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96 –

레이온계 여름용 직물에서 매염제 종류에 따른

오배자 염색의 색채발현 및 기능성에 관한 연구

홍 경 화
†

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Coloring Effect and Functionality of Rayon Based Cool Fabrics Treated

by Various Mordant and Gallnut Extract

Kyung Hwa Hong
†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December 26, 2016; Revised February 13, 2017; Accepted February 23, 2017

Abstract

Gallnuts are known to exert various pharmaceutical properties that include anti-inflammatory, antimicro-

bial, antioxidant, and detoxifying effects. Gallnut extract is thought to be a particularly safe antimicrobial

agent for textile application due to its natural origins. Hence, textiles were dyed with gallnut to develop

multi-functional clothing material with no harmful effects. In this study, three kinds of cool touch woven

fabrics, each comprised of 100% viscose rayon filament, viscose rayon filament/high absorption & quick

dry (polyester) filament, and viscose rayon filament/tencel
®
 spun yarn, were prepared and used as substrates

for gallnut dyeing to especially develop functional cool touch textiles for summer clothing material. On the

other hand, gallnut dyeing was conducted with mordanting with iron, lime or alum, which induced different

colors on the dyed textiles. Dyed textiles were then investigated by SEM, FTIR, antibacterial test, and anti-

oxidant test. Subsequently, gallnut dyed textiles indicated excellent antibacterial ability and deodorization

activity regardless of mordant species. However, only gallnut dyed textiles mordanted with iron and alum

showed significant antioxidant ability. In addition, the dyeing processes impair the cool touch feeling of the

textiles by changing the micro structure of the textile surface.

Key words: Cool touch textile, Gallnut, Mordant, Antibacterial ability, Antioxidant ability; 냉감직물, 오

배자, 매염제, 항균성, 항산화성

I. 서 론

오늘날 건강과 환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면

서 이에 따른 생활의 양상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추구하려는 노력으로

최근 쾌적 섬유의 제조 및 가공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의류나 침구류에 사용되는 섬유제

품들은 인간의 피부와 직접 맞닿아 사용되므로 섬유제

품 자체의 청결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인체에 세균감

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섬유제품의

경우 특히 여름철에는 인체에서 과다하게 분비되는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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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피지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기 유리한 서식지가 된다.

따라서 이로 인한 세균감염이나 오취를 방지하고자 섬

유제품의 항균가공(antibacterial finishing)에 대한 연구

는 오랫동안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섬유가공에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합성 항균제는 대부분 일종의 독

성물질로서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해가 될 수 있으

며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Blaser

et al., 2008; Dann & Hontela, 2011; Ristić et al., 2011). 이

처럼 인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항균제나 위생가공

제, 염료와 같은 화학약품들은 피부를 자극하고 인체에

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는 약용성분이 있으면서 인체에 무해한 천

연 가공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Pannu, 2013;

Ramya & Maheshwari, 2013; Shin et al., 2014; Teli et

al., 2013).

또한 최근 소비자들이 섬유제품에서 기대하는 기능성

은 단순히 항균성 한가지만이 아니라 인체에 유익한 추

가적인 건강증진 기능을 복합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개

발자들은 섬유제품에 다양한 기능성 가공을 통해 이러

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고 있다(Fras-Zem-

ljič et al., 2011; Pannu, 2013). Fras-Zemljič et al.(2011)는

플라보노이드(flavonoids)를 단백질 분해효소(tyrosinase)

로 산화시켜 비스코스-키토산 섬유(viscose-chitosan fib-

er)에 그라프트 시킴으로써 항균성과 항산화성이 우수한

섬유를 개발하였고, Salah(2012)는 바나나 껍질(musa, cv.

cavendish)을 사용하여 면섬유에 다양한 방법으로 염색

함으로써 항균성과 자외선 차단성이 우수한 섬유제품을

개발하였다. 또한 본 연구진은 선행연구를 통해 오배자

추출물에 의한 염색과 가공으로 면과 양모섬유에 우수

한 항균성과 항산화성이 부여됨을 확인하였다(Hong et

al., 2012; Koh & Hong, 2014). 오배자는 붉나무(Rhus ja-

vanica L.) 잎에서 기생하는 작은 벌레들의 집으로 이 벌

레집 속에는 죽은 진드기와 진드기 배설물들이 얽혀 있

으며 떫은맛을 내는 탄닌(gallotannin) 성분이 들어있어

한방에서는 지혈작용이나 종양 억제, 종기, 피부염, 가

려움증, 피부습진에 효능이 탁월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

다(Shahid et al., 2012). 이러한 오배자는 특히 아시아 지

역에서 오랫동안 가죽의 태닝(tanning), 천연 염색의 매염

제 등으로도 널리 사용되어 왔다(Chu, 1998; Park et al.,

2009).

한편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지구 온난화는 바다와

지표의 기온을 상승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홍수, 가뭄,

폭염, 폭서 등 다양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점차 겨울과 여름이 길어지고 있으며, 겨

울은 더 춥고 여름은 더 무더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고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철 실내 냉방온도에 관한 정

부차원의 규제가 강화되었다. 따라서 절전형 여름상품

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모시 속옷이나 냉

장고 티셔츠 등 냉감성을 표방한 다양한 섬유제품들이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Hong, 2014)에

서 다양한 레이온계 직물을 제조하여 접촉냉온감을 측

정함으로써 냉감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100% 비스

코스 레이온 필라멘트사 직물, 비스코스 레이온/폴리에

스터계 흡한속건 필라멘트사 직물, 비스코스 레이온/텐

셀(tencel
®
) 방적사 직물을 본 연구를 위한 바탕직물로 사

용하였다. 또한 위의 직물들에 다양한 매염제를 사용하

여 천연 기능성 약제인 오배자로 염색함으로써 다양한

색채발현과 항균 및 항산화성과 같은 기능성 구현을 기

대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여름철 의류소재로 적합

한 냉감 및 기능성 섬유제품을 위한 소재 개발을 제안하

고자 한다.

II. 실 험

1. 재료

100% 비스코스 레이온 필라멘트사 직물과 비스코스

레이온 필라멘트사(경사)/폴리에스터계 흡한속건 필라

멘트사(위사) 직물, 그리고 비스코스 레이온 필라멘트사

(경사)/텐셀 방적사(위사) 직물은 모두 대진직물(공주, 한

국)에서 동일한 조직으로 제직하였다(Table 1). 오배자

는 대전지역의 전통시장에서 구매하였고, 매염제로 사

용한 철(FeSO4), 소석회(Ca(OH)2), 백반(KAl(SO4)2 · 12

H2O)은 Saluton Natural & Color(공주, 한국)에서 구입

하였다.

2. 시료제작

염색은 예비실험 결과 염색의 견뢰도와 색감의 다양

성을 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Fig. 1>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염액은 300g의 오배자 조각(flake type)을

5L 물에 넣고 1시간 가량 끓이는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염색을 위한 액비는 1:10으로 70°C의 온도에서 25분간

교반하며 실시하였고, 매염은 직물무게의 약 3%의 매

염제 용액에서 70°C, 25분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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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1) 기본분석

모든 직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섬유혼용율(KS K 02

10:2007, 정량혼용률)(%), 인장강도(KS K 0520:2009,

C.R.E. 그래브법)(N), 흡수속도(KS K 0815:2008, 6.27.1

B법)(mm), 건조속도(KS K 0815:2008, 6.28.1 A법)(min)

를 측정하였다.

2) 염색견뢰도

염색견뢰도는 세탁견뢰도(KS K ISO 105 C06:2007,

A2S, 세탁온도 40±2°C, 세탁시간 30분, 0.4% ECE 표준

세제, 0.1% 과붕산나트륨, 강구 10개)(급), 일광견뢰도

(KS K ISO 105 B02:2010, Xenon-arc-lamp, Blue scale)

(급), 마찰견뢰도(KS K 0650:2011)(급)를 FITI 시험연구

원에서 평가하였다.

3) 기능성 평가

냉감성 분석을 위해서는 KES-F7 Thermo LaboII를 이

용한 접촉냉온감을 측정하였다.

항균성은 KS K 0693에 준하여 각각 그람-양성균인 황

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과 그

람-음성균인 폐렴쌍구균(Klebsiella pneumoniae ATCC

4352)에 대해 정균감소율(%)을 <Eq. 1>로 구하였다.

정균감소율(%) = [(Mb − Mc) / Mb] × 100 ...... Eq. 1.

Mb:대조편의 18시간 배양 후 생균수(3검체의 평균치)

Mc:시험편의 18시간 배양 후 생균수(3검체의 평균치)

항산화성은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free

radical)/Methanol 용액에 시험편과 대조편을 담궈 암실

에서 1시간 방치 후 UV-vis spectrometer를 통해 517nm

에서 피크강도를 측정한 후 <Eq. 2>로 “radical scaveng-

ing” 효과를 구하였다(Han et al., 2008).

...... Eq. 2

S: 517nm에서 시험편이 담긴 용액의 흡수강도

C: 517nm에서 대조편이 담긴 용액의 흡수강도

소취성은 가스검지관법으로 100ppm의 암모니아 가스

가 들어있는 가스백(5L)에 10cm×10cm의 시험편을 넣고

2시간이 경과한 후 잔여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Eq. 3>으

DPPH scavenging activity %( )
C S–

C
----------- 100×=

Table 1. Composition of woven fabrics used in this study

Fabric No. Warp Weft

100% viscose rayon fabric
Viscose rayon 120D

(non-twisted)

- Viscose rayon 120D (twisted, TM: 1100)

Viscose rayon/PET fabric - PET High absorbance quick dry filament 75D/2

Viscose rayon/tencel® - Tencel® 40Ne spun yarn

Cotton (for comparison) Cotton spun yarn 40Ne - Cotton spun yarn 40Ne

Fig. 1. Dye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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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하였다.

소취율(%) = [(Cb − Cs) / Cb] × 100 ...... Eq. 3.

Cb: blank, 2시간 경과 후 시험가스백 안에 남아 있는

시험가스의 농도

Cs: 시료, 2시간 경과 후 시험가스백 안에 남아 있는

시험가스의 농도

III. 결과 및 고찰

1. 바탕직물의 특성

본 연구에서 바탕직물로 사용한 100% 비스코스 레이

온 직물, 비스코스 레이온/폴리에스터계 흡한속건사 직

물, 그리고 비스코스 레이온/텐셀 방적사 직물은 선행

연구를 통해 표면 접촉냉감과 통기성 등을 고려할 때 여

름철 냉감소재로 우수한 소재로 나타났다(Hong, 2014).

이는 <Fig. 6>의 Qmax(before dyeing)값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Table 2>는 바탕직물들의 조성과 인장강도,

흡한속건성(흡수속도와 건조속도)을 나타낸 표이다. 경

사를 무연의 비스코스 레이온 필라멘트사로 하고 위사

로 폴리에스터 흡한속건사를 사용하여 제직한 경우 셀룰

로오스와 폴리에스터 함량이 각각 66.9%와 33.1%였고,

나머지 두 직물은 모두 100% 셀룰로오스임을 확인하였

다. 경사를 비스코스 레이온 필라멘트사로 하고 위사를

폴리에스터계 흡한속건사를 사용하여 제직한 직물의 경

우 폴리에스터의 함량이 적어 전체적인 직물의 인장강

도는 동일한 구조로 제직된 면직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사방향의 강도는 면직물의 위사방

향의 강도보다 컸고, 특히 다른 100% 비스코스 레이온

직물이나 비스코스 레이온/텐셀 직물에 비해서는 매우

우수한 강도를 보였다. 따라서 의류소재나 침구류로 사

용 중 낮은 강도는 비스코스 레이온 직물의 가장 큰 단점

이었으므로 폴리에스터계 흡한속건사가 교직되는 것은

기능성뿐만 아니라 내구성 향상 측면에 있어서도 바람

직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흡한속건성에 있어서는

100% 비스코스 레이온 직물의 흡수율이 가장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고, 비스코스 레이온/흡한속건사 직물의 건

조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스코스 레

이온은 습식방사로 제직되는데 이 과정에서 섬유단면에

특유의 톱니모양을 지니게 되고 이로써 섬유표면에 모

세관 현상(capillary effect)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가는 채널

을 갖게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색채발현

위에서 특성을 제시한 100% 비스코스 레이온 직물, 비

스코스 레이온/흡한속건사 직물, 비스코 스레이온/텐셀

방적사 직물을 <Fig. 1>의 과정과 같이 3회 오배자 염색

하고 3회 매염처리하였다. 특히 마지막에는 각각 철, 석

회, 백반으로 매염하여 최종 색채발현에 변화를 주었다.

<Fig. 2>는 염색한 각각의 직물들의 외관을 제시한 것이

고, <Table 3>은 그 색감을 색차계를 통해 분석한 값들

이다. L값이 작아지고 ΔE값이 커질수록 농색으로 염색

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전반적으로 염색이 잘된 순서는

100% 비스코스 레이온 직물≥비스코스 레이온/텐셀 방

적사 직물>비스코스 레이온/흡한속건사 직물 순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레이온이 비록 아마이드기(amide gr-

oup)를 가지는 단백질 섬유나 나일론계 섬유들보다는 천

연 염색에 의한 색채발현이 불리한 셀룰로오스계 섬유

이지만 그래도 염료와의 반응기가 없는 폴리에스터계 섬

유보다는 색채발현에 있어서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다양한 매염제 처리와 함께 오배자로 염색한 직물은

전반적으로 염색이 잘 될수록 a*값과 b*값이 커지는 경

향을 보였는데, 이는 매염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오배자

염색이 잘 될수록 붉고 노란색기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

한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substrate woven fabrics used in this study

Fabric samples Fiber composition (%)
Tensile strength
(warp/weft) (N)

Absorption rate
(warp/weft) (mm)

Drying rate (min)

100% viscose rayon fabric Cellulose 100.0 390/150 82/67 103

Viscose rayon/PET fabric
Cellulose 066.9
Polyester 033.1

490/590 85/58 101

Viscose rayon/tencel® Cellulose 100.0 470/210 79/61 107

Cotton (for comparison) Cellulose 100.0 560/520 86/70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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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appearances of gallnut dyed fabrics; (a) iron mordanting/gallnut dyeing 100% viscose rayon fabric,

(b) lime mordanting/gallnut dyeing 100% viscose rayon fabric, (c) alum mordanting/gallnut dyeing 100%

viscose rayon fabric, (d) iron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PET fabric, (e) lime mordanting/

gallnut dyeing viscose rayon/PET fabric, (f) alum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PET fabric, (g)

iron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tencel
®
 fabric, (h) lime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tencel
®
 fabric, (i) alum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tencel

®
 fabric.

Table 3. Color values of gallnut dyed viscose rayon, viscose rayon/PET, and viscose/tencel
®

Fabric description L* a* b* ΔE

Pristine 100% viscose rayon 81.1708 −0.0813 −1.0654 -

Iron mordanting/gallnut dyeing 100% viscose rayon 54.3421 5.5462 1.0254 25.4231

Lime mordanting/gallnut dyeing 100% viscose rayon 38.5568 4.3619 33.1093 53.9651

Alum mordanting/gallnut dyeing 100% viscose rayon 74.1058 −1.2030 10.2638 12.9464

Pristine viscose rayon/PET 83.8178 −0.3325 −1.4612 -

Iron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PET 61.5530 4.8344 0.0577 23.2420

Lime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PET 49.7322 3.4620 22.6900 42.2056

Alum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PET 79.1027 −1.2320 8.0476 10.7652

Pristine viscose rayon/tencel® 80.7224 −0.0979 −1.2345 -

Iron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tencel® 55.4800 5.6428 1.2111 25.2369

Lime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tencel® 39.2920 4.8419 33.7900 53.8871

Alum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tencel® 74.3863 −0.8144 10.3617 12.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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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면특성

<Fig. 3>은 미처리 비스코스 레이온과 각각 철매염,

석회매염, 백반매염과 함께 오배자로 염색한 비스코스

레이온의 표면형상이다. 철매염, 석회매염, 백반매염을

한 오배자 염색직물 모두 비슷한 정도의 표면부착물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매염에 의해 부착되는 절대적인 오

배자 추출물의 양은 모두 비슷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

지만 <Fig. 4>에서 관찰되는 FTIR 결과는 마지막 매염

과정에서 매염제의 종류에 따라 표면의 화학적 성질이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00% 비스코스 레이온

직물에서 관찰되는 셀룰로오스 히드록시기(hydroxyl) 피

크(1640cm
-1

)<Fig. 4(a)>가 마지막 매염을 철과 백반으

로 처리한 후에는 1715cm
-1
와 1614cm

-1
로 갈라져 나타

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4(b))−(Fig. 4(d)). 이들은 각

각 카보닐(carbonyl) C=O 결합과 방향성(aromatic) C=C

결합의 신축 떨림이며, 이는 오배자의 주 성분인 갈릭산

(gallic acid) 유도체와 엘라그산(ellagic acid)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석회로 최종 매염을 한 경우

에는 1584cm
-1
에서 강한 피크를 보였는데<Fig. 4(c)>, 이

는 석회의 carbonization 반응에 의해 생성된 CaCO3에

서 기인한 카르복시기(carboxylates)의 C=O 신축 피크이

며, 1372cm
-1
에서 관찰되는 강한 피크는 탄산염(carbo-

nate) C-O 본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4. 방취성

<Fig. 5>는 철, 석회, 백반으로 매염하고 오배자로 염

색한 100% 비스코스 레이온 직물, 비스코스 레이온/흡

Fig. 3. SEM morphologies of viscose rayon fibers; (a)

pristine, (b) iron mordanting/gallnut dyeing, (c)

lime mordanting/gallnut dyeing, (d) alum mor-

danting/gallnut dyeing.

Fig. 4. FT-IR spectra of viscose rayon fibers; (a) pri-

stine, (b) iron mordanting/ gallnut dyeing, (c)

lime mordanting/gallnut dyeing, (d) alum mor-

danting/gallnut dyeing.

Fig. 5. Deodorization activity of fabrics; (a) iron mor-

danting/gallnut dyeing 100% viscose rayon fa-

bric, (b) lime mordanting/gallnut dyeing 100%

viscose rayon fabric, (c) alum mordanting/gall-

nut dyeing 100% viscose rayon fabric, (d) iron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PET

fabric, (e) lime mordanting/gallnut dyeing vis-

cose rayon/PET fabric, (f) alum mordanting/ga-

llnut dyeing viscose rayon/PET fabric, (g) iron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ten-

cel
®
 fabric, (h) lime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tencel
®
 fabric, (i) alum mordant-

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tencel
®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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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속건사 직물, 비스코스 레이온/텐셀 방적사 직물들의

방취성을 나타내고 있다. 오배자로 염색한 모든 직물들

은 90.0% 이상의 방취성을 보였다. 하지만 매염제 종류

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직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백반매염을 한 직물의 방취성이 가장 우수했고 그 다음

이 철매염, 그리고 석회매염의 오배자 염색직물의 방취

성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반은 이미 소취성

에 효과가 있는 물질로 오랫동안 알려져 있어 유럽, 멕

시코, 태국 등지에서는 데오도란트 제품의 성분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백반의 성질이 백반매염의 오배

자 직물에 잔존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

인다(Aguilar et al., 1956; Kanlayavattanakul & Lourith,

2011). 한편 직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비스코스 레이온/

텐셀 방적사 직물의 방취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방적사 고유의 형태적 특성으로 텐셀 방적

사가 암모니아 가스의 흡착에 유리했기 때문으로 보인

다. 또한 비스코스 레이온/흡한속건사 직물의 방취성이

가장 낮은 이유는 폴리에스터 섬유가 오배자에 대한 염

색성이 낮아 절대적인 오배자 성분의 부착량이 가장 낮

았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5. 냉감성

<Fig. 6>은 100% 비스코스 레이온 직물, 비스코스 레

이온/흡한속건사 직물, 비스코스 레이온/텐셀 직물, 그

리고 비교를 위한 면직물의 냉감성을 백반매염과 함께

오배자 염색 전 ·후로 측정한 표면 접촉냉감값(Qmax)

이다. 전체적으로 염색전 비스코스 레이온 필라멘트사

가 경사에 함유된 바탕직물들의 냉감성은 동일한 조직

의 면직물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염색

이후 레이온계 직물의 냉감성은 크게 하락하였다. Qmax

값은 표면접촉 시 0.3초 이내의 순간적인 냉감을 의미하

는데, 선행연구를 통해 섬유의 형태가 평활하여 센서표

면에 닿는 직물의 표면적이 클수록 Qmax값이 크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Hong, 2014; Pac et al., 2001). 따라서 <Fig.

6>의 결과는 오배자 염색에 의해 섬유표면의 미세구조

적 형상이 요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달라져서<Fig. 3>

센서와의 접촉면적이 작아짐에 따라 냉감성이 하락한 것

으로 보인다.

6. 항산화성

<Fig. 7>은 철, 석회, 백반으로 매염하고 오배자로 염

색한 100% 비스코스 레이온 직물, 비스코스 레이온/흡

한속건사 직물의 항산화성을 나타내고 있다. 백반으로

매염하고 오배자로 염색한 직물의 항산화성은 100% 비

스코스 레이온 직물의 경우 97.6%, 비스코스 레이온/흡

한속건사 직물은 97.7%로 매우 우수하였다. 하지만 석

회로 최종 매염한 오배자 염색직물의 항산화성은 각각

34.8%와 41.1%로 매우 저조하였다. 이는 매염제인 소석

Fig. 6. Qmax values of prepared woven fabrics; (a)

100% viscose rayon fabric, (b) viscose rayon/

PET fabric, (c) viscose rayon/tencel
®
 fabric (d)

pristine cotton fabric.

Fig. 7. Antioxidant activities of fabrics; (a) pristine

100% viscose rayon fabric, (b) iron mordant-

ing/gallnut dyeing 100% viscose rayon fabric,

(c) lime mordanting/gallnut dyeing 100% visc-

ose rayon fabric, (d) alum mordanting/gallnut

dyeing 100% viscose rayon fabric, (e) pristine

viscose rayon/PET fabric, (f) iron mordanting/

gallnut dyeing viscose rayon/PET fabric, (g)

lime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

PET fabric, (h) alum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PET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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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calcium hydroxide)가 이온화되기 전 라디칼(hydroxyl

radical)인 hydroxide 상태에서 오배자의 항산화 활성을

소멸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7. 항균성

<Table 4>는 철, 석회, 백반으로 매염하고 오배자로 염

색한 100% 비스코스 레이온 직물, 비스코스 레이온/흡

한속건사 직물, 비스코스 레이온/텐셀 방적사 직물들의

항균성을 나타내고 있다. 오배자로 염색한 모든 직물들

의 항균성이 99.9%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석회로

매염한 직물들의 항균성은 그람-양성균인 황색포도상구

균과 그람-음성균인 폐렴쌍구균 모두에서 99.9% 이상의

높은 항균성을 보였다. 이는 소석회 자체에도 항균성이

있기 때문에 오배자의 항균성과 함께 염색직물의 항균

성을 증폭시킨 것으로 보인다(Mohammadi et al., 2012;

Sathorn et al., 2007).

8. 염색견뢰도

<Table 5>는 철, 석회, 백반으로 매염하고 오배자로 염

색한 100% 비스코스 레이온 직물, 비스코스 레이온/흡

한속건사 직물, 비스코스 레이온/텐셀 방적사 직물들의

염색견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천연 염색직

물들이 염색견뢰도가 낮은 것과 같이 오배자로 염색한

직물들도 낮은 견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탁견뢰도가 가장 낮았고 마찰견뢰도나 일광견뢰도는

다소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백반으로 매염한 오배

Table 4. Antibacterial abilities of gallnut dyed viscose rayon, viscose rayon/PET, and viscose/tencel
®

Fabric description
Reduction % of

S. aureus K. pneumoniae

Pristine 100% viscose rayon - -

Iron mordanting/gallnut dyeing 100% viscose rayon 99.9 99.4

Lime mordanting/gallnut dyeing 100% viscose rayon 99.9 99.9

Alum mordanting/gallnut dyeing 100% viscose rayon 99.9 99.8

Pristine viscose rayon/PET - -

Iron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PET 99.9 95.2

Lime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PET 99.9 99.9

Alum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PET 99.9 99.9

Pristine viscose rayon/tencel® - -

Iron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tencel® 99.9 97.6

Lime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tencel® 99.9 99.9

Alum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tencel® 99.9 99.3

Table 5. Color fastness of gallnut dyed viscose rayon, viscose rayon/PET, and viscose/tencel
®

Fabric description
To wash (color change)

(grade)
To abrasion (dry/wer)

(grade)
To light
(grade)

Iron mordanting/gallnut dyeing 100% viscose rayon 1.5 4.5/3.5 3.5

Lime mordanting/gallnut dyeing 100% viscose rayon 1.5 4.5/3.0 3.5

Alum mordanting/gallnut dyeing 100% viscose rayon 1.5 4.5/4.5 3.0

Iron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PET 1.5 4.5/3.0 3.5

Lime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PET 1.5 4.5/3.0 4.0

Alum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PET 3.5 4.5/4.5 3.0

Iron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tencel® 1.5 4.5/3.0 3.5

Lime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tencel® 1.0 4.5/2.5 4.0

Alum mordanting/gallnut dyeing viscose rayon/tencel® 3.0 4.5/4.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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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염색직물들은 원래 밝은 브라운 색을 띠므로 세탁 후

상대적인 색채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어 다른

매염제를 사용한 오배자 염색직물들보다는 견뢰도가 높

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표면냉감성이 우수한 100% 비스코스 레이

온 직물, 비스코스 레이온/폴리에스터계 흡한속건사 직

물, 그리고 비스코스 레이온/텐셀 방적사 직물을 각각 철,

소석회, 백반으로 매염하고 오배자로 염색하여 다양한

색채를 발현하고 유익한 기능들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철, 소석회, 백반으로 매염하고 오배자로 염색한 직물들

은 각각 회색기가 도는 보라, 카키, 밝은 브라운색으로

다양한 색채를 나타내었다. 이들은 모두 비슷한 양의 오

배자 성분이 표면에 부착됨으로써 다양한 기능성을 나

타내었다. 전반적으로 방취성과 항균성은 모든 오배자

염색직물에서 우수한 편으로 나타났으나 항산화성은 철

과 백반으로 매염한 오배자 염색직물에서만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석회가 이온화되는 과정에서 히

드록실라디칼이 오배자의 항산화 성분들의 활성을 소멸

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석회는 자체의 항균

성으로 인해 소석회로 매염한 오배자 염색직물은 다른

매염제를 사용한 오배자 염색직물들보다 우수한 항균

성을 보였다. 한편 오배자 염색은 직물의 표면냉감성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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