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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yeing properties and bio-functions of cotton fabrics dyed with naturally fer-

mented Ecklonia cava extract in order to compare it with a comparison of unfermented extract. Hot water-

extracted Ecklonia cava was fermented naturally under the various conditions of a fermenting period (2-8

days) and amount of molasses (0.1-1.8% v/v); in addition, it was also tested for characterization by FT-IR,

antioxidant activity, total polyphenol content, and anti-microbial activity. For dyed cotton fabrics, color stre-

ngth (K/S), physical color properties, dyeing fastness, sun protective property, and anti-microbial activity

were evaluated considering dyeing conditions. As a result, the fermented dye under fermentation condition

of 0.1% v/v with molasses during 4 days was revealed as having a similar chemical structure to the unfer-

mented one and showed a total polyphenol content with 32.88mg/g and better antioxidant activity than the

unfermented one. As for dyed fabrics, the color strength value by K/S was the highest under the condition

of 0.1% v/v of molasses during 4 days among all fermenting conditions. The dyed fabrics had a reasonably

good fastness (except for light).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K. pneumoniae was better for the fermented

extract-dyed fabric especially with lower dye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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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편안하게 함께 따뜻하게”를 의미하는 휘게 라이프

(Haffe Life)를 중점으로 오랜 시간의 기다림으로 완성

하는 자연친화적인 방식의 슬로우 라이프 생활방식이

다양한 분야에 확장되어지고 있다(Kim, 2018). 이러한

생활양식은 음식과 주거, 패션에 걸쳐 다양하게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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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대표적인 기술의 사례로 ‘발효’를 들 수 있

다. 발효(Fermentation)란 유기물이 미생물 작용에 의해

분해 및 변화하는 현상으로 좁은 뜻으로는 당질이 미생

물에 의해 무산소적으로 분해되는 현상이며, 넓은 뜻으

로는 미생물에 의한 유용한 물질생산을 뜻한다(Kang,

2008).

‘발효’는 전통적으로 주로 식품 분야에서 쓰여 왔으나,

근래에는 천연물을 이용한 화장품과 패션 염색에서도 그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직물의 천연염색에서는

오래전부터 천연재료를 발효하여 염색하는 기법을 통해

자연의 빛깔이 살아 있는 옷을 지어 입었다고 언급되며

(Yun, 2012), 대표적인 발효를 이용한 천연염료에는 쪽과

홍화가 있다. 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사용된 식물 염

료이다(Oh, 2010). 주색소인 인디고틴은 물에 대한 용해

도가 상온에서 아주 낮아서 거의 용해되지 않아 직물에

염색할 경우 다른 염재들과 달리 환원과정을 거쳐야 하

며(Park et al., 2011), 환원시키는 방법으로는 하이드로설

파이트(Sodium hydrosulfite, Na2S2O4)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디고틴 분자들은 환원제와 반응하여 수산기를

2개 갖는 수용성의 류코화합물(Leuco Compound)로 변화

하여 염색이 가능해진다(Li, 2016). 환원된 쪽 염료는 녹

색을 띠지만 염액에 담가 둔 직물을 꺼내면 공기와의 산

화반응으로 직물에 스며든 염료가 청색으로 변한다(Jung,

2010). 한편 홍화는 잇꽃이라 하며, 색소 종류(적색소, 황

색소)에 따라 염료 추출 방법이 다른데 적색소는 홍화에

서 먼저 수용성의 황색소를 제거한 후 알칼리성의 수용

액 등으로 홍색소를 용출시킨 다음 산성을 가하여 침전

시킨 다음 건조하여 제조하며, 황색소는 건조한 홍화의

관상화를 물로 추출하여 얻은 흑갈색의 색소 용액을 여

과하여 등색으로 한 후 농축하고, 정밀여과를 거쳐 분무

건조 후 제조한다(Kim, 2011). 이처럼 쪽과 홍화는 현재

까지도 천연염색에 가장 널리 쓰이는 발효 염료로서 다

양한 측면에서 활발히 연구(Choi, 2013)되고 있다. 구체

적으로 쪽을 분말화하여 염색 특성을 고찰(Oh & Ahn,

2011)하거나, 유산균 발효유를 이용한 쪽 발효 염색의 색

상 변화(Lee, 2013)를 보기도 하였으며, 천연발효에 의한

쪽 염색 직물의 특성이 고찰된 바(Kim & Choi, 2013) 되

었다. 홍화에 대해서는 색소에 따른 섬유 염색성을 고찰

하거나 염색 직물의 기능성을 살펴본 연구(Park, 2011)가

있으며, 면직물에 대한 최적 염색 조건을 규명하기도 하

였다(Kim, 2011). 한편 일본에서는 감을 발효하여 천연

염색에 사용하여 왔다. 최근 감물 제조 방법과 활용 연구

(Choi, 2018)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발효 감물은 발효

과정을 통해 생감에서 생기는 불순물이 분해되거나 침

전되어 탄닌 성분만 남아 있게 되고 발효 기간이 길수록

고농도의 탄닌이 함유된 감물이 되어 염색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최근 천연물의 발효를 이용한 천연염색의 시도가 증가

하는 추세이다. 버려지는 호두 청피를 발효하여 천연염

료의 재료로 활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농가소득원으

로 창출하고자 하는 연구가 보고되었으며(Son, 2013), 발

효 포도 부산물의 단백질 분해물 매염제를 활용하여 섬

유 염색의 최적 조건이 규명되었다(Yang & Park, 2015).

또한 한약의 발효를 이용한 천연염료 및 천연염색 제품

의 제조 방법에 대한 지식재산권(Yoon, 2016)이 공개되

어서, 섬유 분야에서도 천연물 발효의 다양한 활용이 기

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친화적인 천연염색 소재를 위한 새

로운 천연 발효 염료를 탐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우

리나라 남해안과 제주 일대에서 서식하는 자생 해조류

인 감태를 대상으로 발효 조건에 따른 바이오 기능성을

확인하고, 직물에 대한 염색 특성과 견뢰도를 평가하고

자 하였다. 감태는 생산량이 풍부하여 경제성을 갖추고

있으며, 후코이단과 후코산틴, 플로로탄닌 등의 성분을

함유하여 항산화(Yoo et al., 2015)와 항염증(Kim et al.,

2015) 등 다양한 바이오 기능성이 입증되어 발효 감태를

활용한 연구와 특허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감태를 유산균으로 발효하게 되면, 수율과 유효 성분

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리활성 또한 증가한다는

보고(Lee, 2010)가 있으며, Lim(2010)과 Hwang(2009)은

감태 부산물 발효 후 항균활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감태 발효 추출물은 해양 유래 유해세균 시험균

에 대해 항균력을 나타내어 어류 병원성 세균에 대해 항

균물질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im, 2016), 지질

다당류 RAW 264.7 세포 추출물에 의한 플로로탄닌이

풍부한 발효 감태의 항염증 연구(Wijesinghe et al., 2013)

도 진행되었다. 한편, 특허 분야에서는 감태 발효 사료 첨

가물 제조 방법, 감태 발효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

한 혈전증 예방 또는 치료용 역학적 조성물 및 건강기능

식품 개발, 해양 소재 복합 발효 추출물을 포함하는 기

능성 화장료 조성물 및 제조 방법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

다. 한편 의류 분야에서는 발효되지 않은 상태의 감태를

염료로 이용하여 면직물의 색채 기획에 활용한 사례

(Ahn et al., 2016)가 있으며, 염색 직물에서 항균성 등 바

이오 기능성을 확인한 연구보고(Badmaanyyambuu et al.,

2017)가 있다. 그러나 감태를 발효하여 천연염색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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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도는 아직 보고된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태의 발효를 이용하여 새로운 차

별화된 염료의 발굴을 시도하였다. 감태를 열수 추출한

후에 당밀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후 염색성과 피부건강과

관련된 바이오 기능성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연 발

효 감태 염료의 성분, 총 폴리페놀 함량, 항산화성, 항균

성을 확인하고 당밀 첨가량과 발효 기간에 따른 염색성

과 색채 특성, 견뢰도를 조사하여 자연 발효 감태의 천연

염색 실용성을 타진하고, 자외선 차단성, 항균성 실험을

통해 자연 발효 감태 염료로 염색한 면직물이 피부건강

과 관련된 바이오 기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

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풍부한 해양 자원인 감태의 발효

후 얻을 수 있는 차별적인 염색성과 기능성을 갖춘 친환

경적인 천연염색 의류 소재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시료

염료로 쓰인 감태는 2015년 6~7월에 제주도 조천읍 소

재의 해안에서 채집한 자연산으로, 채집한 감태는 수세

한 후에 물과 감태의 비율이 10:1이 되도록 유지하면서

5시간 동안 80
o
C 조건에서 열수 추출하였다. 준비된 열수

추출물은 밀폐 용기에 넣어 4
o
C의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또한 발효에 공헌하는 미생물이 쉽게 증식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감태 추출물에 당분을 포함한 다

양한 미량원소를 함유한 당밀(Molasses)을 DAEMYUNG

Chemical Co.(Korea)에서 구입 후, 사용하였으며, 염색에

사용한 직물 시료는 면 100%의 평직물로서 그 특성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감태 발효 방법

감태 추출물의 발효는 특정 미생물을 투입하지 않고,

미생물의 양분이 될 수 있는 당밀을 투입하여 온도와 기

간을 포함한 환경 조건을 통제하여 자연 발효를 시도하

였다. 온도 조건은 일반적으로 발효에 가장 많이 사용되

는 중온균의 증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37
o
C로 고정하여

실시하였다. 이 외에 발효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발

효 기간(2, 4, 6, 8일)과 발효 촉진물인 당밀의 첨가량

(0.1, 0.6, 1.2, 1.8% v/v)을 달리하여 발효를 유도하였다.

구체적으로 감태 열수 추출물의 온도를 37
o
C로 상승시

킨 후에 일정 온도 유지가 가능하도록 온도 센서가 부착

된 전기 물 끓이기 장치에 넣어서 의도한 발효 조건을 설

정하고 방치하였다.

3. 자연 발효 감태 염료의 성분 분석

자연 발효 감태 염료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퓨리

에 변환 적외선 분광광도계(FT-IR 4600, JASCO, Japan)

를 이용하여 KBr 법에 의해 FT-IR 변환 스펙트럼을 구하

고 600~4000cm
-1
의 범위에서 피크를 측정하였다.

4. 자연 발효 감태 염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

자연 발효 감태 염료의 폴리페놀 함량을 구하기 위해

표준용액은 탄닌산 10mg을 50mL 부피플라스크에 취한

후 증류수를 적정한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시험

용액은 탄닌산으로 5~10mg에 상당한 양을 취하여 50mL

부피플라스크에 취한 후 증류수를 소량 가하고 30분 동

안 초음파 추출하였다. 이 용액을 증류수로 50mL 정용

한 후 적절히 희석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즉, 증류

수 7.5mL를 시험관에 각각 취한 후, 시험관에 각각 표준

용액, 시험용액, 증류수를 1mL씩 취하고 Folin-Denis 시

약 0.5mL를 가한 후 35% 탄산나트륨 1mL씩 취하였다.

그리고 암소에서 30분 동안 방치한 후 760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폴리페놀의 함량의 산출은 탄닌산(Si-

gma Co., USA)을 이용하여 얻은 표준검량선으로부터 산

출하였다.

5. 자연 발효 감태 염료의 항산화성

자연 발효 감태 염료의 항산화성은 DPPH 자유 라디칼

소거 성능에 의해 평가하였다. 메탄올로 용해시킨 DPPH

0.2mM 용액(DPPH 1M=394.3g/L)을 제조하여 여러 조건

의 발효 감태 염료를 각각 96well plate에 0.1ml씩 분주하

고 0.2mM DPPH 용액을 동량 첨가하여 실온에서 30분

간 방치한 후 517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라디칼 소

Table 1. Characteristics of fabric specimen

Fabric Weave Weight (g/m2) Thickness (mm) Fabric count (warp×weft/in2)

Cotton Plain 112.4 0.32 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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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성능 계산식 <Eq. 1>에 대입하여 각 시료별 라디칼

소거 성능을 계산하였다. 이때 대조군으로는 메탄올을

사용하였으며 예비실험 결과에 따라 발효 감태 염료를

25%의 농도가 되도록 메탄올로 희석을 하여 DPPH 항

산화 소거 성능이 소량의 천연염료에서도 활성을 갖는

지를 관찰하였다.

...... Eq. 1.

C: Absorbance of control

S: Absorbance of sample

6. 자연 발효 감태 염료 및 염색 직물의 항균성

자연 발효 감태 염료 및 염료 직물의 항균성은 모두 KS

K 0693(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

ATS], 2016)의 섬유 원단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염료 자체의 항균성 평가를 위해

서는 KS K 0693(KATS, 2016)의 방법을 수정하여, 원단

시험편을 사용하는 경우의 원단 무게에 해당하는 염료

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시험균은 그람음성지정균인 폐

렴간균(Klevsiella pneumonia ATCC 4352)과 포도상구균

(Staphlococcus aureus ATCC 6538)을 사용하였으며, 대조

편과 시험편에 배양하여 18시간 뒤 각각의 생균수를 측

정하여 아래의 공식 <Eq. 2>에 따라 정량적 균 감소율을

계산하였다.

...... Eq. 2.

Mb: The number of bacteria recovered from the inocu-

lated control specimen incubated for 18hours

Mc: The number of bacteria recovered from the inocu-

lated treated test specimen incubated for 18hours

7. 염색 방법

직물 시료의 염색은 IR 자동염색기(Perfect 24, KOREA

SCIENCE Co., Korea)를 이용하여 욕비 1:200, 온도 80
o
C,

시간 50분의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추출

조건으로 얻은 감태 추출물 농축 원액을 100%라고 하고,

동일 부피의 염액을 기준으로 증류수의 추가량에 비례하

여 80%, 60%, 40%, 20%의 염액 농도를 설정하였다. 염

색 후에 시료는 수세하여 실온에서 자연 건조하였다.

8. 염착량

자연 발효 감태 염료로 염색한 면직물의 염착량은 표

면 색강도 K/S 값은 색차계(CM-2500D, Minolta, Japan)

를 사용하여 360~740λ 범위의 흡수 파장 범위의 표면 반

사율(R)을 측정하고, 흡수 파장 범위의 각 파장별 K/S

값의 합계인 K/S(sum) 값을 <Eq. 3>에 의하여 구한 뒤

Kubelka-Munk 식<Eq. 4>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

하였다.

...... Eq. 3.

...... Eq. 4.

K: Coefficient of absorption

S: Coefficient of scattering

R: Reflected light at wavelength

9. 색채 특성

자연 발효 감태 염료로 염색한 면직물의 표면 색채에

대한 물리적 특성으로서 색차계(CM-2500D, Minolta, Ja-

pan)를 이용하여 D65 광원과 시야각 10° 조건 하에서

CIE의 L*, a*, b*, C* 값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값

을 Munsell Conversion(version 16.0)에 의해 먼셀 색체

계의 3속성치 H(Hue) V(Value)/C(Chroma) 값으로 변환

하였다. 각 색채의 톤은 PCCS(Practical Color Coordin-

ate System)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10. 염색 견뢰도

염색한 면직물의 일광 견뢰도는 KS K ISO105-B02

(KATS, 2015)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손세탁 견뢰도는

TWC TM-250(The Woolmark Company, 2013)에 의하

여, 마찰 견뢰도는 KS K 0650-1(KATS, 2017b)에 의하여

건조와 습윤 조건의 시험으로 크로미터법에 준하여 평

가하였다. 또한 땀 견뢰도는 KS K ISO105-E04(KATS,

2017a)에 따라 평가하였다.

11. 염색 직물의 자외선 차단성

자연 발효 감태 염료로 염색한 면직물의 자외선 차단

성 평가는 UV Transmittance Analyzer(Labsphere Co., USA)

를 사용하여 KS K 0850(KATS, 2014) 준용에 따라 Xe-

DPPH scavenging activity %( )
C S–

C
----------- 100×=

Antibacterial rate %( )
Mb Mc–

Mc

------------------ 100×=

K/S sum( ) K/S( )λ
λ=360

740

∑=

K/S 1 Rλ–( )
2
/2R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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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Arc 광원으로 290~400nm를 투과시켜 투과하지 않

은 자외선을 UV-A(320~400nm)와 UV-B(290~320nm)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자외선 투과율은 <Eq. 6>,

자외선 차단율은 <Eq. 7>로 구하였다.

UV transmittance (%) = (T/B) × 100 ...... Eq. 6.

UV Protection (%) = 100 − UV transmittance ...... Eq. 7.

T: UV transmitted through the fabric sample

B: UV transmitted without the fabric

III. 연구결과

1. 자연 발효 감태 염료의 FT-IR 특성

자연 발효 감태 염료와 발효되지 않은 상태의 감태 염

료의 FT-IR 스펙트럼의 분석결과를 <Fig. 1>에 제시하였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 발효 감태 염료는 3341cm
-1
,

1600cm
-1
, 1412cm

-1
, 1027cm

-1
, 1231cm

-1
에서 피크가 나

타났으며, 발효되지 않은 상태의 감태 염료는 3338cm
-1
,

1611cm
-1

, 1411cm
-1

, 1048cm
-1

, 1237cm
-1
에서 피크가 나

타났다. 3338cm
-1
와 3341cm

-1
는 폴리페놀 또는 다당류의

–OH 피크가 나타났는데, 이 피크는 유기물에서 자주 발

견되는 성분으로(Socrates, 2001), OH 사이의 다양한 수

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Pantoja-Castro & Gon-

zález-Rodríguez, 2011). 또한 1611cm
-1
와 1600cm

-1
에서

흡수 밴드는 아민 또는 아미드 그룹의 –NH 굽힘 진동에

의해 나타났다. 1411cm
-1
와 1412cm

-1
는 아민 또는 아미

드 그룹의 C-N 신축 진동에 의한 것이며, 1048~1237cm
-1

와 1027~1231cm
-1
 흡수대는 –C-O 또는 C-O-C 신축 진동

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해양 해조류인 감태를 이용한 생

합성 은나노 입자의 항균, 항산화, 항암성을 고찰한 연

구(Venkatesan et al., 2016)에서 수분을 함유한 감태의

FT-IR의 분석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효

전의 감태와 발효 후의 감태에서 서로 유사한 피크들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자연 발효에 의해서 감

태의 주요 성분들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자연 발효 감태 염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

본 연구에서는 발효 유무에 따른 감태 염료의 비교를

위해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자연 발효 감태 염료와 발효되지 않은

상태의 감태 염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32.88mg/g

과 23.71mg/g이었다. Kim(2010)의 감태 추출물을 이용

한 피부미용 소재 개발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메탄올과

주정으로 추출한 감태의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32.63mg/g,

27.56mg/g으로 메탄올 추출 시에 본 연구의 자연 발효 감

태 염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

Fig. 1. FT-IR spectrum of Ecklonia cava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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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자연 발효 감태 염료의 폴리페놀 함량이 발효

되지 않은 상태의 감태 염료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내어

발효 후 페놀성 물질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식물성

식품 속에 함유되어 있는 많은 생리활성 물질 중 페놀류

가 phenolic hydroxyl 그룹에 의해 거대 분자들과 결합하

는 성질 및 2가 금속이온과의 결합력으로 인해 높은 항

산화 효과를 가진다는 보고(Kwak et al., 2010)를 참조하

면, 감태 역시 발효 과정을 통해 항산화 효과가 증진될 것

으로 사료되며, 기능성이 강화된 천연 발효 염료로의 개

발 가능성이 기대된다.

3. 자연 발효 감태 염료의 항산화성

DPPH는 화학적으로 안정화된 자유 라디칼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아스코르브산, 토코페롤, 폴리하이드록시

방향족 화합물 등에 의해 환원되어 짙은 자색이 탈색되

는데, 이는 다양한 천연소재에서 항산화 물질을 검색하

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Al-Sereiti et al., 1999). 발효되

지 않은 상태의 감태 염료와 자연 발효 감태 염료의 항

산화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발효되지 않

은 상태의 감태 염료를 기준으로 당밀을 0.1% v/v을 첨

가하였을 경우, 발효 기간 2일은 18.46%로 DPPH 소거

성능이 미비했으나 4일부터 64.45%로 소거 성능이 급

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당밀 0.6% v/v을 첨가하였을 경

우에도 4일간의 발효 기간을 가졌을 경우에 자연 발효

감태 염료의 항산화성은 70.78%를 나타내어서 발효 전

의 감태 염료에 비하여 항산화성이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발효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대사산물이나

유효 성분이 작용하여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증가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Yoon et al., 2015). 감태는 다

른 갈조류에 비해서 플로로탄닌 계열 폴리페놀 화합물

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데

(Son et al., 2016), 이는 자유 라디칼을 안정화시키는 페

놀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Kim et al., 2015). 본 연구에

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발효하지 않은 감태에 비하여

자연 발효 감태에서 훨씬 더 높은 총 폴리페놀 함량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발효 전의 감태 염료와 자연 발효한

감태 염료의 항산화성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

료된다. 즉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게 나온 자연 발효 감

태 염료가 DPPH 라디칼 소거 성능과의 상관관계가 있

Table 2. Total polyphenol content of extracts from Ec-

klonia cava

Total polyphenol compounds (mg/g)

UF 23.71

F 32.88

F: fermented (fermenting condition: 4days-0.1% v/v of mol-

asses), UF: unfermented

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naturally fermented Ecklonia cava extracts depending on rates of mol-

asses and fermenting period.



한국의류학회지 Vol. 42 No. 3, 2018

– 522 –

는 것으로 여겨지며, DPPH 라디칼 소거에 의한 전자공

여능이 페놀성 물질에 기인하여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

는 것으로 사료된다(Park et al., 2012). 결론적으로 농도

0.6% v/v의 당밀 첨가 조건에서 4일간의 발효시킨 염료

가 가장 우수한 항산화성을 발휘한 결과는 감태의 발효

에 따라 총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한 결과와 관계가 있

을 것이다.

4. 자연 발효 감태 염료의 항균성

미발효 감태 염료와 자연 발효 감태 염료의 항균성을

평가한 결과는 <Fig. 3>−<Fig. 4>에 제시하였다. 미발효

감태 염료와 자연 발효 감태 염료 모두 대조균과 비교하

여, 균의 성장이 억제되어 균이 거의 발견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계산한 균 감소율에서도 미발효 감태 염

료와 발효 감태 염료 모두 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하

여 각각 99.9% 이상의 탁월한 균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들 염료로 염색한 직물의 항균성을 추가적으

로 검토함으로써, 발효 감태로 염색한 직물의 항균성 특

성까지 구체적으로 규명하여할 필요가 있다.

5. 자연 발효 감태 염료로 염색한 면직물의 염색성

<Fig. 5(a)>−<Fig. 5(b)>는 당밀 첨가량에 따른 미발효

감태 염료와 자연 발효 감태 염료의 염색성을 나타낸 것

이다. 당밀 첨가량에 따른 자연 발효 감태 염료의 염색

성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비슷한 경향

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발효되지 않은 상태의 감태

염료에 비하여 자연 발효 감태 염료들은 염착성 값이 다

소 낮은 경향이었는데 이는 미생물의 발효 작용에 의하

여 유기물의 구성 성분이 분해되면서 염색에 관여하는

색소의 특성에도 영향을 미침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4일 이후부터는 다시 염착성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고, 6일 발효 염료의 염착성 값과 유사하였다. 그리고

Fig. 3.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Staphylococcus aur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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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발효 염료는 4일과 6일에 비하여 현저히 염착성 값

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우수한 항산화성을 보

인 발효 조건들 중에서 생간 공정의 효율성과 염착성을

함께 고려하면, 당밀 0.1% v/v 추가하여 4일간 발효한 감

태 염료가 기능성과 염색성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되어 이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6. 자연 발효 감태 염료로 염색한 면직물의 색채

특성

최적 발효 염료 조건인 4days-0.1% v/v으로 염색한 면

직물과 발효하지 않은 감태 염료로 염색한 면직물의 표

면 색채 특성은 <Table 3>과 같다. 모든 염색 조건에서

염색 면직물은 YR(Yellow Red)의 색상을 발현하였는

데, 자연 발효 감태 염료로 염색한 면직물이 염액 농도가

증가할수록 Yellow 기미가 증가하는 Yellow Red 계열

의 색상을 나타내었으며, 발효하지 않은 감태로 염색한

면직물은 발효 감태 염색 면직물보다 Red 기미가 더 있

는 Yellow Red 계열이었다. 이들 색채 특성을 선행연구

(Badmaanyambuu et al., 2017)에서 감태 자숙액 분말로

염색한 면직물과 비교하면, 명도와 채도는 유사하나, 선

행연구의 면직물 색상은 Red 계열이었음이 그 차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감태 염료를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 색소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발효 염료 염색 면직물과 미발효 염료 염색 면직물은 표

면 색채의 명도에 해당하는 L* 값과 V 값은 유사하였는

데, 중 ·고명도와 저채도의 범위에 해당되었다. 발효 감

태와 미발효 감태 염색 면직물은 염액의 농도가 높아질

수록 붉은 기미를 나타내는 a* 값과 노랑 기미를 나타내

는 b* 값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발효 염료로

염색하였을 때에 노랑 기미를 나타내는 b* 값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어 채도에 해당하는 C*와 C 값 또한 발효

염료 염색 시에 다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염색 면직물의 PCCS 톤에서 발효 여부에 따른 차

Fig. 4.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Klebsiella pneumon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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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이지 않았다. 염액 20%의 저농도 염색에서는 모

두 light 톤을 발현하였으며, 100% 고농도 염색 조건에서

는 soft 톤을 발현하여서, 감태 발효 염료와 미발효 염료

로 염색한 면직물의 표면 색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톤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

7. 염색 견뢰도

발효되지 않은 상태의 감태 염료와 자연 발효 감태 염

료의 저농도 염액으로 염색한 면직물을 대상으로 염색

견뢰도를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

였다. 자연 발효 감태 염료의 발효 기간은 앞서 논의한

결과 최적의 염색성을 부여한다고 판단된 4일-당밀 첨

가량 0.1% v/v의 조건을 적용하였다. 땀 견뢰도는 모든

염색 직물에서 4등급 이상의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 산

성 땀과 알칼리성 땀에 대하여 변퇴색은 염액의 농도가

증가함으로써 4~5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아졌으나, 견뢰

도는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면과 모 소재로의

오염에 대한 견뢰도 항목에서 발효되지 않은 감태 염료

로 염색한 직물과 20%, 40%, 70%의 염액 농도로 염색

한 직물의 등급은 4~5등급으로 산성 땀과 알칼리성 땀

모두 동일하였으나, 100% 염액 농도에서만 4등급으로

낮아졌다. 마찰 견뢰도는 건조와 습윤 상태에서 모든 직

물이 4~5등급의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발효 여부

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일광 견뢰도는 발효되지

않은 상태의 감태 염료로 염색한 직물은 2등급, 자연 발

효 감태 염료로 염색한 모든 직물은 2~3등급으로, 발효

염료로 염색하였을 때 등급이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대

체로 저조한 판정을 받아서 일광에 대한 퇴색 정도가 상

당함을 알 수 있었다. 손세탁 견뢰도는 변퇴색의 경우, 3

Fig. 5. Effect of fermenting period on K/S depending on dye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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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lor characteristics of dyed cotton fabrics depending on dye concentrations

Color properties
Dye concentration

20% 40% 60% 80% 100%

CIE

L*
UF 81.80YR 75.95YR 72.18YR 69.32YR 67.66YR

F 81.41YR 76.63YR 73.53YR 71.16YR 69.32YR

a*
UF 05.31YR 07.60YR 08.76YR 09.50YR 09.79YR

F 05.74YR 07.71YR 08.73YR 09.36YR 09.86YR

b*
UF 06.55YR 09.51YR 10.58YR 11.30YR 11.49YR

F 08.25YR 11.49YR 12.73YR 13.74YR 14.49YR

C*
UF 08.43YR 12.17YR 13.74YR 14.76YR 15.10YR

F 10.05YR 13.83YR 15.43YR 16.63YR 17.52YR

Munsell

H
UF 01.62YR 01.96YR 01.77YR 01.68YR 01.57YR

F 02.76YR 03.15YR 03.10YR 03.17YR 03.22YR

V
UF 08.05YR 07.45YR 07.06YR 06.77YR 06.60YR

F 08.01YR 07.52YR 07.20YR 06.96YR 06.77YR

C
UF 01.98YR 02.48YR 02.74YR 02.91YR 02.96YR

F 02.15YR 02.68YR 02.94YR 03.15YR 03.29YR

PCCS tone 
UF light light grayish light grayish soft soft

F light light grayish light grayish soft soft

F: fermented (fermenting condition: 4days-0.1% v/v of molasses), UF: unfermented, YR: Yellow Red

Table 4. Dyeing fastness of dyed cotton fabric depending on dye concentrations

Dyeing fastness

Dyeing condition

UF
F

 20% 40% 70% 100%

Perspiration

Acidic

Color change 4-5 4-5 4 4 4

Stain
Cotton 4-5 4-5 4-5 4-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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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kaline

Color change 4-5 4-5 4 4 4

Stain
Cotton 4-5 4-5 4-5 4-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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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bbing
Dry 4-5 4-5 4-5 4-5 4-5

Wet 4-5 4-5 4-5 4-5 4-5

Light Color change 2-3 3 3 3 3

Hand washing

laundry

Color change 3-4 4 3-4 3-4 3-4

Stain

Acetate 4-5 4-5 4-5 4-5 4-5

Cotton 4-5 4-5 4-5 4-5 4-5

Polyamide 4-5 4-5 4-5 4-5 4-5

Polyester 4-5 4-5 4-5 4-5 4-5

Acrylic 4-5 4-5 4-5 4-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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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ermented (fermenting condition: 4days-0.1% v/v of molasses), UF: unfer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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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과 4등급을 받았으며, 타 섬유로의 이염에 대하여

모두 4~5등급으로 우수한 결과를 얻었으며, 발효 여부에

의한 견뢰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발효되지 않은 상태의 감태 염료로 염색한 직

물과 자연 발효 감태 염료로 염색한 직물 모두 땀, 마찰

견뢰도 항목에서 4등급 이상의 우수한 결과를 얻었으며,

발효 여부와 염액 농도에 따른 견뢰도의 차이는 없을 것

으로 기대된다.

8. 염색 면직물의 자외선 차단성

<Table 5>는 미발효 감태 염료와 자연 발효 감태 염료

로 각각 염색한 면직물에 대하여 자외선 차단성을 평가

한 결과이다. 세부 평가항목은 자외선 차단 지수인 UPF

(Ultra-violet ray Protection Factor)와 등급, 자외선 A와 B

에 대한 차단율(%)로, 염료 원액 100%, 60%, 20%에 대

하여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염색 조건

에 대하여 염액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외선 차단 지수

와 등급은 증가하였으며, 발효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모든 염색 조건에 대하

여 90% 이상의 차단율을 나타내어 감태로 염색한 면직

물의 자외선 차단성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

존에 알려진 감태 염료로 염색한 면직물의 자외선 차단

효과 보고(Badmaanyambuu et al., 2017)와도 매우 유사한

결과로 감태 성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나, 염액

의 농도와 발효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9. 염색 면직물의 항균성

발효되지 않은 상태의 감태 염료와 자연 발효 감태로

염색한 면직물의 항균성을 평가한 결과는 <Fig. 6>−<Fig.

7>에 제시하였다. 염액 농도는 40%, 60%, 70%, 75%,

80%에 대하여 발효 및 당밀의 유무 차이에 대하여 평가

하였다. <Fig. 5>는 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성 평가결

과로, 모든 염색 조건에 대하여 99% 이상의 탁월한 균

감소율을 나타내어 염액 농도와 발효에 따른 항균성의

Fig. 6.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S. aureus.

Table 5. UV protection rate of cotton fabrics dyed with Ecklonia cava

Dyeing

concentration

UV protection factor UV cut ratio (%)

UPF Grade UV-A UV-B

UF F UF F UF F UF F

20% 057.3 043.4 50+ 35+ 96.7 95.9 98.5 98.0

60% 092.9 084.4 50+ 50+ 98.0 94.6 99.1 99.0

100% 146.5 129.7 50+ 50+ 98.8 98.6 99.4 99.3

F: fermented (fermenting condition: 4days-0.1% v/v of molasses), UF: unfer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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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뚜렷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최적 조건의 발효 여부와 염액 농도에 따라 폐

렴구균에 대한 균 감소율에 일정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효되지 않은 상태의 감태 염료와 최적 발효 염

료의 염색 원단을 대상으로 폐렴구균의 감소율을 비교하

면, 80%의 고농도 염색에서는 두 염료 간의 감소율 차이

가 미비하였으나, 저농도 염액으로 갈수록 두 염료 간에

폐렴구균의 균 감소율 차이가 점차 커지는 경향이었다.

즉, 80% 이상의 고농도에서는 감태 미발효와 발효 염료

간에 폐렴구균의 감소율에 대하여 의미 있는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나, 염액의 농도가 낮을수록 최적 발효 염

료 염색 원단의 균 감소율 저하가 완만하고 발효되지 않

은 상태의 염료로 염색한 원단의 균 감소율은 급격히 저

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태를 발효함으로써 이를 염

료로 염색한 면직물의 페렴구균에 대한 항균성은 미발효

감태 염료에 비하여 특히 저농도 염액 조건에서 더 우수

하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감태를 열수 추출하여 당밀을 첨가하

여 발효시킨 후 염색성과 기능성을 조사하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자연 발효 감태 염료의 성

분, 폴리페놀 함량, 항산화성, 항미생물성을 확인하고 당

밀 첨가량과 발효 기간에 따른 염색성과 색채 특성, 견

뢰도를 조사하여 자연 발효 감태의 천연염색 실용성을

타진하고, 자외선 차단성, 항미생물성 실험을 통해 자연

발효 감태 염료로 염색한 면직물이 피부건강과 관련된

바이오 기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

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연 발효 감태 염료와 발효 전 감태 염료의 성분 특

성을 FT-IR로 분석한 결과, 발효에 따른 성분 변화는 거

의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2. 자연 발효 감태 염료의 항산화성을 발효 기간과 당

밀 첨가량에 따라 고찰한 결과, 감태는 발효에 의하여 항

산화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즉, 0.1% v/v와 0.6% v/v

의 당밀 첨가 조건 모두에서 발효 기간 4일에서 DPPH

소거 성능이 급격이 증가하여서 항산화성의 향상을 나

타내었다.

3. 당밀 첨가량 0.1% v/v와 4일 발효 기간의 자연 발효

감태 염료와 발효 전 감태 염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비

교한 결과, 각각 32.88mg/g, 23.71mg/g으로 감태는 발효

후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하였다.

4. 발효 감태로 염색한 면직물 표면 색채의 K/S 값으

로 염착성을 고찰하였을 때에 가장 우수한 염착성을 나

타낸 감태의 발효 조건은 당밀 첨가량 0.1%v/v, 발효 온

도 37
o
C, 발효 기간 4일로 판단되었다.

5. 발효 감태로 염색한 면직물은 YR 계열의 색상과 중/

고명도와 저채도의 색채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염액 농

도에 따라 light 톤에서 soft 톤의 범위에 있었는데, 미발

효 감태 염색 면직물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염색 견뢰도는 염료 원액의 20%(light 톤)와 70%

(soft 톤)로 염색한 직물 모두 세탁과 마찰, 땀 견뢰도가

4~5등급으로 우수하였으며, 이는 미발효 감태로 염색한

면직물의 염색 견뢰도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7. 자연 발효 감태 염료와 발효되지 않은 상태의 감태

염료로 염색한 면직물에 대한 자외선 차단성을 평가할

결과, 모든 염색 조건에 대하여 90% 이상의 차단율을 나

타내어 자외선 차단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내었으며,

염액의 농도나 발효에 의한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8. 미발효 염료와 최적 발효 염료의 항균성을 평가한

결과, 포도상구균과 폐렴균의 모든 균에서 99.9% 이상

의 우수한 항미생물성을 나타내었다. 이들 염료로 염색

한 면직물의 항균성에서는 포도상구균에 대한 균 감소

율이 염액 농도 40% 이상에서는 모두 99% 이상의 우수

한 균 감소율을 보임으로써, 발효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그러나 폐렴구균에 대해서는 염액의 농도가

낮을수록 최적 발효 염료 염색 원단의 균 감소율이 미발

Fig. 7.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K. pneumon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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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염료의 염색 원단보다 균 감소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폐렴구균에 대한 균 감소율이 90% 이상 되는 최소

염액 농도는 미발효 염료의 경우에 75%, 발효 염료 염색

에서는 70%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발효 감태 염료로 염

색한 면직물은 미발효 감태 염색 면직물과 비교하여, 저

농도 염색 조건에서 폐렴구균에 대한 항균성이 더 우수

하다고 사료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주 해안에서 채취한 감태를 발효시켜 염

료의 성분, 폴리페놀 함량, 항산화 특성을 고찰하고, 면직

물에 대한 염색성과 색채 특성, 견뢰도를 평가한 후, 염

색 면직물에 발현된 색채 특성별로 적합한 염색 조건과

함께, 자외선 차단성 및 항균성의 바이오 기능성을 규명

하고자 하였다. 자연 발효한 감태 염료는 미발효 감태 염

료와 비교하여 면직물에 대한 염색성과 견뢰도, 자외선

차단성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나, 발효 전에 비하여

자연 발효 후에 염료의 항산화성이 향상되며, 염색 직물

의 폐렴구균에 대한 항균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서, 차

별화된 바이오 기능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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