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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effect of pH of dyebath and dyeing temperature on the dyeability of indi-

gotin and indirubin on silk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indigotin and indirubin detec-

ted from the dyed silk through HPLC-DAD analysis and the color of samples measured using a spectro-

colorimeter. Indigo standard dye and indirubin standard dye were deliberately mixed by ratios 100:0, 80:20,

60:40, 40:60, 20:80, and 0:100 to dye silk with a different pH of dyebath (7, 11) and different dyeing tem-

peratures (50
o
C, 70

o
C). The amount of indigotin and indirubin pigments in silk was calculated using regre-

ssion equations obtained from standard calibration curves of indigotin and indirubin. A higher indigotin

percent ratio resulted in the higher K/S values and the higher amount of indigotin detected from silk. How-

ever, higher indirubin percent ratio in the mixed dye did not relate to the higher indirubin pigment detected

in silk. While indirubin showed low or negative contribution to the K/S values, it showed a higher effect on

the color of dyed silk. Higher amounts of indirubin in dyed silk resulted in a darker PB color, which led to

P color with increases in indirubi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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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쪽을 이용한 전통염색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

본 등지의 기록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기록에 의하

면 염색방법에 따라 천연 쪽으로 다양한 청색 계열의 색

상을 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쪽 염색방법에

대한 기록은 특히 붉은 기운이 억제된 푸른색을 내는 염

색법과 붉은 기운을 발현시키는 염색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규합총서』에는 쪽빛의 염색방법으로 서늘한 날을 택

하여 얼음을 넣고 손을 최대한 빨리 놀려 염색할 것을 권

장하고 있으며, 더운 날에 염색하거나 손을 천천히 놀리

면 빛이 붉어지므로 주의하도록 기록하고 있다(Yi, 1809/

2012).『임원경제지』에는 아청색을 내기 위해 쪽잎을 아

침에 따서 3일간 물에 담근 후, 다시 3일간 쑥대 재를 섞

고, 청색에 붉은 빛이 나면 8번을 반복하여 염색하라고

하였다(Lee, 2010). 중국의 묘족은 전통적으로 쪽잎에서

쪽 성분을 침전시킨 다음 이를 굳혀 쪽 염료를 만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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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염료와 잿물을 섞어 만든 염액으로 직물을 염색하였

는데, 이를 여러 번 반복하면 흑색에 가까운 남색으로 발

색할 수 있다고 하였다(Park & Soh, 2004). 그리고 일본

도 쪽잎을 갈아 으깨어 만든 생쪽즙 염액으로 옅은 청색

을 염색하였으며, 색이 거무칙칙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회 이상의 반복 염색은 권장하지 않았다(Park &

Soh, 2004).

이상의 기록들은 발색하고자 하는 색상에 따라 쪽 염

색법의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붉은 기운의 발현

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염색온도를 낮게 하고, 아

청색은 푸른 기운에 붉은 기운을 함께 발현시킨 색이며,

여러 번 반복하여 염색하면 흑색에 가까운 남색을 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쪽 염색이 이와 같이 다양한 색상을

발현할 수 있는 것은 천연 쪽 염료에 청색 색소인 인디

고틴(indigotin)뿐만 아니라 붉은 색소인 인디루빈(indi-

rubin)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천연 쪽 염색은 염료에 함

유된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의 함량 비율은 물론, 인

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 각각의 염색조건에 따른 염착

거동 및 염착비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

된다(Yoo, 2017). 지금까지 쪽 염색에서 인디고틴 색소

의 염색성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반면에

인디루빈 색소가 쪽 염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디고 표준염료와 인디루빈 표준염료

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표준 혼합염료를 염액의 pH

와 염색온도를 달리하여 견직물에 염색한 후 분광측색

계 및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

uid chromatography, 이하 HPLC-DAD라 함)를 이용해 분

석하여 염액의 pH와 염색온도가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의 염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견직물에 실제

로 염착된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 함량이 염색한 견

직물의 색상 및 표면염착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HPLC-DAD 분석을 통해

견직물에 염착된 인디고틴과 인디루빈의 색소 함량을

각각 분석하여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가 염직물의

색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

에 염색견뢰도 실험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

II. 이론적 배경

쪽은 식물의 종자나 성숙도, 염료의 종류나 제조방법

등에 따라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 함량이나 함량 비

율이 다르다(Chung & Woo, 2002; Liau et al., 2007; Oh

& Ahn, 2013; Stoker et al., 1998). Chung et al.(2007)은

HPLC 분석을 통해 요람(Polygonum tinctorium L.)으로

만든 국내산 발효쪽 분말에 인디고틴 색소가 4.06%, 인

디루빈 색소가 1.06% 함유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이를 인

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의 함량 비율로 나타내면 79.3:

20.7이다. 요람으로 만든 발효쪽 염료의 색소 함량 비율

에 대해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는데 Chung et al.

(1998)은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의 함량 비율을 55:

44로 보고하였으며, Kang and Ryu(2001)는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의 함량 비율을 22.56:77.43으로 보고하였

다. Chung and Woo(2002)는 발효쪽으로 염색한 견직물

에서 추출한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의 함량 비율을

67.31:32.52로 보고하였다.

Kim et al.(2013)은 HPLC 분석을 통해 나주 재래종으

로 만든 국내산 발효쪽 분말과 인도산(Indigofera tincto-

ria L.) 발효쪽 분말의 인디고틴 색소 함량을 비교하였다.

나주 재래종을 모본으로 한 34개 육성계통의 인디고틴

함량이 평균 5.40%였으며, 인도산 발효쪽 분말은 인디고

틴이 최고 18.76% 함유되어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인디

고틴 색소 함량이 낮은 것도 있어 수입처나 제조지역에

따라 인디고틴 색소 함량이 차이가 크다고 보고하였다.

Oh and Ahn(2013)은 HPLC-DAD 분석을 통해 인도산 발

효쪽 분말 2종의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의 함량 비율

을 69:31과 76:24로, 인도산 쪽잎 분말 염료 2종의 함량

비율을 49:51와 8:92로 각각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

들을 볼 때, 쪽 분말 염료는 염료 제조에 사용된 쪽의 품

종이나 쪽 염료의 종류에 따라서도 인디고틴 색소 함량

은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천연 쪽 염료에는 청색

의 인디고틴 색소뿐만 아니라 적색의 인디루빈 색소의

함량 비율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발효쪽 염색은 주로 잿물을 첨가한 알칼리

염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최근에는 중성 염

액에서 발효쪽으로 염색한 시료가 알칼리 염액에서 염

색한 시료보다 표면염착량(K/S)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견직물을 발효쪽 염료로 염색한 Chung and

Woo(2002)의 연구에서는 pH 7.4 염액으로 염색온도 30
o
C

와 50
o
C에서 염색한 시료의 표면염착량이 산성과 알칼

리 염액으로 염색한 시료보다 높았고, 염액의 pH가 높아

질수록 K/S 값은 점점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발효쪽

으로 양모직물을 염색한 Kang and Ryu(2001)의 연구에

서도 pH 7 내외의 염액과 염색온도 50
o
C와 60

o
C에서 염

색한 시료는 표면염착량이 가장 높고 PB 계열의 색상

이 가장 짙었으며 염액의 pH가 높아질수록 표면염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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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점 낮아지고, PB 계열의 색상이 옅어졌다고 하였다.

Son et al.(2010)도 발효쪽으로 양모직물을 염색하였는

데, pH 6.97의 염액으로 염색한 시료는 K/S가 18.92, 3.9

PB의 색상으로 발색되었고, pH 11.98의 염액으로 염색

하였을 때에는 K/S가 1.25, 2.1PB의 색상으로 발색되어

중성 염액에서 염색한 모직물이 알칼리 염액에서 염색

한 것보다 표면염착량이 더 높고, PB 색상도 더 짙게 발

색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단

백질 섬유의 경우 발효쪽으로 직물을 염색할 때 중성 pH

의 염액을 사용하는 것이 알칼리 염액을 사용할 때보다

표면염착량이 높고, 더 짙은 PB의 색상으로 염색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Kang & Ryu, 2001; Son et al, 2010).

셀룰로스 섬유인 면직물의 경우 Shin et al.(2010)은 발

효쪽 4g/L와 하이드설파이트 4g/L만을 섞어 만든 염액

으로 면직물을 염색하여 K/S 5.29, 3.8PB의 색상을 얻은

반면, 발효쪽과 환원제에 수산화나트륨 각각 4g/L를 첨

가한 알칼리 염액으로 염색하였을 때에는 K/S 2.71, 5.1

PB의 색상을 얻었다. 즉, 표면염착량 측면에서는 알칼리

를 첨가하지 않은 염액으로 염색한 면직물이 더 우수하

였고 PB 색상면에서는 알칼리 염액으로 염색한 면직물

이 더 짙은 PB 계열로 발색되었다(Shin et al., 2010). 마

직물을 발효쪽으로 염색한 Son et al.(2011)은 pH 6.08 염

액으로 염색한 경우에는 K/S 15.20, 5.0PB의 색상을 얻

었고, pH 12.15 염액으로 염색하였을 때는 K/S 5.22, 5.1

PB의 색상을 얻어, 약산성 염액으로 염색한 시료의 표

면염착량이 강알칼리성 염액으로 염색한 시료의 표면

염착량보다 높았고 색상은 유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발효쪽으로 중성 혹은 약산성 염액

에서 염색한 견과 모, 면, 마직물의 표면염착량은 모두

강알칼리 염액에서 염색한 시료보다 높다는 일치된 결

과를 보고하였다.

Kang and Ryu(2001)는 발효쪽으로 염색한 양모직물에

서 색소를 추출하고 HPLC 분석을 통해 직물에 염착된 인

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의 함량 비율을 분석하였는데,

pH 7.92의 염액으로 염색온도 60
o
C에서 염색한 시료는

인디고틴 색소가 71%, 인디루빈 색소가 29%의 염착 비

율로 나타났고, pH 10.95의 염액으로 염색온도 60
o
C에서

염색한 시료는 인디고틴 색소가 100%의 염착을 나타내

중성 염액에서 염색된 시료에서 인디루빈 색소의 염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발효쪽 염

액의 pH에 따라 염착되는 인디고틴과 인디루빈의 색소

비율은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Son and Kim(2003)은 인디고틴 색소와 동일한 화학

구조를 갖는 합성 인디고 Blue BC(C. I. Vat Blue 1)로

폴리에스터 직물을 염색시간을 다르게 하여 염색한 후

디메틸포름아미드(DMF)를 이용해 염직물에서 색소를

추출하여 HPLC로 분석한 결과 최대흡수파장(λmax)이

610nm, 506nm, 478nm를 보이는 서로 다른 3종류의 염

료 성분을 관찰하였다. 염색시간 30분까지는 인디고틴

성분인 λmax 610nm의 성분이 증가하였으나 염색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red 계열의 색상인 λmax 506nm 성분과

orange 또는 yellow 계열의 색상인 λmax 478nm의 성분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염색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염료의

상태 변화로 인한 부산물이 생성되어 염색물의 색상 변

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측하였다(Son & Kim, 2003).

이는 인디고 염료는 염색온도 및 pH 등과 같은 염색조

건에 따라 인디고틴 색소가 다른 색상을 띠는 인디고 색

소 등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염색물의 색

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III. 실 험

1. 재료

합성 인디고(C16H10N2O2)와 인디루빈(C16H10N2O2)을

Sigma-Aldrich(USA)에서 구입하여 각각 인디고 표준염

료, 인디루빈 표준염료로 사용하였다. 차아황산나트륨

(Na2S2O4)과 수산화나트륨은 DC Chemical Co.(Korea)에

서 각각 1급 시약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디메

칠설폭사이드(Dimethyl Sulfoxide; DMSO)와 메탄올은

J. T. Baker Co.(USA)에서 HCl은 DC Chemical Co.(Ko-

rea)에서 구입하였다. 염색 및 염료 추출 실험에는 Hu-

man Corporation(Korea)의 증류수 제조기(HM 1070522-

508)로 처리한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염색에 사용한 직물

은 솜베(Korea)에서 구입한 100% 견 평직물(밀도: 122

*117/inch
2
, 두께: 0.10mm, 무게: 0.50g/10cm

2
)이었다.

2. 염색

인디고와 인디루빈 표준염료를 100:0, 80:20, 60:40,

40:60, 20:80, 0:100의 퍼센트 비율로 혼합한 6종의 표준

혼합염료를 준비하여 [IG 100/IR 0], [IG 80/IR 20], [IG

60/IR 40], [IG 40/IR 60], [IG 20/IR 80], [IG 0/IR 100]으

로 레이블하였다. 염색조건별로 4×5cm 크기의 견직물을

준비하고 염료 농도 0.1g/L, 액비 1:200으로 하여, 수산화

나트륨으로 pH 7과 pH 11로 조절하여 만든 염액을 상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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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0분간 환원하고, 염색온도를 50
o
C와 70

o
C로 하여

각 견직물을 30분간 염색하였다. 염색한 견직물은 2분간

공기 중에 노출하여 산화시키고 다시 흐르는 수돗물에

서 2분간 수세하여 발색시킨 후 건조하였다.

3. 염직물의 측색

염색한 시료는 분광측색계(Color i5, X-rite, USA)를 이

용하여 D65 광원, 10° 표준관찰자 시야에서 측색하여, 각

시료의 먼셀 값(H, V/C), L*a*b* 값, 가시광선 영역(400

~700nm)의 최대흡수파장에서의 K/S 값을 시료의 표면

염착량으로 간주하였다.

4. 염료와 염직물의 HPLC-DAD 분석

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Diode Array Detector; DAD)가

장착된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DAD)를 사용

하여 인디고와 인디루빈 표준염료와, 염색된 견직물로

부터 추출한 염료를 분석하였다. HPLC-DAD(Ultimate

3000 HPLC, Dionex, USA)의 컬럼은 VDSpher C-18 col-

umn, 유속은 1mL/min, 오븐은 30
o
C로 하고, 이동상은 bu-

ffer A(0.5% Formic acid)와 B(Acetonitrile)를 이용한 gra-

dient mode로 runtime 20분간 분석하였으며 DAD scan-

ning은 190~800nm로 하였다. 모든 시료는 유리섬유가 강

화된 나일론 0.45µm 시린지 필터(Alltech, USA)로 여과

하여 HPLC-DAD 분석에 임하였다.

인디고와 인디루빈 표준염료의 성분을 HPLC-DAD로

분석하여 각각의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색소 화합물인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 피크의 Retention time(Rt, min)

을 확인하고, 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DAD)로 분석되는

UV-Visible 최대흡수파장으로부터 인디고틴 색소의 λmax

604nm, 인디루빈 색소의 λmax 540nm를 확인하여, 이를 염

직물로부터 추출한 염료 성분의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

소를 확인할 수 있는 지문 정보(fingerprint)로 활용하였다.

인디고와 인디루빈 표준염료의 검량선 제작을 위해 각

염료를 디메틸설폭사이드(DMSO)에 용해한 염액(0.01g/

L)을 2, 4, 8, 16 및 32배 희석하여(농도 범위: 0.01~

0.0003125g/L) HPLC-DAD로 분석한 후 최대흡수파장이

604nm와 540nm인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의 크로마

토그램의 피크를 구하였다. 인디고 표준염료의 크로마토

그램 피크로부터 인디고틴 색소의 상대적 면적(Relative

area, mAU)을, 인디루빈 표준염료의 크로마토그램 피크

로부터 인디루빈 색소의 상대적 면적을 취하여 x축을 농

도(mg/L)로 하고 y축을 상대적 면적(mAU)으로 하는 인

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의 표준검량선을 제작하여 각

각의 회귀식(Regression equation)을 도출하였다.

염색한 견직물을 0.5×0.5cm(0.0125g)의 크기로 잘라

작은 비이커에 넣고, 염산(HCl):메탄올(CH3OH):증류수

(2:1:1, v/v/v)의 혼합액 0.4ml를 첨가하였다. 이 비이커를

110
o
C 오븐에 10분 정도 넣고 염료의 가수분해를 유도

하였다. 액체를 완전히 증발시킨 후 DMSO 1.5ml를 넣어

직물로부터 염료를 추출하고, 추출된 염료를 유리섬유 강

화 나일론 0.45µm 시린지 필터로 여과하여 HPLC-DAD

분석에 임하였다. 인디고와 인디루빈 표준염료로부터 얻

은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의 표준검량선의 회귀식

으로부터 각 염직물에 함유된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

소의 양을 정량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인디고와 인디루빈 표준 혼합염료의 pH와 염

색온도에 따른 염색

인디고와 인디루빈 표준염료를 100:0, 80:20, 60:40,

40:60, 20:80, 0:100의 퍼센트 비율로 혼합한 6종의 표준

혼합염료 [IG 100/IR 0], [IG 80/IR 20], [IG 60/IR 40], [IG

40/IR 60], [IG 20/IR 80], [IG 0/IR 100]을 이용해 염액의

pH(7과 11)와 염색온도(50
o
C와 70

o
C)를 조합하여 네 개

의 다른 염색조건에서 견직물을 염색한 후에 시료를 분

광측색계로 측정하여 얻은 K/S 값을 <Fig. 1>에 나타내

었다(Yoo, 2017). 인디고 표준염료만으로 이루어진 [IG

100/IR 0]의 최대흡광은 620~640nm에서 나타났다. 6종

의 염료 중 인디고의 함량이 줄고 인디루빈의 함량이 높

아진 혼합염료일수록 최대흡수파장이 점점 낮아져 인디

루빈 표준염료만으로 이루어진 [IG 0/IR 100]의 최대흡

광파장은 540~560nm이었다.

인디고 표준염료만으로 이루어진 [IG 100/IR 0]을 사

용하여 pH 7의 중성 염액과 pH 11의 알칼리 염액으로 염

색온도 50
o
C에서 염색한 시료는 K/S 값이 5.28~6.16으로

높은 표면염착량을 보였으나, 염색온도 70
o
C에서 염색

한 시료는 K/S 값이 1.55로 다른 염색조건들에 비해 현

저하게 떨어졌다.

인디고와 인디루빈 표준 혼합염료는 동일한 염색조

건에서 인디고 함량 비율이 높은 염료일수록 표면염착

량이 증가하였으며, 인디루빈 함량 비율이 높은 염료일

수록 표면염착량은 낮아졌다. 또한, pH 7에서 염색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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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표면염착량은 pH 11에서 염색한 시료보다 모든 염

색조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인디루빈 표준염료만으로 이루어진 [IG 0/IR 100]의

K/S 값은 0.21~1.43의 값을 보여 다른 혼합염료들에 비

해 현저하게 낮았으며, 낮은 K/S 값을 감안하고 볼 때

pH 7과 pH 11 모두 염색온도 70
o
C에서 염색한 견직물

의 K/S 값이 염색온도 50
o
C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염색

온도가 높을 때 다소라도 더 염착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종의 표준 혼합염료로 염색한 견직물 시료를 분광측

색계로 측정하여 얻은 먼셀 색상 값을 <Fig. 2>에 나타

내었다(Yoo, 2017). 인디고 표준염료만으로 이루어진 염

료는 pH 7 염액으로 50
o
C와 70

o
C에서 염색한 시료 및

pH 11 염액으로 50
o
C에서 염색한 시료가 모두 2.5PB에

서 2.7PB의 색상을 보인 반면에 pH 11 염액으로 70
o
C에

서 염색한 시료는 가장 옅게 발색되었다.

인디고와 인디루빈 표준 혼합염료로 염색한 시료는

0.4PB~2.2P의 색상값을 나타내었다. 이들 혼합염료로 염

색한 시료는 동일한 pH 조건에서는 염색온도가 높을수

록 PB 계열의 색상이 더 짙었다. 염액의 pH에 따른 색상

의 차이를 보면, 인디고의 함량이 비교적 높은 [IG 80/IR

Fig. 1. K/S values of silk dyed with standard mixed

dyes of indigo (IG) and indirubin (IR).

Fig. 2. Munsell color ring of silk dyed with standard mixed dyes of indigo (IG) and indirubin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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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혼합염료는 pH 7에서 염색한 시료가 PB 계열의 색

상이 더 짙은 반면 인디고의 함량이 60% 이하로 낮아지

는 혼합염료는 pH 11에서 염색한 시료가 PB 계열의 색

상이 더 짙게 발색되었다.

인디루빈 표준염료만으로 이루어진 염료로 염색한 시

료는 3.3P~9.3P의 색상으로 발색되었다. 염액 pH 7과 염

색온도 50
o
C의 조건에서 P 계열의 색상이 가장 옅게 발

색되었고, pH 11과 염색온도 70
o
C에서 P 계열의 색상이

가장 짙었다.

<Fig. 3>은 6종의 표준 혼합염료로 염색한 견직물 시

료를 분광측색계로 측정하여 얻은 L*a*b* 값을 나타낸

다(Yoo, 2017). 인디고 표준염료만으로 이루어진 염료

로 염색한 시료의 L*a*b* 값은 먼셀 값과 동일한 흐름

으로 나타나서 pH 7 염액으로 50
o
C와 70

o
C에서 염색한

시료, 그리고 pH 11 염액으로 50
o
C에서 염색한 시료는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인 반면, pH 11 염액으로 70
o
C에

서 염색한 시료는 다른 세 시료에 비해 a* 값은 음의 방

향으로 이동하고 b* 값은 양의 방향으로 이동해, 다른

세 시료에 비해 붉은 기운과 푸른 기운이 모두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인디고와 인디루빈의 혼합염료 중에서 인디루빈 함량

비율이 높은 염료로 염색한 시료일수록 b* 값의 변화는

적은 반면에 a* 값이 점점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여 붉은

기운이 커졌고 L* 값은 점점 커져 밝은 방향으로 이동

하였다. 이들 혼합염료는 pH 11 염액에서 염색한 시료

의 a* 값이 pH 7 염액에서 염색한 시료보다 양의 값으로

크게 나타나 붉은 기운이 증가하였으며, 염색조건을 pH

7과 50
o
C로 조합했을 때 붉은 기운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인디루빈이 100%인 [IG 0/IR 100]로 염색한

시료도 위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염색결과를 종합하면, 인디고 100%인 염료를 사용해

견직물을 염색한 경우, 중성 염액(pH 7)은 염색온도를

50
o
C와 70

o
C로 하였을 때 모두 높은 표면염착량을 나타

내었으나 알칼리 염액(pH 11)은 염색온도를 낮게(50
o
C)

하였을 때에만 높은 표면염착량을 나타내었다. 인디고

와 인디루빈이 섞여 있는 혼합염료에서는 염액의 pH가

중성일 때가 pH 11일 때보다 표면염착량이 높았으며 전

반적으로는 인디고 100%인 염료에 비해 인디고와 인디

루빈이 혼합된 경우 표면염착량이 떨어졌다(Fig. 1).

색상면으로 볼 때에는 인디고 100%인 염료를 사용해

견직물을 염색한 경우 대략 0~5PB 사이의 색을 나타내

었으며, 인디고와 인디루빈이 섞여 있는 혼합염료를 사

용해 염색하였을 때에는 인디루빈의 함량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0~5PB→5~10PB→10PB~5P의 방향으로 색이

변화하여 인디루빈 100%인 염료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5~10P의 색을 나타내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

Fig. 3. Comparison of L*a*b* values of silk dyed with standard mixed dyes of indigo (IG) and indirubin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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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값에 있어서는 인디루빈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b*

값의 변화는 매우 적은 반면에 a* 값이 양의 방향으로 이

동하였는데 인디루빈 함량이 0~40%까지는 a* 값이 음

(−)의 영역에 있어서 붉은 기운보다는 초록 기운이 더 강

하고 인디루빈이 60% 이상이 되면서 a* 값이 양(+)의 값

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특히 pH 11 염액으로 염색했을 때,

그리고 염색온도를 50
o
C로 했을 때보다 70

o
C로 했을 때

붉은 기운이 매우 강해졌다.

2. 인디고와 인디루빈 표준염료의 HPLC-DAD

분석

인디고와 인디루빈 표준 혼합염료로 염색한 견직물에

함유된 색소 성분을 확인하고 함유된 색소의 양을 정량

분석하기 위해 인디고와 인디루빈 표준염료로부터 인디

고틴과 인디루빈 색소의 HPLC-DAD 지문 정보를 수집

하였다. 이를 위해 인디고와 인디루빈 표준염료를 HP-

LC-DAD로 각각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결과로 얻은 크

로마토그램을 <Fig. 4>에 나타내었다(Yoo, 2017).

인디고 표준염료에 대한 HPLC-DAD 분석결과, 인디

고틴 색소는 Retention time 11.02분에 1개의 강한 피크

로 나타났으며, 피크의 최대흡수파장은 604nm였다. 인

디루빈 표준염료에 대한 HPLC-DAD 분석결과, 인디루

빈 색소는 Rt 11.46분에 1개의 강한 피크로 나타났으며,

피크의 최대흡수파장은 540nm였다. 인디고틴과 인디

루빈 색소의 크로마토그램 피크는 각각 상대적 면적이

100%로서 이를 통해 인디고와 인디루빈 표준염료는 각

각 불순물 없이 각각 인디고틴 혹은 인디루빈 색소 성분

만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디고와 인디루빈 표준염료에 대한 HPLC-DAD 분

석결과를 통해 인디고틴 색소 피크의 Rt 11.02분과 최대

흡수파장 604nm, 인디루빈 색소 피크의 Rt 11.46분과 최

대흡수파장 540nm는 각각 표준 혼합염료로 염색한 견

직물로부터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임을 확인할 수 있

Fig. 4. HPLC-DAD results of standard indigo (IG) and indirubin (IR) d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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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HPLC 지문 정보임을 확인하였다. 인디고 및 인디루

빈 표준염료의 HPLC 크로마토그램에서 18.45분에 나타

난 작은 피크는 시료 분석 전후에 HPLC 장비의 컬럼 세

척을 위해 사용된 메탄올의 피크이다(Fig. 4).

HPLC-DAD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디고와 인디루빈 표

준염료 각각의 표준검량선을 작성하였으며, 검량선으로

부터 도출된 회귀식을 통해 인디고와 인디루빈 표준 혼

합염료로 염색한 견직물에서 추출한 성분에 함유되어 있

는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의 농도를 분석하였다(Fig.

5)(Yoo, 2017). 검량선 제작을 위해 인디고 표준염료(0.01g/

L)를 DMSO에 용해하여 얻은 염액을 2, 4, 8, 16, 32배 희

석하여 각각의 농도액을 HPLC-DAD로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 얻어진 각 농도액의 인디고틴 피크의 면적(Area,

mAU)을 이용해서 인디고틴 색소의 표준검량선을 작성

하였다. 인디루빈 표준염료도 인디고 표준염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HPLC-DAD 분석하여 인디루빈 색소의 표준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HPLC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인디고틴 색소의

표준검량선 회귀식은 y=0.9432x−0.1144(R
2
=0.9999)이었

으며, 인디루빈 색소의 표준검량선 회귀식은 y=0.9570x

−0.0057(R
2
=1.0000)이었다. 이 식들은 인디고와 인디루빈

의 표준 혼합염료로 염색한 견직물로부터 추출한 성분

의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의 농도를 계산하는데 각각

사용되었다.

3. 표준 혼합염료로 염색한 견직물의 HPLC-DAD

분석결과

인디고와 인디루빈 표준염료를 100:0, 80:20, 60:40,

40:60, 20:80, 0:100의 퍼센트 비율로 혼합한 6종의 표준

혼합염료 [IG 100/IR 0], [IG 80/IR 20], [IG 60/IR 40], [IG

40/IR 60], [IG 20/IR 80], [IG 0/IR 100]을 이용해 염액의

pH(7과 11)와 염색온도(50
o
C와 70

o
C)를 조합하여 네 개

의 다른 염색조건에서 견직물을 염색한 후에 직물시료

로부터 염료를 추출하였다. 각 시료에서 추출한 성분을

HPLC-DAD로 분석하여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시료로부터 추출한 성분의 크로마토그램에서 볼 수 있

는 주된 피크의 Rt는 11.02분과 11.46분으로서 인디고와

인디루빈 표준염료의 크로마토그램에서 관찰된 인디고

틴과 인디루빈 색소 성분의 Rt와 일치하고 피크의 UV-

Visible 스펙트럼의 최대흡수파장이 604nm과 540nm와

동일한 것을 통해 염색한 시료로부터 추출한 성분이 인

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임을 확인하였다(Fig. 6). 각 시료

의 HPLC-DAD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Yoo, 2017).

의외의 결과로서 인디고 100% 표준염료로 염색한 시

료의 HPLC-DAD 분석결과에서 Rt 11.50~11.52분에 인

디루빈 색소로 보이는 붉은색 색소(λmax=540)가 소량 나

타났으며 인디루빈 100% 표준염료로 pH 7 염액으로 염

색한 시료의 HPLC-DAD 분석결과에서는 인디고틴 색

소가 소량 검출되었다. 인디고와 인디루빈 표준염료에

대한 HPLC-DAD 분석에서 각각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만이 검출된 것을 볼 때, 인디고 100% 표준염료로

염색한 시료에서 검출되는 미량의 붉은색 색소와 인디루

빈 100% 표준염료로 염색한 견직물에서 추출되는 미량

의 인디고틴 색소는 염색과정 중 일부 염료의 변질에 의

해 생성된 결과물인 것으로 추측된다. 인디루빈 100% 표

준염료로 염색한 견직물의 경우는 특히 중성 염액으로

Fig. 5. Calibration graphs of indigotin and indirubin pigments produced from the results of HPLC-DAD analysis of

standard dyes of indigo (IG) and indirubin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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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했을 때에만 인디고틴 색소가 검출된 것으로 보아

인디루빈 색소는 알칼리 염액에서 더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견직물 시료로부터 추출한 염료에 대한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의 크로마토그램 피크 면적(Area, mAU)

을 <Table 2(c)>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Fig. 5>에 나타난

인디고틴 색소의 표준검량선 회귀식 y=0.9432x-0.1144

(R
2
=0.9999)과 인디루빈 색소의 표준검량선 회귀식 y=

0.9570x-0.0057(R
2
=1.0000)에 각각 대입하여 염색한 견

직물 시료에서 검출된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의 농

도를 산출하여 <Table 2(d)>에 제시하였다.

4. 표준 혼합염료로 염색한 견직물의 HPLC-DAD

분석을 통한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의 염착

거동

<Table 3>은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의 견섬유에 대한 염착효율을 나타내는

표로서 <Table 3(a)>는 실제로 염색에 투입된 인디고 및

인디루빈 표준염료의 양을, <Table 3(b)>는 견직물 시료

에서 검출된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의 양을, <Table

3(c)>는 실제로 투입된 표준염료의 양 대비 직물시료에

서 검출된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 양의 퍼센트 비율

Table 1. HPLC-DAD chromatograms of the dye extracted from silk dyed with standard mixed dyes of indigo (IG)

and indirubin (IR) (indigotin peak Rt=11.01-11.02. indirubin peak Rt=11.46-11.52)

Conditions

Dyes
pH 7-50

o

C pH 7-70
o

C pH 11-50
o

C pH 11-70
o

C

IG 100

IG 80/IR 20

IG 60/IR 40

IG 40/IR 60

IG 20/IR 80

IR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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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다(Yoo, 2017).

<Table 3(c)>를 바탕으로, 인디고 표준염료만으로 이

루어진 [IG 100/IR 0]을 사용해 염색했을 때에는 pH 11,

50
o
C 조건에서 염색했을 때 가장 높은 인디고틴 색소의

염착효율(71.10%)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인디

고와 인디루빈 표준염료를 80:20, 60:40, 40:60, 20:80의

비율로 혼합한 [IG 80/IR 20], [IG 60/IR 40], [IG 40/IR

60], [IG 20/IR 80]의 혼합염료는 모두 pH 11보다는 pH

7 조건에서 보다 더 높은 인디고틴 색소의 염착효율을

보였으며 pH 7 조건 내에서는 대체로 염색온도가 70
o
C

일 때 염착효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인디루빈 색소의 경우는 인디루빈 100% 염료와 인디

고와 인디루빈 혼합염료 모두 인디고틴 색소에 비해 염

착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0.75~22.00%). 괄목할만한

결과로서, 인디루빈 색소는 인디루빈 100% 염료(0.75~

18.00%)보다는 인디고와 인디루빈이 혼합된 혼합염료

(4.38~22.00%)에서 더 좋은 염착효율을 나타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염액을 pH 7로 하고 염색온도를 70
o
C

로 하였을 때 [IG 80/IR 20]이 22.00%, [IG 40/IR 60]이

19.33%, [IG 60/IR 40]이 18.00%의 염착효율을 나타낸 것

을 볼 때, 인디루빈 색소의 발현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연

구에서 도입한 염색방법 중 염액의 pH 7, 염색온도 70
o
C

조건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인디루빈 색소는 인디고틴 색소

와 함께 존재할 때 염착효율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

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인디고틴 색소는 두 색소가 함

께 존재할 때 인디고틴 색소만 단독으로 있을 때보다는

염착효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디고와 인디

루빈의 혼합염료에서 섬유에 염착되는 인디고틴 색소는

pH 11의 알칼리 염액에서보다 pH 7의 중성 염액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인디고틴 색소는 염색온도

보다 pH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인디고

와 인디루빈의 혼합염료에서 견직물에 염착되는 인디루

빈 색소는 염액의 pH에 따른 적정 염색온도가 다르게 나

타났는데, pH 7의 중성 염액은 50
o
C의 비교적 낮은 염

색온도에서는 염착률이 낮은 반면에 염색온도 70
o
C에서

Fig. 6. HPLC-DAD result of the dye extracted from the silk dyed with standard mixed dye [IG 60:IR 40] using 70
o

C

dyeing temperature and pH 7 dye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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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착이 높았으며 pH 11의 알칼리 염액은 염색온도가

50
o
C일 때에도 인디루빈의 염착률이 높았다.

5. 염착된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의 함량이 견

직물의 색상 및 표면염착량에 미치는 영향

<Fig. 7>은 6종의 표준 혼합염료를 이용해 네 가지 염

색조건으로 염색한 견직물 시료 24종을 HPLC-DAD로

분석한 결과 얻은 실제의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 함

량과 분광측색계 측색을 통해 얻은 견직물의 색상(Mun-

sell H 값)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염착된 인디

고틴 색소의 함량이 높을수록 견직물의 색상은 2PB~

4PB를 띠며 인디고틴 색소의 함량이 낮을수록 P 계열의

색상을 나타냈으며<Fig. 7(a)> 인디루빈 색소 함량이 어

느 정도 높아지면 5PB에서 10P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색

상 계열을 나타내었다(Fig. 7(b)).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를 합한, 전체 색소의 함량과 염색한 견직물의 색상

의 관계를 관찰하면 인디고틴 색소의 함량이 낮은 경우

에는 인디루빈 색소의 영향에 의해 염색한 견직물의 색

상이 P 계열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7(c)).

Table 2. HPLC-DAD results and the calculated concentrations of the pigments detected from the dye extracted from

silk dyeings

 Dyeing

temperature

(
o

C)

Mix ratio

(%)
Pigment

pH 7 pH 11

(a) (b) (c) (d) (a) (b) (c) (d)

Retention

time

(min)

DAD UV

λmax
(nm)

Area

(mAU)

Calculated

pigment

concentration

(mg/L)

Retention

time

(min)

DAD UV

λmax
(nm)

Area

(mAU)

Calculated

pigment

concentration

(mg/L)

50

IG 100
Indigotin 11.01 604 5.661 6.12 11.01 604 6.595 7.11

Indirubin 11.50 540 0.025 0.03 11.52 540 0.033 0.04

IG 80/IR 20
Indigotin 11.02 604 2.844 3.14 11.01 604 1.805 2.03

Indirubin 11.46 540 0.138 0.15 11.46 540 0.201 0.22

IG 60/IR 40
Indigotin 11.02 604 2.337 2.60 11.01 604 0.966 1.15

Indirubin 11.46 540 0.176 0.19 11.46 540 0.455 0.48

IG 40/IR 60
Indigotin 11.02 604 2.269 2.53 11.01 604 0.350 0.49

Indirubin 11.46 540 0.361 0.38 11.46 540 0.871 0.92

IG 20/IR 80
Indigotin 11.02 604 0.991 1.17 11.01 604 0.222 0.36

Indirubin 11.46 540 0.333 0.35 11.46 540 0.901 0.95

IR 100
Indigotin 11.01 604 0.028 0.15 - - - -

Indirubin 11.46 540 0.185 0.18 11.46 540 0.796 0.84

70

IG 100
Indigotin 11.01 604 6.358 6.86 11.01 604 2.830 3.12

Indirubin 11.51 540 0.035 0.04 11.52 540 0.028 0.03

IG 80/IR 20
Indigotin 11.01 604 3.135 3.45 11.01 604 1.506 1.72

Indirubin 11.46 540 0.413 0.44 11.46 540 0.211 0.23

IG 60/IR 40
Indigotin 11.01 604 3.836 4.19 11.01 604 1.738 1.96

Indirubin 11.46 540 0.682 0.72 11.46 540 0.603 0.64

IG 40/IR 60
Indigotin 11.01 604 1.749 1.98 11.01 604 0.556 0.71

Indirubin 11.46 540 1.107 1.16 11.46 540 0.821 0.86

IG 20/IR 80
Indigotin 11.01 604 1.411 1.62 11.01 604 0.331 0.47

Indirubin 11.46 540 1.256 1.32 11.46 540 1.002 1.05

IR 100
Indigotin 11.01 604 0.092 0.22 - - - -

Indirubin 11.46 540 1.714 1.80 11.46 540 0.716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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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은 6종의 표준 혼합염료를 이용해 네 가지 염

색조건으로 염색한 견직물 시료 24종을 HPLC-DAD로

분석한 결과 얻은 실제의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 함

량과 분광측색계 측색을 통해 얻은 견직물의 표면염착량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8(a)>−<Fig. 8(c)>

를 통해 쪽으로 표준 혼합염료로 염색한 견직물의 표면

염착량은 인디고틴 색소의 농도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

을 받고 인디루빈 색소는 기본적으로 염착량이 떨어지

며 따라서 혼합염료를 이용한 염색에 있어서 표면염착

량에 기여하는 바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Fig. 8>을 종합할 때, 견직물에 염착되는 인

디고틴 색소의 양이 증가하면 직물의 표면염착량이 증

가하나 색상면에서 더 짙은 PB 계열 색을 발현하는 것은

아닌 반면, 견직물에 염착되는 인디루빈 색소의 양이 증

가하면 표면염착량이 증가하지는 않으나 색이 더 짙어

져 짙은 PB 계열, 그리고 나아가서 P 계열의 색상을 발

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인디고와 인디루빈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

한 표준 혼합염료를 염액의 pH와 염색온도를 달리하여

Table 3. Amount of dyes detected from silk dyed with standard mixed dyes of indigo (IG) and indirubin (IR) at pH 7

and pH 11

Dyeing

temperature

(
o

C)

Mix ratio

(%)
Compound

pH 7 pH 11

(a) (b) (c) (a) (b) (c)

Amount added

to the dyebath

(mg/L)

A

Amount of dye

detected from

silk (mg/L)

B

Amount in silk

relative to

amount added

(B/A) × 100 (%)

Amount added

to the dyebath

(mg/L)

A

Amount of dye

detected from

silk (mg/L)

B

Amount in silk

relative to

amount added

(B/A) × 100 (%)

50

IG 100
Indigotin 10.00 6.12 61.20 10.00 7.11 71.10

Indirubin 0.00 0.03  - 0.00 0.04  -

IG 80/

IR 20

Indigotin 8.00 3.14 39.25 8.00 2.03 25.38

Indirubin 2.00 0.15 7.50 2.00 0.22 11.00

IG 60/

IR 40

Indigotin 6.00 2.60 43.33 6.00 1.15 19.17

Indirubin 4.00 0.19 4.75 4.00 0.48 12.00

IG 40/

IR 60

Indigotin 4.00 2.53 63.25 4.00 0.49 12.25

Indirubin 6.00 0.38 6.33 6.00 0.92 15.33

IG 20/

IR 80

Indigotin 2.00 1.17 58.50 2.00 0.36 18.00

Indirubin 8.00 0.35 4.38 8.00 0.95 11.88

IR 100
Indigotin 0.00 0.15  - 0.00 0.00 0.00

Indirubin 10.00 0.18 1.80 10.00 0.84 0.84

70

IG 100
Indigotin 10.00 6.86 68.60 10.00 3.12 31.20

Indirubin 0.00 0.04  - 0.00 0.03  -

IG 80/

IR 20

Indigotin 8.00 3.45 43.13 8.00 1.72 21.50

Indirubin 2.00 0.44 22.00 2.00 0.23 11.50

IG 60/

IR 40

Indigotin 6.00 4.19 69.83 6.00 1.96 32.67

Indirubin 4.00 0.72 18.00 4.00 0.64 16.00

IG 40/

IR 60

Indigotin 4.00 1.98 49.50 4.00 0.71 17.75

Indirubin 6.00 1.16 19.33 6.00 0.86 14.33

IG 20/

IR 80

Indigotin 2.00 1.62 81.00 2.00 0.47 23.50

Indirubin 8.00 1.32 16.50 8.00 1.05 13.13

IR 100
Indigotin 0.00 0.22  - 0.00 0.00 0.00

Indirubin 10.00 1.80 18.00 10.00 0.75 0.75



한국의류학회지 Vol. 41 No. 5, 2017

– 926 –

Fig. 8. Effect of indigotin and indirubin concentration in the K/S values of silk dyed with standard mixed dye.

Fig. 7. Effect of indigotin and indirubin concentration in the color of silk dyed with standard mixed d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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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직물을 염색한 후 HPLC-DAD와 분광측색계를 이용

해 분석하여 염액의 pH와 염색온도가 인디고틴과 인디

루빈 색소의 염착에 미치는 영향과 직물에서 검출된 인

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의 함량이 염색한 직물의 색상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인디고 염료는 중성 염액에서의 염착력이 알칼리성 염

액보다 좋으며 알칼리성 염액을 사용할 때에는 염색온도

를 낮게 하여야 염착력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

용한 염색조건에 의하면 염액의 pH를 11로 하였을 때에

는 50
o
C의 염색온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염착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인디루빈 색소는 염료에

단독으로 존재할 때보다는 인디고틴 색소와 함께 존재

할 때 더 좋은 염착력을 지니며 염색한 천의 색상에 미치

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천연 쪽 염료와 같이 인디고틴

과 인디루빈 색소가 본질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염료는

인디루빈 색소의 영향력이 커져서 염색방법에 따라 천을

다양한 청색 계열로 염색할 수 있다. 인디고틴 색소가 많

이 함유된 염료를 이용해 중성 염액에서 염색할 경우 견

직물을 0~5PB 계열 색으로 염색할 수 있으며 인디루빈

색소 함량이 높은 염료는 알칼리성 염액(pH 11)에서 염

색하면 견직물을 5~10PB 계열로, 그리고 나아가서 P 계

열의 색으로 염색할 수 있다. 인디루빈 색소 함량이 높은

염료의 경우 중성 염액을 사용하더라도 염색온도를 높

이면(70
o
C) 견직물을 5~10PB 계열로 염색할 수 있다.

천연 쪽 염료는 본질적으로 인디고틴 색소뿐만 아니라

붉은색을 내는 인디루빈 색소를 함께 지니고 있다. 그러

나, 천연 쪽 염료로 견직물을 염색할 경우 염착력은 절대

적으로 인디고틴 색소 함량에 의존하며 인디루빈 색소는

염착력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 따라서 천연 쪽 염료를 사

용해 쪽 염색을 할 경우에는 인디고틴 색소를 많이 함유

하고 있는 천연 쪽 염료가 인디고틴 색소를 적게 함유한

염료보다 더 높은 염착력을 보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천연 쪽을 이용한 견직물 염

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염색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직

물에 염착되는 인디고틴 색소의 비율은 높이되 인디루빈

색소의 염착을 낮추고자 할 때는 pH 7과 염색온도 50
o
C

가 적절하며,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의 염착을 동시

에 올리고자 할 때에는 pH 7과 염색온도 70
o
C이 적절하

다. 그리고 직물에 염착되는 인디루빈 색소의 비율은 높

이되, 인디고틴 색소의 염착을 낮추고자 할 때는 pH 11

염액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염색온도를 올릴수록 그

강도가 좀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즉, 붉은색이 억제된

청색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중성 염액에서 염색온도를

50
o
C 정도로 하여 염색하고, 붉은색이 많이 가미된 청색

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알칼리성 염액에서 염색하며, 염

착률을 높이고 동시에 붉은 빛을 띤 청색으로 염색하기

위해서는 중성 염액에서 70
o
C로 염색할 것을 권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색소가 본질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천연 쪽 염료의 염색에 있어서 다양한 청

색 계열의 발색을 위한 염색 가이드라인이 될 것을 희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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