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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wangbek dyeability for cotton, silk, and wool from different tree species and origin

as well as their berberine and palmatine content. A total of 12 different hwangbek were examined, six pur-

chased directly from different locations of China and six purchased from the Seoul Medicine Market. Hwang-

bek purchased from China were 3 Kwanhwangbek (Phellodendron amurense Rupr.) from Jilin, Liaoning,

Heilongjiang and 3 Chunhwangbek (Phellodendron chinense Schneid.) from Sichuan, Yunnan, and Guangxi.

Hwangbek purchased from the Seoul Medicine Market included 3 hwangbek that originated from Korea

and 3 hwangbek imported from China. We extracted 2.5g of each hwangbek into 500mL of water for 60

min at 80
o
C. Dyeing was conducted using the IR dyeing machine for 30min at 55

o
C using a 1:100 liquor

ratio. Cotton was mordanted using tannic acid followed by potassium antimonyl tartrate trihydrate treatment

before dyeing. Berberine and palmatine pigments in hwangbek were identified with the HPLC-DAD-MS

instrument and the amount of pigment was quantified using an ion chromatogram.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K/S values of dyed fabrics were highly related to the amount of pigment in hwangbek used for dy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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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들어 건강과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천연염색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염색에 이용되는 대부

분의 식물 재료는 본래가 한방 약재의 원료들이므로 천

연염색한 섬유제품은 인체에 이로운 기능을 갖는 것이

많다. 대표적인 예로 주로 황벽나무의 수피(bark)로 알

려진 황백은 천을 노란색으로 염색하며 동시에 항균성,

항염증성 등도 부여하는데, 이는 황백에 베르베린(ber-

berine)과 팔마틴(palmatine) 등의 양이온성 알칼로이드

(alkaloid)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Ahn, 2011,

2012; Kim et al., 2003; Lee et al., 2007). 황백의 색소

중 함유량이 높고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베르베린이

며 최근 팔마틴의 염색성이 베르베린과 유사함이 확인

되었다(Ahn et al., 2012)(Fig. 1).

천연염재로서 황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새로운 매염

법(Kim & Park, 2001; Soh & Chu, 1995)이나 염색성 향

– 110 –

†
Corresponding author

 E-mail: cssong@incheon.ac.kr

본 연구는 2013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2013

028568).

ⓒ 2014,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EISSN 2234-0793
PISSN 1225-115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38, No. 1 (2014) p.110~122

http://dx.doi.org/10.5850/JKSCT.2014.38.1.110

〔연구논문〕



황백의 품종 및 산지에 따른 면, 견, 양모직물에 대한 염색성 비교 111

상을 위한 처리방법(Kang et al., 2003; Kim et al., 2003;

Kwak & Lee, 2008), 염색조건(Chu & Soh, 1996; Kim

et al., 2001a)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부가적인 연구

로 항균성(Yong et al., 1999) 및 자외선 차단효과(Choi,

2006) 등에 대한 것들이 있다. 이들 선행연구는 대개 서

울약령시장이나 시중 건재상에서 수피를 구입하여 사

용하였는데, 원료나무의 품종에 대해서는 주로 Phello-

dendron amurense Rupr.로 언급하고 있으며 산지에 대

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거나 ‘국산’ 혹은 ‘중국산’으로

총칭하고 있다. 한편, Kim et al.(2001a)은 황백이 채취

시기나 보관상태 외에 산지에 따라서도 염색성의 차이

를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는 산지에 따라 황백에 함유된

색소성분의 함량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 여러 품종의 황백 원료나무가 아시아에 자생하는 것

을 볼 때(Dong et al., 2007; Park et al., 2009) 나무의 품

종에 따라서도 그 수피인 황백의 염색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품종과 산지가 다

른 황백의 면, 견, 양모직물에 대한 염색성을 조사하고,

일부 황백의 베르베린 및 팔마틴 함량을 HPLC-DAD-

MS로 분석한 후 황백의 염착량과 색소성분 함량의 관계

를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황백의 주된 원료나무는 운향과의 낙엽활엽교목인 황

벽나무(Phellodendron amurense Rupr.)와 황피수(Phel-

lodendron chinense Schneid.)로서 이들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자생한다(Hu & Hu, 2009; Lee,

1996; Park et al., 2009).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에서는

황벽나무와 황피수의 줄기껍질로서 주피를 제거한 것

을 모두 ‘황백’으로 지칭하고 있다(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2013). 황피수가 많이 자생하는 중국에서

는 황벽나무(黃檗)의 수피는 관황백(關黃柏)(Kwanhwang-

bek)으로, 황피수(黃皮樹)의 수피는 황백(黃柏) 또는 천

황백(川黃柏)(Chunhwangbek)으로 구분하고 있다(Phar-

macopoeia Commission of the PRC Ministry of Health,

2010). 형태학적으로 관황백은 코르크층을 제외한 두께

가 약 2~4mm이고 때로는 겉면에 회백색의 피질(코르

크)이 남아 있다(Pharmacopoeia Commission of the PRC

Ministry of Health, 2010)(Fig. 2). 천황백은 코르크층을

제외한 두께가 약 1~6mm이고 때로는 회갈색 피질(코르

크)이 남아 있다(Pharmacopoeia Commission of the PRC

Ministry of Health, 2010)(Fig. 2).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

고 있는 황백은 국산이 대부분인데 Park et al.(2009)은 한

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산 황백은 대체로 황벽나무와

털황벽(Phellodendron molle Nakai)의 수피라고 보고하

였다. 반면,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황백제품은

원료나무의 품종에 관하여 자료를 찾기 어렵다.

천연염재 황백에 대한 논문 중에서 Yong et al.(1999)

은 황벽으로 지칭하고 시중의 중국산 심재를 사용하였

다고 기록하고 있다. Choi(2006)와 Kim and Park(2001),

Kim et al.(2001a, 2001b) 등은 황벽으로 지칭하고 산지

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Kang et al.(2003)은 황벽

으로 지칭하고 Phellodendron amurense Rupr., Amur cork

tree로 기록하였다. Kwak and Lee(2008) 또한 황벽으

로 지칭하였으며 다른 이름으로 황백, 황경피나무, 황

경나무, 황백목 등으로 불리운다고 하였다. Ahn(2011)

은 황벽으로 지칭하고 산지의 언급 없이 Phellodendron

amurense Rupr.의 수피로 기록하였으며, Ahn et al.(2012)

은 황백으로 지칭하고 산지의 언급 없이 원료나무로

Phellodendron amurense Rupr.와 Phellodendron chinen-

se Schneid.를 언급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수피와 나무 원료에 대한 명칭의 구분 없이 황벽 혹은

황백으로 지칭하고 있고 원료나무의 품종에 대해서는

주로 Phellodendron amurense Rupr.를 언급하였으며 중

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한 Yong et al.(1999) 외에는

산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중국의 경우 북쪽 지방인 길림(Jilin), 료녕(Liaoning),

흑룡강(Heilongjiang) 등 고위도 지역에는 황벽나무가, 그

리고 남쪽 지방인 사천(Sichuan), 호북(Hubei), 호남(Hu-

nan), 운남(Yunnan), 광서(Guangxi) 등의 저위도 지역에는

황피수가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ong et al., 2007;

Hu & Hu, 2009; Qin et al., 2006). 중국 생약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국약전(Pharmacopoeia Commission of

the PRC Ministry of Health, 2010)에서는 황벽나무 수피

인 관황백은 베르베린 함량을 0.60% 이상으로, 팔마틴

은 0.30%로 규정하였고 황피수의 수피인 천황백은 베르

Fig. 1. Structures of berberine (C20H18NO4

+
) and pal-

matine (C21H24NO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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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린 함량을 3.0% 이상으로 규정하였다(Pharmacopoeia

Commission of the PRC Ministry of Health, 2010). 이런

규정은 원료나무 품종에 따라 황백의 주색소 중 하나인

베르베린의 함량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예로 Fan

et al.(2010), Hu et al.(2010), Tang et al. (2006), Zhu et al.

(2004), Zhu et al.(2011) 등은 고속액체크로마토그라피

질량 분석법(HPLC-MS)을 이용해 중국 안에서 산지가

서로 다른 황백의 베르베린, 팔마틴, 자트로르진의 함량

을 정량 분석하였다(Table 1). 해당 황백은 <Fig. 2>와 같

이 관황백은 중국 북쪽 지방으로부터, 천황백은 중국 남

쪽 지방으로부터 수집되었다(Fan et al., 2010; Hu et al.,

2010; Tang et al., 2006; Zhu et al., 2004; Zhu et al., 2011).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관황백보다 천황백의 베르베린 함

량이 월등히 높으며, 많게는 관황백의 5배까지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Table 1). 특히 사천 지역의 한 천황백에서

는 베르베린이 86.53mg/g까지 검출되었으며(Tang et al.,

2006) 이는 중국약전(Pharmacopoeia Commission of the

PRC Ministry of Health, 2010)에서 명시한 천황백의 품

질규정보다 2.5배나 높은 수치이다. 반면, 사천의 또 다른

천황백에서는 45.14mg/g이 검출되는 등(Fan et al., 2010)

품종과 산지가 같은 황백 내에서도 품질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팔마틴의 경우는 베르베린과는 달

리 관황백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Table 1)(Fan et al., 2010; Hu et al., 2010; Tang et al.,

2006; Zhu et al., 2004; Zhu et al., 2011). 위 연구들에서

사용한 관황백은 길림, 흑룡강, 료녕을 비롯한 황하 이

북 지역이 산지인데 그 중 흑룡강 지역의 관황백은 팔마

틴 함량이 15.52mg/g으로서(Hu et al., 2009) <Table 1>

에 제시된 천황백의 평균적인 팔마틴 함량보다 약 10배

나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위 문헌들에 따라 황벽나무와 황피수 등 황백 원료나

무의 품종은 물론, 같은 품종이라도 산지에 따라 베르

베린과 팔마틴 등 함유되어 있는 색소성분의 양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중 어느 수피 종류를 염색에 사용

했는가에 따라 염색의 결과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산 관황백과 천황백 각 3종

씩을 중국 내 각 산지에서 직접 구입하고 면, 견, 양모

직물에 대한 염색성을 조사하였으며 이 결과를 한국에

서 시판되고 있는 3종의 ‘한국산’과 ‘중국산’(품종과 산

지 미확인) 황백의 염색성과 비교하였다. 또한, 일부 황

Fig. 2. Geographic locations of hwangbek examined.

From Fan et al. (2010). pp. 54−57; Hu et al. (2009). pp. 438−453; Tang et al. (2006). pp. 265−267;

Zhu et al. (2004). pp. 262−264; Zhu et al. (2011). pp. 1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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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의 베르베린 및 팔마틴 함량을 HPLC-DAD-MS로 분

석하여 각 황백의 염착량과 색소성분 함량의 관계를 조

사하였다. 중국 산지에서 구입한 황백은 길림산 관황백

과 사천산 및 운남산 천황백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편

의상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따라 황벽나무의

수피는 관황백으로, 황피수의 수피는 천황백으로 지칭

하였다.

III. 실 험

1. 재료

중국에서 구입한 6종의 중국산 황백은 산지가 중국의

길림, 료녕, 흑룡강, 사천, 운남, 광서인 것으로서 길림,

료녕, 흑룡강의 황백은 관황백에 속하고, 사천, 운남, 광

서의 황백은 천황백에 속한다(Table 2). 각 황백은 각각

의 산지에서 직수입하고 판매자와의 확인을 통해 산지

를 검증하였다.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산 황백과

중국산 황백은 각각 3종씩 서울약령시장에서 구입하였

다(Table 2).

섬유의 매염에 사용된 탄닌산(tannic acid(chinese na-

tural gall nuts), C76H52O46)과 토주석(potassium antimo-

nyl tartrate trihydrate, C8H4K2O12Sb2)은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메탄올(HPLC

급)은 J. T. Baker(Avantor, USA)에서, 아세토나이트릴

(HPLC급)과 HPLC 분석 이동상의 물(HPLC급)은 Fisher

Scientific(Fair Lawn, NJ, USA)에서 구입하였다. 포름산

(88%, ACS급)은 Macron Chemicals(Phillipsburg, NJ,

USA)에서 구입하였다. HPLC 분석 시료는 유리섬유가

강화된 0.45 시린지 필터(Alltech Associates, Deerfield,

Table 1. Literature based berberine, palmatine, and jatrorrhizine contents in hwangbek from different provinces

of China

Type
Location in

China
Province

Berberine

(mg/g)

Palmatine

(mg/g)

Jatrorrhizine

(mg/g)
Literature

Phellodendron

amurense Rupr.

(Bark: Kwanhwangbek)

Northeast Jilin
24.40 12.75 1.87 Hu et al. (2009)

05.94 08.61 0.43 Zhu et al. (2011)

Northeast Heilongjiang

06.86 03.13 0.29 Tang et al. (2006)

13.12 15.52 1.45 Hu et al. (2009)

09.72 12.63 0.08 Zhu et al. (2011)

Northeast Liaoning
05.34 08.67 1.92 Hu et al. (2009)

04.51 08.10 0.39 Zhu et al. (2011)

North Hebei
25.40 12.64 1.49 Hu et al. (2009)

10.10 05.16 0.28 Zhu et al. (2011)

North Neimenggu
22.35 12.49 1.42 Hu et al. (2009)

04.71 12.24 0.26 Zhu et al. (2011)

Phellodendron

chinense Schneid.

(Bark: Chunhwangbek)

South Central Guangxi
73.79-60.91 0.16-0.33 0.35-0.56 Fan et al. (2010)

61.31 00.31 0.55 Zhu et al. (2011)

South Central Hubei
29.73 00.52 0.56 Fan et al. (2010)

46.70 00.53 0.04 Zhu et al. (2011)

Southwest Sichuan

45.14-85.31 0.18-0.32 0.19-0.51 Fan et al. (2010)

51.56 02.38 2.05 Hu et al. (2009)

44.49-86.53 0.07-0.31 0.16-0.49 Tang et al. (2006)

82.70 - -  Zhu et al (2004)

42.70-51.90 0.27-0.34 0.11-0.12 Zhu et al. (2011)

Southwest Guizhou 38.40-41.10 0.37-0.86 0.07-0.61 Zhu et al. (2011)

Southwest Yunnan
44.56 01.64 1.58 Hu et al. (2009)

52.80 00.58 0.15 Zhu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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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USA)로 여과하였다. 염색에 사용한 천은 표준 면,

정련견, 양모백포(KS K 0905)로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KATRI)에서 구입하였다(Table 3).

2. 염색

황백은 깨끗이 씻어 환기가 잘되는 그늘에서 2~3일

건조한 다음 분쇄기를 이용해 분쇄하고 체망(구멍크기

0.67×0.66mm)으로 분말을 취한 후 2
o
C로 냉장보관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황백분말은 2.5g씩 미량저울로 소

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정확히 측정하여 각각 500mL

의 증류수에 넣고 80
o
C에서 60분간 1회 추출하였다. 추

출된 염액은 치밀한 망직물로 여과하여 각각 450mL을

회수하여 염색에 사용하였다.

면, 견, 양모직물은 각각 10×10cm 크기로 잘라 염색

에 사용하였다. 면의 매염처리는 Kim et al.(2001a)의 방

법에 따라 탄닌산과 토주석을 이용하였으며 탄닌산 농

도 15% o.w.f, 욕비 1:50으로 60
o
C에서 30분간 처리한

후, 5% o.w.f 토주석으로 욕비를 1:50으로 하여 60
o
C에

서 30분간 고착처리하였다. 견과 양모는 매염처리 없이

직접 염색하였다. 염색은 면, 견, 양모 모두가 추출염액

의 욕비를 1:100으로 하여 55
o
C에서 30분간(Ahn et al.,

2012; Kim et al., 2001a) 적외선자동염색기(Han Won

Testing Machine Co.)를 사용하여 염색하였다. 염색이 끝

난 시료는 깨끗이 헹군 후 광선을 피하여 건조하였다.

3. 염색한 시료의 평가

염색한 시료는 분광색차계(JS-555, Color Techno Sys-

tem, Japan)를 이용하여 D 광원, 10
o
의 표준 관찰자 조건

에서 Lab, HVC 및 K/S값을 구하고 K/S값으로 염착량을

평가하였다. 세탁견뢰도는 KS K 0430, 일광견뢰도는

KS K ISO 105-B01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4. 색소 함량 분석

색소 함량 분석은 중국에서 직접 구입한 3종의 중국

황백과 서울약령시장에서 구입한 3종의 국산 황백에 실

시하였다. HPLC-DAD-MS 분석을 실시한 중국 산지의

황백은 길림산 관황백과 사천산 및 운남산 천황백이었

다.

Table 2. Types of hwangbek used in the present study

Where

purchased

Product name used

in the market
Corresponding tree Origin

Shape

Thickness

(exclusive of cork) (mm)
Appearance

China

(from each

province)

Kwanhwangbek
Phellodendron

amurense Rupr.

Jilin 3.41 Thick cork

Liaoning 3.91 Thick cork

Heilongjiang 3.50 Thick cork

Chunhwangbek
Phellodendron

chinense Schneid.

Sichuan 3.78 Thick cork

Yunnan 2.02 Thin cork

Guangxi 1.99 Thin cork

Korea

(from Seoul

Medicine

Market)

Hwangbek

Phellodendron

amurense Rupr.*

Korea-1 5.05 Thick cork

Korea-2 4.08 Thick cork

Korea-3 3.02 Thick cork

Unknown

China-1 4.29 Thick cork

China-2 5.45 Thick cork

China-3 4.81 Thick cork

*Corresponding tree is proposed to be Phellodendron amurense Rupr.

From Park et al. (2009). pp. 99−102.

Table 3. Characteristics of the fabrics used for dyeing

Fabric
Weight

(g/m
2
)

Density

(warp×weft/inch
2
)

Weave

Cotton 113 89×79 plain

Silk 45 103×133 plain

Wool 99 73×72 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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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백분말 5g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측정

하여 500mL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넣고 HPLC급 메탄

올 100mL을 혼합한 후 증류냉각장치에서 1시간 동안

메탄올의 초기 비등점(64
o
C)에서 환류냉각하면서 색소

를 추출하였다. 이 때 추출에 사용된 냉각장치, 용기, 냉

각수의 수압 등을 동일하게 하였으며 용매의 증발을 최

대한 줄이고 회수된 회수용매의 양을 최대한 동일하게

하였다. 추출액은 원심분리기(Han Won Testing Machine

Co., Korea)로 5분간 분리한 다음 약 2mL을 취해 0.45

syringe 필터로 여과한 후 HPLC 바이알에 넣어 HPLC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고속액체크로마토그라피(HPLC) 분석은 다채널 UV

검출기(diode-array detector, DAD)와 질량 분석기(mass

selective detector, MSD)가 장착되어 있고, 4중극자 질

량 분석기(quadrupole mass analyzer)를 활용하는 Agilent

1200 시리즈의 이성분계(binary) HPLC-DAD-MS(Fos-

ter City, CA, USA) 분석기를 사용하였다. 질량 분석은

대기압 화학이온화(atmospheric pressure chemical ioni-

zation, APCI)법의 양이온화 모드를 사용하여, 스캔 모

드(SCAN mode)로 베르베린과 팔마틴 성분을 확인하

고 심 모드(SIM mode, selected ion monitoring mode)의

이온 크로마토그램으로 두 성분을 정량 분석하였다. 베

르베린과 팔마틴의 분리는 LC 기기에 장착된 Agilent

ZORBAX SB-C18 컬럼(길이 50mm×내경 2.1mm, 입자크

기 1.8µm)을 사용하였다. 성분 분리는 기울기 용리(gra-

dient elution)법을 이용하여 용매A는 아세토나이트릴, 용

매B는 1% 포름산 수용액으로 하여 0~5.7분까지 90~20%

용매B, 5.7~10분까지 20~61% 용매B, 10~15분까지 61%

용매B로 프로그램하였다. 용매의 유량(flow rate)은 1.0mL/

min으로 하고 주입량(injection volume)은 20uL로 하였

다. 다채널 UV 검출기(DAD)의 검출파장은 190~700nm

로 하였고 질량 분석기의 컬럼온도는 25
o
C로 하였으며,

이온 소스(ionization source)는 건조 가스(drying gas: N2)

의 유량: 12.0~13.0L/min, 온도: 150~350
o
C, 기화기(va-

porizer) 온도: 250
o
C, 분무기(nebulizer) 압력: 60psi, 양이

온화 모세관 전압(capillary voltage): 5kV, 전하 전압(cha-

rge voltage): 1.3kV, 단편화 전압(fragment voltage): 95V,

그리고 질량 분석의 검측범위를 200~400m/z로 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섬유에 따른 염색성 비교

품종 및 산지가 다른 황백으로 염색한 면, 견 및 양모

직물의 색상을 분광색차계로 분석한 결과 면직물은 440

nm, 견직물은 420~440nm, 양모직물은 400nm에서 최대

흡광을 나타내었다. 중국의 산지에서 직접 구입한 관황

백과 천황백으로 면, 견 및 양모직물을 염색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전반적으로 견직물 시료의 K/S값이 가

장 높았으며 세 섬유 중 면직물 시료의 K/S값이 가장 낮

은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황백의 염색에 있어서 베르베린과 팔마

틴 등의 양이온성 색소는 섬유고분자 측쇄의 음이온과

이온 결합하거나(Samanta & Konar, 2011) 섬유 내 소수

성 분자들과 소수성 상호작용(hydrophobic interaction)

이 이루어짐으로써(Ji & Shen, 2012) 염착이 이루어진

다. 면섬유의 경우 섬유고분자 측쇄에 음이온이 존재하

지 않으므로 베르베린 및 팔마틴과 이온 결합을 하기

어려우며, 셀룰로스가 매우 친수적인 화합물이므로 전

반적으로 소수성을 띄는 베르베린 및 팔마틴 분자(Ji &

Shen, 2012)와 소수성 상호작용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섬유 자체는 베르베린에 대한 친화력이 낮으

Fig. 3. Comparison of K/S values of cotton, silk, and wool fabrics dyed using hwangbek purchased from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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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매염 및 머서화, 음이온화나 소수화를 통한 표면

개질 등을 활용하여 면과 황백염료의 친화력을 높이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Kim & Park, 2001; Kim et al.,

2001a). 본 연구에서는 Kim et al.(2001a)에 따라 분자량

이 큰 탄닌산(chinese gallotannin)으로 면을 선매염하고

토주석으로 고착처리함으로써 염착율을 향상시켰다. 위

처리에 의해 면섬유표면에는 거대 분자량의 비수용성

탄닌 복합체가 형성되고, 이것이 음전하를 띔으로써 황

백의 색소인 베르베린 및 팔마틴과 이온 결합이 가능해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01a; Smith et al.,

1997).

정련견과 양모는 주로 피브로인과 케라틴에 함유된

산성 아미노산의 −COO
−

 이온과 황백에 함유된 베르베

린, 팔마틴 등의 4차암모늄 이온(N
+
) 간에 이온 결합이

형성됨으로써 염착이 이루어지거나, 피브로인과 케라틴

에 함유된 소수성 아미노산과, 소수성을 띄는 베르베린

및 팔마틴(Ji & Shen, 2012) 간에 소수성 상호작용이 일

어남으로써 염착이 이루어진다. 견의 피브로인에 비해

양모의 케라틴에 함유된 산성 아미노산의 함량이 많고

(Vasconcelos et al., 2008) 견에 비해 양모의 비결정 영

역이 많으므로 견보다 양모의 염착율이 높을 것으로 예

상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12개 황백 모두에서 양모보

다 견 시료의 염착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면, 견, 양

모직물에 대한 황백의 염색성 및 방취성을 다룬 Lee et

al.(2009)의 연구에서 견직물보다 양모직물의 K/S값이

높았던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한편, Rivlin(1992)은 양

모의 경우 표면의 비늘구조가 염색 등의 습식공정에서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하므로 염색시 높은 온도로 장시

간 염색해야만 섬유 내로 염료가 침투 및 확산할 수 있다

고 하였다. Haji(2010, 2012)는 베르베린을 함유하는 Ber-

beris vulgaris 나무의 뿌리로부터 추출한 염료로 양모를

염색한 결과 염색온도가 60
o
C에서 90

o
C로, 혹은 그 이상

의 끓는점까지 올라감에 따라 K/S값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면, 견, 양모직물에 대한 황백의 염색성

연구에서 양모의 K/S값이 가장 높았던 Lee et al.(2009)

의 연구에서는 모든 섬유를 80
o
C에서 60분간 염색하였

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황백의 견섬유에 대한 최적의 염

색온도(Ahn et al., 2012)에 근거하여 면, 견, 양모직물을

모두 염색온도 55
o
C, 염색시간 30분으로 하여 염색하였

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낮은 염색온도 및 비교적 짧

은 염색시간으로 인해 양모에 대한 황백염료의 염착성

이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품종과 산지에 따른 황백의 염색성 비교

중국에서 직접 구입한 황백의 품종 및 산지에 따른 면,

견, 양모직물의 K/S값을 비교한 결과, 면, 견, 양모 모두

산지가 광서이며 나무의 품종이 황피수인 천황백으로

염색한 시료가 가장 높은 K/S값을 나타내었다(Fig. 4). 광

서산 천황백으로 염색한 견은 K/S값이 6.06으로서 세 섬

유 중 가장 높았다. 천황백 중에서는 광서산 다음으로 운

남산 천황백의 K/S값이 높았으며, 사천산 천황백의 K/S

값이 가장 낮았다. 특히 사천산 천황백은 견과 양모 직물

의 염색에서 관황백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나무

품종이 황벽나무인 관황백은 섬유에 따라 다소 다른 결

과를 나타내었는데, 관황백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료녕산

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길림산 관황백은 견과 양모

에 있어서 관황백 중 가장 낮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하위 두번째의 K/S값을 나타내었다.

중국에서 직접 구입한 황백의 품종과 산지에 따른 면,

견, 양모직물의 염색결과를 요약하면 섬유는 견, 양모,

면 순으로 염색성이 좋게 나타났으며, 황백은 K/S값이

Fig. 4. Comparison of the K/S values of cotton, silk, and wool fabrics dyed using hwangbek purchased from the

Seoul Medicin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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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부터 광서산 천황백, 운남산 천황백, 료녕산 관

황백, 흑룡강산 관황백 순이었다. 모든 섬유에서 사천이

산지인 천황백의 K/S값이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Munsell의 색상값에 있어서 광서산과 운남산 천황백

은 다른 황백으로 염색한 직물에 비해 노란색을 나타내

는 5Y값에 가장 가까웠다(Table 4). CIELAB에 있어서도

광서산과 운남산 천황백은 다른 황백으로 염색한 직물에

비해 노란끼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나 염색한 직물의

색과 K/S값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국내 판매 국산 및 중국산 황백의 염색성 조사

국내 서울약령시장에서 구입한 국산 및 중국산 황백

으로 면, 견, 양모직물을 염색한 결과는 <Fig. 4>, <Table

5>와 같다. 한국산 황백은 Park et al.(2009)에 따라 Phel-

lodendron amurense Rupr., 즉 관황백일 것으로 추정되었

으며 중국산 황백은 품종을 확인할 수 없었다. 대체로 중

국산이 모두 다소 높은 K/S값을 나타내었고 국산 1개 제

품(Korea-1)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견에 있어

서는 중국산 1개 제품(China-2)과 국산 2개 제품(Korea-

1, Korea-3)이, 양모에 있어서는 중국산 2개 제품(China-

1, China-2)과 국산 1개 제품(Korea-3)이 높은 K/S값을

나타내었다. 황백의 종류에 따라 색의 측정치에 큰 차

이가 없었다. 앞서 보고한 중국의 산지에서 직접 구입

한 황백과 비교할 때 서울약령시장에서 구입한 황백은

국산, 중국산 불문하고 염색성이 일정하지 않고 섬유에

따라 염색품질의 우수성도 각각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

으나 대체로 국산보다는 중국산 황백이 높은 염색성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4. 염색에 사용된 황백의 색소성분 함량

색소 함량 분석은 HPLC-DAD-MS를 이용하였으며

중국 산지에서 직접 구입한 3종의 중국 황백과 서울약

령시장에서 구입한 3종의 국산 황백에 실시하였다. 중

국 산지에서 구입한 황백은 길림산 관황백과 사천산 및

운남산 천황백이었다.

황백의 색소 함량 분석에 앞서서 표준 베르베린과 팔

마틴 즉, berberine chloride와 palmatine chloride hydrate

의 크로마토그램 피크의 머무름 시간, UV-vis 흡광스팩

트럼, 질량 스펙트럼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선행연

구에 보고된 바와 같다(Ahn et al., 2013). 표준 베르베

린과 팔마틴색소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중국 산지

에서 직접 구입한 3종의 황백과 국내 서울약령시장에

Table 4. Results of color analysis of cotton, silk, and wool fabrics dyed with hwangbek purchased from China

Fabric Species Origin L* a* b* H V C E

Cotton

Phellodendron

amurense Rupr.

(Kwanhwangbek)

Jilin 83.72 −6.92 51.91 6.27 Y 8.24 7.08 52.36

Liaoning 86.17 −8.39 54.58 6.86 Y 8.49 7.36 54.59

Heilongjiang 86.42 −8.33 54.78 6.80 Y 8.52 7.39 54.73

Phellodendron

chinense Schneid.

(Chunhwangbek)

Sichuan 84.88 −7.72 55.70 6.52 Y 8.36 7.56 55.85

Yunnan 83.82 −7.77 58.47 6.51 Y 8.25 7.97 58.77

Guangxi 84.09 −7.64 58.83 6.41 Y 8.28 8.03 59.04

Silk

Phellodendron

amurense Rupr.

(Kwanhwangbek)

Jilin 86.62 −4.71 56.65 7.24 Y 8.54 8.16 55.09

Liaoning 84.32 −6.29 66.98 7.72 Y 8.30 9.61 65.75

Heilongjiang 83.35 −5.67 65.92 7.47 Y 8.20 9.47 64.80

Phellodendron

chinense Schneid.

(Chunhwangbek)

Sichuan 86.54 −5.01 58.53 7.31 Y 8.53 8.42 56.99

Yunnan 85.41 −4.76 71.38 6.92 Y 8.41 10.23 69.82

Guangxi 80.27 −3.32 71.08 6.53 Y 7.88 10.24 70.27

Wool

Phellodendron

amurense Rupr.

(Kwanhwangbek)

Jilin 83.92 −3.96 41.40 7.73 Y 8.26 6.10 29.43

Liaoning 83.98 −5.43 53.92 7.83 Y 8.27 7.80 41.89

Heilongjiang 83.74 −5.23 50.86 7.90 Y 8.24 7.40 38.89

Phellodendron

chinense Schneid.

(Chunhwangbek)

Sichuan 85.21 −4.03 39.22 7.97 Y 8.39 5.79 27.09

Yunnan 83.73 −5.73 55.70 7.91 Y 8.24 8.05 43.71

Guangxi 82.09 −4.50 59.76 7.16 Y 8.07 8.66 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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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입한 3종의 국산 황백으로부터 추출한 염료에서

베르베린 및 팔마틴 성분을 확인하는데 사용되었다.

<Fig. 5>는 중국 산지에서 직접 구입한 길림산 관황

백과 사천산 및 운남산 천황백에 대한 HPLC-DAD-MS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두 색소의 머무름 시간이 거의

유사하므로(Ahn et al., 2013) 황백의 HPLC 크로마토그

램에서 베르베린 피크와 팔마틴 피크가 겹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질량 분석 결과 선행연구(Ahn et al., 2013)

에서와 마찬가지로 6.5분은 베르베린의 [M+H2]
+
=m/z

338 이온, 6.4분은 팔마틴의 [M+H2]
+
=m/z 354 이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길림산 관황백, 사천산 천황

백, 그리고 서울약령시장에서 구입한 3종의 국산 황백

은 모두 베르베린과 팔마틴이 동시에 검출되었으나 운

남산 천황백의 경우 팔마틴의 이온 크로마토그램 피크

가 검출되지 않아 팔마틴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극미량만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의 길림산 관황백과 사천산 및 운남산 천황백, 3종

의 국산 황백으로부터 베르베린과 팔마틴 성분을 확인

한 뒤 심 모드의 이온 크로마토그램으로 두 성분을 정

량 분석한 결과 운남산 천황백이 단연 가장 많은 양의

색소(베르베린과 팔마틴의 합)를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Fig. 6). 대체적으로 모든 황백에서 베르베린이

팔마틴에 비해 많은 함유량을 나타내었으며 운남산 천

황백의 베르베린 함량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황백에

속하는 길림산 황백과 관황백으로 추정되는(Park et al.,

2009) Korea-1, Korea-2, Korea-3은 유사한 함유량을 보

였으며 그 중 Korea-1은 천황백인 사천산 황백과 유사

한 색소 함량의 경향을 보였다.

6개 황백의 색소 함량과 염착량을 비교하기 위해 앞

서 보고한 황백의 K/S값을 <Fig. 7>에 정리하였다. 색소

함량이 가장 높았던 운남산 황백은 면, 견, 양모직물에

서 모두 K/S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천산 황

백은 색소 함량에 있어서 관황백인 길림산 황백과, 관

황백으로 추정되는 Korea-1, Korea-2, Korea-3과 유사

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염착량 면에 있어서도 이와 같

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an et al.(2010),

Tang et al.(2006) 등의 연구에서 사천산 천황백의 색소

성분 함량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사천산 황백의 경우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외관 면에서, 관황백에서만 볼

수 있는 회백색의 두터운 코르크층이 사천산 황백에서

확인되었고<Table 2>, 색소 함량이나 염착량 면에서 사

Table 5. Results of color analysis of cotton, silk, and wool fabrics dyed with hwangbek purchased from the Seoul

Medicine Market

Fabric Species Origin L* a* b* H V C E

Cotton Unknown

Korea-1 86.83 −8.95 56.15 7.06 Y 8.56 7.56 56.07

Korea-2 86.77 −9.01 53.89 7.21 Y 8.55 7.24 53.90

Korea-3 87.16 −8.94 54.96 7.09 Y 8.59 7.38 54.86

China-1 85.91 −8.00 54.06 6.68 Y 8.46 7.31 54.09

China-2 86.15 −7.97 54.53 6.63 Y 8.49 7.37 54.48

China-3 83.82 −7.16 53.22 6.35 Y 8.25 7.25 53.62

Silk Unknown

Korea-1 83.67 −4.48 62.41 7.04 Y 8.23 9.02 61.20

Korea-2 90.31 −6.55 56.10 8.18 Y 8.92 7.99 54.35

Korea-3 84.86 −5.94 63.26 7.66 Y 8.36 9.09 61.96

China-1 84.30 −5.34 59.79 7.49 Y 8.30 8.62 58.59

China-2 83.40 −5.80 64.59 7.58 Y 8.21 9.29 63.50

China-3 90.56 −6.23 60.85 7.74 Y 8.94 8.69 59.01

Wool Unknown

Korea-1 84.70 −5.77 49.46 8.30 Y 8.34 7.20 37.45

Korea-2 84.70 −5.72 47.45 8.42 Y 8.34 6.93 35.47

Korea-3 85.19 −6.29 50.85 8.51 Y 8.39 7.37 38.85

China-1 84.60 −5.63 48.90 8.26 Y 8.33 7.12 36.90

China-2 84.38 −5.53 47.94 8.27 Y 8.31 7.00 35.97

China-3 83.22 −4.78 42.09 8.28 Y 8.19 6.21 30.34

– 118 –



황백의 품종 및 산지에 따른 면, 견, 양모직물에 대한 염색성 비교 119

Fig. 5. Results of HPLC analyses on hwangbek purchased from three Chinese provinces.

Fig. 6. Pigment content of hwangbek purchased from China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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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산 황백은 관황백인 길림산과 관황백으로 추정되는

국산 3종과 유사한 것을 볼 때 사천산 황백의 경우 판매

자가 천황백으로 판매하였으나 실제로는 관황백 품종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배제할 수 없다.

색소성분의 함량과 염착량의 관계를 종합하면, 섬유

에 따라 각 황백의 염착량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황백의 색소성분 함량과 염착량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즉, 색소성분의 함량이 높은 황백을

사용할수록 섬유에의 염착량이 커진다. 또한 선행연구

(Fan et al., 2010; Hu et al., 2010; Tang et al., 2006; Zhu

et al., 2004; Zhu et al., 2011)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

로 미루어 볼 때 색소성분의 함량은 황백의 품종이나 원

산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므로 황백의 염색성을 다룬 연구들에서 각각 미확인 원

산지의 황백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면 논문들 간의 결

과를 염색조건의 차이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

으며, 같은 염색조건을 사용하더라도 재료의 원산지나

품종에 따라 염색결과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5. 염색견뢰도

중국에서 직접 구입한 관황백 및 천황백 각 3종과 서

울약령시장에서 구입한 국산 및 중국산 황백으로 염색

한 직물의 세탁견뢰도 및 일광견뢰도는 <Table 6>과 같

다. 품종과 산지에 따른 염색견뢰도의 차이는 크게 보

이지 않았으며 모든 황백이 섬유의 종류를 막론하고 세

탁견뢰도의 오염 등급은 높고 세탁에 의한 변퇴색 등급

과 일광견뢰도 등급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색

소성분의 함량이 가장 높은 운남산 황백의 염색견뢰도

등급이 색소성분의 함량이 낮은 사천산 황백, 길림산

Table 6. Result of test of colorfastness to washing and sunlight

Test Fabric

Purchased from China Purchased from Korea

Kwanhwangbek Chunhwangbek Kwanhwangbek Unknown

Jilin Liaoning Heilongjiang Sichuan Yunnan Guangxi K-1 K-2 K-3 C-1 C-2 C-3

Washing

(fading)

Cotton 3 3-4 3-4 3-4 3-4 3 3-4 3-4 3-4 3-4 3-4 3-4

Silk 2 1-2 1-2 2 1-2 2 1-2 1-2 2 1-2 1-2 1-2

Wool 1-2 2 1-2 1-2 2 2 1-2 1-2 1-2 2 1-2 2

Washing

(staining)

Cotton 5 5 5 5 5 5 5 5 5 5 5 5

Silk 5 5 5 5 4-5 5 5 5 5 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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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light

Cotton 2-3 2 2 2-3 2 2 2 2 2 2 2-3 2

Silk 1-2 2-3 2 1-2 1-2 1-2 1-2 1-2 1-2 3 2-3 3

Wool 4 2-3 2-3 4 1-2 1-2 3-4 3-4 3-4 3-4 3 3-4

K; Korea, C; China

Fig. 7. Comparison of K/S values of cotton, silk, and wool fabrics dyed using hwangb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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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백, 한국산 황백 3종과 유사한 것을 볼 때 색소성분의

함량은 염색견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V. 결 론

본 연구는 품종과 산지가 다른 황백의 면, 견, 양모직

물에 대한 염색성을 조사하고, 황백의 베르베린 및 팔마

틴 함량을 HPLC-DAD-MS로 분석하여 황백의 염착량

과 색소성분 함량의 관계를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전반적으로 견직물의 염착량이 가장 높았으며 면직물의

염착량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중국에서 직접 구입

한 황백의 경우 중국의 남쪽 지방에서 자생하는 천황백

의 염착량이 중국의 북쪽 지방에서 자생하는 관황백의

염착량보다 현저히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산지별로는

중국의 광서와 운남 지역의 천황백이 가장 높은 염착량

을 나타내었다. 서울약령시장에서 구입한 한국산 3종과

중국산 3종은 모두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천황백에 비

해 낮은 염착량을 보였으며 형태학적으로 볼 때 모두 관

황백의 수피인 것으로 추측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황

백의 염착량과 색소 함량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산

지가 밝혀진 중국의 관황백과 유사하였다. 섬유에 대해

우수한 염착량을 나타낸 운남산 천황백에서 다른 황백

에 비해 단연 많은 양의 색소가 검출된 것을 볼 때, 황백

의 색소성분 함량과 염착량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색

소성분의 함량은 황백의 품종이나 원산지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색소성분의 함량이 높

은 황백을 사용할수록 섬유에의 염착량이 커지므로 조

건에 따른 황백의 염색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 재료로

사용하는 황백의 품종과 원산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하겠다. 또한 관황백과 천황백은 자생하는 생장환경이

다르고 또한 함유되어 있는 색소성분이 양적으로 다르

기 때문에 천연염색시 구분되어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

며 천황백 품종의 염색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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