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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rket available fermented indigo powders of Indian origin (FI1, FI2), Chinese origin (FC1, FC2), and

raw indigo powders of Indian origin (R1, R2) were examined using TLC and HPLC analyses to investigate

their pigment contents. TLC analysis gave Rf values of 0.81 and 0.72 for blue and red pigments, respec-

tively. All the powder products and the synthetic and natural indigo standards eluted at 6.9 min and 8.3 min

in the HPLC chromatograms, and the peaks showed the λmax at 610nm and 542nm, representing indigotin

and indirubin, respectively. The pigment content calculated based on the area of indigotin and indirubin

peaks in the HPLC chromatograms showed that the indigotin content was higher in FC1 and FC2, while FI1

and FI2 had a higher indirubin content. The relative percentage of indirubin was the highest in R2, but the

HPLC peak intensity was quite low. Despite the higher indigotin content in FC1 and FC2, cotton dyed

with FI1 and FI2 (versus cotton dyed with FC1 and FC2) showed a higher blue (B) hue, the highest K/S

values, and the highest antimicrobial effect.

Key words: Indigo powder, Indigotin, Indirubin, HPLC analysis, Antimicrobial effect; 쪽 분말, 인디고

틴, 인디루빈, HPLC 분석, 항균성

I. 서 론

쪽(indigo)은 청색을 내는 대표적인 식물염료로서 견

뢰도가 우수하고 항균성이 뛰어나 예로부터 많은 사랑

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분말화된 쪽 염료가 상품화되

어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시

판 쪽 분말은 크게 발효쪽 분말과 생쪽 분말로 나뉘며

주로 인도산이나 중국산, 유럽산에 속한다(Oh & Ahn,

2011).

시판 쪽 분말의 면직물에 대한 염색특성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원산지에 따라 쪽 분말로 염색한 면직

물의 색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h & Ahn,

2011). 발효쪽 분말의 경우, 인도산과 중국산을 비교하

였을 때 인도산으로 염색한 면직물은 색상(H)이 9.35B~

0.46PB, 중국산으로 염색한 면직물은 7.11B~9.18B로서

인도산은 중국산에 비해 PB 계열에 가까운 색상을 나

타내었고, 중국산은 인도산에 비해 푸른 기운과 초록 기

운이 더 진하게 염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Oh & Ahn,

2011). 이와 같은 색상 차이는 원산지에 따라 쪽 분말의

색소 함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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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쪽 분말은 제품에 색소의 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것

이 대부분이었다(Oh & Ahn, 2011). 또한 쪽은 예로부

터 항균성이 좋은 약재로도 알려져 있어 민간의학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였고(Hamburger, 2002), 최근에는 쪽

의 색소 중 인디루빈이 항암성(Hoessel et al., 1999)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쪽 분말의 색소 함량에

따라 항균성에 차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시판 쪽 분말염료를 천연 염색 제품개발과 공예 염

색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손쉬운 천연 쪽 염색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각 분말의 장점을 조사하여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

구는 시판 쪽 분말 중 인도산과 중국산 발효쪽 분말 각

2종류와 생쪽 분말 2종류를 선정하여 박층크로마토그라

피(TLC)법으로 예비분석하고, 고속액체크로마토그라피

(이하 HPLC)법을 이용하여 각 분말에 함유된 색소 성분

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쪽 분말로 염색한 면직물

의 색상 및 항균성과 비교하여,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쪽 분말의 특성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염료로 사용되는 쪽의 대표적인 종자는 인도와 필리

핀 등지에서 재배되는 Indigofera tinctoria,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지에서 재배되는 Polygonum tinctorium, 그

리고 유럽에서 재배되는 Isatis tinctoria이다(Gilbert et

al., 2004).

쪽으로 염색한 천이 푸른색을 나타내는 것은 섬유 내

에 인디고틴(indigotin, C16H10N2O2, m.w. = 262.26) 혹은

인디고(indigo)라고 불리는 불용성의 청색 색소가 형성

되어 있기 때문이다(Fig. 1). 쪽잎 자체에는 인디고틴의

전구체인 무색의 수용성 인디칸(indican: indoxyl-β-D-

glucoside)이 함유되어 있어 이것을 출발물질로 하여 푸

른색의 인디고틴(indigotin)이 생성된다(Fig. 2)(Gilbert et

al., 2004; Maier et al., 1990; Minami et al., 1996; Minami

et al., 2000;  Minami et al., 1997; Torimoto, 1987). 쪽잎을

인위적으로 찧었을 때 뿐만 아니라 쪽잎이 손상된 경우

에도 손상부위가 공기와 접촉하면 인디칸의 가수분해

가 일어날 수 있고, 분리된 인독실이 산소와 접촉하여 인

디고틴이 발생하게 된다(Laitonjam & Wangkheirakpam,

2011; Stoker et al., 1998).

인디칸은 대표적인 인디고틴의 전구체로서 Indigofera

tinctoria와 Polygonum tinctorium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Laitonjam & Wangkheirakpam, 2011;

Maier et al., 1990). 쪽은 인디고틴의 출발물질로 인디

칸 외에 다른 전구체를 갖고 있기도 한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사탄 A(isatan A)이다(Oberthur

et al., 2004b). Strobel and Groger(1989)는 Isatis tincto-

ria가 이사탄 뿐만 아니라 소량의 인디칸도 갖고 있음

을 확인하였으며 Maier et al.(1990)과 Laitonjam and

Wangkheirakpam(2011) 등은 이사탄은 Indigofera tincto-

ria와 Isatis tinctoria에는 있으나 Polygonum tinctorium에

는 없음을 확인하였다(Table 1).

인디칸 혹은 이사탄 A로부터 분해된 인독실은 산소

가 많은 환경에 있을 때 부산물로서 이사틴(isatin)을 발

생시키는데, 이 때 발생된 이사틴은 인독실 분자와 축중

합하여 인디루빈(indirubin, C16H10N2O2, m.w. = 262.26)

을 생성한다(Clark et al., 1993; Kokubun et al., 1998)

(Fig. 2). 인디루빈은 쪽의 또 다른 색소로서 핑크빛 도

는 붉은색을 나타내고 항암성(Hoessel et al., 1999), 항염

증성(Kunikata et al., 2000), 세포증식 억제 등의 약리효

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디루빈은 Indigofera tin-

ctoria, Polygonum tinctorium, Isatis tinctoria 등에서 모두

분리되었다(Maier et al., 1990; Shin & Lee, 1993)(Table

1). Cooksey(2007)와 Puchalska et al.(2004) 등은 인디고

틴이 퇴화하는 과정에서 인디루빈이 생성되는 것을 보고

Fig. 1. Structures of indigotin, indirubin and their

precursors.

Fig. 2. Schematic diagram of indigotin and indirubin

production from indican and isatan A in the

indigo 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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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Gilbert et al.(2004)은 Polygonum tinctorium과 Isatis

tinctoria의 색소 생성 비율을 HPLC로 분석한 결과 Po-

lygonum tinctorium의 인디고틴 생성 비율이 Isatis tinc-

toria에 비해 약 3배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Polygonum tinctorium이 Isatis tinctoria보다 인디칸의 함

량이 훨씬 많은데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 Angelini et al.

(2004)은 Polygonum tinctorium의 종자 안에서도 일조

량이 많을 경우 인디고틴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Oberthur et al.(2004a)은 Isatis tinctoria의 잎을

냉동건조하였을 때에는 이사탄 A와 이사탄 B의 함유량

이 높은 반면 인디칸의 함량은 적었으며, 40
o
C로 건조

하였을 때에는 이사탄 A와 이사탄 B는 완전히 없어진

반면 인디칸의 함량은 3~5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고하

였다(Oberthur et al., 2004a). Stoker et al.(1998)은 Isatis

tinctoria로부터 인디고틴을 만드는 대규모 공정에서 끓

는 물로 잎을 먼저 처리하고 추출액의 pH를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변화시키면 이사탄 A의 분해를 막고 인디

고틴의 생성을 중가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Liau et

al.(2007)은 또 다른 쪽의 종자인 Isatis indigotica의 색

소 성분을 메탄올 추출로 조사한 결과 건조한 잎일 경

우 신선한 잎에 비해 인디고틴이 80% 이상 감소하였고

반면 인디루빈은 6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Polygonum tinctorium으로 자체 제작한 발효쪽

분말의 색소를 HPLC 분석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인

디고틴과 인디루빈의 함량 비율이 55:45(Chung et al.,

1998)와 67:33(Chung & Woo, 2002) 등으로 보고되었

다. Kang and Ryu(2001)는 천연 쪽잎을 이용한 양모 섬

유의 염색에서 염색포로부터 추출한 색소를 HPLC로

분석한 결과 염액의 pH가 낮아질수록 인디루빈의 함

량이 증가하였고 염색포는 CIELAB의 a*값이 (+)방향

으로 이동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염액의 pH를 7.9로 한

염색포는 인디고틴과 인디루빈의 함량비가 71:29로 나

타났다(Kang & Ryu, 2001).

문헌고찰에 따라 본 연구의 실험대상인 인도산 발효

쪽과 생쪽 분말은 식물원료가 Indigofera tinctoria일 것

으로 여겨지며, 중국산 발효쪽은 Polygonum tinctorium

이 원료일 것으로 여겨진다. 쪽의 성분분석을 다룬 선

행연구에서 Polygonum tinctorium이나 Isatis tinctoria

각각에 대한 연구 혹은 두 종자 간을 비교한 연구는 있

었으나 인도산인 Indigofera tinctoria와 중국산인 Poly-

gonum tinctorium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없는 것을 볼 때

시판 쪽 분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두 종자 간의 색소 함

량의 차이도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ndigo-

fera tinctoria와 Polygonum tinctorium에 함유되어 있는

전구체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6종의 쪽 분

말 모두 인디칸이 주요 전구체일 것으로 추정되며 인

디고틴과 인디루빈이 모두 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III. 실 험

1. 재료

선행연구(Oh & Ahn, 2011)에서 취급했던 시판 쪽 분

말 중 발효쪽 분말 4종과 생쪽 분말 2종을 분석실험에

사용하였고, Sigma Aldrich의 natural indigo와 합성 in-

digo(순도 95%)를 표준물로 사용하였다(Table 2). 시판

쪽 분말은 FI1, FI2, FC1, FC2, R1, R2로 표기하고 합

성인디고는 S, 천연 인디고는 N으로 표기하였다. 염료

용해와 TLC 전개액에는 dimethyl sulfoxide(DMSO, Mal-

linckrodt, HPLC급), acetonitrile(JT Baker, HPLC급), chl-

oroform(JT Baker, HPLC급)이 사용되었다. 염액은 유리

섬유가 강화된 나일론 0.45µm 시린지 필터(Alltech, De-

erfield)로 여과하여 HPLC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염색과 염색물의 측색

염색결과는 선행연구(Oh & Ahn, 2011)에서 6종의

시판 쪽 분말과 합성 인디고를 이용해 면직물(한국의류

시험연구원의 섬유시험용 백포, KS K 0905 규격)을 염

색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시료들은 발효쪽 분말(FI1, FI2,

FC1, FC2)은 환원법을, 생쪽 분말(R1, R2)은 비환원법

을 사용해 염색한 것들로서 측색은 JS-555 분광색차계

(Color Techno System, Japan)를 이용하였다(Oh & Ahn,

2011). Sigma Aldrich의 natural indigo는 염색을 하지 아

Table 1. Occurrences of indigotin, indirubin, and their

precursors in different species of indigo pl-

ants based on reference sources

Indican Isatan A Indigotin Indirubin

Indigofera

tinctoria
○ ○ ○ ○

Polygonum

tinctorium
○ × ○ ○

Isatis tinctoria ○ ○ ○ ○

Based on Strobel and Groger (1989), Maier et al. (1990), 
Oberthur et al. (2004b), Laitonjam and Wangkheirakpa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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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고 분석용 표준물로만 사용하였다.

3. 분석

1) TLC(Thin layer chromatography) 분석

HPLC 분석을 위한 시료의 용매 조건을 찾기 위해

TLC 예비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라 DMSO

와 acetonitrile을 다양한 농도로 조합하여 염료 용해를

시도하고, 전개액은 chloroform과 acetonitrile의 혼합 비

율을 조절하여 푸른 색소와 붉은 색소의 분리가 잘 일어

나는 조건을 구하였다. 다양한 시도결과 DMSO와 aceto-

nitrile을 2:1 v/v 비율로 혼합한 용제를 염료의 용매로 사

용하고 시판 쪽 분말과 합성 인디고, 천연 인디고 0.5g

을 혼합 용제 125ml에 용해하였다(Chung et al., 1998).

모세관(Micro-hematocrit capillary tube)으로 염료를 빨

아들여 3cm×10cm로 자른 TLC plate 하단 1cm 지점에

각 염료의 간격이 0.5cm 되도록 점적(spotting)하고 건조

시켰다. TLC plate는 aluminum plate에 Silica gel 60 F254

가 도포된 것을 사용하였다(Merck, Darmstatt, Germany).

전개액은 chloroform과 acetonitrile을 8.5:1.5 v/v 비율로

혼합한 용액을 사용하였으며, 250ml 비이커에 TLC plate

가 0.5cm 잠길 정도로 전개액을 담은 뒤 plate를 용기 바

닥면과 직각을 유지하게 잠기게 하여 spot을 전개하였

다. 전개된 색소의 위치를 확인하고 아래 식을 이용해 Rf

(Rate of flow) 값을 산출하였다.

Rf= B/A

A : 용액 이동거리 (cm)

B : 색소 이동거리 (cm)

2) HPLC 분석

HPLC는 DAD(Diode array detector)와 질량분석기가

장착된 Agilent 1100 series를 사용하였다. 컬럼(column)

은 Shiseido capsell pak C18, 이동상은 acetonitrile/water

(50:50), DAD의 UV detector는 540nm, runtime은 30분

으로 하였다. 선명한 그림을 얻기 위해 <Fig. 3>−<Fig. 5>

는 Agilent 1200 series HPLC-DAD-MS로 새로 분석하

였다. Restek Corporation의 C18컬럼을 사용하고 기타

의 조건은 위와 동일하게 하였다.

3) 항균성 측정

항균성 측정은 한국의류시험연구소(KATRI)에 의뢰

하였으며 KS K 0693에 준하여 시험하였다. 공시균은 섬

유부착 병원균 중 Gram 양성균인 황색포도상구균(Sta-

phylococcus aureus ATCC 6538)과 Gram 음성균인 폐렴

균(Klebsiella pneumoniae ATCC 4352)을 사용하였다.

접종균액의 농도는 황색포도상구균 1.3×10
5
 CFU/ml, 폐

렴균 1.2×10
5
 CFU/ml이며 대조편으로 염색 처리하지 않

은 표준면표를 사용하였다. 각 염료로 염색한 시료와 대

조편 0.4g당 공시균을 0.2ml 흡수시켜 37
o
C에서 18시간

배양한 후 각각에 비이온계면활성제(Tween 80) 0.05%

수용액을 20ml씩을 첨가한 뒤 생균수를 측정하였다. 염

색한 시료의 항균성은 대조편 대비 균감소율로서 측정

하였다.

균감소율 (%) = (Ma − Mb) / Ma × 100

Ma : 대조편의 접종 직후 생균수

Mb : 시험편의 18시간 배양 후 생균수

IV. 결과 및 고찰

1. TLC에 의한 성분분석

TLC 분석결과 발효쪽 분말(FI1, FC1)과 합성 인디고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indigo powder products used in the experiment

Label Origin
Price

(￦/g)

Visual
color

Powder type Product information

FI1 India 290 blue fermented Dye extracted by reduced method.
Extractions were freeze-dried and then powdered.FI2 India 200 blue fermented

FC1 China 70 blue fermented Cheongdae. Method of powder production not provided
but additive information provided (Lime included).FC2 China 29 blue fermented

R1 India 130 green leaf powder
Indigo leaves were shock freeze-dried and then powdered.

R2 India 100 green leaf powder

Information in Table 2 is partly derived from Oh and Ah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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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는 인디고틴으로 추정되는 청색 색소와 인디루빈으

로 추정되는 적색 색소로 전개된 반면 생쪽 분말(R1)은

청색과 적색 색소의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합성 인

디고(S)에서도 적색 색소의 전개가 이루어진 것은 의외

의 결과로서 염료 합성 혹은 보관 과정에서 인디루빈이

불순물로 생성된 것으로 보이며 HPLC-MS를 이용한 성

분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발효쪽 분말과 합성

인디고의 경우 전개액이 spotting line으로부터 3.6cm 전

개되는 동안 청색 색소는 2.9cm, 적색 색소는 2.6cm 전

개되었다. 이 값을 통하여 산출된 각 색소의 Rf 값은 청

색 색소가 0.81, 적색 색소가 0.72이었으며 이 값은 발효

쪽 분말인 FI1과 FC1, 합성 인디고(S)가 모두 동일하였

다. 분리된 색소의 색상과 Rf 값을 볼 때 발효쪽 분말에

서 분리된 색소는 합성 인디고의 색소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쪽 분말(R1)은 위와는 달리 2.6cm 지점에

서 클로로필로 추정되는 녹색 색소만 검출되었다. 생쪽

분말의 경우 잎 자체를 분말화한 것이므로 인디칸의 가

수분해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고, 또한 발효쪽 분말이

나 합성 인디고와 비교할 때 동일 질량 대비 색소 혹은

전구체의 함량이 현격하게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은 TLC

분석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 HPLC에 의한 성분분석

시판 쪽 분말의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성분을 분리, 확

인하기 위해 6종의 쪽 분말과 합성 인디고 및 천연 인

디고에 대해 HPLC 분석을 실시하였다. 천연 인디고와

합성인디고에서 나타나는 크로마토그램 피크의 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과 DAD의 UV 스펙트럼을 통해 쪽

분말제품의 색소를 확인하였다. 인디고틴과 인디루빈은

분자량이 같기 때문에 질량분석으로는 두 성분 간의 구

분이 어려우므로 따라서 DAD의 UV 흡수 밴드가 성분

판별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인디고틴과 인디루빈의

UV-Vis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다수로서 용매나 분석기

기 등에 따라 최대흡수파장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일부

선행연구의 예는 <Table 3>과 같다.

DMSO/acetonitrile(2:1 v/v)의 혼합 용제에 용해한 합

성 인디고와 천연 인디고에 대해 HPLC 분석을 실시하

였다. 합성 인디고와 천연 인디고의 HPLC 분석결과 6.9 min

에 매우 강한 피크가 나타났고 8.3 min에 작은 피크가

추가로 나타났다(Fig. 3). DAD 분석결과 6.9 min의 피

크는 최대흡수파장이 610nm, 8.3 min의 피크는 542nm

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610nm는 인디고틴,

542nm는 인디루빈의 흡수 밴드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적용한 HPLC 분석조건에서는 인디고틴이 6.9 min,

인디루빈이 8.3 min에 분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합성 인디고의 HPLC 분석결과에서 인디루빈이 함

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TLC 분석의 결과와 같

고 Chung et al.(1998)의 HPLC 결과와도 같다. Puchal-

ska et al.(2004)은 DMSO에 용해한 인디고틴과 인디루

빈의 안정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용액을 실온에서 30일

동안 주광에 노출시간 결과 인디루빈은 안정적인 반면

인디고틴은 7일 만에 50% 감소하였고 30일 이후에는 전

량 소실되어 퇴화물로서 이사틴이 생성되었다고 보고하

였다. 이사틴은 인디루빈의 전구체로서 인독실 분자와

결합하여 인디루빈을 생성한다. 같은 맥락으로 Cooksey

(2007)는 쪽 분말을 클로로포름에 용해하여 수일간 방

치한 결과 인디루빈이 생성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Fig. 3>의 인디루빈은 합성 인디고

(Sigma Aldrich, 순도 95%)의 보관 중 생성된 이사틴으

로부터 축합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천연 인디고의 HPLC

크로마토그램에서는 합성 인디고보다 인디루빈의 피크

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천연 인디고는 합성 인디고에 비

해 순도가 떨어지는 제품이므로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Table 3. UV-Vis absorbance of indigotin and indiru-

bin in the literature

Reference Solvent Indigotin Indirubin

Puchalska et al. (2004) DMSO 617 540

Chung et al. (1998) DMSO 620 580

Shin et al. (2009) Tetrahydrofuran 602 533

Laitonjam and
Wangkheirakpam (2011)

Chloroform-
methanol

603 552

Gilbert et al. (2004) Ethyl acetate 602 -

Fig. 3. HPLC chromatogram of synthetic indigo. DAD

UV spectra in the in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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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인디고와 천연 인디고의 HPLC 분석결과를 토

대로 6종의 쪽 분말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Fig. 4)−

(Fig. 5). 인도산 발효쪽 분말(FI1, FI2)과 중국산 발효

쪽 분말(FC1, FC2)은 모두 6.9 min 부근에서 주 피크와

8.3 min 부근에서 작은 피크가 나타났고 각각의 UV 흡

수 밴드는 합성 인디고, 천연 인디고와 동일하였다(Fig.

4). 따라서 4종의 발효쪽 분말 모두 인디고틴과 인디루

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생쪽 분말(R1, R2)

도 머무름 시간과 UV 흡수 밴드를 볼 때 인디고틴과 인

디루빈이 분리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피크의 강도는 발

효쪽 분말이나 합성 인디고, 천연 인디고와 상이하였다.

즉, R1 생쪽 분말은 인디고틴과 인디루빈 피크의 강도

가 유사하였으며 R2의 경우는 인디루빈의 피크가 인디

고틴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5). 전체적으

로 R1과 R2 모두 표준물과 발효쪽 분말에 비해 흡광도

(y축)가 매우 낮아 색소 함량이 적을 것을 시사하였다.

3. HPLC를 이용한 쪽 문말의 색소 함량 조사

분말제품과 표준물의 HPLC 크로마토그램 피크의

면적(relative abundance)을 토대로 시료에 포함된 색소

함량을 조사하였다(Table 4). 조사결과 발효쪽 분말은

4종 모두 인디고틴의 함량이 인디루빈보다 높은 것을 확

인하였는데 중국산의 경우 인도산에 비해 인디고틴의

함량이 더 높고, 역으로 인도산은 중국산에 비해 인디

루빈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디고틴과 인디

루빈의 함량비에 있어서 인도산 발효쪽은 천연 인디고

에 결과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천연 인디고 표준물과 인도

산 발효쪽 분말은 동일한 식물재료로부터 제조된 것으

로 추측할 수 있으며 Indigofera tinctoria를 원료로 하였

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쪽 분말의 경우 R1은 인디고틴과 인디루빈의 함

량이 모두 현저히 적었고, R2의 경우는 인디고틴의 함

량은 R1과 유사하나 R1에 비해 인디루빈의 함량이 많

았다. 생쪽 분말의 경우 인디고틴의 함량이 극히 적은

것은 분말상태이지만 아직 손상되지 않은 잎 부스러기

가 많으므로 인디칸의 가수분해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

았고, 또한 발효쪽 분말과 비교할 때 동일 질량 대비

색소 혹은 전구체의 함량이 현격하게 적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분말제조 혹은 보관 기간 중 인디

고틴의 분해가 일어나 인디루빈이 불순물로 생성되었

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Puchalska et al., 2004).

4. 쪽 분말의 색소 함량과 염색포의 색상 비교

발효쪽 분말과 합성 인디고는 환원법, 생쪽 분말은 비

환원법으로 면직물을 각각 10
o
C와 25

o
C에서 염색한 선

행연구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Oh & Ahn, 2011).

앞서 보고한 색소 함량의 결과에서는 인도산 발효쪽 분

말(FI1, FI2)보다 중국산 발효쪽 분말(FC1, FC2)에 인

디고틴 색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면직물의

염색에 있어서는 인도산 쪽 분말이 더 진한 푸른색으로,

합성 인디고(S)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인도산 발

효쪽 분말로 염색한 면직물은 색상이 높은 B계열로서

합성 인디고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일반적으로 쪽빛

이라 하는 PB 색상 계열(Shin et al., 2009)에 가장 근접

하였다. 인도산은 명도(V)와 채도(C), L*a*b* 색상 면

에서 모두 합성 인디고의 염색결과와 유사하였다. 중국

산 발효쪽 분말은 수치상으로는 인도산 발효쪽보다 낮

았으나 여전히 진한 B 계열의 색상(7.11B, 7.31B)을 나

타내었는데 육안으로 볼 때 진한 하늘색에 가까웠으며

Fig. 5. HPLC chromatogram of raw indigo powder

R2. DAD UV spectra in the inlets.

Fig. 4. HPLC chromatogram of fermented indigo po-

wder FC1. DAD UV spectra in the in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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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상으로는 인도산에 비해 채도(C)가 더 높고 초록 기

운(a*)과 푸른 기운(b*)이 더 진하였다.

인도산 발효쪽 분말과 중국산 발효쪽 사이에는 Indi-

gofera tinctoria와 Polygonum tinctorium 간의 색소 함량

차이, 일조량 등 원료 쪽 재배환경(Angelini et al., 2004),

신선한 잎을 사용하였는지 건조한 잎을 사용하였는지

여부(Liau et al., 2007), 발효 과정에서 인디칸의 가수분

해가 완전히 이루어졌는지의 여부(Angelini et al., 2004;

Gilbert et al., 2004; Stoker et al., 1998; Torimoto, 1987),

보관 과정에서 인디고틴의 퇴화가 일어났는지 여부(Co-

oksey, 2007; Puchalska et al., 2004)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인디고틴 함량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실험에서는 중국산 발효쪽 분말이 인도산 발효쪽 분말보

다 인디고틴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디루빈의

경우는 그 반대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도산 발효쪽

분말로 염색한 면직물의 색상이 더 진하게 염색되어 인

디고틴 함량의 결과와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인디고틴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DMSO/acetonitrile 혼

합액 등 일부 유기용매에 대해서는 용해도가 좋으나, 널

리 알려진 바와 같이 수용액에 대해서는 불용성이어서

환원제와 알칼리를 사용해 류코화하여 염색한다. 이 반

응은 가역적 산화-환원 반응으로 공기가 공급되는 한 염

액 중에는 항상 불용성 인디고틴과 가용성 류코인디고

틴이 공존하게 된다. 따라서, 발효쪽 분말을 완전히 용

해시켜 측정에 사용한 HPLC 분석법과는 달리 염색 중

에는 가역 반응으로 인해 쪽의 용해도가 낮아지고 염색

Table 4. Amount of indigotin and indirubin in sample dyes based on the relative abundance of HPLC chromato-

grams

Sample
Indigotin Indirubin

Relative abundance Relative percent (%) Relative abundance Relative percent (%)

FI1 309.14 69.28 137.38 30.72

FI2 311.78 76.20 96.96 23.70

FC1 337.96 80.40 81.95 19.50

FC2 323.78 81.10 75.32 18.80

R1 10.27 49.05 10.61 50.94

R2 7.89 8.26 86.44 91.74

S 348.88 85.43 59.60 14.56

N 317.53 64.31 176.46 35.69

Table 5. Color of cotton dyed with indigo powders and standards

Color value
Samples

K/S
CIELAB Munsell

L* a* b* H V C

Undyed 0.00 97.87 −0.00 0.03 0.00 9.69 0.00

FI1 17.63 23.87 −1.70 −14.37 9.41 B 2.33 2.79

FI2 17.83 24.68 −2.00 −15.31 9.35 B 2.41 2.99

FC1 4.63 48.31 −6.57 −19.29 7.11 B 4.68 4.26

FC2 4.53 48.61 −5.96 −18.71 7.31 B 4.71 4.08

R1 0.16 90.99 −3.87 3.76 8.47 GY 8.99 1.55

R2 0.25 88.69 −2.19 6.14 5.81 GY 8.75 1.57

S 32.59 16.26 3.60 −8.32 6.92 PB 1.57 1.29

Data reproduced from Oh and Ah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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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해하게 된다. 즉, 중국산 발효쪽 분말이 인디고틴

의 함량이 높음에도 염색성이 낮게 나타난 것은 분말의

용해도가 낮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말의 입자

크기는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일

것으로 판단되며 쪽 분말들의 물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는 후속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생쪽 분말의 면직물에 대한 염색성은 매우 낮게 나타

났으며 Munsell 색상값은 5GY~8GY의 범위로 염색되

었다. 생쪽 분말의 염착성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첫째,

선행연구에서 비환원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며 둘째, 동

일한 분말의 양을 사용하였을 때 생쪽 분말은 잎 자체

를 분말화한 것이므로 발효쪽 분말과 비교해 동일 질량

대비 색소 혹은 전구체의 함량이 현격하게 적었기 때문

이다. 분말상태이지만 생쪽 분말에는 아직 손상되지 않

은 잎 부스러기가 많으므로 인디칸의 가수분해가 완전

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도 예측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쪽잎을 분말화 한 후 색소를 분석한 선행연구

(Stoker et al., 1998)에서 용매 처리 이전에 잎 분말을 물

속에서 끓이는 방법을 이용하면 인디고틴의 추출을 극

대화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으며 생쪽 분말로 염색을 할

경우에도 환원 전에 물에서 끓이는 전처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쪽 분말의 색소 함량과 염색포의 항균성 비교

항균성시험은 발효쪽 분말 FI1과 FC1, 생쪽 분말 R2

로 염색한 면직물에 실시하였다(Table 6). 동일한 조건

에서 실험한 표준면포의 균수에 비해 발효쪽 분말(FI1

FC1)은 정균감소율이 60~96%로서 모두 염색결과 항균

성이 생긴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인도산 발효쪽 분말

(FI1)이 공시균주 두 종류에 대해 각각 정균감소율이

96.3%와 88.1%로서 항균성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이는

중국산 발효쪽 분말에 비해 인도산 발효쪽 분말에 인디

루빈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반

면 생쪽 분말은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해 정균감소

율이 78.6%로서 항균성이 세 가지 분말타입 중 가장 낮

았으며, Klebsiella pneumoniae에 대해서는 표준면포에

비해 오히려 균이 1.4배 정도 균주가 더 늘어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위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쪽 분말의

색소는 대체로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해 더 항균성

이 우수하며 항균성의 정도는 indirubin의 함량과 무관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생쪽 분말의 경우 전반적으

로 색소 함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항균성을 나타내는

것은 괄목할만한 사실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발효쪽과 생쪽을 포함하는 6종의 시

판 쪽 분말에 대해 HPLC법으로 색소 성분과 함량을 분

석하고 그 결과를 해당 쪽 분말로 염색한 면직물의 색

상 및 항균성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색소 함량과 염

색포의 색상은 면직물 기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나,

염색포의 항균성은 색소 성분의 함량과 직접적인 연관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디고틴의 함량이 더 많은 중

국산 발효쪽 분말의 경우 예상 외로 면직물에 대한 염

착률이 인도산 발효쪽 분말보다 낮았고 색상이 옅게 염

색되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분말의 입자 크기 등에 기

인하는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인

도산 발효쪽 분말은 진한 쪽빛으로 염색되고 항균성도

중국산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쪽의

종자 중 Indigofera tinctoria를 true indigo라고 부르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생쪽 분말의 경

우 색소의 함량이 매우 낮으므로 염색시 발효쪽 분말 대

비 더 많은 양의 분말을 사용해야 하며 환원 처리 전에

쪽 분말을 물속에서 끓이는 전처리도 염색효과를 높이

는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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