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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screen printing method for natural indigo dye on cotton fabric. We examined

four types of thickening agents (arabic gum, guar gum, indalca, and CMC) based on their ability to retard

the oxidation of natural indigo print paste while the paste remained on the screen frame. The results indic-

ated that the retardation of arabic gum towards oxidation was the greatest among the four types of thickening

agents. The highest K/S value of the printed cotton was observed with a dye concentration of 50g/L ferm-

ented indigo powder. The best printing results were obtained when the duration of dye efficiency was tested

for the 10 minutes of the dye paste remaining on the screen with a thickening agent concentration of 26.56%

that represented 530 cps viscosity. The test of colorfastness to washing and rubbing of the printed cotton

resulted in grade 5, and the colorfastness to sunlight resulted in grade 4. Chinese traditional Naminwhapo

printing was reproduced on cotton fabric using the natural indigo printing method derived from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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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아 검

I. 서 론

쪽은 파란색으로 천을 염색하는 천연염료로서 염색견

뢰도가 좋으며 항균성 또한 우수하여 천연염색에서 활

용도가 크다(Han & Choi, 2000). 쪽으로 염색되는 푸른

색은 심신안정의 효과도 있어 일상복은 물론 병원복이

나 유아복 등에서의 활용도가 높으며 현재의 웰빙문화

에 적합한 천연염색 재료이다. 한편 시중에서 볼 수 있

는 쪽 염색제품은 주로 침염물이며 쪽 날염물, 즉 쪽 염

료로 문양을 직접 프린트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공업적

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스크린 날염에 쪽 염료를 도입

할 수 있다면 병원복이나 유아복은 물론 일상복을 위한

천연 쪽 프린트 원단의 생산도 가능할 것이다(Li, 2016;

Shin, 2000). 그러나, 현재 쪽은 주로 침염에 이용되고 있

으며 쪽을 이용한 날염의 사례나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쪽의 화학적 성질에 그 원인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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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사료된다.

쪽의 색소성분인 인디고틴(Indigotin)은 불용성이어서

이를 환원시켜 수용성인 류코(Leuco)인디고틴으로 만들

어 주어야만 섬유 내 침투가 가능하며 섬유 내의 류코인

디고틴은 공기 또는 물 속의 산소에 의하여 인디고틴으

로 산화되어 불용성 염료로 변한다(Oh, 2010; Park, 2013;

Yoo, 2007). 쪽을 스크린 날염에 활용할 경우, 염료를 천

에 인날하기 위해서는 쪽을 침염할 때와 마찬가지로 쪽

을 환원시켜 수용성 류코 인디고틴으로 변화시킨 후 이

염액을 1차적으로는 스크린 판에 도포하고, 2차적으로

스크린 판을 통해 직물 표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공정이 공기 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화의 조건

이 충족되므로 쪽 염액이 빠른 속도로 산화되어 불용성

인 인디고틴의 형태로 변하며 불용성이 된 인디고틴은

섬유 내 침투가 어려워진다(Li, 2016). 공업적 공정에서

와 같이 스크린 판의 크기가 크면 염료의 공기접촉 면

적이 확대되어 염료의 산화가 더 가속화된다(Li, 2016).

통상적인 스크린 날염 공정에서는 스크린 판에 덜어 놓

은 날염 염료를 이용해 반복적인 도포작업을 수행하는

데 이와 같은 공정에서 류코인디고틴의 산화는 더욱 가

속화된다(Li, 2016). 따라서 스크린 판에 담아져 있는 염

료 중 일부 혹은 많은 부분이 산화된 상태로 직물에 도

포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염색된 문양에 색차가 발

생할 수 있다(Li, 2016). 또한, 섬유 밖에서 완전히 산화

가 이루어진 염료는 섬유 내로의 침투가 어려워지므로,

산화된 염료는 염착이 되지 못해 전체적으로 염착량이

낮아지고, 얼룩이 발생하며, 염색된 직물의 견뢰도에도

영향을 준다(Li, 2016).

쪽을 이용한 스크린 날염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

원된 인디고틴 색소의 빠른 산화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

결하여야 하며, 이는 스크린 판 위에 도포된 쪽 염료의

산화속도를 제어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Li, 2016). 즉,

쪽 염료가 섬유 속에서 염착을 이루려면 환원된 염액이

도포되어야 하므로 스크린 판에서 환원된 색소가 반복

적으로 도포될 때에도 일정시간 동안 산화되지 않아야

하며, 원단에 침투된 후에는 색소가 산화되어 색소가 섬

유 밖으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Li, 2016). 날염에서 사

용되는 호료들은 염료의 퍼짐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정확

한 문양을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데(Song & Song, 2013)

이 외에도 호료는 염액의 점성을 높여 일시적으로 염액

표면에 산소차단 효과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Yoon, 2010). 특히, 날염호료 중 아라비아 검은 항산화

성을 지니며 색소의 안정성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아라비아 검을 호료로 이용한다면 쪽 염료의

산화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uan & Zhong, 2015; Kuck & Noreña, 2016).

본 연구는 면직물의 스크린 날염에 있어서 발효쪽 염

료에 대한 다양한 호료의 산화지연 효과를 조사하고, 그

중 특히 아라비아 검을 이용하였을 때 천연 발효쪽 스크

린 날염이 나타내는 염색특성을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

며 이를 바탕으로 천연 쪽 염료의 면 스크린 날염법 개

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되는 용어 중 호료는 날염에 있어서 염액의 점성을 높

이기 위해 사용되는 풀을 말하며, 원호는 적정 농도의

호료가 용해된 물, 그리고 날염호는 원호에 염료, 약제,

물 등을 적당히 조합하여 만들어진, 인날이 되는 걸죽한

염액을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발효쪽은 제남을 통해 얻어진 염료로서, 색소성분은

인디고틴 또는 2,2'-Bis(2,3-Dihydro-3-Oxoindolyliden)이

며 인디고틴은 인돌(Indol)계 색소의 대표적인 종류이다.

인디고틴(Indigotin, C16H10N2O2, M.W.=262.27g/mol)은

청색을 띠며 물에 대한 용해도가 상온(25
o
C)에서 0.99mg/

L로서 물에 거의 용해되지 않는다.

발효쪽을 염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알칼리 조건에

서 환원제를 이용해 인디고틴 분자를 환원시켜야 하며

이때 인디고틴 분자들은 하이드로술파이트(Sodium hy-

drosulfite, Na2S2O4)와 같은 환원제와 반응하여 수산기를

2개 갖는 수용성의 류코화합물(Leuco compound)로 변

화하여 염색이 가능해진다(Oh & Ahn, 2011; Park, 2013;

Yoo, 2007). 환원된 쪽 염액은 녹색을 띠며 염색이 끝나

피염물을 염액에서 꺼내면 공기와의 산화반응으로 피

염물에 스며든 염료가 청색으로 변한다. 섬유 내에서 산

화된 인디고틴은 인접한 인디고틴 분자들 간에 수소결

합을 형성하여 거대 분자가 된다(Poulin, 2007). 섬유와

염료가 안정되게 염착되기 위해서는 섬유와 염료분자

간에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과 같이 결합에너지가 큰

결합이 형성되어야 하지만(Poulin, 2007; Rivlin, 1992),

인디고틴의 경우에는 셀룰로오스 섬유나 단백질 섬유

간에 수소결합과 반데르발스 인력(Van der Waals force)

등이 작용하며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은 가지지 않는다

(Ahn et al., 2015). 그러나 거대분자가 된 인디고틴은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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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출되는 염료의 면적이 적고 불용성으로서 물에 녹

지 않아 우수한 견뢰도를 나타낸다(Ahn et al., 2015; Cr-

ews, 1987; Poulin, 2007). 이와 같은 염착메커니즘에 따

라 쪽으로 문양을 표현할 때에는 보편적으로 교염(絞染),

교힐(絞纈), 홀치기[紋染法], 납염(蠟染), 협힐(夾纈) 등 염

색방법을 사용하게 된다(Lee & Chung, 2012).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실로 묶거나 초를 발라 특정 부분에 염

료가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방염법을 사용한 사례들로

서 실제의 문양은 침염을 통해 얻어진다.

쪽을 이용한 직접 날염 방법은 18~19세기에는 인도와

유럽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지에서 사용된 ‘Pencil blue’나 ‘China blue’ 방법이 그 예

이다(Davis, 1995; Liles, 1990). Pencil blue는 ‘Brush blue’

라고도 불린 방법으로서 웅황(Orpiment)으로 환원시킨

쪽 염료를 아라비아 고무나무 추출물로 걸쭉하게 만든

다음 브러시에 이를 묻혀 면직물에 그림을 그린 방법이

다(Liles, 1990). 당시 이 방법으로 제조된 염액을 블록으

로 찍으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블록에 묻은 염료가 바로

산화되어 직접 인날은 불가능하였다(Liles, 1990). Pencil

blue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한 방법이 China blue로서 여

기서는 불용성 쪽 염료 분말을 황산철 및 아라비아 고무

나무 추출물과 혼합하여 블록으로 찍은 후 4~5일 후에

석회를 푼 물과 황산철을 푼 물에 번갈아 처리함으로써

환원을 시켰다(Liles, 1990). 위 공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hina blue법은 직접 인날 방법과 침염의 방법을 혼

합한 방법이었다. Pencil blue법이나 China blue법 모두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 이는 두 방법 모두 매우 복잡

한 반면 완성도가 떨어지고 규격화된 제품 생산 또는 대

량생산에 부적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Li, 2016).

또한, 시기상으로 볼 때 스크린 날염법은 1907년, 즉 Per-

kin의 아닐린 염료 합성과 함께 시작된 합성염료의 개발

이후에 개발된 것을 볼 때(Shin, 2000), 합성염료가 보급

되는 상황에서 환원과정을 거쳐야하는 천연 쪽 염료를

스크린 날염에 사용할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Li, 2016).

스크린 날염은 보편적으로 스크린 판 제작, 날염호 제

작, 인날, 후처리의 단계를 거친다. 스크린 날염의 인날

방식은 스크린 판을 피염직물에 놓고 날염호를 스크린

판에 덜어 놓은 후 스퀴지를 이용하여 스크린에 염료를

도포하고 다시 한 번 스퀴지로 압축하여 스크린 홈에 스

며든 날염호를 직물에 도포하는 것이다(Kang et al., 2001;

Shin, 1994). 스크린 날염은 다른 날염 방법보다 적은 양

의 염료로 인날이 가능하고 날염 방법이 간단하며 무늬

를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공업적으로 가장 널리 사

용되는 방법이다. Yoon(2010)은 날염호의 점도가 상승

함에 따라 색소와 산소의 접촉기회가 적어져 산화가 지

연된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산화지연은 실제적인 쪽 날

염에서 효과가 미미하다. 따라서 쪽 날염호에 사용되는

호료는 점도상승 능력 외에도 산화를 효과적으로 억제

하는 능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쪽 날염호가 사용과

정 중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여야만 기존의 공업

화된 날염 방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날염에 사용 가능한 호료는 종류가 많으나 날염 공정

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중 몇몇 호료가 주로 사용된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호료들을 피염물로 분류하여 보면

천연섬유에는 CMC, 구아검, 인달카, 아라비아 검, 알긴

산이 주로 사용되었고 이 때 염료로는 식물성 천연염료

를 사용하였다. 반면 합성섬유에는 보편적으로 알긴산과

공업용 바인더를 사용하였으며 분산염료나 숯, 황토 등

의 광물성 염료로 염색하였다. 한편 CMC, 구아검, 인달

카, 아라비아 검, 알긴산 등의 호료들은 시중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며 특히 아라비아 검은 천연 검류임과 동시

에 식품산업에서 사용하는 증점제(Thickening agent)로

서 여타의 호료에 비하여 천연염색에 대한 취지에도 더

부합된다(An & Lee, 2000).

아라비아 검은 천연 검류의 일종으로서 콩과 식물인

아라비아 고무나무(Acasia senegal Will.)의 줄기와 가지

에서 흘러내린 진을 채취한 것이다. 아라비아 검(Arabic

gum)의 주요 성분은 환원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고분자

다당류의 특성상 피막형성 능력을 가지고 있어(An &

Lee, 2000; Shin, 2000) 고등어, 바나나 등 식품의 냉장

보관에서 산화억제의 용도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Binsi

et al., 2016; Maqbool et al., 2011). 뿐만 아니라 아라비

아 검을 이용하여 안토시안 색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색

소의 안정성을 향상시킨 연구사례도 다수이다(Guan &

Zhong, 2015; Kuck & Noreña, 2016).

현재까지 아라비아 검이 날염 염색에 사용된 사례(Kim

& Chang, 2000)가 있기는 하나 점도의 상승 능력이 낮

아 CMC, 구아검 등의 호료보다 사용빈도가 낮다. 그러

나 아라비아 검은 50%의 농도까지 농후한 수용액을 형

성할 수 있으며 이는 구아검 5% 농도와 비슷한 점도값

을 갖기 때문에 날염호의 제작 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첨가할 수 있다. 즉 아라비아 검을 점도상승의 목적이

아닌 피막형성 또는 항산화 효능을 목적으로 수용액에

첨가하여 사용할 때 그 함량에 따라 많은 양을 첨가하

여도 점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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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and Chang(2000)은 아라비아 검을 호료로 사용

하여 소목을 날염한 후 염색성을 조사하였다. 위 연구

는 소목 날염호를 제작하기 위하여 아라비아 검 600g을

400ml의 증류수에 교반해서 원호를 제작하였으며 인날

시의 날염 편의성과 인날 효과에 중점으로 두어 날염호

의 최적 점도를 12,000~20,000cps라고 보고하였다(Kim

& Chang, 2000). 한편 앞서 언급한 18~19세기의 ‘Pencil

blue’ 혹은 ‘Brush blue’라고 불리는 날염 기법에서는 아

라비아 검을 이용해 쪽 염액의 점성을 높인 후 연필 혹

은 브러시와 같은 도구로 무늬를 그렸고 이 과정에서 쪽

의 산화를 최대한 더디게 하기 위하여 환원제로서 광물

성 안료 웅황(Orpiment, As2S3)을 다량 첨가하였다. 이와

같은 기록을 볼 때 18~19세기의 Pencil blue 혹은 Brush

blue와 같은 날염 방법에서는 아라비아 검을 점성제의

용도로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산화억제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상의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쪽

색소의 산화지연 효과를 나타내는 호료를 사용하여 산

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호료로 제작

된 쪽 날염호가 실제적인 스크린 날염에 사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염색특성을 조사함으로써 천연 발효쪽 분말

염료 공업화된 날염 방법을 위한 기초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III. 실 험

1. 재료 및 시약

쪽 염료는 발효쪽 분말염료(Earthues, USA)를 사용하

였다. 호료는 구아검과 인달카, CMC(Arts and Crafts),

아라비아검(ES식품원료)을 사용하였다. 피염물은 30수

의 면 평직물(79×69/Inch
2
, 117g/m

2
)을 사용하였고 스크

린 판의 샤(150dpi, 30d)는 폴리에스터 직물을 사용하였

으며 감광에는 감광유제(Azo-fix No.1)를 사용하였다. 발

효쪽 염료의 환원은 하이드로술파이트(Na2S2O4, Junsei,

Tokyo, Japan)와 수산화나트륨(NaOH, Junsei, Tokyo, Ja-

pan)을 사용하였다. 면직물의 정련에는 수산화나트륨(Na

OH, Junsei, Tokyo, Japan), 탄산나트륨(Na2CO3)과, Tri-

ton
TM

 X-100(Sigma-Aldrich)를 사용하였다. 발효쪽 분말

염료의 인디고틴 함량조사에는 합성인디고(Synthetic in-

digo, C16H10N2O2, MW: 262.26g/mol)를 표준물로 하고 용

매는 디멜틸설폭사이드(DMSO, J.T. Baker, Center Val-

ley, WI, USA)를 사용하였다.

2. 실험기기

날염호의 점도는 DV-E(Brook Field, Middleboro, MA,

USA)형 점도계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염색된 직물의 염

착량은 분광색차계(Color i5, Grand Rapids, Mi,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발효쪽 염료의 인디고틴 함량분

석은 자외-가시광선 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

eter, Lambda 25, Perkin Elmer, Singapore)를 사용하였

다. 날염 직물의 견뢰도는 세탁견뢰도 시험기(Launder-

O-meter, Samwoo Kurex, Seoul, Korea), 마찰견뢰도 시

험기(Crock meter, Daelim Instrument Co., Seoul, Korea),

내후견뢰도 시험기(Xenon Weather-O-meter S3000, Atlas

Electric Devices Co., Chicago, USA)를 이용하여 검사하

였다.

3. 면직물의 정련, 호발

면직물의 전처리는 풀빼기와 정련을 하였다. 정련 조

건은 수산화나트륨 5% w/w, 탄산나트륨 1% w/w, Tri-

ton
TM

 X-100 0.4% w/w가 혼합된 증류수를 98~100
o
C

로 끓이면서 3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정련이 완료된 시

료는 1% 초산 수용액에서 소핑(Soaping)하고 상온에서

건조 후 날염에 사용하였다.

4. 발효쪽 염료의 인디고틴 함량조사

발효쪽 염료 중 인디고틴의 함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량선 검측법을 사용하였다. 검량선 제작을 위해 합성

인디고를 발효쪽 염료에 대응하는 표준물로 하였다. 검

량선 제작에 사용된 합성인디고는 용매를 DMSO로 하

여 출발농도 0.1g/L에서부터 이를 4배 희석한 0.025g/L,

8배 희석한 0.0125g/L, 16배 희석한 0.00625g/L, 32배 희

석한 0.003125g/L, 64배 희석한 0.0015625g/L까지 인디

고틴의 최대흡수파장인 619nm에서 흡광도 값을 측정하

였으며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5점을 가진 검량선을 제작

하였다. 검량선으로부터 회기식과 상관계수(R
2
)을 얻었

으며 수식에 발효쪽 염료 0.1g/L의 619nm 흡광도 값을

대입하여 천연 발효쪽 염료 내에 함유된 인디고틴의 농

도를 계산하였다.

5. 원호 날염호의 제작

날염호의 제작에 쓰일 발효쪽 환원액은 20ml의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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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의 발효쪽, 5g의 하이드로술파이트와 3g의 수산화나

트륨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염료의 농도에 따른 염착

량의 조사에서는 2~9g/20ml까지 색소의 농도를 달리하

여 환원액을 제조하였으며 하이드로술파이트는 각각의

염료농도에서 염료와 동일한 양으로 첨가하였고 수산화

나트륨은 3g으로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원호는 선행연구

에 근거하여 CMC 3%, 구아검 7%, 인달카 9%, 아라비

아 검 60%를 각각 증류수에 풀어 제작하였으며 24시간

동안 상온에 방치하여 충분히 팽윤한 후 점도를 조절하

여 사용하였다(Kim & Chang. 2000; Nam & Kim, 2010;

Song & Song, 2013). 호료의 종류에 의한 산화지연 능력

의 조사에서는 각각의 호료를 10,000cps로 점도를 조절

하여 사용하였다. 날염호의 제작하기 위하여 10,000cps

로 제작된 원호에서 100ml를 취하여 발효쪽 환원액과

혼합하였다. 발효쪽 환원액 중의 물에 의하여 원호점도

10,000cps에서 날염호는 5,000cps 좌우로 점도가 떨어졌

다. 점도의 측정은 Brook Field의 RVDVE를 사용하였

으며 5번 스핀들로 30rpm의 조건하에서 측정하였다.

6. 날염직물의 염착량 측정

피염물의 염착량 측정하기 위하여 분광색차계(Color i5,

X-rite, USA)로 가시광선영역인 380~750nm에서 10nm

단위로 흡수파장 값을 측정하였으며 K/S값을 얻었다.

K/S값은 분광색차계가 제시하여 주는 시료별 최대흡광

파장의 값을 읽었다.

7. 날염 직물의 염색견뢰도 실험

세탁견뢰도는 세탁견뢰도 시험기를 사용하여 KS K

ISO 105-C10에 준하여 실시하였고 마찰견뢰도는 마찰

견뢰도 시험기를 사용하여 KS K ISO 105-B02에 준하

여 실시하였으며 일광견뢰도는 내후견뢰도 시험기를 사

용하여 KS K ISO 105-B01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견뢰

도의 결과 측정에는 그레이스케일을 사용하여 변퇴색과

첨부백포의 오염 정도를 판정하여 견뢰도를 보고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쪽 염료에 대한 호료 종류별 산화지연 능력

날염 공정에 사용되는 호료들이 쪽 염료의 날염에 활

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양한 호료로 제조된

쪽 날염호가 스크린 판 위에 놓여 공기와 접촉하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산화되는지 조사하였

다.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천연염료의 날염에 주로 사용

되었던 호료 중 아라비아 검, CMC, 구아검, 인달카 등

4종을 실험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호료의 점도는 5,000cps,

염료농도는 20g/L로 일정하게 하여 쪽 날염호를 제작

하였다. 스크린 판을 통해 각 날염호를 면직물에 1회 인

날하여 1개의 2×2 사각 문양을 제작한 후 직물을 수세

하지 않은 상태로 공기 중에 최대 60분간 방치하였다. 이

때 날염 문양의 색상이 날염호의 방치시간 대비 초록색

에서 파란색으로 변화하는 정도를 ‘산화지연 능력’으로

간주하고 육안으로 관찰하였다.

실험결과, 인날 직후(0 min)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인달카, 구아검, CMC, 아라비아 검의 순으로 초록색

이 유지되는 시간이 길었으며 특히 아라비아 검은 인날

후 1시간이 경과하여 날염호가 건조된 후에도 초록색상

을 띠었다(Fig. 1). 반면, 구아검과 인달카 및 CMC는 인

날 후 2분 경과 만에 문양의 색상이 파란색으로 변해 문

양에 도포된 염료 중 많은 양이 산화되었을 것으로 추정

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4종의 호료 중 아라비아 검

은 쪽 염료의 날염호 제작에 사용되었을 때 산화지연 능

력이 가장 좋은 호료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구아검, 인

Fig. 1. Oxidation speed of 4 types of print paste of

fermented indigo powder dye prepared with

20g/L of dye concentration and 5,000cps of ara-

bic gum, guar gum, indalca, or C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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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카, CMC를 단독으로 쪽 염료의 날염호 제작에 사용

한다면 스크린 판에서 사용을 시작한 후 2분 내에 쪽 염

료의 산화가 일어나므로 날염 공정을 관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호료 종류별 날염호 반복사용에 따른 염착량

비교

날염 공정에서 실제로 스크린 판의 샤를 통해 문양에

인날되는 염료의 양은 매우 적은 양이다. 실제 공정에서

는 1회 날인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날염호를

스크린 판에 덜어놓고 새로운 원단에 인날하는데 반복

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날염에 사용되는 호료는

비단 1회의 인날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새로운 원단

의 인날에 반복하여 사용될 때까지도 염료의 특성을 보

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쪽 염료의 경우 스크린 판 위

에서 날염호가 장시간 머무르는 경우 직물에 도포되기

전에 염료가 미리 산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염

료가 공기와 접촉하여 불용성 인디고틴으로 산화되어

섬유 내로 염료가 침투되기 어렵고 따라서 염착이 되지

않는다.

호료 종류별로 날염호의 반복사용에 따른 염착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점도로 제작된 날염호들을 스

크린 판에 덜어 10분에 걸쳐 2분마다 새로운 면직물 시

료를 인날하였다. 이렇게 인날된 면직물의 표면 염착량

을 조사함으로써 호료의 산화지연 효과와 염착량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수세 및 건조 후 직물의

최종 색상은 <Fig. 2>와 같다. 구아검, 인달카, CMC 등

의 호료로 제작한 날염호는 스크린 판에서 사용한지 4분

경과 후부터 날염물의 염착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한편 구아검, 인달카, CMC 등

의 호료로 제작한 날염호는 스크린 판에 날염호를 덜은

직후에 인날한 시료(0 min)와 2분 경과 후 인날한 시료

(2 min)도 염착량이 높지 못하며 도포과정 중의 짧은 시

간 내에서도 염료의 산화가 일어나 문양이 얼룩지는 현

상이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아라비아 검을 호료로 사용

한 날염호는 스크린 판에 덜은 직후에 인날한 시료와

10분 경과한 후에 인날한 시료까지 비교적 균일하게 염

착되었다.

<Fig. 2>에 제시된 시료들을 분광색차계로 측정하여

K/S값을 구하고 각 호료별로 5개 시료의 평균을 내어

<Fig. 3>에 제시하였다. 아라비아 검을 제외한 호료는

날염호를 스크린 판에 덜고 4분이 경과한 후 인날하였

을 때 구아검이 1.679에서 0.488로, 인달카는 1.007에서

0.562로, CMC는 1.515에서 0.912로, 신선한 날염호로

인날하였을 때(0 min)에 비해 K/S값이 급격히 감소하였

으며 8분, 그리고 10분이 경과한 후에는 0.15~0.27의 K/S

Fig. 2. Dyeing results of fermented indigo print pas-

te prepared with 20g/L dye concentration and

5,000cps of arabic gum, guar gum, indalca, or

CMC.

Fig. 3. Change of K/S values of the cotton printed with

fermented indigo print paste when the paste re-

maining on the screen was reused for every 2-

minute interval (Dye concentration: 20g/L, vis-

cosity: 5,000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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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보여 거의 염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한편, K/S값의 변화가 비교적 적은 아라비아 검도

전반적으로 K/S값이 높은 수준이 아닌 것을 볼 때 쪽과

아라비아 검을 이용한 날염호 제작에 있어서 염료농도

20g/L은 낮은 농도이며 보다 높은 염료농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발효쪽을 이용해 면

직물을 날염할 경우 호료로서 아라비아 검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로서 이후의 실험들은 아

라비아 검을 이용한 면직물 날염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적절한 날염 조건을 찾는데 초점

을 맞추었다.

3. 날염호 중 발효쪽 염료의 적정 염료농도

발효쪽 염료의 날염에서 염료농도에 따른 염착량의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날염호의 점도를 5,000cps로 하고

염료의 농도를 20~90g/L 범위로 하여 날염하였다. 인날

및 수세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각각의 염료농도

조건에서 5개의 면직물에 1회씩 인날하여 5개의 시료를

얻었으며 5개 시료의 평균 K/S값을 <Fig. 4>에 나타내

었다.

실험결과 염료의 농도에 비례하여 날염한 면직물의

염착량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염료농도가 20g/L에

서 50g/L로 증가함에 따라 K/S값이 현저하게 증가하였

으며 이후의 농도에서도 K/S값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으나 증가폭은 20~50g/L의 구간보다 낮았다. 5개 시료

간의 K/S값의 차이를 보면 40g/L까지는 낮은 표준편차

값을 보였으나 50g/L에서는 높은 표준편차 값을 나타내

었고 다시 60g/L에서 낮은 값을 보였다.

이와 같이 염료농도에 따라 표준편차 값이 불안정한

이유는 날염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낮은 염료농도보

다 높은 염료농도가 환원제의 첨가량이 많은데 기인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편적으로 발효쪽을 염료로 사용

하는 선행연구에서는 염료의 환원을 위하여 0.5~1배에

해당하는 환원제를 첨가하게 된다(Chung & Woo, 2002;

Kim & Jeon, 2011; Oh,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쪽

염료의 환원을 위하여 20g/L의 염료농도일 경우 20g/L

의 환원제를 첨가하였고 이에 반하여 70~80g/L의 염료

농도에서는 70~80g/L의 환원제를 첨가하였는데 하이드

로술파이트는 환원력이 있으므로 아라비아 검이 자체적

으로 지니는 산화지연 효과와 더불어 환원제가 쪽의 산

화지연에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실험결

과로부터 환원제의 농도가 과도하게 높지 않고 염착량

이 비교적 높으며 단계별 염착량의 증가폭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50g/L의 염료농도를 쪽 날염을 위한 천연 발

효쪽 염료의 적정농도로 판단하였다.

4. 사용한 발효쪽 염료의 인디고틴 함량조사

위에서 조사된 적정염료 농도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염료에 한하여 유효하며 다른 어떤 연구자가 품종이나

생산자가 다른 쪽 염료를 사용할 때 함유하고 있는 인

디고틴 함량이 차이가 있어 염착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 사용한 발효쪽 염

료에 대하여 인디고틴 함량을 조사하였다.

먼저 합성인디고와, 연구에서 사용된 발효쪽 염료의

최대흡수파장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위해 발효쪽 염료와 합성인디고를 디메칠설폭사이드

(Dimethyl sulfoxide, DMSO)에 용해하여 가시광선 분광

광도계로 가시광선 영역의 흡광특성을 분석하였다. 조

사결과 합성인디고와 발효쪽의 최대흡수파장은 각각

620nm과 619nm로서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Fig.

5). 한편 쪽의 또 다른 색소인 인디루빈은 붉은색으로서

그 최대흡수파장이 533~542nm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

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발효쪽에서는 533~542nm 영

역에서 피크가 보이지 않았고, 대신 570nm 좌우에서 작

은 굴곡이 보였다(Oh & Ahn, 2011).

발효쪽에 함유된 인디고틴 색소를 조사하기 위하여

합성인디고를 이용해 x축을 합성인디고의 농도, y축을

Fig. 4. Comparison of the K/S values of the cotton pri-

nted with fermented indigo print paste using

20-90g/L dye concentration (viscosity: 5,000

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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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광도로 하는 검량선을 제작하였다(Fig. 6). 제작된 검

량선(R
2
=0.9999) 수식에 619nm에서의 발효쪽 염료(0.1g/

L)의 흡광도값 1.08849를 대입한 결과 0.014507g/L의 인

디고틴 함량이 산출되었으며 이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

한 발효쪽의 색소함량은 약 14.50%인 것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적정농도 50g/L는 색소함량

이 14.50%인 천연 발효쪽 염료를 날염에 사용할 때의 적

정농도이므로 날염 공정을 할 때에는 각기 다른 천연 쪽

염료의 색소함량을 조사한 후 위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염료량을 조절할 것을 제안한다.

5. 호료 농도별 날염호 반복사용에 따른 염착량

비교

산화의 지연에 의한 염착현상을 더 면밀하게 파악하

기 위하여 아라비아 검의 농도별로 제작된 날염호를 스

크린 판에 덜어 실제적인 날염 공정에서와 같이 10분 동

안 2분마다 새로운 면직물 시료를 인날하였다. 이로부

터 얻어진 날염물을 수세, 산화시키어 실제 날염 직물을

얻었으며 분광색차계로 색상을 측정하여 염착량을 조사

하였다(Fig. 7)−(Fig. 8).

실험에서 사용되는 날염 염료는 호료, 물, 염료, 조제

등의 여러 가지 재료로 배합되었다. 따라서 원호농도

Fig. 5. UV-Vis spectrum of synthetic indigo and nat-

ural indigo dye.

Fig. 6. Calibration graph of synthetic indigo in DMSO

solution. The location of natural indigo on the

graph is shown as a dot in relation to its ab-

sorbance and indigotin concentration.

Fig. 7. Change of K/S values of the cotton printed with

fermented indigo print paste with varying con-

centrations of arabic gum when the paste re-

maining on the screen was reused for every 2-

minute interval (dye concentration: 50g/L).

Fig. 8. Visual representation of cotton printed with fer-

mented indigo print paste with varying concen-

trations of arabic gum when the paste remain-

ing on the screen was reused for every 2-min-

ute interval (dye concentration: 50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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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인 날염 염료는 실제적으로 날염 염료로 제조된 후

18.93%의 호료를 함유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제조된 후의 호료농도를 표기하였다. 인디고틴의

농도는 50g/L, 호료농도는 18.93~41.99%로 설정하였다.

실험결과 호료농도 18.93%(120cps)와 22.74%(210cps)

에서는 스크린 판에서 호료가 반복적으로 도포되는 시

간에 따라 염착량이 감소되는 현상이 포착되었다(Fig.

7). 또한, 18.93%와 22.74%에서는 날염호의 점도가 너

무 낮아 문양의 번짐현상이 나타났고 작업과정 중 호료

가 흐르는 현상이 있어 사용하기 불편하였다. 호료농도

26.56%(530cps)와 30.54%(1050cps)에서는 스크린 판에

호료가 반복적으로 도포되는 시간에 따라 염착량의 감

소가 비교적 적었으며 특히 26.56%에서는 도포되는 시

간에 따라 비교적 균일한 염색이 되었다. 한편 높은 호료

농도인 34.46%(2810cps)와 38.37%(8250cps)에서는 도

포되는 시간에 따라 염착량의 변화가 더 적었으며 호료

농도 41.99%(15840cps)에 이르러서는 다른 염료농도의

조건에 비하여 균일한 염착이 가능하였다. 모든 호료농

도 조건에 0분 시료를 비교하였을 때는 호료농도가 낮

은 18.93%의 시료가 가장 염착량이 높았고 10분 시료들

만 비교하였을 때는 호료농도 26.56%의 시료가 가장 염

착량이 높았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보아 호료농도가 낮

으면 염착량이 증가하고 10분 동안의 염착량이 변화 없

이 안정적으로 염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호료농도

가 높은 조건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반적

인 염착량이 높으면서 10분 동안 염착량의 변화가 상대

적으로 적은 호료농도 조건은 26.56%인 것으로 판단되

었다(Fig. 8).

이상과 같이 날염호 중 아라비아 검의 농도에 따라 염

착량이 변하는 원인은 날염호 중에 함유되어 있는 물의

양과 호료의 양에 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즉 날염호 중 물의 양이 높으면 면직물에 흡수되는

물의 양이 높아지고 따라서 함유되어 있는 인디고틴의

흡수량도 증가되는 반면, 호료의 함유량이 저하되어 산

화지연 효과가 저하된다. 높은 호료농도 조건에서는 이

와 반대로 함유되어 있는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 전

반적인 염착량이 낮아지지만 동시에 호료의 함유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산화가 더 오래 지연되는 것으로 생

각된다.

날염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종류에 따라 롤러날염기

는 300~1,500cps, 로터리날염기는 4,000~5,000cps, 자

동스크린날염기는 6,000~15,000cps, 손날염은 10,000~

20,000cps를 적정점도로 사용하고 있다(Shin, 2000). 따

라서 전반적인 염착량이 높으면서 10분 동안 염착량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아라비아 검의 농도조건인

26.56%(530cps)는 실제적인 날염 공정에서 롤러날염기

에만 적합한 점도이며 로터리 날염기 및 자동스크린날

염기 또는 손날염에서는 점도가 낮아 사용하기 불편하

다. 한편 일반적인 날염 공정에서는 단일호료의 단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2~3종의 호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

이 통례이다(Shin, 2000). 따라서 점도조건에서 아라비아

검이 미흡한 부분을 그 외의 호료로 보충하면 일반적인

날염 공정에서의 문제점이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

다.

6. 날염된 피염물의 염색견뢰도

날염된 직물의 염색견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탁견

뢰도, 마찰견뢰도 및 일광견뢰도를 시험하였다. 세탁견

뢰도는 KS K ISO 105-C10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마찰

견뢰도는 KS K ISO 105-B02, 일광견뢰도는 KS K ISO

105-B01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염색견뢰도에 사용된 날

염 직물은 염착량이 높고 10분 동안 염착량의 변화가 적

었던 50g/L의 염료농도, 800cps의 점도조건인 시료를 사

용하였다. 세탁견뢰도와 마찰견뢰도 모두에서 각각 3회

실험을 반복하여 평균값을 보고하였다. 염색견뢰도는 그

레이스케일을 사용하여 변퇴색과 첨부백포의 오염 정도

를 판정하여 <Table 1>과 같이 보고하였다. 시험결과 세

탁 및 마찰견뢰도 모두에서 5등급의 높은 견뢰도를 보였

고 습윤 마찰견뢰도에서는 4~5등급을 보였으며 일광견

뢰도는 4등급을 나타내었다.

7. 날염 기법을 이용한 전통 쪽 방염 직물의 재현

날염물의 실제적인 인날 효과를 고찰하기 위하여 중

국의 전통적인 방염 직물인 남인화포(藍印花布)를 목표

물로 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다룬 스크린 날염의 방법

으로 이를 재현하였다. 남인화포는 두꺼운 패턴지에 문

양을 조각하여 제판하고 이를 인날될 천 위에 올려놓은

다음 흰콩과 석회분을 4:6으로 혼합하여 제작한 방염호

를 바른다(Lee & Sohn, 2011). 무늬 부분에 방염호가 발

라진 직물을 쪽으로 침염하여 <Fig. 9>와 같이 염색물을

얻는다(Lee & Sohn, 201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통 방염 직물을 실크스크린

날염의 방법으로 재현하였으며 그 결과 <Fig. 10>과 같

이 염색되었다. 염색조건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 염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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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고 10분 동안 염착량의 변화가 적었던 50g/L의 염

료농도, 800cps의 점도조건으로 하였다. 남인화포의 날

염 방법이 (제판-방염제도포-침염-방염제 탈착-수세)의

과정을 거친다면 스크린 날염의 방법은 (제판-인날-수

세)의 과정으로 여러 과정이 생략되어 더 효율적이다. 또

한 바탕색이 아닌 문양 부분이 남색으로 염색되어야 할

경우 바탕을 모두 날염호로 덮어야하는 비경제적인 현

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

크린 날염의 방법으로 쉽게 인날하여 경제적이고 효율

적인 염색이 가능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날염의 방법 중 스크린 날염법을 발효

쪽 염료의 날염에 적용함으로써 이로부터 생기는 산화

의 문제점과 염색방법에 초점을 두어 심층 분석하였다.

특히 발효쪽 분말염료의 날염에 있어서 산화의 문제점

을 해결함으로써 방염과 발염을 이용한 기존의 문양 표

현 방식으로부터 직접 날염의 방법으로 문양 표현이 가

능하게 하였으며 공업화된 날염 방법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료 종류별로 아라비아 검, 구아검, 인달카,

CMC로 각각 날염호를 제작하여 환원된 발효쪽 염료의

산화지연 시간을 조사한 결과 아라비아 검이 산화지연

시간이 가장 길었다. 또한 이러한 산화지연에 의하여 날

염 공정에서 장시간 동안 안정한 상태의 환원된 발효쪽

염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10분간 스크린 판에서 반복

적으로 도포되면서 사용될 때에도 산화에 의한 염착량

의 변화가 적었다.

둘째, 날염호 중 색소농도에 따라 염착량을 조사한 결

과 50g/L까지 증가하다 그 이후로는 완만한 증가를 보였

으며 이로부터 50g/L가 발효쪽의 적정농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날염호 중 호료의 농도에 따라 염착현상을 조사

한 결과 26.56%(점도: 530cps)의 조건에서 10분 동안 반

Table 1. Dyeing condition of indigo print (dye concentration: 50g/L, viscosity: 800cps)

Dyeing condition Sample1 Sample2 Sample3 Average

Washing
Fading 5 5 5 5

Staining 5 5 5 5

Rubbing fastness
Fading 5 5 5 5

Staining 5 5 5 5

Rubbing fastness

(w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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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ining 4-5 4-5 4-5 4-5

Sunlight Fading 4 4 4 4

Fig. 9. Chinese indigo printing (藍印花布).

From PCGroup. (2016). http://dp.pconline.com.cn

Fig. 10. Textile printing made of screen textile print-

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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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여 도포하였을 때 염착량이 변화가 적었고 염착량

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첨예성이 높았다.

셋째, 날염된 직물을 세탁견뢰도는 오염견뢰도와, 변

퇴색견뢰도 모두 5등급, 마찰견뢰도는 5등급, 습윤 마찰

견뢰도는 4~5등급, 일광견뢰도는 4등급으로 기존의 침

염에서의 견뢰도와 유사한 결과 값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같이 아라비아 검을 호료로 한 날

염호는 산화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스

크린 날염 방법으로 직접날염이 가능하였다. 뿐만 아니

라 본 연구에서 조사된 산화제어에 적합한 쪽 날염호 중

아라비아 검 농도는 스크린 날염뿐만 아니라 롤러날염

로터리스크린날염기 및 손날염 등의 여러 가지 직접날

염에서 기초자료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날염 방법이 가능해짐으로 인하여 기존의 발

염, 방염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쪽 날염은 염색공정

이 간단해지고 더 경제적이며 생산속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증열에 의해 염

료의 탈착현상이 존재한다는데 있다. 즉, 발효쪽 염료와

다른 제2의 염료를 함께 사용하여 2도 이상의 색상을

가진 날염 직물을 제작할 때 발효쪽의 염료 탈착현상으

로 인해 제2염료도 증열처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

한다. 따라서 증열처리가 꼭 필요한 2도 이상의 날염에

서 인날 직후 후처리로 도포된 발효쪽 날염호를 완전 산

화시키어 아라비아 검의 환원능력을 상실시키는 방법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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