기 위해 염색성 및 기능성을 평가하여 천연

염색의 실용화를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면직물과 견직물에 택란 염색 시 첫

째, 염색조건(농도, 온도, 시간, pH)의 변화에 따른 K/S

값을 측정하여 최적 염색조건을 설정하였다. 둘째, 매

염제의 종류 Al, Cu 및 활성 산소에 의한 산화작용에

억제기능을 갖는다고 알려진(Lee & Song, 2004) 염화

제일철과 염화제이철의 화합물(이하 FFC)을 선·후매

염 방법에 따라 매염효과 및 L, a*, b* 값과 H, V, C 값

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셋째, 염색 및 매염 후

세탁견뢰도,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땀견뢰도, 일광견뢰

도를 측정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넷째, 택란의 항균성

및 염색물의 항균성을 검토하였다.

II. 연구방법

1. 시료 및 시약

1) 시료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시판 면직물은 머서화 처리를 하고 정련 견직물은 수

세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2) 염재

염재는 건조 택란(국내산)을 시중 약재상에서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3) 시약

면의 머서화 가공은 Sodium Hydroxide(NaOH, Duk-

san Pure Chemicals Co., Ltd.), Acetic Acid glacial(CH3

COOH, Duksan Pure Chemicals Co., Ltd.)을 사용하였다.

매염제는 Aluminium Potassium Sulfate 12-water(AlK

(SO4)2·12H2O, Duksan Pure Chemicals Co., Ltd. 이하 Al),

Copper(II) Sulfate Pentahydrate(CuSO4·5H2O, Duksan

Pure Chemicals Co., Ltd. 이하 Cu), Iron(II) Chloride Tetra-

hydrate(FeCl2·4H2O,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과 Iron(III) chloride hexahydrate(FeCl3·6H2O, Samchun

Pure Chemical Co., LTD.)을 동일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

하였다.

pH 조절용으로는 Acetic Acid glacial(CH3COOH,

Duksan Pure Chemical Co., Ltd.)과 Potassium Carbon-

ate(K2 CO3, Duksan Pure Chemicals Co., Ltd.)을 사용

하였다.

세탁견뢰도에 사용된 세제는 KS M 2704에 준한 가

루세탁비누와 울샴푸(애경)를 사용하였으며, 드라이클

리닝견뢰도 용제는 Perchloroethlylene(C2Cl4, Duksan

Pure Chemicals Co., Ltd.)을 사용하였다. 땀견뢰도 측정

용으로는 L-Histidine monohydrochloride monohydrate

(C6H9N3O2·HCl·H2O, Junsei chemical Co.), Sodium

Chloride(NaCl, Duksan Pure Chemicals Co., Ltd.), So-

dium Phosphate monobasic dihydrate(NaH2PO4·2H2O,

Duksan Pure Chemicals Co., Ltd.), Sodium Phosphate

dibasic 12-water(Na2HPO4·12H2O, Duksan Pure Chem-

icals Co., Ltd.), Sodium Hydroxide(NaOH, Duksan Pure

Chemicals Co., Ltd.)를 사용하였다.

항균성 시험은 Nutrient Agar(DIFCO Lab.), Nutrient

Broth Agar(DIFCO Lab.), Brain Heart Infusion Agar

(DIFCO Lab.), Tryptone Glucose Extract Agar(DIFCO

Table 1. Characteristics of fabrics

Fibers (%) Weave Fabric count (warp×weft/inch) Weight (g/m
2
) Thickness (mm)

Cotton 100 plain 140×70 116 0.22

Silk 100 plain 154×104 63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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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Sodium Chloride(NaCl, Duksan Pure Chemicals

Co., Ltd.), Sodium Phosphate Monobasic(NaH2PO4·

2H2O, Duksan Pure Chemicals Co., Ltd.), Sodium Phos-

phate Dibasic 12-water(Na2HPO4·12H2, Duksan Pure

Chemicals Co., Ltd.)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모든 시약은 1등급을 사용하였다.

2. 실험방법

1) 면의 머서화 가공

면직물은 전처리 공정으로, 머서화 처리를 하였다. 머

서화는 상온에서 액비 1:50, 18% NaOH 용액에서 120초

간 침지 후 아세트산 수용액으로 중화 처리하였고, 온수

세, 냉수세 후 건조하였다.

2) 색소 추출 및 농축

택란의 색소 추출 및 농축은 택란 600g 당 증류수

14L를 90
o
C에서 30분간 3회 추출한 염액을 회전증발

농축기(Evaporator, Yamato, Japan)를 사용하여 1/100로

농축하였다.

3) FT-IR에 의한 색소 분석

색소 분석은 추출한 염액을 FT-IR 분광광도계(Spec-

trum One FT-IR Spectrometer, Perkin-Elmer,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염색 및 매염

염색은 IR염색기(Infrared Dyeing Machine, DL-6000,

Dealim Starlet Co., Korea)를 사용하여 <Fig. 1>의 조건

으로 염색하였다. 염색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온도(40,

50, 60, 70, 80, 90
o
C), 염액의 농도(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o.w.f.)), 염색시간(20, 30,

40, 50, 60, 70분), pH(pH 3, 4, 5, 6, 7)를 변화시켜 염색

하였다. 이 때 면직물은 액비 1:60, 견은 액비 1:100으

로 하였다.

매염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합성매염은 액비 1:30,

온도 40
o
C, 시간 20분, 농도 2%(o.w.f.)에 따라 선매염과

후매염 처리하였다. 염색은 최적 조건으로 처리하였다.

4. K/S 값 측정

K/S 값 측정은 염액의 농도, 온도, 시간 및 pH에 따른

염착성 및 매염제에 의한 염착성을 측정하기 위해 색차

계(Computer Color Matching System, JX777, Japan, 이

하 CCM)를 사용하였다. 각 시료의 표면반사율을 Y fil-

ter로 측정한 후, Kubelka-Munk식으로 염색된 각 시료

의 표면염착농도(K/S)를 산출하였다.

K: absorption coefficient

S : scattering coefficient

R: reflectance coefficient

5. 표면색 측정

표면색은 CCM을 사용하여, L*, a*, b* 
값은 CIE Lab

색차에 의하여 색상(H), 명도(V), 채도(C)는 Munsell의

표색계 변환법으로 색의 삼속성을 측정하였다.

6. 염색견뢰도 측정

세탁견뢰도는 Launder-O-Meter(Koa Shokai Ltd.,

Kyoto, Japan)를 사용하여 KS K ISO 105-C01, 드라이

클리닝견뢰도는 드라이클리닝시험기(Sungshin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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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뢰도는 Perspiration Tester(AATCC Atlas Electric De-

K S⁄
1 R–(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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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Dyeing condition by IR-Dye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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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e)를 사용하여 KS K ISO 105-E04, 일광견뢰도는

Xenon-Arc-Lamp, Blue Scale을 사용하여 KS K ISO

105 B02:2010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7. 항균성 측정

항균성은 공시균으로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ATCC6538)을 사용하였다. 염액의 항균성은 한

천확산법으로, 염색된 면직물과 견직물의 항균성은 균

수측정법으로 측정하였다. 한천확산법은 agar plate에

paper를 놓은 상태로 Incubator에서 38
o
C, 24시간 배양

한 후, 균의 저지대를 확인하였다.

균수측정법은 Brain Heart Infusion Agar에 균을 38
o
C

에서 24시간 Incubator에서 배양한 후 분광광도계를 사

용하여 475nm에서 52%T로 희석하였다. 시료 0.2mg에

희석한 균 0.2ml를 접종하여 38
o
C Incubator에서 18시

간 배양하였다. 이를 saline buffer에 희석하여 1ml를

Tryptone Glucose Extract Agar에 접종 후, 18~24시간

동안 38
o
C Incubator에서 배양하여 균수를 측정하였으

며 다음 식에 의해 균감소율을 구하였다.

antimicrobiality loss(%) = 

A: number of colonies of untreated sample

B: number of colonies of treated sample

III. 결과 및 고찰

1. 색소 분석

<Fig. 2>는 택란 추출액의 FT-I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640cm
-1
에서의

absorption band로 aromatic conjugated C=C의 존재를 확

인하였으며 3335cm
-1
에서의 broad한 absorption band는

색소 구조에 존재하는 O-H의 stretching에 의한 phenol

성 hydroxyl기의 absorption band를 보여주고 있다. aro-

matic C-H의 존재를 나타내는 3100cm
-1

 부근의 absorp-

tion band는 O-H absorption band에 묻히는 경우가 많다

(Pavia et al., 1996/1998). 1256cm
-1
에서의 absorption band

로는 aromatic C-O-H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택

란 추출액은 flavonol 계통의 화합물로써 색소 성분에

는 Quercetin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Cho, 1992; Choi, 2003; Malik & Yuldashev, 2002;

Pouchert, 1989; Sim, 1992).

2. 염액농도가 염색에 미치는 영향 

<Fig. 3>은 염액의 농도에 따른 염색성 결과로 택란

에 의한 면직물의 염색 시 액비 1:60, 온도 80
o
C, 시간

50분, 견직물의 염색 시 액비 1:100, 온도 50
o
C, 시간

40분에서 염액농도(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o.w.f.)) 변화에 따른 K/S 값 결과

이다. 면직물의 K/S 값은 염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증가하여 300%(o.w.f.)에서 최대의 값을 보였고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견직물의 K/S 값은 염액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

하다가 450%(o.w.f.) 이상의 농도에서는 증가 정도가

둔화되어 95% 신뢰구간의 오차범위 내로 미미하게 증

가하였다. 

견직물과 비교할 때 면직물은 낮은 농도에서 최적의

염착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택란 색소 추출 시 다른 성

분들까지 추출되어 나온 염액 내의 유기산 등과 같은

A B–

A
------------ 100×

Fig. 2. FT-IR spectrum of Lucopus lucidus Tur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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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과 음이온으로 하전된 면섬유와의 전기적 반발

을 일으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Shin & Choi, 2002).

따라서 택란으로 면직물과 견직물 염색 시 최적 농

도는 면직물의 경우 300%(o.w.f.), 견직물의 경우 450%

(o.w.f.)로 설정하였다.

3. 염색온도가 염색에 미치는 영향

<Fig. 4>는 염색온도에 따른 염색성 결과로 택란에 의

한 면직물의 염색 시 액비 1:60, 농도 300%(o.w.f.), 시간

50분, 견직물의 염색 시 액비 1:100, 농도 450%(o.w.f.),

시간 40분으로 염색 시 염색온도(40, 50, 60, 70, 80,

90
o
C) 변화에 따른 K/S 값 결과이다. 면직물의 K/S 값

은 50
o
C에서 최대이며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K/S

값이 낮아진다. 견직물의 K/S 값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

라 K/S 값이 높아지다가 70
o
C에서 최대값을 나타냈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견직물이 면직물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최적의 염색성을 보이는 것은 견직물의 미세구조가 온

도가 높아짐에 따라 염료가 침투하기 용이한 상태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Choi & Shin, 2002).

70
o
C 이후의 온도에서 다시 K/S 값이 낮아지는 것은 염

료와 섬유 간에 흡착 평형이 도달한 이후의 고온에서는

섬유 간격이 팽윤되고, 섬유와 결합되었던 염료 분자들

의 분자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섬유 표면으로부터

탈리되었기 때문이라는 보고(Bai, 2007)와 일치한다.

따라서 택란 염색 시, 최적 온도는 면직물의 경우

50
o
C, 견직물의 경우 70

o
C로 설정하였다.

4. 염색시간이 염색에 미치는 영향 

<Fig. 5>는 염색시간에 따른 염색성 결과로 택란으

로 면직물과 견직물에 염색 시, 면직물은 액비 1:60, 온

도 50
o
C, 농도 300%(o.w.f.), 견직물은 액비 1:100, 온도

70
o
C, 농도 450%(o.w.f.)에서 염색시간(20, 30, 40, 50,

60, 70분) 변화에 따른 K/S 값 결과이다. 면직물과 견

직물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염착량이 높아져 면직물

은 40분, 견직물은 60분에서 최대값을 나타내며, 그 이

후의 시간에서는 염착량이 점차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염색시간이 증가하면 섬유 팽윤 및 염료 흡착

이 증가되면서 염색성이 향상되고(Jo & Lee, 2004)

임계값 이후의 시간에서는 염색시간이 경과하면서 섬

유 표면에 흡착되었던 염료들이 섬유의 팽윤으로 인

하여 교반에 의해 탈락되었기 때문에 염색성이 감소

(Bai, 2004)한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또한 짧은 시간 내

에 대부분의 염착이 일어날 정도로 염색속도가 빠른

것은 자동 염색기에서 행한 염색조건에서의 승온시간

Fig. 4. Effect of dyeing temperature on K/S values of

cotton and silk fabrics dyed with Lycopus

lucidus Turcz (treatment conditions: cotton -

300%, 50 min., pH 5; silk - 450% (o.w.f.), 40 min.,

pH 5).

Fig. 3. Effect of dyeing concentration on K/S values

of cotton and silk fabrics dyed with Lycopus

lucidus Turcz (treatment conditions: cotton -

80
o

C, 50 min., pH 5; silk - 50
o

C, 40 min., p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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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Han & Lee, 2009b).

면직물의 경우 견직물보다 더 짧은 시간에 최적의 염

착을 나타냈다. 이는 염색에 관여하는 수소결합력과 반

데르발스 힘이 염색시간이 길어지면서 야기되는 섬유

의 팽윤에 의해 감소되면서 염료들이 탈리되었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Bai, 2007). 염색시간이 길어지면 섬유

의 손상과 색상이 어두워지고 탁해져 실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택란으로 면직물과 견직물의 염색 시

좋은 색상과 함께 적당한 염착률을 유지할 수 있는 최

적 시간은 면직물의 경우 40분이며 견직물의 경우 60분

으로 설정하였다.

5. 염욕의 pH가 염색에 미치는 영향

<Fig. 6>은 염욕의 pH에 따른 염색성 결과로 택란으

로 면직물의 염색 시 액비 1:60, 농도 300%(o.w.f.), 온

도 50
o
C, 시간 40분, 견직물의 염색 시 액비 1:100, 농

도 450%(o.w.f.), 온도 70
o
C, 시간 60분으로 염색 시 pH

(pH 3, 4, 5, 6, 7)의 변화에 따른 K/S 값 결과이다.

면직물의 경우 택란으로 염색 시 K/S 값은 염욕이

알칼리성으로 갈수록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염욕이

산성으로 변함에 따라 염착량이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그러나 염욕의 산성도가 너무 높을 경우 염

색시료인 면직물의 촉감이나 물성의 변화가 우려되므

로(Kim, 2009; Yoo et al., 1998) 염욕의 적정 pH는 5~6

정도라고 판단되는 바, 본 연구에서 추출한 택란의 염

액의 측정 pH가 5이었으므로 염욕의 pH 조절 없이 염

색을 진행하였다.

견직물은 염욕이 산성으로 갈수록 높은 K/S 값을 나

타내었으며 pH 4에서 최대값을 보였다. 염욕의 pH는

산성조건에서 높은 염착량을 보이는데 이는 알칼리 염

욕에서는 더 많은 (−) 전하가 색소와 섬유 모두에서 형

성되어 이 둘 사이의 전기적 반발력에 의해 염착량이

낮게 나타난다고 생각된다(Kim, 2009). 따라서 택란 염

색 시, 최적 pH는 면직물의 경우 pH 5, 견직물의 경우

pH 4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택란으로 염

색 시 최적 농도는 면직물의 경우 300%(o.w.f.), 견직물

의 경우 450%(o.w.f.)이며 최적 온도는 면직물의 경우

50
o
C, 견직물의 경우 70

o
C, 최적 시간은 면직물의 경우

40분, 견직물의 경우 60분, 최적 pH는 면직물은 pH 5,

견직물은 pH 4이다.

6. 매염제의 종류 및 매염방법에 따른 표면색 및

색차

<Table 2>는 택란에 의한 면직물과 견직물의 염색

시 매염제(Al, Cu, FFC)와 매염방법(선·후매염)에 따

른 표면색 및 색차결과이다. Cu, FFC 선매염 시 면직

Fig. 6. Effect of dyeing pH on K/S values of cotton and

silk fabrics dyed with Lycopus lucidus Turcz

(treatment conditions: cotton - 300%, 50
o

C,

40 min.; silk - 450% (o.w.f.), 70
o

C, 60 min.).

Fig. 5. Effect of dyeing time on K/S values of cotton

and silk fabrics dyed with Lycopus lucidus

Turcz (treatment conditions: cotton - 300%,

50
o

C, pH 5; silk - 450% (o.w.f.), 70
o

C, p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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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L* 
값은 감소되어 선매염에 의해 명도가 다소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직물은 택란으로 염색 시

Al, Cu, FFC 선매염과 Al, Cu 후매염의 경우 무매염과

같은 yellow의 H 값을 나타냈으며, FFC 후매염의 경우

reddish yellow로 색상이 변화하였다. 면직물은 택란으

로 염색 시 FFC 선매염과 FFC 후매염의 경우 C 값이

증가되어 채도가 높게 나타났고 Al 선매염 시 채도가

다소 낮아졌다. 견직물은 택란으로 염색 시 Al 선매염

의 경우 채도가 증가되었으나 Cu, FFC 선매염과 후매

염에 의한 채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면직물의 색상은 무매염과 Al,

Cu, FFC 선매염 및 Al, Cu 후매염의 경우 yellow로 나

타났으며 FFC 후매염의 경우 reddish yellow하였다. 견

직물의 색상은 무매염에서는 yellow로 나타났고, Al,

Cu 선매염은 reddish yellow하였으며 FFC 선매염과

Al, Cu, FFC 후매염 시 yellow로 나타났다.

7. 염색견뢰도

1)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견뢰도 

<Table 3>은 택란에 의한 면직물과 견직물의 염색

시 매염제(Al, Cu, FFC)와 매염방법(선·후매염)에 따

른 세탁견뢰도 측정결과이다. 면직물의 세탁견뢰도는

무매염 시 변퇴는 세탁횟수에 따라 3~4등급이나 선매

염 시 4~5등급으로 향상되었다. 면백포 오염과 견백포

오염은 매염 방법이나 세탁횟수에 관계없이 5등급으

로 나타나 우수한 세탁견뢰도를 보여주었다.

견직물의 세탁견뢰도는 무매염 시는 4~5등급으로 우

수한 편이었으며 선매염과 후매염에 의해 다소 향상되

었다.

2) 드라이클리닝견뢰도

<Table 4>는 택란에 의한 면직물과 견직물의 염색 시

매염제(Al, Cu, FFC)와 매염방법(선·후매염)에 따라 1,

10회 드라이클리닝 후 드라이클리닝견뢰도 측정 결과

이다. 면직물과 견직물에서 매염제 종류 및 방법에 따

른 드라이클리닝견뢰도는 드라이클리닝횟수에 관계없

이 5등급으로 나타나 우수한 견뢰도를 유지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3) 땀견뢰도

<Table 5>는 택란에 의한 면직물과 견직물의 염색

시 매염제 (Al, Cu, FFC)와 매염방법(선·후매염)에 따

른, 땀견뢰도 결과이다. 면직물은 무매염의 땀견뢰도

에서 변퇴는 4~5급이며 Al, Cu, FFC 선매염을 통하여

견뢰도가 다소 향상되었다. 견직물은 무매염, 선매염,

후매염의 경우 견뢰도가 유사하거나 감소하였다.

4) 일광견뢰도

<Table 6>은 택란에 의한 면직물과 견직물의 염색

Table 2. Effect of mordanting method on L, a*, b*, H, V, C values

Fiber
Mordant

method

Mordant

type
K/S L a* b* H V C

Cotton

Non-mordant 1.01 80.16 −1.66 19.87 1.34Y 7.88 2.23

Pre-mordant

Al 1.04 80.17 −1.83 19.79 1.52Y 7.88 2.21

Cu 1.12 79.77 −1.36 19.99 1.32Y 7.84 2.29

FFC 2.10 71.64 0.12 25.17 1.06Y 7.00 3.19

Post-mordant

Al 1.05 79.26 −2.37 20.57 2.20Y 7.78 2.27

Cu 1.48 74.14 −3.26 23.45 3.45Y 7.26 2.67

FFC 2.81 65.59 1.73 25.92 3.01YR 6.39 3.45

Silk

Non-mordant 4.12 59.63 2.89 21.15 0.95Y 5.79 3.32

Pre-mordant

Al 4.34 58.90 4.09 21.34 5.15YR 5.72 3.42

Cu 5.24 54.62 4.77 20.03 9.73YR 5.30 3.28

FFC 5.09 53.37 0.12 25.17 1.06Y 7.00 3.19

Post-mordant

Al 4.39 59.81 0.72 21.51 2.35Y 5.81 3.23

Cu 5.25 55.31 1.39 19.35 2.32Y 5.37 2.90

FFC 5.79 49.34 0.26 14.16 3.32Y 4.78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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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매염제와 매염방법에 따른 일광견뢰도 결과이다.

무매염 시 면직물의 일광견뢰도는 2등급, 견직물의 일

광견뢰도는 3등급으로 나타났다. 

일광견뢰도는 대부분의 매염처리 시 향상된 것으로

Table 3. Effect of mordanting method on wet cleaning fastness of cotton and silk fabric dyed with Lycopus lucidus

Turcz

Fiber
Mordant

method

Mordant

type

Wet cleaning fastness (cycle)

1 cycle 5 cycle

Fade
Stain

Fade
Stain

Cotton Silk Cotton Silk

Cotton

Non-mordant 4 5 5 3-4 5 5

Pre-mordant

Al 4 5 5 4 5 5

Cu 4-5 5 5 4 5 5

FFC 4-5 5 5 4-5 5 5

Post-mordant

Al 4 5 5 4 5 5

Cu 4-5 5 5 4-5 5 5

FFC 4-5 5 5 4 5 5

Silk

Non-mordant 4-5 4-5 4-5 4-5 4-5 4-5

Pre-mordant

Al 5 4-5 4-5 4-5 4-5 4-5

Cu 5 4-5 4-5 4-5 4-5 4

FFC 5 5 5 5 5 5

Post-mordant

Al 5 5 5 5 5 4-5

Cu 5 4-5 4-5 4-5 4 4

FFC 5 5 5 4-5 5 4-5

Table 4. Effect of mordanting method on dry cleaning fastness of cotton and silk fabric dyed with Lycopus lucidus

Turcz

Fiber
Mordant

method

Mordant

type

Dry cleaning fastness (cycle)

1 cycle 10 cycle

Fade
Stain

Fade
Stain

Cotton Silk Cotton Silk

Cotton

Non-mordant 5 5 5 4-5 5 5

Pre-mordant

Al 5 5 5 5 5 5

Cu 5 5 5 5 5 5

FFC 5 5 5 5 5 5

Post-mordant

Al 5 5 5 5 5 5

Cu 5 5 5 5 5 5

FFC 4-5 5 5 5 5 5

Silk

Non-mordant 5 5 5 5 5 5

Pre-mordant

Al 5 5 5 5 5 5

Cu 5 5 5 5 5 5

FFC 5 5 5 5 5 5

Post-mordant

Al 5 5 5 5 5 5

Cu 5 5 5 5 5 5

FFC 5 5 5 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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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선매염이 후매염보다 0.5~2급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선매염은 주로 염착

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색소가 섬유에 흡착하기 쉽도록

섬유 중에 염착자리를 미리 만들어주기 위해 행한다는

보고(Park et al., 2010)를 통해 선매염으로 섬유 중에

염착좌석이 형성되어 견뢰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

된다. 특히, FFC는 선매염뿐만 아니라 후매염으로도

Al, Cu에 비해 더 우수한 일광견뢰도를 나타내고 있는

데 이는 FFC가 활성 산소 억제능력이 우수하여 염색

물이 일광에 의해 퇴색되는 것을 방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Lee, 2005). 따라서 택란에 의한 천연염색 시

FFC 매염으로 일광견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8. 항균성

염액의 항균성은 한천확산법에서 5.5mm 이상의 균

저지대를 형성하여, 택란 자체의 항균성이 우수함을

Table 6. Effect of mordanting method on lighting fast-

ness of cotton and silk fabric dyed with Lyco-

pus lucidus Turcz

Mordant method Mordant type
Fiber Type

Cotton Silk

Non-mordant 2 3

Pre-mordant

Al 3-4 4

Cu 3-4 4

FFC 4 4

Post-mordant

Al 3 3

Cu 3-4 3-4

FFC 3-4 4
Fig. 7. Antimicrobial activity of Lycopus lucidus Tur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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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mordanting method on perspiration fastness of cotton and silk fabric dyed with Lycopus lucidus

Turcz

Fiber Mordant method
Mordant

type

Perspiration fastness

Acid Alkaline

Fade
Stain

Fade
Stain

Cotton Silk Cotton Silk

Cotton

Non-mordant 4-5 4 4 4-5 4 4

Pre-mordant

Al 4-5 5 4 4-5 4 4

Cu 4-5 5 4 4-5 4 4

FFC 5 5 4 5 5 3

Post-mordant

Al 4-5 5 5 5 5 5

Cu 2 4 4 4 4 4

FFC 4-5 5 5 4-5 4-5 5

Silk

Non-mordant 5 5 4 4-5 4 3

Pre-mordant

Al 4-5 3 3 4-5 3 3

Cu 4-5 4 4 4-5 3 3

FFC 5 5 4 5 3 3

Post-mordant

Al 2 5 4 5 4 4

Cu 2 4 4 4 3 3

FFC 5 5 5 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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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Fig. 7). 염색포의 항균성은 매염제의 종류

및 매염방법에 관계없이 균수측정법에서 99.9%의 높

은 항균성을 보였으며 세탁 후 항균성도 우수하여 택

란을 이용한 염색 시 다기능성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Table 7).

I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택란으로 면직물과 견직물에 염색

시 염색조건에 따른 염색성 및 매염제와 매염방법에

의한 색상과 매염효과를 분석하여 염재로서의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능성을 검토함으로서 환경친화

적인 염재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은 첫째, 면직물과 견직물에 택란으로 염색

시 염색조건의 변화에 따른 K/S 값을 측정하여 최적

염색조건을 설정하였다. 둘째, 최적 조건에서 택란 염

색 시 매염제(Al, Cu, FFC)의 종류 및 매염방법(선후매

염)에 따른 L, a*, b* 값 및 H, V, C 값을 측정하여 색상

변화에 합성매염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셋째,

염색 및 매염에 대한 염색견뢰도를 측정하고 비교, 검

토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택

란에 의한 적정 염색조건은 면직물의 경우 농도 300%

(o.w.f.), 온도 50
o
C, 시간 40분, pH 5이며, 견직물의 경

우 농도 450%(o.w.f.), 온도 70
o
C, 시간 60분, pH 4이다.

택란에 의한 면직물의 K/S 값은 무매염 시 1.01로

나타났으며 매염에 의해 1.04~2.81로 염색성이 향상되

었다. 면직물의 색상은 무매염 시 yellow로 나타났고,

FFC 후매염은 reddish yellow하였으며, 그 외의 매염종

류와 매염방법에서는 yellow로 나타났다. 견직물의 K/

S 값은 무매염은 4.12이고 매염에 의해 4.34~5.79로 염

색성이 향상되었다. 색상은 무매염 시 yellow로 나타났

으며 Al과 Cu 선매염은 reddish yellow하였고, 그 외의

매염종류와 매염방법에서 yellow로 나타났다. 따라서

택란은 yellow 계열의 천연염재로서 택란의 실용화 가

능성을 확인하였다.

세탁견뢰도와 드라이클리닝견뢰도는 면직물과 견직

물 모두 4~5급으로 우수하였다. 일광견뢰도는 무매염

시 면직물은 2급, 견직물은 3급이었으며 Al, Cu, FFC

로 매염 시 무매염보다 0.5~2급 우수하였다. 특히 FFC

매염으로 일광견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항균성은 염재 자체의 항균성 및 염색 후 항균성이

우수하므로 택란을 이용한 염색 시 다기능성 소재 개

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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