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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lor change, enhancement of dye uptake, washing fastness, and light fastness

of cotton and silk when dyed with Juniperus chinensis and Terminalia chebula (combination dyeing) using

various methods. The dyeing methods were 1) dyeing Juniperus chinensis extract and Terminalia chebula

Retzius extract sequentially (J-T), 2) dyeing Terminalia chebula Retzius extract and Juniperus chinensis ex-

tract sequentially (T-J), 3) dyeing Juniperus chinensis extract and Terminalia chebula Retzius extract simul-

taneously (J+T), and 4) dyeing Juniperus chinensis extract 4 times repeatedly and followed by a dyeing

Terminalia chebula Retzius extract in sequence. In terms of increased dyeing uptake, combination dyeing

(dyeing 2 times like method 1, 2, 3) had the same impact as the repeated dyeing (method 4). The color of

J, T combination dyeing showed wide range of mixed YR series, Y series resulting from Terminalia chebula

Retzius, and R series resulting from Juniperus chinensis. In cotton, J-T dyeing method showed superior

enhancement of dye uptake, and T-J method in silk. In both of the cases, Y series color from Terminalia

chebula Retzius extract was mainly shown (Y series color was superior to R series color after dyeing).

Therefore, it is recommended for cotton to implement T-J method and for silk to implement J-T method in

order to enhance both dyeing uptake and emphasize the color of R series. The K/S value of combination

dyed fabrics was decreased by increasing washing time; however, the K/S value of combination dyed fab-

rics was increased by increasing UV irradiation time. But after repeated washing and longer UV irradiation,

∆E value of combination dyed fabric became smaller compared to fabric dyed with Juniperus chinensis

only. Thus, it was found that after J, T combination dyeing, fabric became less prone to fading by washing

and UV than after Juniperus chinensis single dyeing was done.

Key words: Juniperus chinensis dyeing, Terminalia chebula Retzius dyeing, Combination dyeing, W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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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환경 관련 규격 및 규제에 대하여 엄격해진 사

회적 인식과 건강과 웰빙, 그리고 자연친화적 라이프스

타일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화학 섬유에 밀려

대중성을 상실했던 천연 염색이 일반인의 관심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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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각종 천연 염색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Park et al., 2009). 천연 염색은 합성 염

료에 비하여 인체에 무해하고 특유의 자연스러운 색상

을 구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유래된 천연

재료들은 항균성, 소취성 등의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색상의

구현이 어렵고, 일광에 노출되거나 세탁 시 색상 보존성

이 낮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Lee

& Song, 2004). 최근 이러한 천연 염색의 단점을 극복하

기 위하여 천연 염재의 다양한 복합화가 시도되고 있는

데(Bae, 2009; Han et al., 2006; Jung & Seol, 2002; Nam

& Lee, 2013a), 이는 염료의 혼합을 통한 색상의 다양화,

염착량 증대, 견뢰도 증진 등의 가능성이 기대되므로 다

양한 천연 염재를 활용한 혼합 염색은 지속적으로 연구

가 필요하다.

향나무(Juniperus chinenesis)는 예로부터 갈색계 천연

염재로 알려져 있다. 향나무의 심재에는 amento flavone,

hinoki flavone, apigenin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톤치

드 정유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Yu et al., 2010). 향나무

심재의 열수 추출물 주색소는 플라보노이드계의 수용

성 폴리페놀을 주성분으로 하는 탄닌계 색소로 YR계

열의 색상을 나타내나, 향나무심재 메탄올 추출물의 색

소는 비수용성 적색소인 santalin으로 적자색계열의 색

상을 나타내었다(Nam & Lee, 2012a). 향나무심재 메탄

올 추출물 염료에는 색소 이외에 테르펜을 포함한 정유

성분 등 기능성 물질로 알려진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항균성, 방미성 및 집먼지 진드기 기피효과 등의 기능성

을 지닌 천연 염료로 이용될 수 있다(Nam & Lee, 2013b).

가자열매(Terminalia chebula Retzius)에는 미로발란

(myrovalan)이란 노란색소가 추출되며(Min et al., 2011),

20~40%의 탄닌도 함유되어 있고(Lee et al., 1997), 이는

가수분해형 탄닌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1995). 가

자열매 메탄올, 열수 추출물은 자외, 가시부 흡수 스펙

트럼은 거의 일치하여 동일한 색소 물질이며, 염색포의

색상은 모두 Y계열로 나타났고, 메탄올 추출물보다 열

수 추출물이 견직물에 우수한 염착량을 나타내어 열수

추출물에서 가자열매에 있는 수용성 탄닌이 더 잘 추출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am & Lee, 2012b). 탄닌은

철, 동 크롬 등의 금속염에 의해 황색, 황갈색, 흑자색,

흑색 등으로 발색하여 다양한 색상의 발현이 가능한데,

皆川 基(as cited in Sul & Choi, 1994)에 따르면 견직물

의 천연 염색 시 탄닌을 첨가하게 되면 견과 색소 분자

상호 간 작용이 증대되어 세탁견뢰도를 증가시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탄닌 염색 가공 견포의 자외선

조사에 의한 dye-loss율은 무처리 염색 견포에 비하여

유의하게 저하되어 탄닌 처리 견포의 내광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이 보고된 바 있다(Chung et al.,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ed계열의 선명한 적자색을 나

타내는 향나무심재 메탄올 추출물과 Yellow계열의 색을

나타내며 다량의 탄닌을 함유하고 있는 가자열매 열수

추출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혼합 염색함으로 염착량의

증진효과와 색상 변화를 고찰하였고, 혼합 염색 후 세탁

과 일광에 대한 퇴색 거동을 살펴보아 이들 혼합 염색의

견뢰도 증진효과를 살펴보았다.

II. 실 험

1. 시료 및 염재

1) 시료

시험포는 100% 면직물, 견직물을 정련, 호발하여 사

용하였으며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염재

본 연구에 사용된 미국산 향나무 자단 심재와 중국산

가자열매는 시중 한약 재료상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실험방법

1) 염료 추출

향나무심재 추출은 향나무심재와 에탄올을 액비 1:7로

상온에서 48시간 침지하여 3회 반복 추출하였고, 가자열

매 추출은 가자열매와 증류수 액비 1:5로 100
o
C에서 60분

간 3회 반복 추출하였다. 향나무심재 추출액과 가자열매

Table 1. Fabric characteristics

Fabric
Fineness Weight

(g/m
2
)

Thickness

(mm)

Fabric count

warp × weft (5cm × 5cm)Warp Weft

Cotton 30's 30's 102±5 0.29±0.02 145×134

Silk 54 denier 54 denier 57±2 0.13±0.05 26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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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액은 모두 침전물이 없을 때까지 여과하여 회전진공

농축기(Rotary vacuum evaporator, RV10, IKA, Germany)

를 이용하여 향나무 추출액은 온도 60
o
C, 회전속도 30~

180rpm에서, 가자열매 추출액은 온도 80
o
C, 회전속도 30

~270rpm에서 감압농축 후 진공, 건조하여 염료로 사용

하였다.

2) 염색 방법

염색은 염재 추출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혼합 염색하

였는데 혼합 방식은 향나무심재 추출물 염색 후 가자열

매 추출물 염색(J-T), 가자열매 추출물 염색 후 향나무

심재 추출물 염색(T-J), 향나무심재 추출물과 가자열매

추출물 혼합액에서 염색(J+T), 향나무심재 추출물 4회

반복 염색 후 가자열매 추출물 염색(J4-T)의 4가지 방식

으로 실시하였고 <Table 2>에 나타냈다. 선행연구를 참

고로 하여(Nam & Lee, 2013b, 2013c) 향나무심재 염액

의 농도는 염료에 함유된 정유 성분으로 염색포가 끈적

이지 않으면서 최대 염착량 나타내는 농도인 0.5%(o.w.

b)로, 가자열매 염액의 농도는 0.5~2%(o.w.b)로, 염색 온

도는 향나무심재 60
o
C, 가자열매 80

o
C, 향나무심재와

가자열매 혼합 염액 70
o
C로 설정하였으며, 염색 시간은

30분, 액비 1:50으로 염색하였다. 향나무심재 추출물 염

색 후 가자열매 추출물 염색은 0.5%(o.w.b) 농도의 향나

무심재 추출액으로 염색하여 수세하여 자연건조 후 0.5,

1, 1.5, 2%(o.w.b)의 가자열매 추출액으로 2차 혼합 염색

후 수세하여 자연건조하였고, 가자열매 추출물 염색 후

향나무심재 추출물 염색은 0.5, 1, 1.5, 2%(o.w.b)의 가

자열매 추출액으로 염색하여 수세하고, 자연건조한 후

0.5%(o.w.b) 농도의 향나무심재 추출액으로 2차 혼합 염

색하고 수세하여 자연건조하였다. 향나무심재 추출물

4회 반복 염색 후 가자열매 추출물 염색은 0.5%(o.w.b)

농도의 향나무심재 추출액으로 염색과 수세 및 건조를

4회 반복하여 염색 후 0.5, 1, 1.5, 2%(o.w.b)의 가자열매

추출액으로 2차 혼합 염색하고 수세하여 자연건조하였

다. 향나무심재 추출물과 가자열매 추출물의 혼합물 염

색은 0.5%(o.w.b) 농도의 향나무심재 추출액과 0.5, 1,

1.5, 2%(o.w.b)의 가자열매 추출액을 1:1로 혼합한 액에

서 혼합 염색 후 수세하여 자연건조하였다.

3) 염착량 및 색 측정

염색포의 염착량과 색 측정을 위해 광원 D56, 관측시

야 10
o
 시야에서 색차계(Color reader JS-555, C.T.S Co-

rp., Japan)를 사용하여 최대 흡수 파장 400nm에서의 표

면반사율을 측정한 후 Kubellka-Munk식에 의하여 K/S

값을 <Eq. 1>과 같이 계산하여 염착량으로 나타내었으

며, CIE L*, a*, b*, Munsell의 H V/C를 측정하였다.

..... Eq. 1.

여기서,

K : absorption coefficient

S : scattering coefficient

R : reflectance coefficient (0 < R ≤ 1)

4) 세탁 시험

염색포는 20
o
C 항온 진탕기를 사용하여 시판 중성세

제 0.2%(o.w.b) 용액에서 85rpm으로 5분간 세척 후 수

세하여 자연건조하였다. 세탁 시험은 5회 반복 시행하

였다.

5) UV 조사

UV-C lamp 조사 시간을 0분에서 100분까지 변화시켜

조사하였다. 각 20분 단위로 염착량을 측정하였다. 자외

선 조사 장치는 자외선 램프(UVC: SANKYO DENKI,

model-G40T10)와 power supply(아림 산업(주))를 이용

하여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제작된 자외선 조사 장

K/S
1 R–(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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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Dyeing method descriptions

Sample

abbreviation
Description

J Dyeing Juniperus chinensis extract 

T Dyeing Terminalia chebula Retzius extract 

J-T Dyeing Juniperus chinensis extract and Terminalia chebula Retzius extract sequentially

T-J Dyeing Terminalia chebula Retzius extract and Juniperus chinensis extract sequentially

J+T Dyeing Juniperus chinensis extract and Terminalia chebula Retzius extract simultaneously

J4-T Dyeing Juniperus chinensis extract 4 times repeatedly and then dyeing Terminalia chebula Retzius extract in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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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UV-C lamp 조사 시간 5분은, 북위 40
o
, 자오선 20

o
,

한여름 정오의 태양광 에너지 계산에 의한 조사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며, 여름 정오

조사 시간 3시간을 1일 전체 조사량으로 보았을 때, UV-

C lamp 300분 처리는 20일 한여름 태양광 조사에 해당

한다(Choi & Lee, 2005).

6) 염색포의 ∆E값 측정

색차는(이하 ∆E라 칭한다) 향나무심재 추출물 염색

후 가자열매 추출물 염색으로 처리된 시료를 기준으로

<Eq. 2>와 같이 측정하였다. CIE L*, a*, b*값은 각각

4회씩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먼셀표색계의

H(Hue), V(Value)/C(Chroma)를 측정하였다.

..... Eq. 2.

여기서,

L* : Whiteness

a* : Redness

b* : Yellowness

III. 결과 및 고찰

1. 혼합 염색 방법에 따른 염착량 변화

1) 향나무심재 추출물과 가자열매 추출물의 염색 순서

에 따른 직물의 염착량 변화

<Fig. 1>은 향나무심재 추출물 염색 후 가자열매 추출

물 염색, 가자열매 추출물 염색 후 향나무심재 추출물

염색, 향나무심재 추출물과 가자열매 추출물 혼합액에

서 염색한 면직물과 견직물의 염착량을 나타낸 것이다.

면직물의 경우 향나무심재 추출물 염색 후 가자열매

추출물 염색의 K/S값이 0.985~1.656으로 염착량이 가

장 높게 나타났고, 견직물의 경우 가자열매 추출물 염

색 후 향나무심재 추출물 염색의 K/S값이 4.589~8.454

로 염착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염액을 혼합하여

염색한 직물의 염착량은 다른 방식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염색포와 염액의 화학적 구조와 관련이

있다. 셀룰로오스 섬유는 염욕 음전하(−)를 띄며 탄닌

도 풍부한 수산기(-OH)를 가져 서로 간에 전기적 반발

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면섬유와 가자열매는 화학적으

로 결합력이 낮다. 따라서 면섬유에서의 염색은 가자열

매의 영향보다는 향나무 추출물의 영향이 커 향나무를

먼저 염색했던 첫 번째 염색 방법의 염착량이 높은 것

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탄닌에 의한 견섬유의 염색

은 견섬유의 등전점 부근에서 현저하게 높은 염착량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Choi & Kim, 1998). 이 등전점

에서는 섬유 표면에 양이온(+)의 양이 증가하여 탄닌의

음이온(−)과 결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염착량이 높다.

견섬유의 등전점은 pH 3.8~4.0으로 알려져 있는데(Kim

& Lee, 1986), 향나무의 pH는 4.5이고 가자의 pH는 3으

로 등전점 부근이기 때문에 견섬유 표면의 양이온기(+)

와 향나무, 가자의 음이온기(−)와의 결합이 활발해져 염

E∆ L*∆( )
2

a*∆( )
2

b*∆( )
2

+ +=

Fig. 1. Effect of dyeing order on the dye uptake of

the combination dyed fabrics with Juniperus

chinensis and Terminalia chebula Retzius ex-

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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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량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2) 향나무심재 추출물로 반복 염색 후 가자열매 추출

물로 혼합 염색한 직물의 염착량 변화

향나무심재 추출물의 반복 염색 횟수에 따른 염착량

의 변화량을 살펴보기 위해 0.5%(o.w.b) 농도의 향나무

심재 추출물에서 1, 2, 3, 4, 5회 씩 각각 염색한 후 시료

표면의 K/S값을 염착량으로 하여 측정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냈다. 면직물 염착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1회

에서 4회 반복 염색 시 K/S값이 0.985에서 2.693으로 반

복 염색할수록 염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회

반복 염색은 2.758로 4회와 비교 시 미미한 증가를 나

타내었다. 견직물의 경우를 살펴보면 염색 횟수 초기에

는 1회 증가할 때마다 염착량의 급격한 증가치를 보였

는데, 1회 4.589, 2회 7.298로 3회 8.816, 4회 10.021, 5회

10.452로 염색 4회 이후부터 염착률의 증가율이 비교적

둔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나무심재 추출물

의 반복 염색 횟수는 4회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향나

무심재 추출물로 반복 염색 후 가자열매 추출물로 혼합

염색한 직물의 염착량을 살펴보기 위한 향나무심재 추

출물로 반복 염색 횟수는 4회로 설정하고 가자염색을

실시하였다.

염착량을 높이기 위하여 원하는 농도의 색상이 나올

때까지 반복 염색하는 것이 일반적인 염색 방법이다. 그

러나 반복 염색하는 방법은 염색 시간이 많이 들고 색상

의 재현성이 다소 어렵다는 문제를 가진다(Sung, 2004).

혼합 염색은 색상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염착량의 증진

효과 및 염색 반복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Fig. 3>은 향나무심재 추출물 1회 염색 후 가자열매 추

출물로 혼합 염색과 향나무 추출물 4회 반복 염색 후 가

자열매 추출물로 혼합 염색한 면직물과 견직물의 염착

량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Fig. 3>을 살펴보면 향나무심

재 추출물만 4회 반복한 면직물 염색포의 K/S값은 1.961

이다. 한편, 향나무 추출물 염색 후 2%(o.w. b)의 가자열

매 추출물로 염색의 2회 염색한 면직물 염색포의 K/S값

은 1.656이다. 또한, 향나무심재 추출물만 4회 반복한 견

직물 염색포의 K/S값은 8.478이고, 향나무심재 추출물

염색 후 2%(o.w.b)의 가자열매 추출물 염색의 2회 염색

한 견직물 염색포의 K/S값은 8.454로 두 값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비슷한 염착량을 나타내고 있다. 따

라서 향나무심재 추출물의 반복 염색 횟수 증가에 의한

염착량 증진보다는 가자열매의 혼합 염색이 반복 염색

의 횟수를 줄이면서 염착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율적

인 방법으로 사료된다.

2. 혼합 염색 방법에 따른 표면색 변화

1) 향나무 추출물 염색 후 가자열매 추출물 염색(J-T)

<Table 3>는 향나무심재 추출물 염색 후 가자열매 추

출물로 염색한 면직물과 견직물의 표면색 변화를 나타

낸 것이다. 향나무심재 추출물로만 염색한 면직물과 견

직물의 색상은 모두 R계열의 적자색을 나타내었다(면

직물은 1.9YR). 가자열매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Fig. 2. Effect of repeated dyeing times on the dye

uptake of fabric dyed with Juniperus chinen-

sis.

Fig. 3. Effect of repeated dyeing times with Junipe-

rus Chinensis on the dye uptake of the com-

bination dyed fabrics with Juniperus chinen-

sis and Terminalia chebula Retzius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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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물과 견직물 모두에서 a*값은 감소하여 적색의 기

미가 감소하였으며, b*값은 증가하여 노란색의 기미가

증가하였다. b*값이 a*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의 변화

율이 큰 것으로 보아 가자열매 추출물의 농도가 높아질

수록 Y계열 색상을 나타내는 가자의 미로발란(myrova-

lan) 색소(Min et al., 2011)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명도와 채도는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먼셀

의 색상값(H)이 면직물의 경우 Y계열에 가까운 YR계열,

견직물의 경우 면직물보다 짙은 R계열에 가까운 YR계

열의 색상이 나타나 다양한 범위의 YR계열의 색상을

나타내었다.

2) 가자열매 추출물 염색 후 향나무 추출물 염색(T-J)

<Table 4>은 가자열매 추출물 염색 후 향나무심재 추

출물로 염색한 면직물과 견직물의 표면색 변화를 나타

낸 것이다. 가자열매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면

직물과 견직물 모두에서 a*값은 감소하여 적색의 기미

가 감소하였으며, b*값은 증가하여 노란색의 기미가 증

가하였다. 그러나 a*값과 b*값의 변화율은 향나무 추출

물 염색 후 가자열매 추출물 염색(J-T)과 비교할 때, a*

값의 저하율과 b*값의 증가율이 면직물보다 견직물에

서 크게 나타났다. 먼셀의 색상값도 (J-T) 방식에 비해 면

직물의 경우 좀 더 붉은 YR계열이 나타났으며, 견직물

의 경우 좀 더 노란기미가 있는 YR계열로 나타나 (T-J)

방식 역시 다양한 범위의 YR계열을 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셀룰로오스 섬유인 면직물은 수용액 중 음전하(−)를

띄고 있다. 가자열매에 20~40% 함유되어 있는 탄닌은

수산기(-OH)가 풍부하며 음전하(−)를 띄기 때문에 색소

와 섬유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여 염색성이 낮다(Shin

& Choi, 1999). 이런 이유 때문에 면직물에서 색의 발현

성은 가자열매의 탄닌보다는 향나무의 적자색의 기여도

가 커 향나무를 나중에 염색한 (T-J) 방식에서 더 붉은

기미가 보여진다고 사료된다. 반면, 단백질 섬유인 견직

물의 아미노기(-NH2)는 수용액 중 양 전하(+)를 띄며 염

료의 수산기(-OH)와 이온 결합하여 염착량이 우수한 결

과를 보인다(Han & Lee, 2012). 따라서 (T-J) 방식에서

가자열매의 탄닌이 이미 견직물에 많이 흡착되어진 상

태로 향나무심재 추출물로 2차 염색을 해도 다량으로

흡착된 탄닌이 향나무의 적색색소의 발현을 막아 b*값

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3) 향나무심재 추출물과 가자열매 추출물의 혼합액에

서 염색(J4-T)

<Table 5>는 향나무심재 추출물과 가자열매 추출물

의 혼합액에서 염색한 면직물과 견직물의 표면색 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향나무심재 추출물과 가자열매 추출

물의 혼합액에서 염색한 직물의 a*값은 감소해 적색기

미가 감소하였고, b*값은 증가해 노란기미가 증가하였

다. 먼셀의 색상값이 향나무심재 염색 후 가자열매 염색

의 값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탄닌에 의

한 색 변화보다는 향나무심재의 적자색의 영향이 더 먼

저 나타나 붉은색의 저하는 덜되면서 가자의 농도가 진

해져 색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Fig. 4>는 혼합 염색 시 염착량을 높이면서 원하는 계

열의 표면색을 선택하기에 적합한 염색 순서 방법을 알

Table 3. Color characteristics of cotton and silk fabrics after dyeing Juniperus chinensis extract and Terminalia

chebula Retzius extract sequentially (J-T)

Fabric
Terminalia chebula

Conc. (%, o.w.b)
L* a* b* H V/C

Cotton

0 68.13 11.10 03.81 1.9 YR 6.6/2.1

0.5 70.82 08.69 08.50 7.7 YR 6.9/2.2

1 70.41 08.23 10.12 8.6 YR 6.8/2.4

1.5 69.60 07.62 11.23 9.3 YR 6.7/2.4

2 68.97 07.29 12.97 9.9 YR 6.7/2.6

Silk

0 44.30 21.44 07.30 6.3 RY 4.3/4.1

0.5 47.57 17.69 10.56 0.7 YR 4.6/3.7

1 48.48 16.54 13.01 2.5 YR 4.7/3.7

1.5 45.14 16.97 13.31 2.4 YR 4.3/3.8

2 47.01 16.48 15.26 3.5 YR 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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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기 위하여 향나무심재 추출물 단독 염색(J), 향나무

심재 추출물 염색 후 가자열매 추출물 염색(J-T), 가자

열매 추출물 염색 후 향나무심재 추출물 염색(T-J), 향

나무심재 추출물과 가자열매 추출물 혼합액에서 염색

(J+T)의 4가지 방식에 따른 a*, b*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 염색 순서에 따른 a*, b*값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R계열의 표면색을 강조하면서 염착량을 높이기 위해서

면직물은 가자열매 추출물 염색 후 향나무심재 추출물

염색(T-J) 방식을, 견직물은 향나무심재 추출물 염색 후

가자열매 추출물 염색(J-T)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나타났다. Y계열의 표면색을 강조하면서 염

착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대로 면직물의 경우에는 향

나무심재 추출물 염색 후 가자열매 추출물 염색(J-T) 방

식을, 견직물의 경우에는 가자열매 추출물 염색 후 향

나무심재 추출물 염색(T-J) 방식을 택하여 염색해야 한

다.

Table 4. Color characteristics of cotton and silk fabrics after dyeing Terminalia chebula Retzius extract and Juni-

perus chinensis extract sequentially (T-J)

Fabric
Terminalia chebula

Conc. (%, o.w.b)
L* a* b* H V/C

Cotton

0 68.13 11.10 03.81 1.8 YR 6.6/2.1

0.5 69.99 10.00 06.43 5.0 YR 6.8/2.2

1 68.56 10.20 07.06 5.0 YR 6.6/2.2

1.5 68.25 09.92 07.92 5.8 YR 6.6/2.3

2 67.23 09.71 08.44 6.3 YR 6.5/2.3

Silk

0 44.30 21.44 07.30 6.3 RY 4.3/4.1

0.5 44.88 16.45 13.10 2.6 YR 4.3/3.6

1 46.64 14.93 14.94 4.2 YR 4.5/3.7

1.5 48.61 14.23 17.44 5.5 YR 4.7/3.9

2 43.46 14.28 16.92 5.4 YR 4.2/3.7

Table 5. Color characteristics of cotton and silk fabrics after dyeing with Juniperus chinensis extract and Termi-

nalia chebula Retzius extract simultaneously (J+T)

Fabric
Terminalia chebula

Conc. (%, o.w.b)
L* a* b* H V/C

Cotton

0.5 72.82 08.45 04.99 6.3 YR 7.12/1.81

1 72.74 07.81 05.99 7.7 YR 7.12/1.83

1.5 73.19 07.87 06.65 7.9 YR 7.16/1.93

2 73.30 06.99 07.98 9.2 YR 7.17/1.99

Silk

0.5 46.39 18.21 08.96 9.3 RY 4.50/3.66

1 47.80 16.49 10.90 1.4 YR 4.63/3.57

1.5 49.25 16.02 11.83 2.2 YR 4.77/3.61

2 50.00 14.56 13.52 3.9 YR 4.85/3.58

Fig. 4. Hunter's a*, b* value of the combination dyed

fabrics with 0.5% (o.w.b) Juniperus chinensis

extract and 2% (o.w.b) Terminalia chebula Ret-

zius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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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나무심재 추출물 4회 반복 염색 후 가자열매 추

출물 염색

<Table 6>은 향나무심재 추출물 4회 반복 염색 후 가

자열매 추출물로 염색한 면직물과 견직물의 표면색 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6>을 보면 앞선 염색 방법

들과 마찬가지로 면직물과 견직물에서 a*값이 감소해

붉은 기미가 감소하였고, b*값이 증가해 노란기미가 증

가하였다. 먼셀의 색상값을 통해 볼 때 전체적인 염색포

의 색상이 YR계열보다 R계열의 색상이 많이 나타나 향

나무 추출물의 반복 염색을 통해 적자색의 발현이 많이

되어 다양한 범위의 R계열 색상을 나타내었다.

3. 세탁 횟수에 따른 색 변화

일반적으로 천연 염색물의 취약점으로 언급되는 부

분은 세탁이나 일광에 의해 퇴색된다는 점이다. 아선약

염색에 관한 선행연구(Nam & Lee, 2011)에서 카테콜 탄

닌(catechol tannin)을 주색소로 하는 아선약으로 염색된

직물은 반복 세탁에 의한 수분에 의해 일반적인 천연 염

색 직물과는 다른 퇴색 거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일반

적으로 탄닌이 풍부한 염재는 세탁이나 일광에 의해 발

색되어 염색 직물의 색상을 짙게 하는데 이러한 성질은

감즙 염색에 이용된다(Sa et al., 2013). 이것으로 볼 때

탄닌을 주색소로 하는 향나무심재와 가자열매 혼합 염

색의 퇴색 거동 또한 반복 세탁에 의해 짙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향나무심재 추출물과 가자열매 추출물로 염색된 면

직물과 견직물을 반복 세탁한 후 측정한 K/S값을 <Fig.

5>에 나타내었고, 반복 세탁에 따른 색상의 변화를 보기

위해 <Table 7>에 색차값(∆E value)을 나타내었다. 면직

물의 경우 세탁 횟수가 늘어날수록 K/S값이 다소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세탁 횟수 3회 이상에서는

더 이상 K/S값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견직물의 경우 세탁 횟수가 늘어날수록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1회 세탁 후의 K/S값보다 5회 세탁 후의 K/S값이 높

아 반복 세탁에 의해 향나무 추출물과 가자열매 추출물

혼합 염색포의 퇴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나무 추출물 단독으로 염색된 직물과 향나무와 가

자열매의 혼합으로 염색된 직물의 반복 세탁 후 색차값

을 비교해 볼 때, 향나무 단독으로 염색된 직물의 색차

값은 면직물의 경우 2~5범위, 견직물의 경우 2~4범위를

나타내는 반면 향나무와 가자열매 혼합으로 염색된 직

물의 색차값은 면직물의 경우 0~1범위, 견직물의 경우

0~2범위를 나타내어 향나무와 가자열매 혼합으로 염색

된 직물의 색차값이 더 작은 값을 나타낸다. 이는 단독

염색보다 혼합 염색을 함으로 세탁에 의한 퇴색 변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UV 조사 시간에 따른 색 변화

감즙 염색에 관한 선행연구에서(Byun, 2006) 탄닌 성

분을 함유한 감즙 염색 직물은 일광과 공기 중의 산화효

소 등에 의해 발색되어 자외선 조사 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염색포의 색상이 짙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탄닌을

주 색소로 하는 향나무심재와 가자열매의 혼합 염색에서

또한 자외선 노출에 의해 염색포의 색상이 보통의 천연

염색물과는 다른 퇴색 거동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 Color characteristics of cotton and silk fabrics dyed with Juniperus chinensis extract 4 times repeatedly

and then dyeing Terminalia chebula Retzius extract in sequence (J4-T)

Fabric
Terminalia chebula

Conc. (%, o.w.b)
L* a* b* H V/C

Cotton

0 54.75 15.89 0.62 2.8 RY 5.3/3.0

0.5 56.99 13.28 4.32 9.3 RY 5.5/2.5

1 57.12 12.72 5.64 1.0 YR 5.5/2.5

1.5 57.75 11.87 7.04 2.9 YR 5.6/2.5

2 57.12 11.53 8.21 3.9 YR 5.5/2.5

Silk

0 31.77 24.23 3.11 2.1 RY 3.1/4.3

0.5 31.30 22.92 4.18 3.5 RY 3.0/4.0

1 31.57 22.63 4.70 3.6 RY 3.0/4.0

1.5 31.24 22.38 5.19 4.1 RY 3.0/3.9

2 32.57 22.87 5.94 4.5 RY 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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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나무심재 추출물과 가자열매 추출물로 염색된 면직

물과 견직물을 자외선 조사하여 나타난 K/S값의 변화

를 <Fig. 6>에 나타내었고, 자외선 조사에 따른 색상 변

화를 보기 위해 <Table 8>에 색차값을 나타내었다. 면 염

색포의 K/S값은 대체적으로 자외선 조사 시간 40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K/S값이

유지되어 색차의 변화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견

염색포의 K/S값은 자외선 조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시료에서 증가하였으며 이는 면직물과 마찬가지로

일광으로 인한 갈변화 현상으로 색이 진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직물의 K/S값이 자외선 조사 시간 40분 이

후에 일정 값을 유지한 반면 견직물의 K/S값은 계속 증

가 곡선을 나타내었는데 견직물은 일광에 노출될 경우

에 황변이 일어나므로 이로 인하여 K/S값이 저하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Jang, 2002). 향나무심재 추출물 단독

으로 염색된 직물과 향나무와 가자열매의 혼합으로 염

색된 직물의 자외선 조사 후 색차값을 비교해 볼 때, 향

나무심재 단독으로 염색된 직물의 색차값은 면직물의

경우 3~7범위, 견직물의 경우 9~11범위를 나타내는 반

면 향나무심재와 가자열매 혼합으로 염색된 직물의 색

차값은 면직물의 경우 1~4범위, 견직물의 경우 1~5범위

를 나타내어 향나무심재와 가자열매 혼합으로 염색된

직물의 색차값이 더 작은 값을 나타낸다. K/S값이 증가

하면서 색차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보아 혼합 염색을 통

Fig. 5. Effect of washing on the K/S value of fabrics dyed with Terminalia chebula Retzius and Juniperus chinen-

sis extracts.

Table 7. ∆E value of fabrics dyed with Juniper chinensis and Terminalia chebula Retzius extracts after washing

Fabric
Terminalia Conc.

(%, o.w.b)

Washing time

1 2 3 4 5

Cotton

0 1.684 2.514 3.592 4.590 5.053

0.5 1.164 1.166 1.198 1.844 1.650

1 0.475 0.701 1.164 1.017 1.111

1.5 0.669 0.982 1.289 1.132 1.084

2 0.945 1.299 1.182 1.187 1.272

Silk

0 1.215 3.631 3.297 2.917 4.130

0.5 2.802 2.076 1.916 2.313 2.240

1 1.233 2.488 2.191 1.322 2.222

1.5 2.953 0.592 2.004 2.908 2.440

2 1.993 1.489 0.526 2.107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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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원래 고유의 색을 유지하면서 색상이 진해졌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자외선 조사에 의해 혼합 염색포의 퇴색

변화가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

IV. 결 론

향나무심재 추출물과 가자열매 추출물을 다양한 방

법으로 혼합 염색하여 염착량 증진효과와 다양한 색상

발현, 세탁과 일광에 대한 퇴색거동을 살펴본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향나무심재 추출물의 R계열 색상과 가자열매 추출

물의 Y계열 색상의 혼합 염색을 통하여 다양한 범위의

YR계열 색상을 얻을 수 있다.

2. 혼합 염색(2회 염색)을 통하여 반복 염색(4회 염색)

이 가지는 염착량 증진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면직물은 향나무심재 추출물 염색 후 가자열매 추

출물 염색(J-T) 방식이, 견직물은 가자열매 추출물 염색

후 향나무심재 추출물 염색(T-J) 방식이 높은 염착량을

보였으며, 이때는 가자열매 추출물의 주색상인 Y계열

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4. R계열의 표면색을 강조하면서 염착량을 높이기 위

해서 면직물의 경우에는 가자열매 추출물 염색 후 향나

Fig. 6. Effect of UV irradiation on the K/S value of fabrics dyed with Terminalia chebula Retzius and Juniperus

chinensis extracts.

Table 8. ∆E value of fabrics dyed with Juniper chinensis and Terminalia chebula Retzius extracts after UV irradia-

tion

Fabric
Terminalia Conc.

(%, o.w.b)

Irradiation time

20 40 60 80 100

Cotton

0 3.603 6.835 7.124 7.051 6.980

0.5 2.077 4.220 4.672 4.456 4.635

1 1.722 4.127 4.382 4.456 4.445

1.5 2.234 3.542 3.670 3.557 3.576

2 1.896 3.467 3.683 3.596 3.733

Silk

0 10.100 9.929 11.210 11.500 12.290

0.5 2.427 3.965 5.003 5.604 6.113

1 3.500 5.252 5.504 5.855 6.188

1.5 3.954 4.397 3.936 6.150 5.643

2 1.960 3.455 3.679 3.303 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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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재 추출물 염색(T-J) 방식을, 견직물의 경우에는 향

나무심재 추출물 염색 후 가자열매 추출물 염색(J-T) 방

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세탁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횟수 이상에서는

더 이상 K/S값이 감소하지 않았고, 향나무심재 추출물

과 가자열매 추출물 혼합 염색의 직물은 향나무심재 추

출물 단독 염색 직물보다 ∆E값이 작은 것으로 보아 향

나무심재 추출물과 가자열매 추출물의 혼합 염색은 세

탁에 의한 퇴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6. UV 조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혼합 염색한 직물

의 K/S값이 증가하고, 색차의 변화가 적어 고유의 색을

유지하면서 색상이 진해짐으로 향나무심재 추출물과 가

자열매 추출물의 혼합 염색은 일광에 의한 퇴색 변화가

개선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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