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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yerba mate that grows in the subtropical forests of South America is an evergreen tree within the

Aquifoliaceae family. The yerba mate (Ilex paraguariensis) tea is habitually used as a drink in Argentina,

Paraguay, Uruguay, and Southern Brazil. A wild mate tree needs about 25 years to fully grow to 15 a

height of meters; however, they only grow to a height of 3-5 meters when cultivated. The leaves are 7-11

cm long and 3-5cm wide with a serrated margin. Yerba mate tea-based beverages are made from the

leaves and stems of the mate tree. It is known that they contain a rich content of antioxidants and poly-

phenol, vitamins, amino acids, minerals and colorants. Dyeing properties of a mate plant in the silk, wool,

linen and cotton fabrics were investigated. Constituents of colorant of mate tea are chlorophyll and caroti-

noid; in addition, it has more minerals such as (Fe, Ca, Mn, Mg, Na, K, Zn, and Cu) than green tea. Mate

tea colorants showed good affinity to silk and wool fabrics. It was found that the optimum condition for

dyeing was 30 minutes for dyeing time, 7 for pH of dyebath, and at a dyeing temperature of 80
o

C. The

maximum absorbance wavelength (λmax) of silk and wool fabrics dyed with mate tea were at 420-440nm;

however, that of linen and cotton fabrics were at 400nm. K/S values of fabrics dyed under optimum

conditions were 1.979 for silk fabrics, 1.541 for wool fabrics, 0.551 for linens and 0.465 for cotton fabrics.

Munsell hue values of dyed fabrics measured 3.1Y-6.4GY for silk, 1.4Y-8.3Y for wool, 5.5Y-3.7GY for

linen, and 5.3Y-1.3GY for cotton. All dyed fabrics showed hues in-between greenish yellow and green-

yellow. Colorfastness to rubbing, perspiration and dry-cleaning of dyed fabrics with mate tea were very

good; however, the grades of colorfastness to washing of dyed linen and cotton fabrics were poor, and

colorfastness to light were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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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인류의 가장 큰 관심사는 환경오염과 자원의

고갈이며, 이에 따른 친환경 소재의 발굴과 기술 개발

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합성염료가 우리의 의생

활을 풍성하고 화려하게 해주고 있으나 환경오염과 자

원의 고갈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기에 환경친화적인 천

연염료의 역할과 천염염색의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구나 요즈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웰빙, 로하

스 등의 생활패턴 트랜드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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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추구하는 소비자층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친환경 천연염색은 규격화나 기계화

의 기술이 아직 미흡하나 소비자들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직물 염색에 있어 천연염료의 사용은

번거로운 염액 추출과정, 색의 재현성 부족, 낮은 염착

력 등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색 시 환경친화

적이며 색상이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품위를 연출하므

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특

별한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쪽, 홍화나 자초, 치

자, 울금, 소목 등 전통 천연염색에 대한 연구 뿐 아니

라 버려지는 천연자원의 재활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

아지고 있다. 밤의 외피에서 추출한 염료를 이용한 천

연 염색(Yoo et al., 1998), 호도 외피를 이용한 천연염

색(Song & Baik, 2002), 포도과피의 안토시안 색소를

이용한 직물 염색(Ko et al., 2000), 녹차 색소의 특성과

염색성 및 기능성(Kim, 2006; Shin & Choi, 1999; Son

et al., 2006) 등의 연구들은 버려지는 천연의 재료를 재

활용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염색방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미는 물론, 유럽과 북미 등 전 세계

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효능과 활용에 대해 학문적 연

구가 활발한 마테차잎을 이용해서 천연섬유에 대한 염

색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초반에 소개된 마테차가 기능성 차로 인식되면서 소비

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처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음료 뿐 아니라 무좀

치료, 여드름 등 피부 치료, 화장품의 원료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차잎을 이용한 직물 염색과 관련한 연

구로서, 녹차를 이용한 견직물의 염색성(Shin & Choi,

1999), 녹차 추출물로 염색한 견직물의 천연매염효과

(Choi et al., 1999), 녹차를 이용해서 염색한 직물들의

자외선 차단 효과(Kim, 2006), 녹차 추출물로 염색한

견직물의 카테킨 함량과 색상변화(Son et al., 2006) 등

에 대해 연구되었고 또한, 홍차 색소를 이용한 면직물

에 대한 염색성(Seo & Shin, 2000), 로즈마리 추출물을

이용한 면직물에 대한 염색성(Shin & Oh, 2002), 카모

마일 추출물을 이용한 직물에 대한 염색성과 항균성

(Park, 2005)에 대한 연구 등 다수 보고되었으나 마테

차를 이용해서 섬유를 염색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테차에는 25가지의 비타민과 15가지의 아미노산

이 함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녹차보다 많은 폴리페놀

이 함유되어 있으며(Heck & Mejia, 2007) Fe, Ca, Mn,

Mg, Na, K, Zn, Cu 등의 무기질이 녹차류의 2~3배가

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Jo, 2010).

Bracesco et al.(2003)은 녹차가 함유하고 있는 폴리페

놀의 양은 1.8±0.8 mmole/l인데 비해 마테차에는 6.5±

0.5mmole/l를 함유하고 있으며, 또한 마테에는 ‘마테인’

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

다(Coelho et al., 2010).

마테의 정식 명칭은 예르바 마테이고 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의 국경 인근에서 재배되고 있는

식물이다. 감탕나무과(Aquifoliaceae)의 다년생 서양호

랑가시나무이며 학명은 Ilex paraguariensis이다. 마테

의 잎은 이미 수천년 전부터 남미 사람들의 국민음료

로 애용되고 있으며, 차나무과(Thea sinensis L.)인 녹

차와 비슷한 향을 갖는 차(tea)의 원료이다(Wikipedia,

2011a, 2011b).

마테차잎은 다른 차잎에 존재하는 색소와 마찬가지

로 클로로필과 카로티노이드를 지니고 있으며 철분,

칼륨, 마그네슘 등의 무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섬

유의 염료로서 활용 가치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클로

로필은 잎으로 빛을 모아들일 뿐 아니라, 강한 빛으로

부터 세포의 파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우리의

인체에 유익한 물질이다(Kim et al., 2004). 클로로필이

모으는 빛의 파장은 붉은 계열과 푸른 계열이고, 미흡

광 파장인 녹색 계열의 빛이 반사되어 잎은 녹색으로

보인다. 카로티노이드 색소에는 α, β, γ-카로틴, 크산토

필 등 70여종이 있으며 황색~적색의 다양한 색을 표현

하는 색소이다(Lee, 1990).

천연염료 중 갈색과 황색은 그 종류가 매우 많으며

홍색, 청색, 자색 등은 갈색이나 황색 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렵지 않게 염재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녹

색은 복잡한 혼합염색을 하지 않는 한 발현하기 어렵

고 염착력도 높지 않다(Yoo, 2007). 천연염색의 색상

다양화를 위해서는 녹색 영역으로 염색할 수 있는 염

재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데, 마테차잎으로 녹색 영

역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었다. 물론 대부분의 천연염

료와 친화력이 있는 단백질 섬유에 대해서는 선명한

녹색으로 염색할 수 있었으며, 섬유소 섬유에는 염착

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연한 녹색의 면직물이나 린

넨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마테차

잎을 이용하여 셀룰로오스 섬유와 단백질 섬유에 대한

염색 특성과 염색견뢰도를 검토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염색재료로서의 학문적, 실용적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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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 험

1. 시료 및 시약

실험에 사용된 마테차잎은 남미의 브라질에서 재배

된 것(Alma Verde Brazils Erva Mate:Made and packed

by Uenishi & CIA Ltd.)으로 국내의 마테차 수입업체

인 아마조나스(주)로부터 제공되었으며 가루형의 잎

70%와 줄기가 30%로 혼합된 제품이다.

염색에 사용한 견직물, 양모직물, 리넨과 면직물은 (주)

솜베에서 제공한 염색용 정련 표준포를 사용하였으며 직

물 시료의 규격을 <Table 1>에 나타냈다.

2. 염액의 추출과 염색

견직물과 면직물을 이용하여 예비실험을 통해 명반

전처리가 색상변화 없이 염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시료들을 40
o

C의 1% o.w.f.

명반(청솔제약, 한국) 수용액에 30분간 담근 후 물로

수세하고 탈수, 건조하여 전처리하여 염색하였다.

증류수 5l에 마테차잎 100g을 넣고 80
o

C에서 60분간

처리하여 마테차 염액을 추출하였으며 전처리하여 준

비한 시료들을 염액의 pH와 염색시간을 변화시켜 염색

성을 비교하였다. 염색온도는 예비실험을 통해 저온에

비해 고온에서 변색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염착에 유리

하고 염색시간 동안 증발을 줄일 수 있도록 80
o

C로 선

정하였다. 액비는 1:80으로 하였으며 증류수(pH 6.7±

0.2)를 이용하여 중성으로 염색하였고(이하 pH 7 염색

이라 함), 염액의 pH를 초산과 수산화나트륨을 이용하

여 4±0.2, 10±0.2로 조절하여 염색을 실시하였다. 각각

의 염액에서 80
o

C를 유지하면서 15분, 30분, 60분간 염

액을 잘 교반시키며 직물들을 염색하고 수세 후 그늘

에서 자연 건조하였다.

3. 염색물의 표면색 측정

색차계(Spectrocolorimeter: Techno Color JS 555, Japan)

를 이용하여 CIE L, a, b, ∆E와 K/S값을 측정하여 염착성

을 평가하였으며 H(색상), V(명도), C(채도)의 Munsell

Color Values를 측정, 검토하였다. 시료의 ∆E값은 염색

전 시료와 염색된 시료의 색차를 나타냈다. <Table 2>는

각각의 시료의 염색하기 전 시료의 CIE L, a, b 값을 나

타낸 것이다.

4. 염색견뢰도 측정

염색견뢰도 측정은 염색이 가장 진하게 된 조건인

80
o

C에서 pH 4와 7의 염액에서 30분간 염색한 시료들

에 대해 KS K 0650에 준하여 Crockmeter(Hanwon Co.,

HS-049, Korea)로 마찰견뢰도를 측정하였으며, KS K

ISO 105-E04에 준하여 Perspirometer(Sungshin Co., SS-

220, Korea)를 이용하여 땀견뢰도를 측정하였다. launder

Ometer(Hanwon Co., HT-700, Korea)를 이용하여, KS

K 0430(A-1법)에 준하여 세탁견뢰도를 측정하였으며

KS K ISO 105-D01에 준하여 perchloroethylene(Duksan

Pure Chemical Co., Ltd) 용제를 사용하여 드라이크리

닝견뢰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KS K ISO 105-제B01부

에 준하여 Carbon arc Fade Omter(Hanwon Co., HS-

213, Korea)를 이용하여 일광견뢰도를 각각 평가하였

다. 염색 후 시료들을 자연 상태의 그늘에서 건조하였

으며 완전히 건조시킨 시료들을 표준 상태에서 48시간

방치한 후 염색견뢰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마찰견뢰도,

땀견뢰도, 세탁견뢰도, 드라이크리닝견뢰도는 면첨부

백포를 이용하였으며 염색된 견직물과 양모직물 시료

의 땀견뢰도에 대에서는 면첨부백포와 견첨부백포 및

양모첨부백포에 대한 오염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염색조건에 따른 염색성 

<Table 3>은 명반 전처리에 따른 염색성의 변화를

Table 1. Characteristics of fabrics for dyeing

Fabrics

Fabric count

(Warp×weft/

inch×inch)

Thickness

(mm)

Weight

(g/100cm
2
)

Silk 136×104 0.13 0.52

Wool 74×72 0.28 1.13

Linen 72×58 0.28 1.42

Cotton 72×78 0.25 1.06

Table 2. Color values of fabrics before dyeing

L* a* b*

Silk 97.281 −0.281 1.836

Wool 94.788 −1.521 8.569

Linen 97.455 2.178 −5.310

Cotton 97.240 −0.29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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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해, 견직물과 모직물에 대해 명반 전처리를 실

시하지 않은 시료와 명반 전처리 시료를 각각 마테차

염액으로 80
o

C에서 30분간 염색한 후 색을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마테차 염액의 직물에 대한 염착력

을 향상시키기 위해 명반 수용액으로 매염처리를 하였

으며(Jung & Lee, 2011; Lee et al., 2002) 처리 후 시험

편의 K/S값이 0.5~0.8 정도 증가되어 염색성이 향상되

었으며 견직물이 모직물보다 염색성 향상효과가 더 크

게 나타났다. 염색한 직물의 먼셀색상은 명반 처리와

관계없이 견직물은 GY영역, 모직물은 Y영역에서 나

타났으며 채도는 높게 나타났다.

<Fig. 1>은 pH 7의 마테차 염액에서 염색한 직물들

의 염착성을 K/S값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K/S값은 가

시광선 범위인 400nm에서 700nm까지 측정하였다.

pH 7의 염액에서 30분간 염색한 직물들의 K/S값은

440nm에서 최대값을 나타냈으며 최대흡광파장인 440nm

에서의 K/S값을 살펴보면 견직물이 1.979로 가장 우수

하게 나타났다. 섬유소계 직물인 면직물과 리넨의 K/S

값은 각각 0.615와 0.465로 나타나 단백질계 섬유에 비

해 염색성이 매우 낮았다. pH 4 염액에서 염색한 직물

의 최대흡광파장이 견직물, 양모직물, 면직물은 420~

440nm에서 나타났으며 리넨은 400nm에서 측정되었다.

pH 4 염액에서 염색한 견직물은 최대흡광파장에서의

K/S값이 pH 7일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으며 모직

물의 경우는 K/S값이 1.857로 나타나 pH 7 염액에서 염

색했을 때보다 약 20% 향상되었다. 린넨, 면직물은 최

대흡광파장에서의 K/S값이 각각 0.386, 0.340으로 pH 7

일 때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Table 4>는 견직물, 양모직물, 리넨과 면직물을 pH

4, 7, 10로 조절한 마테차 염액에서 15분, 30분, 60분간

80
o

C에서 염색한 결과를 CIE L, a, b, E 값과 Munsell

색상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4>에 의하면 견직물을 pH 7에서 30분간 염색

한 직물과 미염색 견직물과의 색차는 42.244로 높게 나

타나 가장 우수한 염색성을 보여주었으며 염색시간을

60분간으로 늘렸을 경우에도 44.356으로 나타나 30분

간 염색했을 때에 비해 약 5% 밖에 증가되지 않았다.

염색은 대체로 염색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염색

시간 15분에 약 70% 이상의 염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염색시간 30분까지는 염착량이 증가되

었으나 60분 염색한 경우는 염착력 증가가 둔화되거나

오히려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견

직물이 마테차에 의한 염색성이 가장 우수했다. 양모직

물은 pH 4에서 60분간 염색한 염색물의 ∆E가 35.037,

pH 7에서는 30.598로 염색되어 견직물보다는 낮았으나

양호한 염색물을 얻을 수 있었다. pH 10의 마테차 염

액에서의 염색은 모든 직물에 대해 염색성이 매우 낮

았다.

Shin and Choi(1999)는 녹차 색소를 이용하여 직물 염

색을 했을 때 단백질계 섬유는 섬유와 녹차 색소 간에

이온결합과 수소결합이 관여하여 염착력이 좋고 섬유

소계 섬유는 수소결합만 관여하여 염착성이 낮다고 보

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리넨과 면직물이 단백

질계 섬유인 견직물과 양모직물에 비해 색차도 낮았고

채도도 낮아 염착성이 좋지 않았다. pH 7의 염액에서

30분간 염색했을 경우의 각 직물의 염색성을 비교해보

면, 견직물의 ∆E는 42.244, 양모직물의 ∆E는 29.624로

매우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리넨의 ∆E는 29.187

Table 3. Effect of pre-treatment of alum on fabric dyeing with mate tea

Fabrics L* a* b* E H V/C

Silk
Control 90.971 −6.980 29.090 27.661 1.57GY 8.991/4.302

Alum treated 74.988 −5.987 37.294 42.244 0.23GY 6.928/5.211

Wool
Control 81.602 −2.530 26.211 18.529 8.32Y 8.030/3.983

Alum treated 76.688 −2.186 32.012 29.624 7.20Y 7.520/4.791

Dyeing condition: pH 7, 80
o
C, 30 min

Fig. 1. K/S values of the fabrics dyed in mate tea

dyebaths of pH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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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lor Values of fabrics dyed in various dyebaths of mate tea

pH of 

dyebaths

Dyeing time 

(min.)
L* a* b* ∆E

Munsell values

H V/C

Silk

4

15 79.112 2.368 23.630 28.497 4.128 Y 7.564/3.344

30 75.204 3.586 34.506 39.619 3.308 Y 7.368/3.533

60 73.879 3.903 36.312 41.878 3.122 Y 7.232/3.517

7

15 78.249 −3.875 32.806 36.528 0.135 GY 7.680/4.919

30 74.988 −5.787 37.294 42.244 8.227 Y 6.928/5.211

60 72.901 −5.939 38.457 44.356 8.726 Y 7.654/6.057

10

15 91.784 −5.451 7.544 9.894 5.804 GY 8.968/1.549

30 90.524 −6.388 8.796 11.459 6.368 GY 8.942/1.872

60 87.322 −6.811 11.339 15.236 5.628 GY 8.500/2.181

Wool

4

15 68.540 4.183 22.054 30.055 2.990 Y 6.688/3.617

30 64.877 6.064 22.969 34.052 1.718 Y 6.318/3.877

60 63.427 6.367 22.055 35.037 1.421 Y 6.173/3.775

7

15 76.860 −2.591 26.512 25.386 8.278 Y 7.538/4.025

30 76.688 −2.186 32.012 29.624 7.201 Y 7.520/4.791

60 72.616 −2.84 29.615 30.598 8.046 Y 7.103/4.45

10

15 82.252 −1.433 22.242 18.550 7.855 Y 8.092/3.417

30 78.416 −0.304 19.914 19.955 6.910 Y 7.698/3.127

60 79.641 −0.882 25.936 23.053 6.606 Y 7.823/3.969

Linen

4

15 80.807 1.050 11.029 23.353 7.089 Y 7.943/1.884

30 79.156 1.920 10.994 24.509 5.461 Y 7.774/1.916

60 78.201 1.642 12.961 26.549 5.483 Y 7.675/2.187

7

15 77.532 −1.159 12.845 27.160 0.213 GY 7.607/2.141

30 76.896 −0.134 15.279 29.187 7.697 Y 7.541/2.475

60 77.951 −0.745 16.801 29.628 8.201 Y 7.650/2.682

10

15 90.241 −0.077 5.558 13.638 3.674 GY 8.913/1.253

30 88.053 −0.161 6.410 15.160 2.315 GY 8.688/1.326

60 84.955 −0.833 5.891 16.838 0.888 GY 8.370/1.253

Cotton

4

15 85.405 0.405 12.520 15.882 7.792 Y 8.416/2.031

30 82.667 1.825 12.865 18.329 5.275 Y 8.135/2.159

60 80.590 1.475 13.191 20.165 5.739 Y 7.921/2.205

7

15 83.044 −2.453 14.918 19.347 1.330 GY 8.174/2.425

30 82.099 −1.876 17.014 21.416 9.908 Y 8.076/2.686

60 81.367 −1.457 16.363 21.471 9.499 Y 8.001/2.602

10

15 86.491 −0.912 10.731 13.892 1.301 GY 8.528/1.828

30 83.480 −0.522 11.344 16.661 0.171 GY 8.218/1.896

60 81.501 −0.098 10.776 18.045 9.552 Y 8.015/1.837

였고 면직물의 ∆E는 21.416였다. 리넨은 면직물의 비

해 ∆E는 약 8 정도 높게 나타났다. 마테차를 이용하여

섬유소 섬유를 염색해서 실용성을 갖추려면 표면의 이

온화나 그라프팅 전처리 등 염착력을 높이기 위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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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Kim & Park, 2007; Kim &

Son, 2005; Prachayawarakorn & Kryratsamee, 2006).

a*값은 pH 7과 10에서는 대부분 녹색을 나타내는 (−)

영역이었으며 pH 4의 경우에는 (+)값으로 나타났다.

pH 7에서 염색한 경우, 견직물의 a*값은 −5.787, 양모직

물은 −2.186, 린넨은 −0.134, 면직물은 −1.876으로 나타

나 견직물이 다른 직물에 비해 가장 (−)값이 커 더 녹색

영역으로 염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H

10에서는 염색된 모든 직물의 색상의 a*값이 (−)영역으

로 측정되어 녹색 영역임을 확인하였으나 ∆E값이 낮게

나타나 염색성이 부족하여 선명한 색상의 실용적인 염

색물을 얻기 어려웠으나 연한 색상으로의 활용은 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마테차잎으로 직물을 염색할 때 pH 7

의 염액으로 30분간 염색하는 것이 적정 조건임을 확인

하였다. Shin and Choi(1999)의 연구에 의하면 녹차로

염색한 견직물의 a*값은 8.213이었으며, Son et al.(2006)

은 녹차로 염색한 염색물의 a*값을 1~6으로, Kim(2006)

은 2~7로 보고하였다. 마테차는 녹차에 비해 (−) 영역의

a*값을 지닌 색상으로 염색할 수 있었으며, 천연염색으

로 발현하기 어려운 녹색 영역 색상의 염색물을 얻을

수 있었다.

마테차잎을 이용한 염색은 pH 7의 염액으로 염색하

는 것이 산이나 알칼리로 인한 섬유의 변형이나 손상

의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pH 조정을 위한 시약을 사

용하지 않고도 염색을 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

<Fig. 2>는 염색된 직물들 각각의 먼셀의 색상(hue)

값을 색상환에 표시한 그림이다. 염색된 직물의 먼셀

색상값(Hue)의 범위는 1.4Y~6.4GY로 나타났으며 염

액의 pH가 높아질수록 GY(greenyellow)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견직물은 색상환의 Y~GY의 넓은 범위

의 색상으로 염색되었고 면직물은 가장 좁은 범위로

측정되었다. 견직물은 3.1Y~6.4GY, 양모직물은 1.4Y~

8.3Y, 린넨은 5.5Y~3.7GY, 면직물은 5.3Y~1.3GY의 색

상으로 염색되었다. pH 4의 염액에서는 Y의 수치가 낮

아 노란 색을 띠며 pH 7과 10에서는 Y의 수치가 8~9로

높거나 GY로 나타나 연두색을 얻을 수 있었다. pH 10

에서는 염색된 모든 직물의 색상이 GY영역으로 염색

되어 녹색 빛을 띠었으나 염착력이 낮아 실용적 조건

은 아니다.

<Fig. 3>은 마테차 염액으로 30분간 염색한 직물들

Fig. 2. Munsell color values of fabrics dyed in various dyebaths of mate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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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먼셀 채도(C)값을 비교해서 나타낸 그림이다. 염색

물들의 채도는 1.3~6.1의 범위에서 측정되었는데, 리넨

과 면직물은 염색성이 낮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채도

도 견직물과 양모직물보다 낮게 나타났다. pH 7의 염

액으로 염색했을 때가 채도가 가장 높아 색상이 선명

하게 염색됨을 확인하였으며, 30분간 염색했을 경우

견직물이 5.2, 양모직물은 4.8, 리넨은 2.5, 면직물은

2.7로 나타났다. 견직물의 경우는 염색시간이 길어질

수록 채도가 향상되었는데, pH가 7인 염액에서 염색시

간 60분일 경우 채도는 6.1까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다른 직물들의 경우에는 염색시간이 채도에 미치는 영

향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는 견직물의 우수한 염착

성으로 염료가 섬유 깊이 침투, 확산되어 심색효과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pH 10의 염액으로 염색했을 경

우에는 앞서 살펴 본 염색성 뿐 아니라 채도도 낮게 나

타났다.

견직물은 pH 7의 염액으로 30분간 염색했을 때 ∆E

값이 42.595로 가장 염착성이 좋았을 뿐 아니라 채도

또한 5.211로 높게 나타나 진하고 선명한 색상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마테차로 염색한 직물의 염색견뢰도

각 직물들을 마테차 염액으로 30분간 염색한 후 자

연 건조시킨 후 마찰, 땀, 세탁, 드라이클리닝, 일광에

대한 염색견뢰도를 검토하였다.

<Table 5>는 pH 4와 pH 7의 염액에서 염색한 시험

편들에 대한 마찰견뢰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각각의

pH에 따른 염색포가 건조 시나 습윤 시의 변퇴색 정도

와 오염 정도가 모두 4~5등급으로 마찰견뢰도가 매우

우수하게 나타났다. 염색된 직물들의 염착력이 마찰에

대해서는 매우 우수했다.

<Table 6>은 각각의 시험포에 대한 땀견뢰도를 측정

한 결과이다. 모든 염색시료에 면첨부백포를 사용해서

측정하였으며, 견염색직물에는 견첨부백포를, 양모 염

색직물에는 양모첨부백포를 각각 부착해서 변퇴색 정

도와 오염 정도를 확인하였다.

견직물의 경우 pH 7에서 염색된 시험포가 산성 땀

액에서 변퇴색 정도가 3~4등급으로, pH 4에서 염색된

시험포가 알칼리성 땀액에서 변퇴색 정도가 2~3등급

으로 나타났다. 양모직물의 경우 비교적 모든 경우에

우수하였으나 pH 4에서 염색된 시험포가 알칼리성 땀

액에서 변퇴색 정도가 1~2등급으로 낮게 나타났다. 견

첨부백포나 양모첨부백포를 사용하여 땀견뢰도를 측

정한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면직물과 리넨

의 경우에는 산성 땀액이나 알칼리 땀액에서 모두 변

퇴색 정도나 오염 정도가 4~5등급으로 평가되었다.

pH 4와 pH 7의 염액에서 염색한 시험편들에 대한

세탁견뢰도와 드라이크리닝견뢰도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7>에 나타냈다. 견직물과 양모직물에 대해서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를 실시하였으며 리넨과 면직물에

대해서는 세탁견뢰도와 드라이클리닝견뢰도를 모두

실시하였다. 드라이크리닝견뢰도 결과는 모든 종류의

염색물이 모두 pH의 조건에 상관없이 변퇴색도나 오

염도 등급이 4~5등급 또는 5등급으로 매우 우수하게

Fig. 3. Munsell chroma (C) values of fabrics dyed

with mate tea for 30 minutes.

Table 5. Colorfastness to rubbing of fabrics dyed with mate tea

Fabrics

Dyed fabrics in dyebaths of pH4 Dyed fabrics in dyebaths of pH7

Dry Wet Dry Wet

Fading Staining Fading Staining Fading Staining Fading Staining

Silk 5 5 4-5 4-5 5 5 4-5 4-5

Wool 5 5 5 4 5 5 5 4-5

Linen 5 5 4-5 4-5 5 5 5 4-5

Cotton 5 5 4-5 4-5 4-5 5 4-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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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마테차로 염색한 면직물과 리넨의 세탁견뢰

도는 변퇴색도 등급이 1~2등급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

으며 염색시료에 염착된 염료의 양이 적어 이염 현상

을 유발하지 않았기 때문이 오염도 등급은 pH 4와 pH

7에서 모두 4~5등급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8>은 각각의 시험포에 대한 일광견뢰도를 측

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시험포의 일광견뢰도

가 pH 4의 경우는 모두 1등급으로 측정되었으며 pH 7

의 경우에는 견직물은 1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양모직물,

리넨과 면직물은 1~2등급으로 나타났다. 다른 식물성

천연염료를 활용한 천연염색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광견뢰도가 매우 낮았다. 마테차 염색물의 착용이나

관리 시에 그늘에서 건조하거나 야외에서의 오랜 착용

시 겉옷을 덧입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일광

견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천연매염제 활용 등 친환경

처리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IV. 결 론

친환경 염재의 발굴과 활용을 위해서, 버려지는 마

테차잎을 천연염색재료로 활용하여 견직물, 양모직물,

리넨과 면직물을 염색하고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pH

4, 7, 10으로 조절한 염액에서 15분, 30분, 60분 동안

80
o

C를 유지하면서 직물들의 염색을 실시하였다. 마테

차를 이용한 염색을 실용화하기 위한 조건들을 얻고자

하였으며 표현 가능한 색상의 범위를 고찰하고, 염색

견뢰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Table 6. Colorfastness to perspiration of fabrics dyed with mate tea

Types of perspiration

pH of dyebath

Dyed fabrics       Fading & staining

Acidic perspiration Basic perspiration

pH 4 pH 7 pH 4 pH 7

Silk

Fading 5 3-4 2-3 5

Staining
cotton attached 4-5 4-5 4-5 5

silk attached 4-5 4 4-5 5

Wool

Fading 4-5 4 1-2 2-3

Staining
cotton attached 4-5 5 4-5 4-5

wool attached 5 5 4-5 5

Linen
Fading 4-5 4 4-5 4-5

Staining: cotton attached 5 5 5 5

Cotton
Fading 5 4 4 4-5

Staining: cotton attached 4-5 5 5 5

Table 7. Colorfastness to washing and dry cleaning of fabrics dyed with mate tea

Fabrics

Colorfastness to washing Colorfastness to dry cleaning

Dyed fabrics in

dyebaths of pH4

Dyed fabrics in

dyebaths of pH7

Dyed fabrics in

dyebaths of pH4

Dyed fabrics in

dyebaths of pH7

Fading Staining Fading Staining Fading Staining Fading Staining

Silk - - - - 5 4-5 5 4-5

Wool - - - - 5 4-5 5 4-5

Linen 1-2 4-5 2 4-5 5 5 5 5

Cotton 2 4-5 1-2 4-5 5 5 5 5

Table 8. Colorfastness to light of fabrics dyed with

mate tea

 pH of dyebath

Fabrics

Dyed fabrics in

dyebaths of pH4

Dyed fabrics in

dyebaths of pH7

Silk 1 1

Wool 1 1-2

Linen 1 1-2

Cotton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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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테차에 의한 염색성은 견직물이 가장 우수했다.

양모직물도 양호한 염색물을 얻을 수 있었으며 리넨과

면직물에 대해서는 염착량이 적어 연한 색으로 염색되

어 단백질 섬유에 비해 실용성은 낮으나 연한 색상으

로의 활용은 가능하다. 마테차잎을 이용하여 단백질

섬유인 견직물과 양모직물의 염색 시 pH 7의 염액에서

30분 이상 염색하였을 경우의 염색성이 가장 우수하였

다. 염색 초기인 15분에 염색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30분 경과한 후 60분까지는 염착량이 증가되지 않아

30분 염색으로 염착평형에 도달함을 확인하였다.

2. 염색된 직물의 먼셀색상(Hue)의 범위는 1.4Y~6.4

GY로 나타났으며 염액의 pH가 높아질수록 GY로 변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견직물은 3.1Y~6.4GY, 양모직물은

1.4Y~8.3Y, 리넨은 5.5Y~3.7GY, 면직물은 5.3Y~1.3GY

의 색상으로 염색되었다. pH 4의 염액에서는 Y의 수치

가 낮아 노란 색을 띠며 pH 7과 10에서는 Y의 수치가

8~9로 높거나 GY영역으로 측정되었으며 선명하고 실

용적인 연두색을 얻을 수 있었다. pH 10에서는 염색된

모든 직물의 색상이 GY영역으로 염색되어 연한 녹색

빛을 띠었다. 채도는 1.3~6.1의 범위에서 측정되었는데,

pH가 7인 염액에서 염색한 시료들의 채도가 높게 나타

났으며, 특히 염색된 견직물의 채도는 6.1로 선명한 색

상을 얻을 수 있었다. 염색한 리넨과 면직물의 채도는

1.3~2.7로 나타나 단백질섬유 염색물에 비해 낮았다.

3. 모든 시험포의 염색된 직물들의 마찰견뢰도는 매우

우수했으며 세탁견뢰도의 경우, 면직물과 리넨의 오염

도의 등급은 양호했으나 변퇴색 등급이 낮게 나타났다.

양모직물과 견직물의 땀견뢰도의 오염도 등급은 양호했

으며 알칼리성 땀액에서의 변퇴색 등급이 낮게 나타났

으며 면과 리넨의 땀견뢰도 등급은 모두 좋았다. 드라이

크리닝견뢰도 결과는 모든 종류의 염색물이 모두 pH의

조건에 상관없이 변퇴색도와 오염도 등급이 4~5등급 또

는 5등급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염색된 면직물과 리넨

의 세탁견뢰도의 경우 변퇴색도 등급은 1~2등급으로 나

타났으며, 오염도 등급은 4~5등급으로 나타났다. 일광견

뢰도는 pH 4로 염색한 시료의 경우 모두 1등급이었으며

pH 7의 경우에는 pH 4보다 다소 좋게 나타났으나 모든

시료가 1등급 또는 1~2등급으로 매우 낮았다.

마테차잎은 단백질 섬유에 대한 염색성이 우수하여

양모섬유와 견섬유 직물의 천연염료로서 실용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활용을 위해서는 고

유한 기능성의 검토와 염색견뢰도 향상을 위한 연구가

이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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