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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람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약 조제 또는 건강기능 식품 등에 한약재의 사용

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한약재들은 주로 채취하여 사용했으

나, 최근에는 재배와 수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약재는 재배과정 중 발생하는 병충해와 곰팡이 등의 방제, 유통

과정 중 부패 방지를 위해 농약이나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등

이 사용되기도 한다1,2). 또한 산업화와 공업화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들 가운데 수은, 납, 카드뮴, 비소 등과 같은 중금속 물

질은 토양내 존재의 낮은 이동성과 높은 축적성 때문에 토양을

오염시킨다2,3). 즉 중금속 물질로 인한 식품 및 약재 등의 오염이

날로 증가하면서 인체 또한 중금속 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은 크

게 증가하였다
4)

.

한약재는 식약청고시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

방법의 제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잔류농약, 이산화황, 중금속 등

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 고시되어 있다
5)

. 현재 잔류농약은 40여종

의 한약재에 대해 각각 적으면 6가지에서 많으면 17가지 정도의

잔류농약에 대해서만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30여종의 한약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따르고

있다6,7). FAO/WHO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아황산염류의 1일 섭취허용량을 이산화황으로써 0.7 mg/kg 이

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은 10 mg/kg 이상 함유된 식품의 경

우는 잔류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1,8). 식약청에서는

2005년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정고시

하여 206품목에 대하여 30~1500 mg/kg으로 그 양을 제한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에는 구절초 등 60품목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을 추가하여 총 266품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30 mg/kg의 강화

된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다. 또한 식약청 고시에 의하면 모든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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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Item (Unit : mg/kg) Maximum Residue Limits (Unit : mg/kg)

Heavy Metals

As 3

Cd 0.3

Pb 5

Hg 0.2

Pesticides

BHC 0.2

DDT 0.1

Aldrin 0.01

Endrin 0.01

Dieldrin 0.01

Methoxyclor 1

Cypermethrine 0.5

Endosulfan 0.2

Chinomethionate 0.3

Captan 2

Quintozene, PCNB 0.1

Chlorotalonil 0.1

Chloropyrifos 0.5

Tolylfluanide 1

Procymidone 0.1

물성 생약에 대하여 납은 5 mg/kg, 카드뮴은 0.3 mg/kg, 비소는

3 mg/kg, 수은은 0.2 mg/kg 이하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약재별 중금속 기준은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

은 상황이다5).

이에 2009년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서 사용된 한약재

의 일부를 3회에 걸쳐 검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시료는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서 사용되는 한약재 중

30종을 무작위 선별하여 채본을 검사하였고(Table 1), 이산화황

함유량과 4종의 중금속 함유량 및 15종의 농약 성분 함유량을 분

석하였으며, 식품안전청 고시에 의한 중금속 및 농약의 잔류허용

기준은 (Table 2)와 같고, 각 생약별 이산화황의 잔류허용기준은

(Table 3)과 같다.

Table 1. Samples of Oriental Medical Materials

Korean English 원산지

산약 Rhizoma dioscoreae 국산

맥문동 Tuber Liriopis 국산

연교 Forsythiae fructus 국산

사인 Amomi fructus 중국

용안육 Longanae arillus 베트남

산조인 Zizyphi spinosae semen 중국

감초 Glycyrrhizae radix 중국

녹각 Cervicornu 러시아

백복신 Poria cocos 중국

숙지황 Radix rdhmanniae preparata 중국

목과 Chaenomelis fructus 국산

현삼 Scrophulariae radix 국산

갈근 Pueraiae radix 국산

상백피 Morus cortex 국산

소회향 Foenicul fructus 중국

차전자 Plantaginis semen 중국

목단피 Paeonia suffruticosa andrews 중국

패모 Frotollaroae corrjpsae bulbus 중국

후박 Magnoliae cortex 중국

봉출 Zedoariae rhizoma 중국

천문동 Asparagi radix 중국

황백 Phellodendri cortex 중국

마황 Ephedrae herba 중국

산사 Crataego fructus 중국

우슬 Achyranthis bidentatae radix 중국

계지 Cinnamomi ramulus 중국

연자육 Nelumbinis semen 중국

건육 Castaneae semen 국산

의이인 Coicis semen 국산

택사 Alismatis rhizoms 국산

Table 2. Maximum Residue Limits of Heavy Metals and pesticides

Table 3. Maximum Residue Limits of SO2

Maximum Residue Limits of SO2
(Unit : ppm)

Herbal medicine

30

갈근*, 갈화, 감수, 감초*, 강활, 개자,
건강, 건율*, 견우자,결명자, 계지*,
계혈등, 고본, 고삼, 골담초근, 골쇄보,
과루인, 곽향, 관동화, 관증, 광곽향,
구기자, 구자, 금은화, 길경, 당귀, 대추,
도인, 두충, 마황*, 만형자, 맥문동*, 맥아,
면실자, 목과*, 목통, 목향, 미삼, 박하,
방기, 백두구, 백부자, 백자인, 백지,
백출, 보골지, 보두, 복령, 복분자, 복신,
부평, 비파엽, 빈랑자, 사상자, 사인*,
산사*, 산수유, 산조인*, 산초, 상심자,
상엽, 상지, 생강, 세신, 소목, 숙지황*,
시라자, 신곡, 신이, 애엽, 어성초, 영지,
오가피, 오매, 오미자, 오수유, 옥촉서예,
용담, 우방자, 위령선, 위유, 유백피,

육두구, 육종용, 음양곽, 의이인*, 익모초,
익지, 인동, 인삼, 인진호, 자근, 자소엽,
자소자, 전호, 정향, 제니, 조구등,
지골피, 지구자, 지부자, 지실, 지유,
지황, 진피, 질려자, 차전자*, 창이자,
창출, 천련자, 청피, 초오, 측백엽, 치자,
택란, 택사*, 토사자, 파극천, 포공영,
포황, 하고초, 하수오, 한련초, 한인진,
향부자, 형개, 호장근, 홍삼, 홍화,
홍화자, 황련, 희향, 후박*, 희렴

200

강황, 검인, 계피, 고량강, 내복자, 대황,
반하, 방풍, 백수오, 부자, 삼릉, 상기생,
상륙, 소두구, 시호, 아출, 연교*, 연자육*,
욱리인, 작약, 천궁, 초과, 팔각회향,

행인, 현삼*, 황기, 황정

500
대계, 독활, 백급, 백선피, 사삼, 오약,
용안육*, 원지, 은시호, 저령, 천남성,
천마, 초두구, 현호색, 황금, 황백*

1000
감국, 모근, 백렴, 백합, 산약*, 산자고,
상백피*, 석창포, 쇄양, 울금, 자완,

종대황, 해동피

1500
구척, 과루근, 단삼, 당삼, 목단피*,

백부근, 속단, 승마, 우슬*, 절패모, 지각,
지모, 진교, 천문동*, 판람근, 해방풍

* sample: Oriental Medical Material.

2. 방법

아래 항목의 실험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내용에 따

른 것이다
5)

.

1) 납(Pb), 비소(As), 카드뮴(Cd)

(1) 전처리

분석용 검체 일정량을 가지고 가루로 하여 약 0.5 g을 정확

하게 달아 극초단파 시료전처리장치 전용용기에 넣고 질산 12

mL를 넣는다. 용기를 후드 안에 정치시켜 발생 가스를 제거하고

극초단파 시료전처리장치를 사용하여 분해한다. 분해가 끝난 다

음 분해액을 여과지로 여과하여 5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물

을 넣어 적절하게 표준액의 농도범위로 희석하여 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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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질산 12 mL를 극초단파 시료전처리장치 전용용기에 넣어

검액조제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공시험액으로 한다.

(2) 측정

납, 비소, 카드뮴 표준용액(1,000 mg/L)을 단계적으로 희석

조제하여 표준물질을 준비하고 표준용액을 유도결합플라즈마 질

량분광계(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로 측정하여 납, 비소, 카드뮴의 함량과 기기의 강

도와의 관계를 구하고 검정곡선을 작성한다. 검액 및 공시험액을

ICP-MS에 주입하여 각각 원소의 강도를 측정하고 작성된 검정

곡선으로부터 검액 중의 납, 비소, 카드뮴의 함량을 구하여 농도

를 산출한다.

2) 수은(Hg)

(1) 전처리

분석용 검체 일정량을 가지고 가루로 하여 약 2.0 g을 정확

하게 달아 250 mL 반응용기에 넣고 염산 21 mL와 질산 7 mL를

넣는다. 증기배출로 인한 분석대상물질의 손실을 막고자 흡수용

기에 질산(0.5 M) 15 mL를 넣고, 흡수용기와 환류냉각관을 시료

가 담겨진 반응용기와 연결시킨 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정치시

켜 유기물이 천천히 산화되도록 한다. 정치 후 반응 혼합물을 2

시간 동안 환류시켜 분해한 후 분해액을 여과지로 여과하여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넣어 적절하게 표준액의 농도범

위로 희석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염산 21 mL와 질산 7 mL를

검액조제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공시험액으로 한다.

(2) 측정

수은 표준용액(1,000 mg/L)을 단계적으로 희석 조제하여 표

준물질을 준비하고 표준용액을 수은분석기로 측정하여 수은의

함량과 기기의 강도와의 관계를 구하고 검정곡선을 작성한다. 검

액 및 공시험액을 수은분석기에 주입하여 수은의 강도를 측정하

고 위에 따라 작성된 검정곡선으로부터 검액 중의 수은의 함량

을 구하여 농도를 산출한다.

3) 이산화황

1 L 증류플라스크에 증류수 400 mL를 넣고 분액깔때기의

코크를 잠그고 4 M 염산 90 mL를 넣는다. 냉각기에 냉수를 통과

시키고 가스주입관을 연결하여 질소가스를 0.21 L/min 속도로

통과시킨다. 이 때 수기에는 3 % 과산화수소액 30 mL를 넣는다.

15분이 지난 다음 분액깔때기를 떼어내고 검체 약 50 g을 정밀하

게 달아 가루로 하고 5 % 에탄올액 100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플라스크에 넣는다. 분액깔때기를 달고 마개를 열어 수 mL가 남

을 때까지 플라스크에 넣는다. 1시간 45분 동안 가열한 다음 수

기를 떼어내고 가스유도관의 끝을 소량의 3 % 과산화수소액으

로 씻어 수기에 옮기고 0.01 M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한다.

적정의 종말점은 20초간 지속되는 황색이 나타날 때로 한다. 같

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0.01 M 수산화나트륨액 1 mL = 320 μg SO2

이산화황 
××

V : 0.01 M 수산화나트륨용액의 소비량 (mL)
f : 0.01 M 수산화나트륨용액의 역가
S : 검체의 취한 양(g)

5) 유기염소계 농약

(1) 추출

시료(500-600 g)를 잘 분쇄한 후 약 5 g을 달아 증류수 40

mL를 넣고 4시간 방치한다. 여기에 아세톤 90 mL를 넣고 균질

기로 5분간 균질화 한 후 삼각플라스크에 여과한다. 이 여액을

500 mL 분액깔때기에 옮기고 포화 식염수 50 mL와 증류수 100

mL를 가한다. 이에 디클로로메탄 70 mL를 넣고 심하게 흔들어

섞은 다음 정치하여 층을 분리시킨다. 디클로로메탄층은 다른 분

액깔때기에 모은다. 물층에 다시 디클로로메탄 70 mL를 넣고 심

하게 흔들어 섞은 후 정치하여 층을 분리시킨 다음 디클로메탄

층을 모은다. 디클로로메탄층은 무수황산나트륨을 통과시켜 탈

수하고 감압농축기에 넣어 농축한 다음 헥산 4 mL에 녹인다.

(2) 정제

미리 플로리실 카트리지(6 mL, 1 g)에 헥산 6 mL를 넣고 2

분간 멈춘 다음 유출시켜 버리고, 이 카트리지에 20 % 아세톤 함

유 헥산 6 mL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출하여 버린다. 이어서

추출액을 카트리지 상단에 넣고 2분간 컬럼에 머무르게 한 다음

서서히 유출액을 받는다. 카트리지가 용매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헥산·디클로로메탄·아세톤(50:48.5:1.5) 5 mL로 유출하여 유출액

을 모은다. 유출액은 수욕상(40 ℃이하)에서 감압농축시켜 용매

를 날려 보낸 다음 20 % 아세톤 함유 헥산 2 mL에 녹여 시험용

액으로 한다.

(3) 기기분석

전처리한 시험용액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피/전자포획형검출

기(GC/ECD)에 주입한 후 머무름시간과 피크면적을 이용하여

농도를 정량하고 검출된 시료에 대해서는 다른 종류의 컬럼을

이용하여 재분석하여 확인시험을 실시한다.

Table 4. The Setting of GC/ECD

분석기기 GC/ECD (Varian, CP-3800)

컬럼
정량 : VF-5 ms (Varian, 30 m×0.25 ㎜,0.25 ㎛)

확인 : VF-35 ms (Varian, 30 m×0.25 ㎜,0.25 ㎛)

Carrier gas, flow N2, 1.0 mL, constant flow

Injector Temp. 260℃

Oven Temp. program

Initial temp. : 80℃

temp.(℃) rate(℃/min) hold time(min)

80 2

275 10 10.5

Detector Temp. 280℃

결 과

2009년 3월 16일부터 2009년 4월 7일까지 10종의 한약재를

검사한 결과 산약은 중금속중 비소, 카드뮴, 납과 이산화황이 검

출되었으나 각기 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았고, 맥문동은 중금속

중 비소, 카드뮴, 납, 수은이 모두 검출되었고 이산화황과 유기

염소계 농약인 Endosulfan이 검출되었으나 각기 잔류허용기준

을 넘지 않았다. 연교의 경우는 중금속중 비소, 카드뮴, 납과 이

산화황이 검출되었으나 잔류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사인은 중

금속중 비소, 카드뮴, 납, 수은이 모두 검출되었고 이산화황도

검출되었으나 잔류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용안육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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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중 비소, 카드뮴, 납과 이산화황이 검출되었으나 잔류허

용기준을 만족하였다(Table 5). 산조인과 감초, 녹각, 백복신, 숙

지황은 모두 중금속중 비소, 카드뮴, 납, 수은이 모두 검출되었

고 이산화황도 모두 검출되었으나 각기 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

았다(Table 6).

Table 5. Result of Analysis Item

Analysis
Item(Unit:mg/kg)

Oriental medical materials

산약 맥문동 연교 사인 용안육

As 0.03 0.124 0.159 0.095 0.004

Cd 0.022 0.011 0.008 0.044 0.009

Pb 0.433 0.14 0.687 4.182 0.04

Hg - 0.004 - 0.002 -

SO2 124.8 5.878 16.574 17.92 370.159

BHC - - - - -

DDT - - - - -

Aldrin - - - - -

Endrin - - - - -

Dieldrin - - - - -

Methoxyclor - - - - -

Cypermethrine - - - - -

Endosulfan - 0.009 0.118 - -

Chinomethionate - - - - -

Captan - - - - -

Quintozene, PCNB - - - - -

Chlorotalonil - - - - -

Chloropyrifos - - - - -

Tolylfluanide - - - - -

Procymidone - - - - -

Table 6. Result of Analysis Item

Analysis
Item(Unit:mg/kg)

Oriental medical materials

산조인 감초 녹각 백복신 숙지황

As 0.032 0.086 0.083 0.176 0.282

Cd 0.036 0.005 0.067 0.028 0.007

Pb 0.027 0.379 0.277 0.408 0.14

Hg 0.003 0.002 0.012 0.01 0.004

SO2 4.48 17.603 15.329 19.8 11.013

BHC - - - - -

DDT - - - - -

Aldrin - - - - -

Endrin - - - - -

Dieldrin - - - - -

Methoxyclor - - - - -

Cypermethrine - - - - -

Endosulfan - - - - -

Chinomethionate - - - - -

Captan - - - - -

Quintozene, PCNB - - - - -

Chlorotalonil - - - - -

Chloropyrifos - - - - -

Tolylfluanide - - - - -

Procymidone - - - - -

2009년 6월 25일부터 2009년 7월 20일까지 10종의 한약재를

검사한 결과 목과와 현삼, 갈근, 상백피, 소회향, 차전자의 경우

에는 중금속중 비소, 카드뮴, 납, 수은이 모두 검출되었고 이산화

황도 모두 검출되었으나 잔류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Table 7).

목단피는 중금속중 비소, 카드뮴, 납, 수은이 모두 검출되었으나

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았고, 패모는 중금속중 비소, 카드뮴, 납,

수은이 모두 검출되었고 이산화황과 유기염소계 농약인 DDT가

검출되었으나 모두 잔류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후박의 경우에

는 중금속중 비소, 카드뮴, 납, 수은이 모두 검출되었고 이산화황

과 유기염소계 농약인 Endrin이 검출되었으나 잔류허용기준을

만족하였고 봉출의 경우 역시 중금속중 비소, 카드뮴, 납, 수은이

모두 검출되었고 이산화황과 유기염소계 농약인 Chlorotalonil이

검출되었으나 잔류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Table 8).

Table 7. Result of Analysis Item

Analysis
Item(Unit:mg/kg)

Oriental medical materials

목과 현삼 갈근 상백피 소회향

As 0.018 0.056 0.022 0.175 0.148

Cd 0.028 0.053 0.042 0.029 0.014

Pb 0.097 0.137 0.185 0.663 0.316

Hg 0.011 0.005 0.007 0.003 0.008

SO2 5.76 4.48 2.628 3.81 5.12

BHC - - - - -

DDT - - - - -

Aldrin - - - - -

Endrin - - - - -

Dieldrin - - - - -

Methoxyclor - - - - -

Cypermethrine - - - - -

Endosulfan - - - - -

Chinomethionate - - - - -

Captan - - - - -

Quintozene, PCNB - - - - -

Chlorotalonil - - - - -

Chloropyrifos - - - - -

Tolylfluanide - - - - -

Procymidone - - - - -

Table 8. Result of Analysis Item

Analysis
Item(Unit:mg/kg)

Oriental medical materials

차전자 목단피 패모 후박 봉출

As 0.12 0.212 0.084 0.008 0.113

Cd 0.173 0.058 0.138 0.023 0.354

Pb 0.457 0.311 0.102 0.091 4.189

Hg 0.002 0.021 0.011 0.001 0.005

SO2 3.2 - 3.825 7.857 3.206

BHC - - - - -

DDT - - 0.025 - -

Aldrin - - - - -

Endrin - - - - -

Dieldrin - - - - -

Methoxyclor - - - - -

Cypermethrine - - - - -

Endosulfan - - - - -

Chinomethionate - - - - -

Captan - - - - -

Quintozene, PCNB - - - - -

Chlorotalonil - - - - -

Chloropyrifos - - - - -

Tolylfluanide - - - - -

Procymidone - - - - -

2009년 11월 9일부터 2009년 12월 1일까지 10종의 한약재를

검사한 결과 천문동은 중금속중 비소, 카드뮴, 납, 수은이 모두

검출되었고 이산화황과 유기염소계 농약인 Endosulfan이 검출되

었으나 잔류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황백과 건율은 중금속중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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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Item(Unit:mg/kg)

Oriental medical materials

천문동 황백 마황 산사 우슬

As 0.043 0.071 0.11 0.099 0.107

Cd 0.08 0.017 0.088 0.02 0.031

Pb 0.178 0.445 0.429 0.382 0.146

Hg 0.012 - 0.011 - 0.003

SO2 242.56 5.76 3.194 1.28 35.53

BHC - - - - -

DDT - - - - -

Aldrin - - - - -

Endrin - - - - -

Dieldrin - - - - -

Methoxyclor - - - - -

Cypermethrine - - - - -

Endosulfan - - - 0.037 -

Chinomethionate - - - - -

Captan - - - 0.096 -

Quintozene, PCNB - - - - -

Chlorotalonil - - - - -

Chloropyrifos - - - - -

Tolylfluanide - - - - -

Procymidone - - - - -

Table 9. Result of Analysis Item

Analysis
Item(Unit:mg/kg)

Oriental medical materials

계지 연자육 건율 의이인 택사

As 0.073 0.023 0.004 0.008 0.113

Cd 0.523 0.081 0.023 0.013 0.112

Pb 2.859 0.019 0.01 - 0.017

Hg 0.006 0.005 - - 0.005

SO2 6.111 14.08 5.11 0.64 1.283

BHC - - - - -

DDT - - - - -

Aldrin - - - - -

Endrin - - - - -

Dieldrin - - - - -

Methoxyclor - - - - -

Cypermethrine - - - - -

Endosulfan - - - - 11.595

Chinomethionate - - - - -

Captan - - - - -

Quintozene, PCNB - - - - -

Chlorotalonil - - - - -

Chloropyrifos - - - - -

Tolylfluanide - - - - -

Procymidone - - - - -

Table 10. Result of Analysis Item

소, 카드뮴, 납과 이산화황이 검출되었으나 역시 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았고 마황과 우슬, 연자육의 경우에는 중금속중 비소, 카

드뮴, 납, 수은이 모두 검출되었고 이산화황 역시 검출되었으나

각기 잔류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산사는 중금속중 비소, 카드

뮴, 납과 이산화황, 유기염소계 농약중 Endosulfan과 Captan이

검출되었으나 모두 잔류허용기준을 만족하였고 의이인 역시 중

금속중 비소, 카드뮴과 이산화황이 검출되었으나 모두 잔류허용

기준을 만족하였다. 계지는 중금속중 비소, 카드뮴, 납, 수은이

모두 검출되었고 이산화황도 검출되었으며 그 중 카드뮴은 잔류

허용기준인 0.3 mg/kg를 넘어서는 0.523 mg/kg이 검출되었으

나 나머지 항목은 모두 잔류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택사는 중금

속중 비소, 카드뮴, 납, 수은이 모두 검출되었고 이산화황과 유기

염소계 농약중 BHC와 Endosulfan이 검출되었으며 그 중

Endosulfan이 잔류허용기준인 0.2 mg/kg를 넘어서는 11.595

mg/kg이 검출되었으나 나머지 항목은 모두 잔류허용기준을 만

족하였다(Table 9, 10).

고찰 및 결론

납은 지구상에 널리 분포되어 납판, 활자합금, 용접, 도료, 축

전기, 도자기 등에 사용됨에 따라 오염되고 있으며, 특히 농작물

오염은 과거에 사용된 비산납 등이 토양에 축적되고, 농작물에

흡수되어 일어난다. 납은 혈액, 연부조직, 뼈에 축적되며, 뼈의

경우 반감기가 길어서 수년을 지속된다
9)

. 납 중독시에는 적혈구

의 헤모글로빈을 감소시켜 빈혈을 일으키고, 중추신경계의 장애

를 발생시킨다10). 카드뮴의 경우 기구나 기계의 도금, 건전지 제

조, 도료 제조 등으로부터 오염과 농작물 제배시 사용하는 비료

로부터 오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비소의 경우 주요 오염원

은 유리제조 및 합금, 염료등의 화학공업, 의약품이다. 홍진 등의

피부발진, 위장장애, 신경이상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1). 수은은 화장품, 의약품, 도료 등으로부터 수은계 농약, 공장

폐수, 도시하수 등이 농경지에 유입되어 오염된다고 한다. 특히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Minamata병은 어패류 오염으로 유명

하다10).

중금속의 경우, 특정 중금속이 많이 검출되기 보다는 비소와

카드뮴, 납, 수은이 비슷한 빈도로 검출되었고 모두 잔류허용기

준을 만족하였으나 계지는 카드뮴이 잔류허용기준인 0.3 mg/kg

(ppm)를 넘어서는 0.523 mg/kg이 검출되어 반품처리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카드뮴 잔류허용기준은 현실성에서 현

재 논란이 많다. 국내 기준은 2004년도 개정된 2차 WHO

guideline draft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중국도 그 당시 카드뮴 잔

류허용기준을 0.3 mg/kg로 설정하였다
12)

. 그러나, 국내에서 한

약재의 수입과 유통에서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불합격 처리되는

한약재가 많았고, 이에 따른 문제 제기를 많이 하였다. 계지도 불

합격 처리가 많이 되는 한약 품목 중 하나이다
12)

. 또한, 2007년도

에 중국은 카드뮴 기준을 1.0 mg/kg으로 상향조정하였다13). 이

것은 허용기준을 너무 낮게 설정하여 약재가 모두 불합격 처리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한약의 재배 상황과 한약 수

입․유통 상의 현실성 뿐만 아니라 인체 흡수․배설․축적에 따

른 유해도, 중금속 개개별 속성, 약재별 소비량과 한약의 복용방

식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기준이며, 이런 기준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상향 조정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럽게도 식품의약

품안전청도 소비량과 한약의 복용 방식의 차이에 대하여 인지하

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2,14)

. 현재 카드뮴

을 보면 한약재를 통한 노출량은 한약 탕재의 이행율이 6.72%이

며, 탕재의 주당 복용량은 처방된 약재 전체 카드뮴량의 0.1%라

고 보고하였고, 카드뮴의 위해평가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하였다12,14). 또한, 카드뮴을 포함한 중금속의 잔류허용기준을 현

실성에 맞게 재설정하기 위해 여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여러

경로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12,14)

.



조웅희․차윤엽․백태현․김병우․이승기․유준상․손영주․선승호

- 494 -

연탄건조시 발생하는 이산화황은 기체 상태를 아황산가스라

고도 하며 무색으로 자극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고 식품 및 한약

재의 변질과 부패 방지, 표백, 갈변방지 및 항산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8). 특히 천식환자에게 과민성 반응을 유발하고 두통, 복

통, 구토, 현기증, 기관지 수축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되어 있다
15)

.

이산화황은 목단피를 제외한 모든 한약재내에서 검출되었으

나 모두 각 생약별 잔류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유기염소계 농약은 생물체 내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또한

체외로 잘 배설되지 않음으로서, 생물학적 농축이 일어나며, 먹

이 연쇄 등의 농축에 의한 사람과 가축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될

수 있다
16)

.

유기염소계 농약은 대부분 검출되지 않았으며, 택사의 경우

BHC가 검출되었으나 잔류허용기준을 만족하였고 패모의 경우

DDT가 검출되었으나 잔류허용기준을 만족하였으며 후박의 경

우 Endrin이 검출되었으나 잔류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맥문동,

연교, 천문동, 산사, 택사의 경우 Endosulfan이 검출되었으며 모

두 잔류허용기준을 만족하였으나 택사는 Endosulfan이 잔류허용

기준인 0.2 mg/kg를 넘어서는 11.595 mg/kg이 검출되어 반품처

리 되었다. 산사는 Captan 역시 검출되었으나 잔류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봉출의 경우에는 Chlorotalonil이 검출되었으나 잔

류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Endosulfan은 1956년 독일에서 개발된 비침투 이행성의 소

화 중독성 유기염소계 살충제로서 멸구, 여러 진딧물에 효과가

있고, 차, 야채, 과일, 담배, 목화 및 알파파 등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담배나방, 토양해충 구제에 사용

되나, 국내 채소류는 잔류 문제가 제기되어 식용 작물을 제외한

담배, 뽕나무에만 등록 사용 중이다17). 반감기는 최소 9개월에서

6년까지이며, 환경 중으로 방출되면 농작물 및 토양에 잔류하거

나 물로 유입된다. 노출은 잔류한 농산물 섭취가 가장 흔하고, 어

류 등의 생물 축적으로 간접섭취될 수 있다.이 농약은 급성독성

이 강한 고독성 농약이고, 어독성이 매우 큰 어독성 1급 농약이

며,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만 사용할 수 있다. 2004

년 12월에 식용작물에 전면 사용금지 되었으나, 전국적인 모니터

링 결과 아직까지 Endosulfan은 검출되고 있다. 이 농약은 토양

살충제로서 토양에 살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토양 및 주변 하

천의 퇴적물에 상당량이 분포되는데, 택사에서 잔류허용치 이상

검출된 것은 금지된 농약을 직접 살포하여 사용한 것보다 인근

에서 축적된 토양 또는 하천 토양의 축적 등에 의해서 잔류되었

을 가능성이 크다17). Endosulfan이 허용치 이상 검출된 택사는

국내산으로 검사가 유예되는 한약재이다. 다른 한약재에도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허용기준내로 문제가 없었다. 일부분이긴

하지만 독성이 큰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국내산 한약의 안

전성에도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수

입산 한약재와 같이 국내산도 최소한의 검사가 필요하며, 지속적

이 품질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몇 년 동안 한약의 안전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슈화

되었고, 이로 인해 한약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이런 영향은 한의

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최근 우

리 한의계는 한약의 안전성과 한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관리체계에서 일부분

이지만 30종의 한약을 임의추출하여 중금속, 이산화황 및 유기

염소 농약을 검사하였고, 28종은 정상이며, 외국산 계지에서는

카드뮴과 국내산 택사에서 유기염소 농약인 Endosulfan이 잔류

허용기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단편적 결과지만, 아직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단, 계지는 2007년 중국 기준을 따

르면 정상 범위가 될 수 있다. 향후 카드뮴의 정상 수치 변경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 한의계 현실에 맞는 잔류허

용기준이 재설정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택사의 경우에서는 국

내산이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판

단된다. 이제는 국내산 한약재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한의사협회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

터링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현실적인 관리 대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한약재 안정성과 품질관리는 누

구든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진행 중이다. 우리는 이것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이것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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