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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dyeing behavior of palmatine (a major coloring compound of Phellodendron

bark in addition to berberine) using mercerization (M), tannic acid (T), mercerization-tannic acid (MT), and

tannic acid -mercerization (TM) pretreatments. Mercerization was conducted using 20
o
C of 20% NaOH for

5 minutes. Tannic acid treatment was conducted using 15% o.w.f. solution of tannic acid at 60
o
C for 30 min-

utes and fixed with potassium antimonyl tartrate trihydrate. Dyeing was conducted using 1% o.w.f. palma-

tine chloride hydrate with 1:100 liquor ratio at 10-95
o
C for 10-60 minutes in a dyebath of pH 3-9. MT me-

thod resulted in the highest dye uptake and was two times higher than the average dye uptake of T method.

MT method provided the best result when the dyeing temperature was 80
o
C or 95

o
C and the dyeing time

was 60 minutes. The pH of the dyebath had less effect on the dye uptake but a pH higher than 5 provided

better results. The study confirmed that palmatine is a major coloring compound of Phellodendron bark and

that the MT method can be used as a successful cotton dyeing method.

Key words: Natural dyeing, Palmatine, Pretreatment, Mercerization, Tannic acid; 천연염색, 팔마틴, 전처

리, 머서화, 탄닌산

I. 연구배경

황백(Phellodendron bark)은 황벽나무(Phellodendron

amurense Rupr.)와 황피수(Phellodendron chinense Sch-

neid.)의 건조 수피에서 얻어지는 한약재로서(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2013; Pharmacopoeia Commission

of the PRC Ministry of Health, 2010), 베르베린(Berber-

ine)을 비롯하여 팔마틴(Palmatine), 테트라하이드로베르

베린(Terahydrobererine), 테트라하이드로팔마틴(Tetrahyd-

ropalmatine), 자트로르진(Jatrorrhizine), 테트라하이드로

자트로르진(Tetrahydrojatrorrhizine), 펠로덴드린(Phello-

dendrine) 등 다수의 염기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다(Dong

et al., 2007). 베르베린과 팔마틴을 비롯한 황백의 주성

분은 이소퀴놀린 알칼로이드(Isoquinoline alkaloid)계의

화합물로서 혈압강하 작용, 소염, 지혈 작용, 항암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 및 항미생물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Bae et al., 2012; Hu & Hu, 2009; Kim et al.,

2002; Lee et al., 1999). 한 예로, Kim et al.(2002)은 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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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린의 농도증가(50µg/ml)에 따라 병원 내 난치성 감염

을 유발하는 항생제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의 증식과 병

원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베르베린은 약학분야 외에도 황백의 노란색에 기여하

는 색소 성분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베르베린은 분자

구조 중 질소원자가 양이온을 띠는데 이로 인하여 황백

은 천연염색 재료 중 양이온성 염료, 혹은 염기성 염료

에 속한다(Fig. 1). 황백의 또 다른 주성분인 팔마틴은 주

로 약학분야에서만 다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견직물에

대한 염색성이 밝혀지면서 새롭게 알려지고 있다(Ahn et

al., 2012; Fan et al., 2010; Hu et al., 2010; Pharmacopo-

eia Commission of the PRC Ministry of Healt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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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린과 마찬가지로 팔마틴은 노란색 결정으로서 황백

의 노란색에 기여하는 양이온성 색소 화합물이다(Fig. 1).

베르베린과 팔마틴은 자연 상태의 식물에서 염 상태(Salt

form)로서 존재한다(Grycová et al., 2007).

황백의 원료나무 중 황벽나무는 주로 한국과 중국 북

부 지역에 자생하며, 황피수는 주로 중국 남부 지역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an et al., 2010; Hu &

Hu, 2009; Li & Ahn, 2014; Tang et al., 2006; Zhu et al.,

2011). 중국에서 생산되는 황백에 대하여 베르베린과 팔

마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황피수에서 생산되는 황백에

는 베르베린이 팔마틴보다 월등히 많이 함유되어 있으

며 황벽나무에서 생산되는 황백에는 보편적으로 베르베

린의 함량이 팔마틴에 비해 많으나 일부분의 심재에서

는 두 색소의 함량이 같으며 팔마틴의 함량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an et al., 2010; Hu &

Hu, 2009; Hu et al., 2010; Tang et al., 2006). 한편, Li

and Ahn(2014)은 한국의 시중에서 유통되는 국산 황백

에는 베르베린이 1.00~1.50%, 팔마틴이 0.50~0.75% 함유

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황백을 이용한 천연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한약재상에서 건조된 식물재료를 구입하여 사

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건약재 중에는 한국산

보다 중국산이 월등히 많고,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Li & Ahn, 2014). 즉, 같은 중국산 안에

서도 중국 북부 지역의 것인지 남부 지역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황백과 같이 중국의 지역에

따라 색소 성분의 함량이 다른 경우 색소 성분에 따른

황백 제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Li

& Ahn, 2014).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시중의 황백

을 이용한 천연염색의 경우 염색성의 평가를 위해서는

베르베린 못지않게 팔마틴의 염색특성 또한 고려되어

야 하며 이에 따라 팔마틴의 염색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팔마틴의 견직물에 대한 염색성을 다룬 논문에서는

황백, 베르베린, 팔마틴을 견섬유에 염색하여 각각의 조

건별 염색성을 평가하였다(Ahn et al., 2012). 황백의 색소

중 베르베린에 대해서는 면섬유에의 염색성을 연구한

바가 있으나(Kim et al., 2003) 팔마틴의 경우 염료로서

의 인지도가 없었으므로 면섬유에 대한 염색성이 조사

된 바 없다. 면섬유는 가장 대중화된 섬유로서 견섬유

에 비해 의복재료로의 사용빈도가 높다. 또한, 면섬유

는 관리가 편하여 병원복, 유아복 등 항균성과 인체친

화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의류에 많이 사용되므로 팔마

틴을 염료로 적용하는 천연염색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러나 면섬유는 셀룰로스 고분자 사슬의 중합도

가 높고 결정이 잘 발달되어 있는 섬유이며 또한 천염

염색 재료의 색소와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을 할 만한

분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음으로 황백을 비롯한 대부

분의 천연염료에 대해 염색성이 좋지 못하다(Cho, 1991;

Lee & Jang, 2010). 때문에 면섬유의 황백 염색에 있어

서 전처리 방법을 모색하여 염색성을 향상시키는 선행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Kang et al., 2003; Kim et

al., 2001; Kim et al., 2003; Kwak & Lee, 2008).

Kim et al.(2001)은 탄닌산(Tanninc acid) 전처리를 하

는 방법으로 면직물에 대한 황백의 염색성을 향상시켰

다. 탄닌산을 처리하면 면의 표면은 많은 극성기를 지

니게 되고 수용액 내에서 미처리 면보다 더 큰 음이온

성을 띠게 되므로 양이온성인 베르베린과 전기적인 흡

착력을 갖게 된다(Kim et al., 2001). Kim et al.(2001)의

연구결과에서는 기존의 매염과 각종 전처리 방법인 카

제인, 글리신, 구연산 전처리 방법 중에서 탄닌산 전처

리를 이용하였을 때가 가장 염착량이 높았고 그 중에서

도 분자량이 큰 오배자 탄닌(Chinese gallotannin)의 염착

량이 가장 크다고 보고하였다. 팔마틴은 베르베린과 유
Fig. 1. Structures of berberine (C20H18NO4

+
) and pal-

matine (C21H24NO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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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구조를 갖는 양이온성 화합물이므로 이를 이용한

면섬유 염색 시 베르베린과 마찬가지로 탄난산 전처리

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기적인 흡착을 이용한 사례는 Kim et al.(2003)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Kim et al.(2003)에서는 반응형 음이

온화제를 면직물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염착량의 향상

을 시도하였다. 반응형 음이온화제는 반응성 염료의 반응

성기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디클로로트리아진환을 가

지는 음이온화제이다(Kim et al., 2003). 반응형 음이온화

제는 실온에서도 셀룰로오스와 쉽게 공유결합을 하며

견고한 음이온기를 부여할 수 있어서 이를 면섬유에 전

처리할 경우 양이온성인 베르베린이 섬유에 염착될 수

있다(Kim et al., 2003). Kim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반

응형 음이온화제와 탄닌산의 염착량을 비교하였으며 반

응형 음이온화제가 더 높은 염착량을 보였다.

황백의 면염색에 대한 또 다른 전처리 방법으로는 키

토산 가교법과 BTCA 전처리 방법이 있다. Kwak and Lee

(2008)는 머서화가공 중에 가교제 에피클로로히드린(Epi-

chlorhydrin)을 이용해 키토산 가교된 면직물을 제조한

후 황백으로 염색하여 키토산 처리의 매염효과를 검토하

였으며 염착량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또한, Kang et al.

(2003)은 BTCA 전처리 방법으로 면직물에 대한 황백 추

출물의 염색성을 검토하였으며 카르복실기에 의해 음이

온으로 표면처리된 면섬유와 베르베린 간의 전기적인 인

력을 통하여 염착된다고 설명하였다(Kang et al., 2003).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키토산 처리법을 제외하

고는 보편적으로 양이온성을 띄는 황백의 주색소와 전기

적인 흡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직물을 음이온화함으

로써 염착량의 증진시킨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전처리

방법 중 탄닌산을 이용한 방법은 면섬유의 천연염색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전처리법이다. 탄닌

산은 −OH 말단기를 다수 지닌 폴리페놀(Polyphenol)의

일종으로서 상대편 분자와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물질

이며 다수의 −OH 말단기로 인해 항산화성, 항균성, 항암

성 등의 약리효과도 지닌다(Kozlovskaya et al., 2010).

따라서 팔마틴 염색에 있어서 탄닌산을 면의 전처리제

로 사용할 경우 면과 탄닌산 간에 수소결합이 생성되고

염색물에는 항균성과 인체친화성을 부가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탄닌산이 천연재료인 오배자에서

추출한 것임을 고려할 때 탄닌산을 면섬유의 전처리제

로 사용할 경우 천연염색의 전반적인 취지에도 부합된

다.

위에 제시한 방법들은 면섬유를 음이온화함으로써 염

료에 대한 화학적인 친화력을 높이는 반면 머서화가공

(Mercerization)은 면섬유를 팽윤시키고 섬유 내 비결정

영역을 증가시킴으로써 염색성에 도움을 준다. 머서화

가공은 염색에서 면직물의 물성이나 전처리 성능을 제

고시키기 위하여 주로 화학염료에 대한 염색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천연염료의 염색연구에서

도 종종 다루어지고 있다(Choi & Kim, 2006; Kwak &

Lee, 2008). 머서화가공은 면직물을 20
o
C 이하의 저온

에서 18~25%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침지하여 가공

하는 방법이다. 머서화 처리에 의해 면섬유의 분자는 알

칼리 셀룰로스로 변화하여 분자 간의 수소결합이 깨지

며 일부 결정 영역이 파괴되어 비결정 영역의 비율이 증

가한다. 또한 비결정 영역의 증가로 수분율이 상승하며

수분율에 영향을 받는 염색성 및 가공제와의 친화력이

소폭 증가한다(Yoo et al., 2007). 이와 같은 효과를 볼 때

머서화가공은 황백및 그 주 색소를 이용한 면섬유 염색

에 있어서 전처리의 효능을 증대시킬 것으로 생각되며,

그에 따른 최종 염착량도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황백에 함유된 주요 색소 중 하나이지만 지

금까지 염색분야에서의 연구가 매우 미약한 팔마틴을

대상으로 하여 면섬유에 대한 염색성을 조사하는데 목

적을 두었다. 팔마틴은 씨그마알드리치(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표준색소를 구입하여 이용하

였으며(Grycová et al., 2007) 팔마틴의 흡광특성을 확인

하기 위해 베르베린 표준색소(Berberine chloride) 및 황

백 추출염액의 흡광특성과 비교하였다. 팔마틴의 면에

대한 염착성을 높이기 위해 전처리 방법으로 머서화가

공과 탄닌산 처리를 혼합 사용하고, 염색시간과 염색온

도, 염액의 pH, 매염의 순서 등을 변화시켜 면섬유에 대

한 팔마틴의 염색성을 평가하였다. 유사한 접근으로서

머서화가공과 탄닌산 처리를 감초추출물을 이용한 면직

물 염색에 적용한 선행연구가 있으나 해당 연구에서는

머서화가공과 탄닌산 처리를 혼합한 복합효과는 조사

하지 않았다(Lee & Jang, 2010). 본 연구에서는 두 방법

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팔마틴 염색을 위한 면의 전

처리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II. 실 험

1. 재료

염색에 사용된 팔마틴 표준색소(palmatine chloride hy-

drate, C21H22ClNO4·xH2O, Molecular weight: 387.8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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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는 씨그마알드리치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베르

베린 표준색소(berberine chloride, C20H18CINO4, Mole-

cular weight: 371.82g/mol) 또한 씨그마알드리치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황백은 경기도 포천이 원산지인

제품을 사용하였다. 색소 염색에 사용된 면직물(KS K

0905)은 무게 113g/m
2
, 밀도 89×79/inch

2
인 평직물로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염색의 전처리에 사용된 탄닌산(Tannic acid (Chinese na-

tural gall nuts (from grass)), C76H52O461, Molecular wei-

ght: 1701.20g/mol))과 토주석(Potassium antimonyl tart-

rate trihydrate, C8H4K2O12Sb2)은 씨그마알드리치에서 구

입하였으며 탄닌산은 천연오배자에서 추출된 제품으로

사용하였다. 머서화가공에 사용된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NaOH)은 준세이(Junsei, Tokyo, Japan)의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디메틸 술폭시드(DMSO, Dimethyl

sulfoxide)는 J. T. 베이커(J. T. Baker, Center Valley, WI,

USA)의 HPLC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염액의 pH 조절 사

용된 수산화나트륨은 준세이에서, 아세트산(Acetic acid,

C2H4O2)은 대정화금(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Siheung,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전처리

면직물의 전처리는 머서화가공과 탄닌산 처리를 순서

를 바꾸면서 혼합하여 처리하였다. 전처리를 하지 않고

염색하는 방법(NT), 머서화가공 후 염색하는 방법(M),

탄닌산 처리를 하고 염색하는 방법(T), 머서화가공 후 탄

닌산 처리를 하고 염색하는 방법(MT), 탄닌산 처리 후 머

서화가공을 하고 염색하는 방법(TM)으로 전개하여 각

각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머서화가공은 20
o
C의 수산화

나트륨 20% 수용액에서 5분간 실시하였으며 2% 초산

수용액에서 중화하였다. 탄닌산 처리는 15% o.w.f. 1:50

액비의 탄닌산 수용액에서 60
o
C로 30분간 처리하였고

토주석 고착처리는 5% o.w.f. 1:50 액비 토주석 수용액

에서 60
o
C로 30분간 고착처리하였다.

3. 염색

팔마틴은 1% o.w.f. 농도로 40
o
C에서 60분간 용해하

였고 이를 염액으로 사용하였다. 염색의 조건 중 액비는

1:100으로 하였고 염색온도는 10
o
C, 30

o
C, 55

o
C, 80

o
C,

95
o
C로, 염색시간은 10분, 30분, 60분으로, 염액의 pH는

3, 5, 7, 9로 설정하여 염색하였다. 염색이 끝난 시료는

0.1%의 중성세제 용액에서 20분간 침지하였으며 또 다

시 증류수에서 20분간 침지한 후 그늘에서 건조하였다.

4. 색소의 흡광도 분석

팔마틴의 흡광특성을 황백 추출염료 및 베르베린의 흡

광특성과 비교하기 위해 팔마틴 표준색소, 베르베린 표

준색소, 황백 추출염료에 대해 Lambda 25 UV-Vis spec-

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가시광선 영역의 흡광도를 조

사하였다. DMSO를 용매로 하여 표준색소의 농도는 팔

마틴과 베르베린은 0.1g/100ml로 하였고, 황백은 0.5g을

100ml의 DMSO에서 80
o
C로 60분간 1회 추출한 후 추출

염액을 0.45µm 규격의 시린지 필터(Syringe filter, All-

tech Associates)로 여과하였으며 이를 UV-Vis 분광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염액의 여과에 사용된 시린지 필터

는 그레이스(GRACE Materials Technologies, Deerfield,

IL,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5. 측색 및 염색견뢰도

팔마틴으로 염색한 시료는 분광측색계(Color i5, X-

rite, Inc.)를 이용하여 D 광원, 10° 표준관찰자 조건에서

Lab, H V/C, DE* 및 K/S 값을 구하였으며 K/S 값으로

시료의 염착량을 평가하였다. 염색견뢰도의 평가를 위

해 세탁견뢰도는 KS K 0430, 일광견뢰도는 KS K ISO

105-B01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팔마틴의 흡광도 분석

황백은 섬유를 노랗게 염색하는 천연염색 재료로 황

백에 함유된 베르베린 색소는 이와 같은 황백의 염색성

에 일차적인 기여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황백 추출염료

의 노란색에 팔마틴이 기여하는 바와, 팔마틴의 흡광특

성을 베르베린 및 황백 추출염액의 흡광특성과 비교하

기 위해 팔마틴 및 베르베린 표준색소, 황백 추출염료를

각각 DMSO 용매로 준비하여 분광분석기를 이용해 가

시광선 영역의 흡광특성을 조사하였다(Fig. 2).

팔마틴과 베르베린은 최대흡수 파장이 각각 426nm

와 429nm로서 흡광특성이 유사하였고 황백으로부터 추

출한 염료 또한 최대흡수 파장이 423nm로서 팔마틴 및

베르베린의 최대흡광 영역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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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 베르베린, 팔마틴 모두 가시광선 영역의 최대흡수

파장이 420nm에서 430nm의 사이에 있고 기타 파장에서

는 거의 흡수가 일어나지 않아 가시광선 영역의 흡광특

성이 같으며 모두 노란색을 내는 염료임을 확인하였다.

2. 전처리에 의한 면직물의 색 변화

염색 전에 면직물을 머서화가공과 탄닌산으로 처리

한 후 분광측색계로 측정한 색상을 <Table 1>에 나타내

었다. 미처리 시료인 표준백면포(NT)와 비교할 때 머서

화가공(M)을 한 시료는 먼셀(Munsell)의 색상값이 6.6Y

로 미처리 시료(2.4Y)와 색상 차이가 나타났으나 CIE

LAB 상의 색차(DE*)는 1.28로서 크지 않았다. 탄닌산

처리(T)와 머서화가공 후 탄닌산 처리(MT)한 시료는 각

각 먼셀의 색상값이 3.7Y와 3.6Y로서 색상의 차이는 거

의 없었다. 반면 ∆E* 값은 탄닌산 처리가 7.32, 머서화

가공 후 탄닌산 처리(MT)가 9.58로, 미처리 시료에 대한

색차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편, 탄닌산 처리 후 머서화가공(TM)을 한 시료는 먼

셀 색상값이 1.7Y이고 CIELAB b* 값이 21.14로, 탄닌

산 처리(T)한 시료나 머서화가공(M)한 시료, 머서화가

공 후 탄닌산 처리(MT)한 시료에 비해 노란 기운이 커

진 것을 확인하였다. 탄닌산과 다른 유기물과의 결합은

pH와 온도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Charlton

et al., 2002; Hagerman et al., 1998; Kozlovskaya et al.,

2010) 탄닌산 분자 중의 페놀기를 효율적으로 이온화하

기 위해서는 높은 pH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h-

eng, 2015). Charlton et al.(2002)은 탄닌의 일종인 epig-

allocatechin gallate를 단백질과 결합시키는 실험을 27
o
C

에서 실시한 결과 낮은 pH (3.8) 조건보다 높은 pH (6.0)

조건에서 탄닌의 활동이 더 활발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탄닌산 처리 후 머서화가공(TM)을 한 시료의

색차가 다른 조건으로 처리한 시료의 색차보다 크게 나

타난 것은, 기 흡착된 탄닌산의 페놀기가 머서화가공의

Fig. 2. UV-Vis absorption spectrum of Huangback and its major pigments (Phellodendron bark: Dye extracted

from Phellodendron bark using DMSO solvent, Berberine: Berberine chloride dissolved in DMSO, Pal-

matine: Palmatine chloride hydrate dissolved in DMSO).

Table 1. Color analysis of cotton after four different types of pretreatment

Name
CIELAB Munsell K/S

(440nm)∆E
1)

L* a* b* H V C

No treatment (NT) 00.00 89.31 −0.02 01.21 2.4Y 8.8 0.2 0.04

Mercerized (M) 01.28 89.65 −0.35 02.39 6.6Y 8.9 0.3 0.05

Tannic acid (T) 07.62 85.44 −0.06 07.78 3.7Y 8.4 1.0 0.16

Mercerized-Tannic acid (MT) 09.58 83.85 −0.04 09.08 3.6Y 8.3 1.1 0.21

Tannic acid-Mercerized (TM) 22.85 78.64 −3.39 21.14 1.7Y 7.8 3.1 0.64

1): Color difference value ∆E calculated using cotton without pre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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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pH에 의해 이온화가 촉진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추

측된다.

3. 전처리 방법에 따른 염착량

염색 전에 면섬유에 시행하는 전처리 방법에 따라 팔

마틴의 염색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전반적으로 조

사하기 위해 염색온도는 10
o
C, 30

o
C, 55

o
C, 80

o
C, 95

o
C,

팔마틴 염액의 pH는 pH 3, 5, 7, 9, 염색시간은 10분,

30분, 60분으로 하고 각 조건을 조합하여 염색한 후 시

료의 염착량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3>에 나

타내었다.

전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NT)에는 모든 염색조건에

서 K/S 값이 0.19에서 0.67를 나타내어 매우 저조한 염

착결과를 보였다. 전처리에 따른 염착량(K/S)의 증가가

가장 큰 시료는 머서화가공 후 탄닌산 처리(MT)를 한

Fig. 3. K/S values of cotton dyed with palma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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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으며 대체로 염색온도 80
o
C에서 가장 높은 염착

량을 나타내었다. 머서화가공(M)만 한 경우는 염색시

간이나 염액의 pH와 무관하게 염색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K/S 값이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탄닌산 처리(T)만 한

시료는 전반적으로 머서화가공(M)만 한 시료에 비해

K/S 값이 높고 염색온도가 높아질수록 염착량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고 95
o
C에서도 염색평형에 도

달하지 않아 평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실험상의 염색온

도를 현재의 95
o
C보다 더 높게 책정해야 할 것으로 생

각한다. 머서화가공(M)만 한 시료가 저온에서 염착량이

높은 이유는 머서화된 면과 팔마틴 염료 사이에 수소결

합과 반데르발스 결합이 주를 이루는 염착 메카니즘에

서 온도가 상승하면서 수소결합의 힘이 약화되기 때문

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Kim, 2002). 수소결합

이 약화되는 현상은 탄닌산 처리 후 머서화가공(TM)을

한 조건을 비롯하여 모든 전처리 조건에서 나타나게 되

나 그 정도는 탄닌산 처리 효과의 높고 낮음에 따라 상

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Fig. 3)−(Fig. 4).

탄닌산 처리 후 머서화가공(TM)을 하고 염색한 시료

의 경우 염색온도가 30
o
C 혹은 그 이하일 때에는 대체로

K/S 값이 높았으나 55
o
C 이상의 염색온도에서는 탄닌

산 처리(T)만하고 염색한 시료에 비해 K/S 값이 많이 떨

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ee and Jang(2010)의 연구

에서는 머서화가공한 면직물을 감초추출물로 염색함에

있어 최적의 염색온도를 30
o
C로 보았으며 50

o
C 이상에

서 염색할 경우는 염착량은 높아지나 불균염이 나타난다

고 하였다. Kwak and Lee(2008)는 황백을 이용한 면직

물 염색에 있어서 전처리로 머서화가공과 키토산 가교

처리를 병행하였는데, 염색온도가 60
o
C일 때 최대염착

량을 나타내고 염색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염착량이 감

소하였다고 하였다. 탄닌산 처리 후 머서화가공(TM)을

하고 염색한 본 연구의 결과와 키토산가교 후 머서화가

공을 하고 염색한 선행연구(Kwak & Lee, 2008)의 결과

는 최적 염색온도 측면에서는 다소 상충되지만 염색온

도가 60
o
C보다 높아지면 염착량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는 일치한다. 이것으로 볼 때 높은 염색온도에서는 머서

화가공의 효과가 앞선 전처리의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면섬유에 기 흡착된 탄닌산 분자들이 염

색 중에 머서화가공으로 인해 넓어진 분자 간 공극을 통

해 섬유 밖으로 빠져 나오고, 염색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섬유에 불안전하게 흡착된 탄닌산 분자가 섬유 안밖으

로 활발하게 이동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추측된다.

네 가지 전처리 방법 모두 염색시간을 60분으로 하였

을 때 다소 높은 K/S 값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긴 했으

나 염색시간이 30분인 경우와 비교할 때 차이가 크지 않

았다(Fig. 3). 머서화가공(M)만 하고 염색한 경우는 주로

저온인 10
o
C 염색에서 K/S 값의 차이가 나타났다. 염액

의 pH에 따른 염착량의 차이를 보면 탄닌산 처리(T)를

한 경우, 머서화가공 후 탄닌산 처리(MT)를 한 경우, 탄

닌산 처리 후 머서화가공(TM)을 한 경우는 대체로 pH

3일 때 다소 낮은 K/S 값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염색시간을 10분, 염색온도를 10
o
C로 하였을 때

K/S 값이 다른 조건보다 다소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NT)를 포함하여

모든 전처리 조건에서 염액의 pH는 pH 3 이상이 좋은

것으로 보이며 pH 5, 7, 9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사료된다(Fig. 3).

<Fig. 4>는 네 가지 전처리 방법에 대해 K/S 값 상위

20위인 염색조건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통해

머서화가공 후 탄닌산 처리(MT)를 한 경우는 다른 전처

리 방법들에 비해 모든 염색조건에서 K/S 값이 월등히

높고, 염색온도는 80
o
C나 95

o
C, 염색시간은 60분이나

30분, 염액의 pH는 5 이상일 때 K/S 값이 6 이상을 나타

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탄닌산이 충분히

면직물에 음이온성을 부여하였으며 머서화가공으로 인

하여 탄닌산 처리의 효능이 증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의 K/S 값을 나타낸 것은 탄닌산 처리 후 머서화

가공(TM)한 시료를 30
o
C에서 60분간, 염액의 pH를 9

혹은 7로 하고 염색한 경우이지만 평균적으로는 TM 조

건보다 탄닌산 처리(T)만 하고 염색한 경우 더 높은 K/S

값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탄닌산 처리 후 머서화가

공을 할 경우 셀룰로스와 수소결합으로 결합된 탄닌산

이 머서화가공 중의 강한 알칼리 용액에서 수소결합이

깨져 일부분의 탄닌산이 처리 용액으로 이동하여 탄닌산

의 처리 효능이 감소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현상

은 알칼리 용액으로 식물의 탄닌산을 제거한 Jung(1989)

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머서화가공과 탄닌산 전처리의 순서에 따라 염착량의

차이가 있으며 그 중에서 머서화가공 후 탄닌산 처리를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4. 머서화가공 후 탄닌산 처리(MT)를 전처리로 한

시료의 염색성

앞서 설명되었듯이 전처리를 하지 않는 방법(NT), 머

서화가공(M), 탄닌산 처리(T), 머서화가공 후 탄닌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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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MT), 탄닌산 처리 후 머서화가공(TM) 중에서 가장

염착량이 높게 나타난 것은 머서화가공 후 탄닌산 처리

(MT)를 한 전처리 방법이었다(Fig. 5). 해당 전처리 방

법으로는 염색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K/S 값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염액의 pH를 5로 하여 10분 및 30분으로

염색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80
o
C 염색이 가장 높은 K/S

값을 나타내었고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오히려 염착

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K/S 값을

나타낸 pH 조건은 pH 5와 pH 9였으나 염액의 pH 조건

보다는 염색온도가 K/S 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였다.

<Fig. 6>은 머서화가공 후 탄닌산 처리(MT)를 팔마틴

염색 전에 실시하는 조건 중 염액의 pH를 5로 고정하고

염색시간에 따른 염착량을 조사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염색시간을 60분으로 하였을 때 K/S 값이 가장 높았으

며 염색시간을 10분으로 할 경우, 염색온도가 낮을수록

K/S 값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머서화가공 후 탄닌산 처리(MT)를 한 시료가 염색온

도가 높아질수록 K/S 값이 커진 것은 탄닌산 처리(T)만

하고 염색한 시료가 염색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높은 K/S

값을 나타낸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탄닌산과 같은 폴리

페놀은 온도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Hagerman

et al., 1998; Kozlovskaya et al., 2010), 특히 Hagerman et

al.(1998)은 탄닌산의 일종인 pentagalloyl glucose와 epi-

catechin16 catechin이 단백질과 결합함에 있어서 온도증

가에 따라 탄닌의 활동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

였다. 탄닌산을 매염제로 이용한 선행연구들은 대개의

경우 염색온도를 고정하여 실험한 것이 많으며(Ali et

al., 2010; Kamel et al., 2009; Kim et al., 2001) 본 연구

와 같이 염색온도에 따라 탄닌산 전처리의 효과가 염착

Fig. 4. Top 20 rankings of the K/S values of cotton dyed with palmatine after four different pretreatments.

– 608 –



황백 색소 팔마틴의 면직물에 대한 염색성 연구 133

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

구에서 머서화가공 후 탄닌산 처리(MT)를 한 시료가 염

색온도가 높아질수록 K/S 값이 커진 것은 머서화가공

에 의해 팽윤되고 비결정 영역이 증가한 면섬유가 전처

리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탄닌산 분자들을 분자 사이로

흡수, 흡착하고, 팔마틴 염색 시에 염색온도가 높아짐

에 따라 탄닌산의 이온화가 촉진되어 면에 흡착된 탄닌

산-팔마틴의 결합체가 더 커지고 많아짐으로써 염착량

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머서화가공 후 탄닌산 처리(MT)를 하고 팔마틴으로

염색한 시료의 색상은 <Table 2>와 같다. 염색조건에

따라 먼셀 색상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대체로 7.5Y~

9.0Y로 측정되었다. 먼셀 색상 번호 7.5Y~9.0Y는 GY 색

상에 매우 가까운 것을 볼 때 팔마틴으로 염색한 시료

들은 대체로 다소의 연두색 기운이 서려있는 노란색임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CIELAB의 a* 값과 b* 값으로도

확인되었는데 b* 값은 +35~+75로서 강한 노란색 기운

을 나타내고 a* 값은 −5에서 −2로서 다소의 녹색 기운

을 나타내었다. 시료의 채도는 대부분 7.0 이상으로서

높은 채도를 보여주고 있고 염색의 명도 또한 7.5에서

8.3인 것으로 보아 밝은 노란색임을 알 수 있었다.

5. 머서화가공 후 탄닌산 처리(MT)의 염색견뢰도

팔마틴 염색에 있어서 머서화가공 후 탄닌산 처리(MT)

를 전처리로 하여 염색한 시료는 염색온도, 염액의 pH,

염색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염색조건에서 세탁과 일광에

대한 염색견뢰도가 4~5등급으로서 높은 염색견뢰도를

나타내었다. <Table 3>에는 지면 관계상 염색온도 80
o
C,

염색시간 30분 이상인 시료의 염색견뢰도 결과만 제시

하였다. 염색견뢰도 결과를 볼 때 팔마틴의 면염색에 있

어서 머서화가공 후 탄닌산 처리(MT)를 전처리로 시행

할 경우 높은 염착량뿐만 아니라 견뢰도 측면에서도 우

수한 염색결과를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황백에 함유된 주요 색소 중 하나이지만 지

금까지 염색분야에서의 연구가 매우 미약한 팔마틴을

대상으로 하여 면섬유에 대한 염색성을 조사하는데 목

적을 두었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팔마틴은 베르베린이나 황백 추출염료와 마찬가

지로 가시광선 영역의 최대흡수 파장이 420~430nm이

고 기타 파장에서는 거의 흡수가 일어나지 않는 노란색

을 내는 염료이다.

2. 네 가지 전처리 방법 중 머서화가공 후 탄닌산 처

리(MT)를 하는 것이 면의 팔마틴 염색에 있어서 가장

Fig. 5. K/S values of cotton dyed with palmatine after

mercerized-tannic acid treatment (MT).

Fig. 6. Comparison of dyeing time on the effect of K/S

values of cotton dyed with palmatine after mer-

cerized-tannic acid treatment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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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염착량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그 다음으로 평균 염

착량이 높은 탄닌산 처리(T)보다 2배 이상의 염착효과

를 나타낸다.

3. 그 다음으로 평균 염착량이 높았던 전처리 방법은

탄닌산 처리(T)만 하는 것으로, 염색온도가 높아질수록

염착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 탄닌산 처리 후 머서화가공(TM)을 하고 염색하면

낮은 염색온도에서는 염착량이 높았으나 염색온도가

55
o
C 이상일 때에는 탄닌산 처리(T)만 하고 염색했을

때보다 오히려 염착량이 낮아졌다.

5. 머서화가공 후 탄닌산 처리(MT)를 하는 전처리 방

법은 염색온도를 80
o
C나 95

o
C로 하였을 때 염착량이 가

장 높았으며 염색시간은 대체로 60분일 때 염착량이 좋

았다. 염액의 pH는 염색온도나 염색시간에 비해 영향력

이 적었으나 대체로 pH 5 이상이 적합하였다.

6. 팔마틴으로 염색한 면은 채도와 명도가 높고 녹색

기운이 미미하게 있는 밝은 노란색으로 염색되었다.

7. 머서화가공 후 탄닌산 처리(MT)를 전처리로 하여

Table 2. Results of color analysis of cotton dyed with palmatine after mercerized-tannic acid treatment (MT)

Dyeing condition CIELAB Munsell

Temp. Time pH ∆E
1)

L* a* b* H V C

80
o
C

30 min

3 65.75 78.12 −3.64 66.02 7.8Y 7.8 09.2

5 60.85 77.54 −3.48 60.93 7.7Y 7.7 08.4

7 65.09 77.49 −3.18 65.26 7.6Y 7.7 09.1

9 66.69 77.55 −3.16 66.90 7.6Y 7.8 09.3

60 min

3 66.96 78.23 −3.26 67.28 7.6Y 7.8 09.3

5 66.67 76.49 −2.75 66.70 7.4Y 7.6 09.3

7 66.64 77.31 −2.77 66.82 7.4Y 7.7 09.3

9 63.56 77.77 −3.00 63.76 7.5Y 7.8 08.9

95
o
C

30 min

3 65.66 82.51 −4.36 66.34 8.1Y 8.3 09.2

5 70.06 80.36 −2.73 70.60 7.4Y 8.1 09.8

7 68.46 81.01 −3.55 69.03 7.7Y 8.1 09.6

9 66.91 80.90 −3.26 67.47 7.6Y 8.1 09.4

60 min

3 71.82 82.23 −3.65 72.56 7.8Y 8.3 10.0

5 71.31 79.99 −2.38 71.82 7.3Y 8.0 10.0

7 67.51 80.98 −3.57 68.06 7.7Y 8.1 09.4

9 70.72 80.51 −2.99 71.28 7.5Y 8.1 09.9

1): Color difference value ∆E calculated using cotton without pretreatment or dyeing.

Table 3. Colorfastness of cotton dyed with palmatine after mercerized-tannic acid treatment

Dyeing condition Washing
Sunlight

Temperature Time pH Fading Staining

80
o
C

30 min

3 4-5 5 3-4

5 4-5 5 4

7 4 5 4

9 4-5 5 4

60 min

3 4 5 4

5 4-5 5 4

7 4 5 4

9 4-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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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한 시료는 염색온도, 염액의 pH, 염색시간과 무관

하게 모든 염색조건에서 세탁과 일광에 대한 염색견뢰

도가 4~5등급으로서 높은 염색견뢰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팔마틴은 면섬유의 염색에 있

어서 베르베린과 더불어 황백의 주색소로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염착량을 높이기 위해

서는 머서화가공 후 탄닌산 처리를 전처리로 하는 방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팔마틴의 면 염색에 있어서 머서

화가공 후 탄닌산 처리를 전처리로 시행할 경우 높은 염

착량뿐만 아니라 견뢰도 측면에서도 우수한 염색결과

를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에서 자생하는 황백은 팔

마틴이 많이 함유된 품종임을 감안할 때 팔마틴의 염색

성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는 팔마틴의 면에 대한 염료로서의 가능성뿐만 아

니라 식물성 염료인 황백의 주색소에 대해 더 면밀한 조

사를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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