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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heavy metals in

ginseng and wood-cultivated ginseng reduction of dietary exposure. Samples of ginseng and wood-cultivated ginseng

were collected from 14 and 5 regions across Korea, respectively. Lead (Pb), cadmium (Cd) and arsenic (Ar) were

detected by ICP-MS after microwave digestion, whereas aluminum (Al) was determined using ICP. Cultivated gin-

seng peels were 16.2% of whole root, while the peels and fine roots amounted to 21.8% and 16.8% of whole wood-

cultivated ginseng, respect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weight and concentration of the heavy metals by root part,

their distribution ratios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The cultivated ginseng peels contained 40.3% Pb, 25.9% Cd,

47.6% As, and 89.9% Al. Meanwhile, heavy metals consisting of 27.2% Pb, 28.2% Cd, 48.3% As, and 56.8% Al were

distributed in the peels of the wood-cultivated ginseng.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eels and fine

roots of the wood-cultivated ginseng with respect to the distribution proportion of heavy metals, except for A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level of dietary exposure to heavy metals could be reduced by peeling ginseng and wood-cul-

tivated ginseng prior to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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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삶을 영유하기 위해 음식물을 섭취해야 했으며,

이러한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농경을 해왔다. 농경은 논밭을 갈아 농사를 지음을 의미

하며, 땅에 작물의 씨앗을 뿌리고 다 자란 작물의 씨앗이

나 열매를 수확하여 음식물을 얻는 과정이다. 농경 즉, 농

업을 위해서는 작물의 씨앗인 종자와 토양, 물, 비료 등이

필요하며, 작물은 토양으로부터 유기물, 미네랄 등을 흡수

하고 광합성을 통해 영양분을 합성한다. 이처럼 작물체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는 과정

에서 비의도적으로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위해물질도 함께

흡수하게 되며 작물체내 환경오염물질이 축적된다1). 이러

한 오염물질 중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유해하다고 인식하

고 있는 물질 중 하나가 중금속이다2).

중금속은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 하나로 지구

환경에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던 물질이지만 산업화 과정

에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 지각외의 환경으로 배출되고 인

간의 생활환경내로 밀집됨으로 인해 인간에 유해한 영향

을 주고 있다3). 토양 오염원으로의 중금속은 토양 내 입

자를 흡착하거나 토양 유기물과 반응하여 토양내에 축적

된다. 토양 중 중금속 함량이 높을 경우 농작물이 생육

에 장애를 받거나 고사될 수 있고, 생육에 피해가 적지

만 농작물에 다량의 중금속이 축적되어 식품으로써 부적

합할 수 있다4). 중금속에 오염된 농작물을 인간이 섭취

하게 되면 중금속으로 인해 체내 여러 효소의 활성이 저

해되고 뼈, 신장, 간 등에 만성독성 증상이 유발되어 다

양한 건강 유해증상이 나타난다. 체내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방법으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며 저농도일

지라도 그 독성이 심각한 건강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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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는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

면서 보다 더 건강하게 장수하고자 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건강과 관련된 욕구는 경제성장과 소득수

준이 향상되면서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생약, 슈퍼푸드,

건강기능성 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

였다. 그 가운데 인삼(Ginseng, Panax ginseng C.A. Meyer)

은 뇌기능 향상, 항암 활성, 항 당뇨, 간 기능 향상, 면역기

능 향상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진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

다6). 인삼은 예로부터 생약(한약재)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현대에서는 다양한 식품형태로 소비되고 있다. 산양삼

(wood-cultivated ginseng)은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

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을 일컫으며 장뇌삼으

로도 알려져 있고 최근 식품 및 약리성 건강식품으로 소

비량이 증가하면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 및 생약으로 소비되는 인삼 및 산양삼은 파종 후

수확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장기간 재배기간이 필요한 작

물로써 오랜 재배기간으로 인해 작물체내로 중금속이 축

적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유해물질 관리기준 또한

당근과 같은 근채류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7). 일반적으로

인삼 등 다년생 재배 작물이 타 농산물보다 중금속 함량

이 높은 이유는 긴 재배기간 뿐 아니라 재배과정에서 가

식부인 뿌리가 토양과 직접적인 접촉이 발생하고 작물체

내로 물질이 침투, 이행되는 관문이 뿌리이기 때문이다8).

식물체는 그 종류에 따라 토양으로부터 중금속 흡수 및

체내 분포 메카니즘이 상이하다9). 백합과에 속하는 쪽파,

마늘, 부추, 양파는 카드뮴의 함량이 높고 특히, 뿌리에 주

로 축적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되었고10), 근채류 중 무와

당근은 뿌리보다는 잎에 더 많은 납과 카드뮴이 축적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9). 중금속 함량이 높

은 것으로 알려진 버섯의 경우, Agaricus와 Russula계통의

버섯은 카드뮴 함량이 높고, Agaricus과 Macrolepiota계 버

섯에는 수은 농도가 높은 반면, Rhizomorphs계 버섯에서

는 납 함량이 높다11). 이와 같이 버섯의 중금속 흡수율이

특이적으로 높은 이유 중 하나는 metallothioneins처럼 thiol

기를 가진 특이 단백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12).

국내에서는 식품 위생학적 측면에서 중금속을 조사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및 생약 등에 대한 중금속 함량을 조사 연구하여 국내 식

품 중 잔류물질의 허용권고 기준을 강화해 왔다4,13,14). 하

지만, 국내외 조사 및 연구는 농작물 등의 전체 중금속 함

량을 중심으로 조사 및 연구가 되었을 뿐 작물의 부위별

중금속 분포 및 축적성 조사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인삼과 산양삼은 식품 또는 생약으로 사용될 때 껍질을

제거한 후 섭취하거나 뿌리를 포함한 전체를 섭취한다. 인

삼과 산양삼의 껍질은 얇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

지만 껍질과 내부부위별로 중금속 함량 분포가 어떻게 되

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가 부재하기에 껍질을 제거하여 섭

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로울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금속 함량이 타 작물체에 비

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삼과 산양삼을 중심으로 뿌리

껍질과 내부부위별 중금속 분포양상을 조사하여 중금속

식이노출 저감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시약 및 초자

본 연구에 사용된 중금속 원자흡광분석용 표준 혼합원

액(Multi-Element Calibration Standard 3)은 PerkinElmer

(Shelton, CT,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진한 질산(purity

70%) 및 과산화수소(purity 30%)는 electronic grade 등급

으로 동우정밀화학(Iksan, Korea)에서 구입하였다. 증류수

는 3차 증류조제장치(Milli-Q ultrapure water purification

system, Millipore Co., Billerica, MA, USA)를 이용해 18.2

MΩ의 증류수를 조제하여 사용하였다. 마이크로웨이브용

산분해 용기는 실험에 사용하기 전에 10% 질산에서 24시

간 이상 침지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3차 증류수로 씻어

건조한 다음 사용하였다. 시료 균질화를 위해서는 믹서기

(VCB-61, HALLDE, Stockholm, Sweden)을 이용하였고 시

료 산분해를 위해 마이크로웨이브 분해장치(IT/ETHOS

TOUCH CONTROL, Milestone, Sorisole, Italy)를 사용하

였으며 추출액 농축을 위해 블록 가열기(ED16, LabTech,

Hopkinton, MA, USA)를 사용하였다.

인삼 및 산양삼 시료

인삼 및 산양삼 시료는 금산인삼생산자협회 및 한국산

양삼협회의 협조를 통해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였다. 인

삼은 지역별 배분을 통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

남, 경북 이상 7개 도별 각각 2개 지역 총 14개 지역의

생산자로부터 인삼을 구입하였다. 각 생산지별로 인삼

500 g 이상을 구매하였고 구입된 인삼의 겉표면에 묻어 있

는 흙 등을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생산지역별 5 개체씩 선

별하여 필러로 겉껍질을 분리하였다. 인삼 개체별 각 부

위의 무게를 측정한 후 믹서기를 이용해 균질화 시키고

분석할 때까지 용기에 담아 -20oC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산양삼의 경우, 경기,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5개 지

역에서 산양삼을 구매하였다. 산양삼은 인삼에 비해 상대

적으로 크기가 작으나 뿌리당 구입비용이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6 뿌리씩 구입하였다. 구입한 산양삼은

인삼과 같이 흐르는 물로 겉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

한 후 손으로 직접 겉껍질 및 잔뿌리를 분리해 내었다.

산양삼 개체별 각 부위의 중량을 측정한 후 균질화하여

인삼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 시까지 -20oC에서 냉동 보

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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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용액 조제

납, 카드뮴 및 비소 분석을 위해 10 mg/kg의 중금속

원자흡광분석용 표준 혼합원액을 0.5% 질산으로 희석하

여 100 µg/kg의 stock solution을 조제하였다. 분석 당일

에 stock solution으로부터 0.5% 질산으로 추가 희석하여

0.1~20 µg/kg의 working solution을 조제하였다. 알루미늄

의 경우, 10 mg/kg의 중금속 원자흡광분석용 표준 혼합

원액을 증류수로 희석하여 0.1~5 mg/kg의 working solution

을 바로 조제하였다.

인삼 및 산양삼 중 중금속 분석

균질화된 시료 2 g을 마이크로웨이브용 산분해 용기에

정밀히 담은 후 7 mL 진한 질산(purity 70%)을 가하고 1

시간 동안 방치함으로써 예비 분해하였다. 예비분해 후,

산분해 용기에 1 mL 과산화수소(purity 30%)를 추가로 첨

가한 다음 산분해 용기를 밀봉하였다. 밀봉된 용기를 마

이크로웨이브 분해장치에 장착하고 Table 1의 분해조건에

따라 유기물 분해를 진행하였다. 분해가 끝난 후, 산분해 용

기를 상온에서 충분히 식힌 다음 밀봉된 용기를 개봉하였

다. 용기 마개 및 용기 벽면 등을 증류수로 씻은 후, 산분

해 용기를 블록 가열기(ED16, LabTech)로 옮기고 120oC

에서 약 4시간 동안 분해액을 농축시켜 용매를 모두 휘발

제거하였다. 용기에 남은 잔류물은 0.5% 질산으로 재용해

하여 최종 시험용액이 10 g이 되도록 정량한 다음 중금속

분석장비로 분석하였다.7) 시험용액 중 납, 카드뮴 및 비소

함량 분석은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 ELAN

6100 DRC II, PerkinElmer)로 분석하였고 알루미늄은 유

도결합플라즈마 분광분석기(ICP Optima 8300, PerkinElmer)

로 분석하였다. 각 중금속 분석장비별 분석조건은 Table 2

에 나타냈었다.

중금속 분석법 검증

본 연구에서의 중금속 분석법을 검증하기 위해 기기분

석 상의 정량한계(Instrumental limit of quantitation, ILOQ),

검량선 직선성(Linearity of calibration curve), 분석정량한

계(Method limit of quantitation, MLOQ) 및 회수율

(Recovery)을 확인하였다. 전체 분석법의 분석정량한계

(MLOQ)은 중금속 분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에 따라, 기기

분석 상의 정량한계(ILOQ), 시료 채취량, 최종 시험용액

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15). 기기분석 상의 정량한계

(ILOQ)는 signal/noise ratio가 10이 되는 농도로 정하였으

며, 검량선 직선성은 조제한 working solution를 분석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후 결정계수(R2)를 확인하였다. 검량선

직선성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용액 조제일, 1일

후, 5일 후 등 세 번에 걸쳐 직선성을 비교하였다. 회수율

은 표준용액 첨가법에 따라 무처리 시료에 중금속 표준용

액을 첨가하여 처리수준이 저농도 0.02 mg/kg, 고농도

0.2 mg/kg이 되도록 하여 회수율을 확인하였으며 알루미

늄은 처리수준이 5 mg/kg이 되도록 하였다. 회수율 확인

은 산양삼의 수급 문제로 인삼에 한해서만 진행하였으며

모두 5반복으로 실시하였다.

중금속 함량결과의 유의적 검정

산양삼과 인삼의 종류별 각 부위별 중금속 함량의 유의

적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의적 검정을 수행

하였다. 유의적 검정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ver

14.0.2KO, SPSS Inc., USA)를 활용하여 일원분산분석(one-

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후분석(post hoc)으로 p≤0.05 수준에서 다중범위검정

(Duncan)을 수행하였다.

위해성 평가방법

식품 섭취량 및 체중은 국민건강영양조사 4기 자료 중

2008, 2009년 자료와 5기 2010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

삼의 평균 섭취량은 1.148 g/day이었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체중은 58.5 kg b.w.이었다14). 산양삼은 일상적 섭취수

준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노출평가를 실시하지

Table 1. Conditions of microwave sample acid digestion system

Step Time (min) Power (W) Temp. (oC)

1 7 1,000 100

2 7 1,000 200

3 8 1,000 200

* Ventilation 10 min

Table 2. Conditions of ICP/MS and ICP-OES

• ICP/MS condition (Pb, Cd, As)

Spectrometer ICP/MS ELAN 6100 DRC II (PerkinElmer, USA)

RF power 1,350 W

Nebulizer 0.94 L/min

Auxillary 1.4 L/min

Plasma 15 L/min

Lens voltage 6.50 V

Ion monitored Pb m/z 207, Cd m/z 111, As m/z 75

• ICP-OES condition (Al)

Spectrometer ICP Optima 8300 (PerkinElmer, USA)

RF power 1,350 W

Nebulizer 0.55 L/min

Auxillary 0.2 L/min

Plasma 10.0 L/min

Pump 1.5 mL/min

Wavelength Al 396.153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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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식이를 통한 중금속 노출량과 인체 섭취한계량

(Reference dose)와의 비교를 통해 위해도(Risk Index, %)

를 산출하였다. 납, 카드뮴, 비소 및 알루미늄의 인체 섭

취한계량은 각각 잠정주간섭취한계량(PTWI,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25 µg Pb/kg b.w./week, 잠정월간

섭취한계량(PTMI, Provisional Tolerable Monthly Intake)

25 µg Cd/kg b.w./month, 일일 최대섭취한계량(MADL,

Maximum Allowable Daily Body Load) 50 µg As/kg b.w./

day, PTWI 2 mg Al/kg b.w./week이다16-19).

Results and Discussion

중금속 분석법 검증

인삼 및 산양삼 중 중금속 함량 분석을 위해 사용된

분석법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근채류 중 함량 수준 차이

로 인해 납, 카드뮴, 비소 분석은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

분석기를 활용하였고 알루미늄 분석 시 유도결합플라즈

마 분광분석기를 사용하였다. 분석장비를 이용해 시험용

액내의 중금속 함량을 정량할 수 있는 최소농도를 뜻하

는 기기분석 상의 정량한계(ILOQ)는 납 0.03 µg/kg, 카

드뮴 0.008 µg/kg, 비소 0.04 µg/kg, 알루미늄 0.02 mg/kg

이었다. 중금속별 분석정량한계(MLOQ)는 각 중금속별

ILOQ, 시료채취량 2 g, 최종 시험용액 10 g을 고려하여

납 0.2 µg/kg, 카드뮴 0.04 µg/kg, 비소 0.2 µg/kg, 알루미

늄 0.1 mg/kg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활용한 분석법은

인삼 및 산양삼 중 극미량의 중금속 함량을 모두 정량할

수 있는 분석법임을 확인하였다. 기기분석 시 검량선의

범위는 납, 카드뮴, 비소의 경우 1~20 µg/kg이었고 알루

미늄은 0.1~5 mg/kg이었으며 표준용액 조제일부터 5일간

검량선의 변동양상을 살펴본 결과 검량선이 일정하게 작

성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검량선의 결정계수(R2)는 모든

경우에 있어 0.998 이상임에 따라 모든 중금속의 검량선

은 우수한 직선성을 보여주었다(Fig. 1). 인삼을 대상으

로 표준용액 첨가법에 따라 진행된 회수율 시험 결과, 납

은 85.0% 이상, 카드뮴은 74.3% 이상, 비소는 79.2% 이

상, 알루미늄은 88.7% 이상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변이계

수는 10% 미만이었다(Table 3). 따라서, 본 분석법은 FDA

의 분석법 기준인 회수율 80~120% 이내와 AOAC 기준

인 75~120% 이내 모두를 충족하기 때문에 분석법의 신

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20,21). 이로써, 시료 중 중금속 함

량 분석을 위한 분석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산

양삼과 인삼은 재배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두릅나

무과(Panax ginseng C.A.) 인삼속 식물의 뿌리이기에 인

삼을 활용해 확립된 분석법을 산양삼에 적용하여도 무방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 Calibration curve of lead (a), cadmium (b), arsenic (c) and aluminium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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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및 산양삼 부위별 중량비

경기 등 7개 도별 각각 2지역에서 수확한 총 14지역에

대한 인삼과 경기 등 5개 지역에서 채취한 산양삼의 개체

별 부위에 따른 중량을 측정하였다(Table 4, Fig. 2). 인삼

의 개체 중량은 최소 34.5 g에서 최대 60.0 g이었으며 개

체 평균 중량은 46.9 g이었다. 인삼 겉껍질은 평균 7.6 g

(5.5~11.6 g)인 반면, 내부부위는 39.3 g (28.4~48.5 g)으로

겉껍질은 전체 중량의 최소 11.4%에서 최대 20.3%의 비

중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16.2%에 중량비를 보였다.

산양삼은 최소 1.5 g에서 최대 3.9 g으로 평균 3.1 g의

개체 중량을 보여 인삼보다 약 1/15 수준이었다. 겉껍질은

평균 0.7 g(0.3~1.0 g)으로 전체 중량의 19.0~26.4%, 평균

21.8%의 중량비를 보였고, 잔뿌리를 제외하고 중량비를 확

인하면 평균 26.1%를 차지하여, 인삼에서의 겉껍질 비율

16.2%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잔뿌리의 중량은 평

균 0.5 g(0.3~0.7 g)으로 전체 중량의 약 16.8%를 차지하였

으며, 겉껍질의 중량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인삼 및 산양삼 중 중금속 함량

인삼의 겉껍질 중 납 함량은 평균 64.8 µg/kg이었으며

최소 22.8 µg/kg, 최대 275.6 µg/kg의 납 농도를 보였다. 한

편, 내부 부위의 납 함량은 평균 16.4 µg/kg으로 최소

4.8 µg/kg, 최대 31.6 µg/kg의 납 농도를 보였다 (Table 4).

산양삼의 부위별 납 함량은 내부 부위 70.5 µg/kg (최대

113.6 µg/kg), 겉껍질 282.1 µg/kg (최대 746.9 µg/kg), 잔뿌리

481.5 µg/kg (최대 820.0 µg/kg)으로 겉껍질과 잔뿌리간의 유

의적 농도차이는 없었다(p>0.05). 한편, 인삼 및 산양삼의 각

부위별 중량비와 납 농도를 토대로 전체의 납 농도를 추

정해 보면, 인삼 전체의 납 함량은 평균 23.6 µg/kg, 최대

64.1µg/kg이었고 산양삼은 평균 185.4 µg/kg, 최대 299.0µg/kg

으로 산양삼이 인삼보다 평균 7.8배 높았다. 한편, 국내 인삼

및 산양삼의 납 기준인 2.0 mg/kg를 초과하지는 않았다. 앞

선 문헌에서 보고된 인삼의 납 함량은 0.008~0.082 mg/kg1,14)

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Cho 등14)이 보고

한 산양삼 납 농도 0.022~0.114 mg/kg보다는 다소 높은 수

준이었지만 산양삼의 껍질을 제거한 결과임을 감안하면

앞서 보고된 함량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인삼의 내부부위 및 겉껍질 중 카드뮴 함량은 각각 평

균 16.1, 31.8 µg/kg, 최대 104.1, 227.2 µg/kg으로 나타나, 내

부부위의 카드뮴 함량은 납 함량과 유의적으로 유사하였

으나(p>0.05) 겉껍질은 약 1/2 수준이었다(Table 4). 산양

삼의 경우, 부위별 평균 카드뮴 함량이 내부부위 21.3 µg/

kg, 겉껍질 69.1 µg/kg, 잔뿌리 84.4 µg/kg으로 겉껍질과 잔

뿌리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유사하였다(p>0.05). 전체 인삼

및 산양삼 기준으로 카드뮴 함량을 환산할 경우, 전체 인

삼과 산양삼의 평균 카드뮴 함량은 각각 18.4, 43.8 µg/kg

으로 산양삼의 평균 함량이 약 2배 높았으나 분산이 큼에

따라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한편, 각각의

카드뮴 최대 함량은 121.1, 112.2 µg/kg으로 환산되었다. 따

Table 3. Recovery test for Pb, Cd, As, and Al analysis using fortified samples

Fortification
Recovery (%)

Pb Cd As Al

20 µg/kg 85.6±0.6 76.1±1.4 80.8±0.9 -

200 µg/kg 91.2±2.0 90.7±2.3 94.8±2.4 -

5 mg/kg - - - 90.0±2.0

Table 4. The heavy metals content by parts of ginseng and wood-cultivated ginseng

Content
Ginseng Wood-cultivated ginseng

peeled roots peels peeled roots peels fine roots

Weight (g)
39.3

(28.4~48.5)

7.6

(5.5~11.6)

1.9

(0.9~2.6)

0.7

(0.3~1.0)

0.5

(0.3~0.7)

Pb (μg/kg)
16.4

(4.8~31.6)
a1) 64.8

(22.8~275.6)
a

70.5

(22.5~113.6)
a

282.1

(29.4~746.9)
a

481.5

(151.6~820.0)
a

Cd (μg/kg)
16.1

(2.5~104.1)
a

31.8

(3.3~227.2)
ab

21.3

(6.1~33.0)
b

69.1

(11.0~189.5)
a

84.4

(26.0~229.1)
b

As (μg/kg)
2.9

(1.1~5.4)
b

13.9

(5.5~26.8)
b

2.8

(2.0~3.9)
b

50.7

(33.9~76.7)
a

68.6

(22.1~133.0)
b

Al (mg/kg)
1.7

(0.7~3.1)
c

82.1

(34.3~156.3)
c

11.1

(9.3~15.0)
c

356.7

(132.1~568.3)
b

323.1

(65.3~538.0)
c

 1) post hoc, p≤0.05



330 Seung-Hyun Yang et al.

라서, 본 연구에 조사된 인삼과 산양삼은 국내 인삼 및 산

양삼의 카드뮴 기준 0.2 mg/kg 이하를 충족하였다. 한편, Cho

등14)은 껍질을 제거한 인삼과 산양삼의 카드뮴 함량이 각

각 0.001~0.048, 0.006~0.033 mg/kg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본 연구의 내부 부위 카드뮴 함량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비소의 함량은 인삼의 경우 내부부위 2.9 µg/kg (최대

5.4 µg/kg), 겉껍질 139 µg/kg (최대 26.8 µg/kg)인 반면, 산

양삼의 경우 내부부위 2.8 µg/kg (최대 3.9 µg/kg), 겉껍질

50.7 µg/kg (최대 76.7 µg/kg), 잔뿌리 68.6 µg/kg (133 µg/

kg)의 함량을 보여 겉껍질과 잔뿌리간의 유의적 농도차이

는 없었다(p>0.05). 전체 기준으로 환산된 비소 함량은 인

삼 4.7 µg/kg (최대 8.1 µg/kg), 산양삼 23.2 µg/kg (최대

34.9 µg/kg)으로 산양삼이 인삼보다 약 5배 높은 농도를 보

였으나, 인삼이 산양삼보다 개체가 15배 큰 것을 감안하

Fig. 2. Distribution of heavy metals in ginseng (a, b) and wood-cultivated ginseng (c, d).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etween heavy

metal content of parts is represented as *.

Table 5. Daily dietary exposure and risk for heavy metals by intake of ginseng

Intake parts
Food intake

(g/day)

Daily intake (μg/day) Risk index (%)

Pb Cd As Al Pb Cd As Al

Whole
1.148

0.03 0.02 0.005 16.5 0.01 0.04 0.0002 0.01

peeled roots 0.02 0.02 0.003 1.9 0.01 0.04 0.00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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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개체 당 함유한 비소총량은 인삼이 3배 더 많았다. 인

삼 및 산양삼 중 비소 관리기준은 없으며, 앞선 문헌에서

인삼은 불검출~0.045 mg/kg1), 산양삼 0.03~0.08 mg/kg22)

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앞선 보고된 함량

보다 낮은 비소 함량을 보였다.

농산물 중 유해중금속으로 관리되는 중금속은 주로 납,

카드뮴 및 비소이었으나, 최근들어 동물실험에서 신경독

성 및 배아독성 등이 보고됨에 따라 식품내 알루미늄 함량

을 조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23). 알루미늄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 산소, 규소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성분이

다24). 인삼 내부 부위의 알루미늄 함량은 1.7 mg/kg (최대

3.1 mg/kg)이었고 겉껍질의 함량은 82.1 mg/kg (최대

156.3 mg/kg)인 반면, 산양삼 내부 부위의 알루미늄 함량

은 11.1 mg/kg (최대 15.0 mg/kg), 겉껍질은 356.7 mg/kg (최

대 568.3 mg/kg), 잔뿌리는 323.1 mg/kg (538.0 mg/kg)으로

겉껍질과 잔뿌리는 유의한 농도 차이가 없었다(p>0.05).

전체적으로 알루미늄의 함량은 납, 카드뮴 및 비소에 비

해 약 1,000배 높은 함량을 보였다. 인삼 및 산양삼의 전

체기준으로 환산된 알루미늄 함량은 각각 평균 14.3,

135.1 mg/kg이었고 최대함량은 각각 26.5, 204.4 mg/kg이

었다. 인삼 및 산양삼 중 알루미늄 함량이 보고된 사례는

없으나, 앞선 문헌에서 근채류인 당근 중 알루미늄 평균함

량이 1.2 mg/kg, 시금치는 6.9 mg/kg, 콩은 6.2 mg/kg이 보

고된 사례와 비교하면 인삼 및 산양삼 중 알루미늄 함량

이 타 농산물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23).

인삼 및 산양삼 부위별 중금속 분포

앞서 살펴본 각 부위별 중량비와 중금속 농도를 고려하

여 각 부위별 중금속 분포도를 살펴보았다. 인삼의 부위

별 중금속 농도를 비교하면 겉껍질의 납 농도가 내부 부

위의 납 농도보다 평균 4배, 최대 8.7배 높았으나, 겉껍질

이 전체 중량의 평균 16.2%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겉껍질에는 평균 0.47 µg, 내부 부위에는 평균 0.65 µg의

납이 분포하여 겉껍질에 전체 납의 평균 40.3%, 최대 57.4%

가 분포하였다(Fig. 2). 한편, 산양삼은 겉껍질이 전체 중

량의 21.7%, 잔뿌리는 16.8%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

면, 각 부위별 납 분포는 내부 부위 0.12 µg, 겉껍질 0.19 µg,

잔뿌리 0.26 µg으로 각각 26.6, 27.2, 46.2%의 비중을 차

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인삼의 겉껍질에는 산양삼의 겉껍

질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많은 납을 함유하고 있었다.

인삼의 카드뮴은 내부 부위와 겉껍질에 각각 평균 0.65,

0.23 µg이 분포하여 전체 카드뮴의 74.1%(최대 82.7%)가

내부 부위에 분포하는 반면, 비소는 내부 부위와 겉껍질

에 평균 0.11 µg, 0.10 µg으로 부위별 분포비중의 유의적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p>0.05). 알루미늄은 겉껍질에 평

균 0.61 µg 분포하여 전체 알루미늄의 89.9%(최대 93.9%)

을 차지하여 대부분의 알루미늄이 겉껍질에 분포하는 특

성을 보였다.

산양삼의 카드뮴은 내부부위에 전체 카드뮴의 40.2%(최

대 65.8%)만이 잔존하였으나, 겉껍질과 잔뿌리에 유사한

수준으로 분포하였고, 비소는 겉껍질과 잔뿌리에 각각

48.3%, 44.0% 분포하여 겉껍질과 잔뿌리에 대부분이 분포

하고 내부부위에는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알루미

늄은 겉껍질과 잔뿌리에 각각 56.8%, 36.9%를 차지하고

있어 비소와 유사한 분포 비중을 보였으나, 함유량은 비

소의 약 4000~9000배 높은 수준이었다. 산양삼의 겉껍질

과 잔뿌리간의 중금속 분포 비중은 알루미늄을 제외한 모

든 중금속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요컨데, 인삼 및 산양삼의 겉껍질은 전체에 차지하는 중

량비에 비해 높은 중금속 함유량을 보이고 있었으며, 인

삼의 경우 납의 40.3%, 카드뮴 25.9%, 비소 47.6%, 알루

미늄 89.9%가 겉껍질에 잔존하고 있었으며 산양삼의 경

우 납 27.2%, 카드뮴 28.2%, 비소 48.3%, 알루미늄 56.8%

가 겉껍질에 존재하였다. 

인삼 식이에 따른 중금속 노출 및 위해성 평가

인삼의 일상적 섭취에 따른 중금속 노출량은 껍질을 포

함하여 섭취할 경우 각각 0.03 µg Pb/day, 0.02 µg Cd/day,

0.005 µg As/day, 16.5 µg Al/day인 반면, 껍질을 제거한 후

섭취하면 각각 0.02 µg Pb/day, 0.02 µg Cd/day, 0.003 µg

As/day, 1.9 µg Al/day이었다. 껍질을 제거하여 섭취한다

면 노출수준을 납 30.6%, 카드뮴 12.6%, 비소 37.4%, 알

루미늄 88.3% 저감시킬 수 있었다. 한편, 위해도는 모두

0.05% 미만으로 위해성은 낮은 수준이었다.

요컨데, 인삼 및 산양삼의 겉껍질을 벗기고 섭취한다면

중금속 식이노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

해 확인하였다. 다만, 인삼 및 산양삼의 겉껍질 중 생리활

성물질의 함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추가

로 이루어져 겉껍질의 섭취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해편

익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인삼과 산양삼의 부위별 중금속 분포양상을

조사하여 중금속 식이노출 저감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였다. 인삼과 산양삼은 지역별 배분을 통해 각각 14개 지

역 및 5개 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각 부위별 중

량 및 중금속 함량을 분석하였다. 중금속 분석을 위해

microwave 장치를 이용해 전처리한 후 납, 카드뮴 및 비

소는 ICP-MS로 측정하고 알루미늄은 ICP를 이용한 분석

법을 확립하였다. 인삼의 겉껍질은 전체의 16.2% 중량비

를 차지하였으며, 산양삼의 겉껍질 및 잔뿌리는 각각 전

체의 21.8%, 16.8%의 중량비를 차지하였다. 각 부위별 중

량비와 중금속 농도를 고려하여 각 부위별 중금속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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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출하였다. 인삼 및 산양삼의 겉껍질은 전체에 차지

하는 중량비에 비해 높은 중금속 함유량을 보이고 있었으

며, 인삼의 경우 납의 40.3%, 카드뮴 25.9%, 비소 47.6%,

알루미늄 89.9%가 겉껍질에 잔존하고 있었으며 산양삼의

경우 납 27.2%, 카드뮴 28.2%, 비소 48.3%, 알루미늄

56.8%가 겉껍질에 존재하였다. 알루미늄을 제외하고 산양

삼의 잔뿌리내 중금속 분포량은 겉껍질과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인삼 및 산양삼의 겉껍질을 벗기고 섭취

한다면 중금속 식이노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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