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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친환경 천연 소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천연 염료에 대한 연구에도 많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염료 중 하나인 커큐민(Curcumin)은 인체 무독성의 친환경 분자로, 강황에서 발견되는 원료 중 하나이다. 본 연구

에서는 커큐민을 잉크화 한 후 잉크젯 프린팅(Inkjet Printing) 방법을 통해 종이와 면직물에 프린트하여 암모니아 및 염화 수소

가스에 대한 색채 감지 거동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음식물 부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색 센서로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종이와 면직물에 프린트된 시료의 암모니아 가스 노출에 따른 색차를 비교하고, 가역성과 내수성을 확인하였다. 두 시료 모

두 암모니아와 염화 수소에 대한 가역반응을 보였으며, 부패한 음식에서 발생하는 미량의 암모니아에 대해서도 육안으로 관찰

할 수 있을 정도의 색상 변화를 나타내어, 식품 부패 비색 센서로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커큐민, 잉크젯 프린팅, 비색 센서, 식품 부패, 암모니아 센서

ABSTRACT. Increasing the needs for eco-friendly natural materials, much attention on natural dyes has been attracted. Cur-

cumin, one of abundant natural dyes available in nature, is an eco-friendly molecule found in turmeric. In this study, the colo-

rimetric sensing behavior characteristics of ammonia and hydrogen chloride gases was analyzed using curcumin ink-printed

paper and cotton fabric by inkjet printing method. The fabricated paper and fabric were utilized as a colorimetric sensor that

can track food spoilage. The color changes of the samples printed on the paper and cotton upon exposure to the toxic gases,

the reversibility of the color changes, and the water resistance were investigated. Both samples showed reversible reactions

with NH3 and HCl, and small amount of ammonia produced by food spoilage was successfully sensed with naked eyes, con-

firming its capability to warn food spoilage in our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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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커큐민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천연의 노란색

염료이다.1 강황에서 추출 가능한 커큐민은 항산화, 항염

증 작용을 가지고 있어 DNA 손상과 지질의 산화를 억제

하고, 몸속에 활성 산소를 제거할 수 있어 건강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이다.1,2 커큐민은 진한 노란색을 띄고

있지만 암모니아와 같은 염기성 분자와 접촉 시 주황색으로

변하며, 이는 다시 산성 분자와 접촉 시 노란색으로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산/염기 유해가스 센서로도 활용 가

능하다.1 하지만 커큐민은 다른 염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자 크기가 작고, 소수성을 띄고 있어 직물에 대한 세척

견뢰도 및 마찰 견뢰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매염법(Mordanting)과 가교법(Cross-

linking) 등 커큐민 분자 말단을 변형하여 색의 견뢰도를

증진시키는 방법들이 연구가 되었으나,3,4,5,6 커큐민과 화

학 분자들 사이의 배위결합이나 공유결합의 형성으로 색

상 특성이 크게 변화하여 최종 섬유 생산물에 원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에서도 매염 또

는 가교법은 결합되어 있지 않은 자유 하이드록시기의 감

소를 일으켜 커큐민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7 따라서 커큐민 분자를 변형하지 않고 섬유에 염

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잉크젯 프린팅 방법을 고려하였고,

이를 위해 천연 커큐민을 잉크화하여 가장 범용적으로 사

용하는 종이와 면직물에 프린트하였다. 이 방법은 커큐민

분자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전에 보고된 분자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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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커큐민 본연의 색을 그대로 구

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커큐민이 가지고 있는 주변 환

경 변화에 따라 색 변화가 나타나는 성질을 활용하여 비

색 센서로도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 염료인 커큐민을 잉크화하여 종이와

면직물에 성공적으로 프린팅을 하였고, 커큐민의 농도에

따른 염색 정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유독가스인 NH3와

HCl의 노출에 따른 색 변화를 관찰하여 비색 센서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식품 부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물질로 제시하였다. 종이 소재는 프린트가 용

이하고 활용도가 높은 소재라 1회용 센서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면직물 소재는 젖은 상태에서도 내구성을

갖게 되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시트상 소재에 프린트하는 방법은 환경변화 요인을

더욱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잉크젯 프린팅은 값싸고, 간단하며, 많은 물질들에 프

린팅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2000년대 이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8,9,10,11 특히, 다양한 디자인을 쉽게 구현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방법이다. 또한, 잉크젯 프린팅은 사용자가 원

하는 색상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잉크를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12,13,14

잉크젯 프린팅의 훌륭한 해상도와 무늬 질, 적은 오염, 적은

물과 에너지 소비, 쉬운 조작 덕분에 규모가 작고 생산 주

기가 빠른 섬유 산업에서 잉크젯 프린팅을 적용하기 용이

하며, 이러한 장점들로 최신 패션 트렌드를 적용하기 위해

잉크젯 프린팅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15,16 그

외에도 디자인의 용이성, 넓은 부위를 프린트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투명 전극,17 발광 디스플레이,18 태양 전

지19,20 등 첨단 IT산업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잉크젯 프린팅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잉크는 석유를 원

료로 한 합성잉크가 사용되고 있으며, 천연 원료를 활용한

천연잉크에 관한 연구는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최근

에서야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21,2 자연 식물에서 파생

된 바이오 기반 염료인 천연 염료는 무독성, 생분해성과 같

은 친환경적인 특성으로 인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22,23

몇몇의 천연염료는 항균성, 항염증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 메디컬 섬유와 같은 바이오 분야에

도 적용할 수 있는 넓은 활용성을 띄고 있다.2,24,25,26

섬유에 천연 염료를 적용하는 연구는 많은 문헌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대다수의 연구에서 물과 에너지의 소비가

많고, 폐기물 발생이 많아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해 잉크젯 프린팅,2 마이크로파 복사,27 초음파 복사,28

감마 복사와 플라즈마 처리29 등 천연 염료의 염색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천연 염료인 커큐민을 잉크화하고 종이 및 면직물에 프

린트한 후 이를 식품 부패 센서로 제시한 연구는 우리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이는 잉크젯

프린팅된 천연 염료의 활용성을 더욱 확장하는 연구가 될

것이며 잉크젯을 활용한 천연 염료 기반의 비색 센서 제

작의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천연 염료 센서의 방

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실 험

시약 및 재료

면직물(ISO ADJ COTTON 1602002)은 Testfabrics Korea,

Inc.에서 구입하였다. A4 복사 용지(80 gsm double A premium)

는 Double A (1991) Public Co. Ltd.(Korea)에서 구입하였다.

명반과 소듐 알지네이트, 염산(HCl, ACS reagent, 37%)은

Sigma Aldrich Co. Ltd.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암모니아

수용액(Ammonia solution, 28~30 wt%)은 Junsei Chemical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커큐민은 Hanultari(Korea)에서 구

입하였고, 잉크 베이스 용액(Ink base solution)은 Oh-young

Co.(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증류수(Deionized

water, DI water)는 Milli-Q 시스템을 통하여 제조하였다. 다른

언급이 없는 모든 시약은 추가적인 정제 과정 없이 사용

되었다.

Figure 1. 커큐민 색소를 활용한 잉크젯 프린팅 및 식품 부패 감지 센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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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분석

커큐민 잉크가 프린트된 시료의 형태학적 특징을 관찰

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FE-SEM, SU-8010, Hitachi

Ltd., Japan)을 사용하였다. 모든 시료들은 표면 관찰 전에

JFC-1200 Fin Coater(JEOL, Japan)를 활용하여 약 60초 동안

Osmium Coating을 진행하였다. Macbeth Color Eye-7000A

(X-rite, USA)를 통해 시료의 색차 변화를 측정하였다. 색

차(ΔE)는 Lab 색 공간을 이용하여, 다음의 색차 식으로 계

산하였다.

L, a, b는 국제조명위원회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시한 CIELab

(Commission Internationale de L’Eclairage Lab) 색 공간 및

색차 식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색 공간에서 명도, 채도,

색상에 해당하는 속성은 각각 L, a, b로 나타내며, L, a, b은

각각 색상의 밝기(L, L=0 검정색, L=100 흰색), 빨간색과

초록색 사이의 위치(a, a>0 빨간색, a<0 초록색), 노란색과

파란색 사이의 위치(b, b>0 노란색, b<0 파란색)를 나타낸

다.30

커큐민 잉크 프린팅

커큐민 프린팅은 잉크젯 프린터(Epson Stylus 7500)를

활용하여 종이와 면직물에 인쇄하였다. 정련하고 표백한

면직물(번수 115±5 g/m2, 35(w)×31(f)/cm2)을 전처리 용액

(1% 명반 용액과 소듐 알지네이트 용액 혼합물(v/v=1:1))에

넣어 2분간 침지 후, 패더(PSA-THF series, Mathis. Co.

Switzland)를 이용하여 50% pick-up으로 패딩하였다. 패딩된

샘플은 실험 10분 이내에 열 압착기(PSA-THF series, Mathis.

Co. Switzland)로 115 oC, 60초 동안 처리하고, 처리된 시료

들은 프린팅에 사용하였다. 잘 분산된 커큐민 색소들과

잉크 베이스 용액을 혼합하고, 잉크로서 프린팅이 되는지

예비 실험을 진행한 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프린터

S/W로 제어되는 잉크량을 20%, 30%로 설정하여 프린팅

하였다. 농도 1은 20%, 농도 2는 30%, 농도 3은 농도 2로

프린팅한 후 한번 더 프린팅 한 것을 의미한다. 잉크젯 방

식은 겹쳐서 프린팅이 가능하다.

종이에는 농도 1, 2 커큐민이 프린팅 되었고, 면직물에는

농도 1, 2, 3 커큐민이 프린팅되었다. 인쇄된 프린팅 시료

들은 115 oC에서 60초 동안 가열하여 건조시킨 후 추가적인

세척 과정 없이 유해가스 감지 실험에 사용되었다.

NH3 및 HCl 기체 감지

프린트된 종이 및 면직물은 10×10 mm 크기로 준비한 후

챔버 내에 위치시켰다. 유해가스 감지 시험 챔버에는 40

ppm 농도의 염산/암모니아 용액을 주입하고, Heat Gun을

이용하여 용액을 기화시켜, 40 ppm의 산/염기 기체 농도

환경을 만들었다. 그 후 연동 펌프(RP-1100, Tokyo Rikakikai

Co., LTD., Japan)의 속도를 100 rpm으로 고정하여 챔버에서

기화된 염산/암모니아 기체가 측색계 측정부에 놓여있는

시료에 균일한 농도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시료를 기체에

노출시킨 후 3초 마다 측정하여 최대 30초 동안 측색계를

이용하여 시료의 색 변화를 관찰하였다. 기체 감지 실험

진행 후, 물과 알코올로 챔버를 씻어 세척하고 건조한 후

다른 시료의 기체 감지 성능을 측정하였다. 산/염기에 따른

색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노란색 시료를 40 ppm의

암모니아에 노출시켜 붉은색으로 변화시킨 후 다시 40 ppm

의 염산 가스에 노출시켜 각각의 색 변화 값을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일반적인 실험실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식품 부패 감지

일반적으로 식품이 부패하면 암모니아 등의 총 휘발성

염기성 질소(total volatile basic nitrogen, TVBN) 가스가 발

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이 부패하였을 때 발생

하는 암모니아를 감지하기 위하여 커큐민 잉크로 프린팅

된 종이 및 면직물을 비색감지 센서로 사용하였다. 상온

환경(20 oC 이상)에 하루 동안 방치하여 완전히 부패된 새

우와 바로 구입하여 냉장 보관한 새우를 사용하여 30분

동안 색 변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새우는 커큐민

잉크로 프린트된 시료와 함께 랩을 이용해 밀폐시킨 후 색

변화를 관찰하였다. 색 변화는 측색계를 통해 색상을 분

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종이 및 면직물 비색센서의 암모니아 노출에 따른 색 전이

반응

커큐민은 강황에서 추출할 수 있는 노란색의 염료로, 주

변 환경에 따라 색 전이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분자이다.

커큐민의 색 변화는 케토-엔올 상호변이 현상(keto-enol

tautomerism)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pH에 따라 구조가 변

하게 된다.31 산성 조건에서 케토 구조(keto form)를 형성하고

있는 커큐민은 염기성 조건에서 엔올 구조(enol form) 또는

엔올레이트 구조(enolate form)로 변하게 되고, 이는 주변

환경에 따라 가역적으로 변화한다. 커큐민 구조 변화는

커큐민 분자의 벤젠고리 링과 이중결합에 존재하는 π궤

도함수 사이의 공액(conjugation) 구조 길이를 변화시키고

그에 따라 색을 흡수할 수 있는 파장 영역대가 변하면서

색 전이가 발생하게 된다. 커큐민 분자의 경우, 케토 구조는

밝은 노란색을 띄고 있는 반면에 엔올 구조는 주황색을

ΔE ΔL( )
2

Δa( )
2

Δb(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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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고 있어 분자의 구조가 변함에 따라 색의 변화를 육안

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커큐민 색 전이 반응은 잉크젯 프린팅을 통해서

도 완벽하게 구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2에서는 커

큐민 잉크 농도에 따른 커큐민 프린트 종이의 암모니아

색 전이 반응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Fig. 2(a), (c)는 종이에

커큐민을 농도 1과 2로 프린트한 뒤 암모니아 가스에 노

출시켜 전·후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 Fig. 2의 (b), (d)는 각

각의 농도에서 암모니아 가스 노출 시험 과정 동안 종이의

시간에 따른 색차 변화를 나타내었다. 농도1과 농도2로

프린트 된 종이의 암모니아 가스 노출 모습과 색차 변화를

보면 농도에 따른 색 변화가 선명하게 관찰된다. 예상한

대로 잉크의 농도가 높을수록 색 가시성이 증가하고, 색

차 변화가 더욱 쉽게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

반적으로 색차 변화량이 5이상일 때 육안으로 쉽게 관찰

되기 때문에, 색차 변화가 12이상으로 나타나는 저농도

프린팅 종이에서도 색 변화가 육안으로 관찰되었고, 이는

저농도로 프린팅 된 종이도 비색 센서로 충분히 활용될

Figure 2. 커큐민 잉크 (a) 농도1, (c) 농도2로 프린트 된 종이의 암모니아 가스 노출에 따른 색 변화 이미지와 암모니아 가스 노출

시간 동안의 (b) 농도1, (d) 농도2의 430 nm에서의 색차 변화.

Figure 3. 커큐민 잉크 (a) 농도1, (c) 농도2, (e) 농도2로 두번 프린트된 면직물의 암모니아 가스 노출에 따른 색 변화 이미지 및 암모니

아 가스 노출 시간 동안의 (b) 농도1, (d) 농도2, (f) 농도2로 두번 프린트된 시료의 430 nm에서의 색차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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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농도2의 경우 농도1보다 노란색

이 더욱 진하게 발현되었고 암모니아 가스가 노출되었을

때 색차 변화도 16정도로, 농도1일 때 보다 더욱 가시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고농도의 커큐민을 이

용하여 잉크젯 프린팅을 하여도 프린트가 잘 되며, 그의

색 변화 특성도 변화 없이 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Fig. 3a-d는 농도1과 농도2의 커큐민을 면직물에 프린트

한 모습과 시간에 따른 색차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Fig.

3e, f는 농도2의 커큐민 잉크를 같은 곳에 두 번 프린트한

시료에서 암모니아 가스 노출 시의 색차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면직물도 종이와 마찬가지로 고농도일 때 가시성이

증가하였으며, 색차가 더욱 크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특이한 점은 농도1 면직물의 색차 변화가 최대 7로, 육

안으로 구별하기에 문제는 없지만 종이(Δ=12)에 비해 색

차 변화가 적었는데, 이는 면직물의 표면 기공이 종이보

다 더 많아 잉크가 프린트될 때 커큐민 분자들이 더욱 깊

숙이 침투하여 기공을 채우지만, 종이의 경우 표면의 기

공이 면직물보다 많지 않아 커큐민 잉크 입자들이 기공속

으로 침투하는 상대적인 양이 적게 되어, 암모니아 분자

들과 더욱 쉽게 반응하여, 색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추가로 제시된 관련자료 Fig. 1,2의

SEM 이미지를 통해 종이가 면직물보다 더 높은 밀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농도1로 인쇄된 종이와

면직물을 비교하였을 때 종이 표면에 커큐민 잉크가 더욱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농

도 2로 프린트된 면직물은 종이와 비슷한 수준의 색차 변

화(Δ=16~18)를 보여주었다. 이는 고농도로 프린팅하면 표

면의 특성과 무관하게 분자들이 외부에 노출되기가 용이

하여 색 변화가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

농도로 프린트된 종이와 면직물의 SEM 사진을 비교해도

두 시료 모두 표면이 커큐민으로 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관련자료 Fig. 1,2) 같은 농도로 표면이 프린트되

면 동일한 색차 변화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프

린트 횟수가 영향을 주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농도2의 커

큐민을 동일한 지점에 두 번 프린트한 후 색차 변화를 관

찰하였다. 한번 프린트하였을 때와 두번 프린트하였을 때

모두 색차 변화는 약 18 정도로 변화는 없어, 동일한 부위에

같은 농도로 두번 프린트하는 방법은 한번 프린트하는 방

법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종이 및 면직물 비색센서의 가역성

앞선 실험 결과를 통해 커큐민이 프린트 된 종이 및 면

직물이 암모니아 가스에 효과적으로 색상 변화 반응을 보

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암모니아와 반응한 시료는 다시 염화

수소 가스에 노출되면 원래 색으로 돌아가는 것을 Fig.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도1와

농도2, 그리고 두번 프린트 된 커큐민은 지지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염화 수소에 노출 시 원래의 색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농도와 지지체와 상관없이

커큐민 잉크가 가역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료

들 모두 암모니아 가스 노출 후 염화 수소에 노출되었을

때 색이 원래의 색보다 조금 연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지만, 육안으로 분별하기는 어려운 정도였다. 조금 더

정확한 색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Fig. 5에서 색차 변화를

표기하였다.

Fig. 5를 보면, 5개의 시료 모두 암모니아 가스 노출 후

Figure 4. 암모니아/염화 수소 가스에 의한 가역적인 색 변화

이미지, (a), (b)는 종이에 농도 1, 2로 프린트된 시료, (c), (d)는

면직물에 농도 1, 2로 프린트된 시료, (e)는 면직물에 농도2로

두번 프린트된 시료.

Figure 5. 암모니아/염화 수소 가스에 의한 가역적인 색 변화

이미지와 그에 따른 색차, (a), (b)는 종이에 농도 1, 2로 프린트

된 시료, (c), (d)는 면직물에 농도 1, 2로 프린트된 시료, (e)는

면직물에 농도2로 두 번 프린트된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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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염화 수소 가스에 노출되었을 때 색차 변화는 약 2~3로

나타나 육안으로 관찰하였을때 원래 색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변화량이 5이하이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실제로 유해가스(암모니아와 염화 수소) 노출

전·후 색상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색을

띄고 있다. 이는 5개의 시료 모두 농도와 지지체에 관계없

이 가역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잉크젯 프린팅

방법이 커큐민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지체를 염색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팅 방법이 분자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염료 특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천연 염료를 잉크화하여 지지체에 프린팅을

하는 것은 분자를 변형시키지 않고 고유의 특성 유지하면

서, 특정한 문자를 프린트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

된다. 또한, 암모니아와 염화 수소 가스를 반복적으로 노

출하여 색 가역성을 확인하였다. 참고 문헌 그림 3을 보면

암모니아와 염화 수소 가스를 3회 반복적으로 노출 하여

도 육안으로 관찰 할 수 있을 정도의 색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고, 암모니아 가스에 노출 후 상온에 노출 하여도 일

정 시간이 지난 후 원래의 색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를 통해 커큐민 종이와 면섬유의 센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친환경 센서로서 수차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센서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종이 및 면직물 비색센서의 내수성 실험

본 연구에 적용된 잉크젯 프린팅 방법으로 특정 문자를

프린팅하고, 그 문자가 물 속에서 번지지 않는 내수성에

대한 시험을 하였다. 이를 위해 커큐민 잉크가 프린트 된

종이와 면직물을 물에 7일간 담가놓고, 건조 후 색 변형과

암모니아 가스의 센싱 능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Fig. 6에

정리하였다.

Fig. 6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5개의 시료 모두

물에 침지된 이후에도 노란색을 띄고 있으며 암모니아 가

스에 노출되면 주황색의 색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이에 커큐민이 프린트된 시료는 물에 담기고 건조가

된 이후에도 색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또한, 염화 수소 가

스에 노출되었을 때는 농도2의 경우 농도1로 프린트된 시

료보다 더욱 색 변화가 뚜렷하였지만 면직물에 프린트된

시료보다는 색 변화가 뚜렷하진 않았다. 이는 표면에 붙

어있었던 커큐민 분자가 탈착이 일어나 암모니아 가스와

반응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면직물에 프린트된 커큐민을 물에 침지하면, 분자의 확

산으로 프린트된 글씨가 번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시

건조하면 원래의 색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섬유에 존재하는 기공에 커큐민 분자들이 침투하여

들어가고 표면에 남은 커큐민 분자들이 탈착 및 분산으로

인해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커큐민이 두번 프린트 된

면직물을 관찰하면(Fig. 6e) 한번 프린트된 면직물(Fig. 6d)

보다 더 많이 확산이 일어나 글씨를 분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저농도로 인쇄된 면 직물(Fig. 6c)이 고농도로

인쇄된 면 직물보다(Fig. 6d) 물에 담갔을 때 더욱 뚜렷하

게 글씨를 구별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될 수 있

다. 또한 면직물 시료들은 건조 후 암모니아 가스에 노출

되었을 때 색 변화가 종이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면직물 표면에서 분자 확산 현상

이 발생하여도 섬유 내에서 분산되어 암모니아 가스에 노

출되어도 색 변이 특성이 발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내수성을 고려하면 종이보다 면직물에 프린트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종이 비색 센서의 경우

에도 물에 젖은 상태로 7일 이내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

였다.

새우 부패 센싱 연구

커큐민의 탁월한 색 전이 반응은 유해가스 센싱에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식이 부패하였을

때 발생되는 미량의 암모니아 가스들을 감지할 수 있도록

프린트된 시료를 천연 음식 부패 센서로 활용하였고, 종

이와 면직물 모두 가시성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일반적

으로 음식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암모니아 가스가 방출된

다. 따라서 암모니아 가스의 방출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음

식의 부패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을 위하여 농

도2 커큐민이 프린트된 종이와 면직물을 싱싱한 새우와

부패한 새우와 함께 포장한 후 시간에 따른 색 변화를 관

찰하였다. Fig. 7a를 보면, 싱싱한 새우와 함께 포장된 종

이 및 면직물은 시간이 지나도 색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된 반면에 부패한 새우와 함께 포장된 종이 및 면직물은

Figure 6. 커큐민 프린팅 된 종이와 면직물의 내수성; (a), (b)는

농도 1, 2로 프린트된 종이, (c), (d)는 농도1, 2로 프린트된 면

직물, (e) 농도2로 프린트 된 후 반복적으로 같은 지점에 프린

트된 면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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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으로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색 변화가 관찰되었다.

특히, 면직물의 경우 색 변화는 더욱 뚜렷하였으며 포장

후 5분만에 주황색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

이에 프린트 된 커큐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점점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10분부터 육안으로 판

별 가능할 정도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커큐민 잉크를 활용한 프린트 종이 및 면직물은 음식물

부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천연 비색 센서로 활용 가능

함을 보여주었고, 유해가스가 감지가 필요한 실제 산업에

도 쉽게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천연 색소인 커큐민을 활용하여 종이와 면직

물에 프린트를 하였고 이를 암모니아 감지 비색 센서로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매우 간편하고 원하는 디자인으로

센서를 도식화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 천연 색소

의 인체 무해성과 잉크젯 프린팅 방법의 디자인 용이성은

음식물 부패 여부를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 음식물

부패용 비색 센서로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종이에

프린트된 시료는 색 변화가 면직물보다 뛰어나진 않았지

만, 육안으로 충분히 분별 가능한 수준으로 색 변화를 보

여주고 있어, 종이의 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면 다양한 응

용 가능성이 높다. 면직물의 경우 암모니아 및 염화 수소

가스와의 반응성이 종이보다 더욱 뛰어나 색 변화 가시성

이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섬유의 넓은

비표면적 덕분에 커큐민 입자들이 더 많이 포집될 수 있

어 색의 변화가 더욱 뚜렷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이와 면

직물 모두 가역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분

자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원하는 지지체에 프린트

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만들어진 커

큐민 프린트 시료들은 내수성도 뛰어나 흡습 시에도 비색

센서로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장점은 수분에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아 수분이 많은 음식물을 포장할 때

부패 감지 센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천연 색소가 가지는 무독성이라는 특징은 음식물과 함께

포장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뿐만 아니라 음식을 판매하

고 관리하는 판매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커큐민을 잉크화하여

효과적으로 잉크젯 프린트에 적용하였고, 음식물의 부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암모니아 및 염화 수소 가스에

대한 응답 거동 특성을 분석하여 천연 색소 기반의 비색

센서 제작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음식물

부패 감지 비색센서 제조방안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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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커큐민이 프린트된 종이(사진 속 위) 와 면직물(사진 속 아래)의 새우 부패에 따른 색 변화 감지 사진; (a) 싱싱한 새우, (b)

부패된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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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ing Information. 커큐민이 프린트된 종이와 면

직물의 SEM 이미지와 가역성 실험 사진은 웹에서 확인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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