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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a safe & hygienic manufacturing method to acquire low levels of benzo(a)pyrene in black 
and red ginseng produc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team- and dry-processing temperatures on benzo(a)pyrene 
production in ginseng. By the red ginseng with a fix dry-process temperature of 50℃ and setting the steam-process 
temperature between 80～120℃, an extremely small amount(0.1 ppb) of benzo(a)pyrene was produced, indicating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steam-temperature and benzo(a)pyrene production. On the other hand, when the red and black 
ginseng were steamed at the fixed temperature of 100℃ and dried at various temperatures between 50～120℃, the amount 
of benzo(a)pyrene produced was closely connected with the dry-temperature, and increased with higher drying temperatures. 

Upon repeating the steam and dry process nine times, in which the steam-temperature was set at 100℃ and the dry- 
temperature at 50℃, higher amount of benzo(a)pyrene were produced in red and black ginseng, respectively, with increasing 
steam- and dry-processing time. However, the level of benzo(a)pyrene still remained extremely small(below 0.12 ppb), 
showing a maximum amount in the black ginseng that was steamed and dried nine times. This suggests that the fine root 
of ginseng may be carbonized by increasing the number of times it is steam- and dry-processed. 

From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determined that the optimum temperatures for manufacturing red and black ginseng 
products with safe levels of benzo(a)pyrene would be a temperature between 80 and 120℃ for steaming and a temperature 
less than 50℃ for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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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한의학 으로 기허(氣
虛)에 사용되는 요한 보기약(補氣藥) 의 하나이며, 국

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많은 한방의서에서 체력 증강, 소화기, 
신경, 사, 순환기 계통 등의 기능 조 을 한 단․복 처방

의 구성생약으로 기재되어 왔다(Nam 2005; Kim 등 2007).
원형 삼류 가공인삼은 밭에서 채취한 상태의 생인삼(수삼)

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백삼, 태극삼, 홍
삼 등 3종류로 분류된다(Nam KY 1996). 이러한 가공인삼은 

수치법을 달리함으로써 주요 약효 성분인 인삼사포닌(ginseno-
side)의 종류와 함량이 달라진다. Kitagawa I(1992)나 Shoj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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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는 인삼가공의 수치법에 따른 주요 유효성분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에서 그 함량이 조성이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것

을 밝혔다. 지 까지 홍삼과 백삼으로부터 분리한 ginseno-
sides는 각각 32종  24종이 밝 져 있고, 최근에는 인삼 가

공법이 발 함에 따라 백삼이나 홍삼  일반 ginsenosides를 

특정 기능을 갖는 ginsenoside로 구조를 환시킬 수 있는 물

리 (Kwon 등 2001), 화학 (Ko 등 2005), 생물학  처리방법

(Bae 등 2004) 등이 개발되고 있다. 한방에서는 오래 부터 

당뇨병 치료에 인삼이 이용되어 왔으며, 당뇨병 환자를 복합

방제의 구성생약 에는 인삼이 주성분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약재로 인정되고 있다(Kimura & Suzuki 1985; Joo CN 
1995; Nam KY 1996). 

최근에는 ginsenoside의 함량을 더 증강시키고자 하는 노력

으로 흑삼이라는 새로운 원형 삼류 신제품이 개발되어 인삼

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흑삼은 한약재 수치법 

의 하나인 구증구포(九蒸九曝)의 원리를 이용해 수삼을 9번 

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여 제조된 것으로 색깔은 흑색을 

띤다. 그러나 흑삼은 제조 과정이 아홉 번 쪄서 말린다는 기

본 원칙만 있을 뿐,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얼마 동안 찔 것인

지, 건조는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인지 등 표 화된 공정이 아

직 설정되어 있지 않은 채 우치나 농축액으로 가공하여 홍

삼 가공 식품류로 유통되고 있어서(Kim SN 2008) 안 성 문

제가 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삼은 수삼을 여러 차례 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ginsenoside Rg₃ 함량이 수삼 는 홍삼

에 비하여 격히 증가되어 있는 차별화 된 특징을 가지므로

써(Kim SN 2008), 백삼 는 홍삼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약리 

효능성 물질의 연구 상으로 심이 집 되고 있다(Kim SN 
2008). 그러나 흑삼은 제품의 안 성 검증이 미흡한 상태이

며, 과도한 열처리가 수반될 경우 탄화를 유발하여 해성 물

질인 benzo(a)pyrene이 홍삼이나 흑삼의 제조과정에도 열처리

가 수행되기 때문에 benzo(a)pyrene 생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추정은 열처리 과정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서 발암성 물질인 benzo(a)pyrene이 생성되었다는 여러 학자

들의 연구보고로부터 근거를 찾을 수 있다(Choi & Lee 1994; 
Hu 등 2008). 

Benzo(a)pyrene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화합물(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이하 PAHs)로써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것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식품이

나 유기물이 탄화될 때 생기는 tar상 물질의 구성 성분으로써 

PAHs 화합물 에서도 benzo(a)pyrene은 피부암(Jay 등 1984), 
폐암(Kulkarmi & Anderson 1984), 간암(IARC 2006)을 일으키

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보고되어 있다.
IARC(2006)는 benzo(a)pyrene을 그룹 1의 가장 험한 인

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각국에서는 식품 유지류에서 

그 허용함량을 법 으로 제한하고 있다(Choi & Lee 1994).  
우리나라  유럽 등은 benzo(a)pyrene의 허용함량을 올리

유, 식용유, 참기름, 들기름, 두유, 옥수수유 등의 식품유

지류에서 2 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허 등 2007). 그러나 

이외의 식품에 하여는 제한 규정이 없다.
Benzo(a)pyrene의 생성이 탄화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라면 

볶거나, 태우는 가공공정을 거치는 한약재나 식품의 경우 

benzo(a)pyrene의 생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홍삼이나 

흑삼의 경우도 증포(蒸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공공정에 

따라 benzo(a)pyrene의 생성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enzo(a)pyrene으로부터 안 한 홍

삼  흑삼의 제조방법을 찾아내기 해서 수삼의 증숙온도

와 건조온도를 달리할 때 생성되는 benzo(a)pyrene 함량을 조

사함으로서 안 한 홍삼  흑삼 제조를 한 benzo(a)pyrene 
감화 기술을 확립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1. 실험재료 

2007년 11월 1일 강원주농장( 산, 한국)에서 채굴한 5년
근 상품 수삼을 구입하여 실험원료로 사용하 다. 

2. 시약  기기

분석시약은 dichloromethane(HPLC , JT Baker, Phllipsburg, 
USA), hexane(HPLC , JT Baker, Phllipsburg, USA), acetonitrile 
(HPLC , JT Baker, Phllipsburg, USA), methanol(JT Baker, 
Phllipsburg, USA), NaCl(Junsei Chemical, Tokyo, Japan), sodium 
sulfate, anhydrous(Junsei, Chemical, Tokyo, Japan)을 사용하

고, benzo(a)pyrene standard(Supelco, Bellefonte, USA), internal 
standard로는 3-methylcholanthrene(Supelco, Bellefonte, USA), 
ginsenoside Rg₃ standard(Wako, Osaka, Japan), 1PS filter paper 
(Whatman, Φ150 ㎜, Meidstone, England)를 사용하 다. 

HPLC/FLD는 NS2001P(Futecs, Daejeon Korea), FLD(Waters 
MA, Milford, USA), HPLC/MSD(Waters MA, Milford, USA)를 

사용하 으며, 그 외 기기로 rotary vacuum evaporator(Eyela, 
Tokyo, Japan), balance(Precisa, Bostone, USA), sonicater(Branson, 
Danbury, USA), funnel shaker(Jeio Tech, Daejeon, Korea), 
centrifuge(Hanil S.M.E, Anyang, Korea), vacuum pump(GAST, 
Boston, USA), vortex mixer(Scientific Industries, New York, 
USA), mill(IKA, Maribor, German) 등을 사용하 다. 

3. 홍삼  흑삼시료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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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숙온도 별 시료 제조

깨끗이 세척한 수삼을 80, 100, 120℃에서 2시간 증숙기

(Du-Sung, Kyungki, Korea)에서 증숙하여 50℃ 열풍 건조기

(Du-Sung, Kyungki, Korea)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1주일 이상 

태양건조를 하 다. 건조가 완료된 시료는 100 mesh로 분말

화하여 시료로 사용하 다. 

2) 건조온도 별 시료 제조

수삼을 100℃에서 2시간 증숙한 후, 건조온도(50, 80, 100, 
120℃)를 달리하면서 24시간 열풍 건조와 1주일 이상 태양건

조를 하 다. 건조가 완료된 시료는 100 mesh로 분말화하여 

시료로 사용하 다.

3) 증포 횟수 별 시료 제조

수삼을 100℃에서 2시간 증숙하고 50℃에서 24시간 건조

하는 증포 과정을 1회에서 9회까지 반복한 후 1주일 이상 태

양 건조하여 100 mesh로 분말화하 다. 

4) 부 별 시료 제조

80℃에서 2시간 증숙과 50℃에서 24시간 건조를 4회 반복

한 4포 시료를 동체부(동체+ 미)와 미삼부를 구분하여 각각

의 시료를 100 mesh로 분말화하 다. 

4. Benzo(a)pyrene 분석 

시료 의 benzo(a)pyrene 함량 분석은 식품의약품안 청

(2007) “건강기능성식품(소  흑삼)  benzo(a)pyrene 시험법 

지침(식약청공문 건강기능성식품규격 -5454, 2007. 12. 31)
에 근거하여 Fig. 1과 같이 실험하 다. 

Benzo(a)pyrene 함량은 시험한 시료를 105℃에서 8시간 건

조하여 측정된 수분 함량으로부터 보정(補正)된 건조시료의 

무게당 함량으로 계산하 다. 

5. 통계 처리

모든 연구결과의 자료는 통계 로그램인 SAS package(ver. 
12.0)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 오차를 계산하 으며, 유의성 

검정은 ∂=0.05 수 에서 Student's T-test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하 다. 

결과  고찰  

최근 충남 산을 심으로 개발되어 생산되고 있는 흑삼

은 ginsenoside Rg3의 함량이 크게 증폭된 가공삼으로서 gin-
senoside Rg3 함량면에서 백삼이나 홍삼과는 차별화된 특징

을 가지고 있다(Kim SN 2008). 이러한 특성 때문에 흑삼은 

Sample 5 g with internal standard 1 ㎖ 
and dichloromethane 50 ㎖ 

⇓

Homogenization for 20 min.

⇓

Extraction by sonicating for 10 min.
(2 times)

⇓

Filteration and dehydration with sodium 
sulfate, anhydrous

⇓

Vacuum dry on a rotary evaporator  

⇓

Filtration after resolving with 2 ㎖ of hexane 

⇓

Purify by Sep-Pak Florisil(500 ㎎) cartridge
- Activation : DCM 10 ㎖ → n-hexane 20 ㎖

- Elution: n-hexane 5 ㎖ → n-hexane/DCM(3:1) 15 ㎖

⇓

Dry with flowing nitrogen gas on a heating block(35℃)

⇓

Resolve in 2 ㎖ of acetonitrile

⇓

HPLC / FLD

Fig. 1. Flow diagram of Benzo(a)pyrene analysis in 
red/black ginseng.

건강 기능성 식품 는 의약품 소재로서의 이용 가능이 충분

히 있다. 그러나 홍삼이나 흑삼은 증숙과 건조의 가열처리 과

정을 거쳐 제조되기 때문에 benzo(a)pyrene의 생성에 한 문

제 이 제기되고 있다(Lee YD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숙온도 는 건조온도에 따른 인삼의 benzo(a)pyrene 생성

정도를 조사하 다. 

1. 홍삼의 Benzo(a)pyrene 생성에 미치는 증숙온도의 

향

홍삼 제조과정 에서 증숙온도가 benzo(a)pyrene 생성에 

여하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수삼을 80～120℃ 범 의 온

도구간에서 증숙온도를 달리하면서 2시간 동안 증숙한 후, 
50℃로 24시간 열풍건조하고 1주일간 태양 건조한 홍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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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tent of benzo(a)pyrene in Korean ginseng 
steam-processed at various temperatures prior to be dry-
processed for 24 hours at the fixed temperature of 50℃

and sunlight-dried for 1 week.

benzo(a)pyrene 함량을 조사한 결과는 Fig. 2와 같았다. Benzo(a) 
pyrene의 생성량은 증숙온도의  구간에서 0.09 ppb 내외의 

비슷한 함량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증숙온도가 홍삼 

내 benzo(a)pyrene의 생성에 크게 항을 주지 않고 있음을 설

명하고 있다. 즉 수증기로 인삼을 찔 때는 benzo(a)pyrene의 

생성이 증숙온도의 높낮이에 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2. 홍삼의 Benzo(a)pyrene 생성에 미치는 건조온도의 

향

홍삼의 제조과정  건조온도가 benzo(a)pyrene 생성에 

여하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수삼을 100℃에서 2시간 증숙

한 후, 50～120℃ 범 의 온도 구간에서 온도를 달리하면서 

24시간 열풍건조한 후, 1주일간 태양 건조하여 제조된 홍삼

의 benzo(a)pyrene 함량 분석결과를 Fig. 3에 표시하 다. 건조

온도가 상승할수록 benzo(a)pyrene의 생성량은 유의성있게 증

가하 다. 이 결과로부터 건조온도가 benzo(a)pyrene생성에 

여하며, 건조온도가 높아지면 benzo(a)pyrene의 생성량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홍삼  흑삼 의 Benzo(a)pyrene 생성에 미치는 증

포 횟수의 향

증포 횟수가 홍삼  흑삼의 benzo(a)pyrene 생성에 여하

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수삼을 100℃에서 2시간 증숙한 후 

50℃에서 24시간 열풍 건조하는 과정을 9회 반복하면서 각 

증포 별 제조한 홍삼  흑삼의 benzo(a)pyrene 함량을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Fig. 4와 같았다. 1포에서 9포 시료 모두 

Fig. 3. Content of benzo(a)pyrene in Korean ginseng 
dry-processed at various temperatures after steam-processed
for 2 hours at the fixed temperature of 100℃.

Fig. 4. Content of benzo(a)pyrene in the Korean ginseng
manufactured by successive 9 time-steaming and dryings
at the fixed temperatures of 100℃ for steam-process and
50℃ for dry-process.

benzo(a)pyrene의 함량은 0.08～0.12 ppb 이하의 극미량이 분

석되었다. 이러한 함량은 올리 유에서의 법  허용함량 2 ppb 
이하에 해당된다(Hu 등 2008). 따라서 본 실험방법에 의해 제

조된 홍삼  흑삼은 benzo(a)pyrene으로부터 안 한 제품으로 

정할 수 있었다. 한편, 증포 횟수를 증가함으로써 benzo(a) 
pyrene의 생성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그러나 증가의 

함량은 식품 생상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농도의 함량이

었다. 증가의 경향은 1% 수 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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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결과는 50℃의 낮은 온도에서 건조를 진행하여도 건조

횟수가 증가하면 benzo(a)pyrene의 함량이 증가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4. 인삼의 부 별 Benzo(a)pyrene 생성량

증포 과정  인삼의 부 에 따라 benzo(a)pyrene 생성량의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80℃ 2시간 증숙, 50℃ 24시
간 건조를 4회 반복한 4포의 흑홍삼을 동체부(동체+ 미)와 

미삼부로 구분하여 benzo(a)pyrene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Fig. 
5와 같았다. Benzo(a)pyrene 함량은 동체삼 0.09 ppb, 미삼 0.3 
ppb로 동체삼의 benzo(a)pyrene 함량은 1포 홍삼의 함량과 유

사하 다. 그러나 미삼의 benzo(a)pyrene 함량은 동체삼의 4
배 이상 많은 함량을 보 다. 이 결과로부터 50℃의 건조온도

에서 동체삼의 benzo(a)pyrene 생성량은 안 하나, 미삼의 경우 

건조횟수의 증가나 장시간의 건조를 거칠 경우 benzo(a)pyrene
이 상당량 생성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미삼은 동체

삼에 비하여 부 가 가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건조 공정

을 거치더라도 건조과정의 많은 반복은 미삼의 탄화가 수반

될 수 있으며, 따라서 benzo(a)pyrene의 생성량이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유추하면 Fig. 5에서 증포 횟수가 증가 

할수록 benzo(a)pyrene의 함량이 증가한 주원인이 미삼의 탄화

에 의한 것으로 유추되었다. 그리고 인삼은 증포처리로 benzo(a) 
pyrene이 생성되지만 증숙 과정보다는 건조과정에서 부분

이 생성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Choi & Lee(1994)가 제시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 결

과로부터 안 한 홍삼  흑삼의 제조 방법은 증숙온도 90～

Fig. 5. Content of benzo(a)pyrene in the main and fine
root of Korean ginseng manufactured by successive 4 time-
steaming and dryings.

120℃, 건조온도 50℃가 합하며, 미삼의 경우는 건조온도

를 50℃ 이하로 하여야 하고, 흑삼 제조시에는 주근부와 미삼

부를 분리하여 가공하여야 할 것으로 정되었다. 

요약  결론

Benzo(a)pyrene이 감된 안 한 홍삼  흑삼 제조방법을 

개발하기 하여 증숙  건조온도와 benzo(a)pyrene 생성

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건조온도를 50℃로 고정시키고 증숙온도를 80～120℃ 

범 에서 홍삼을 제조한 결과 증숙온도 상승에 따른 benzo(a) 
pyrene 생성량의 증가는 없었다. 반면, 증숙온도를 100℃로 

고정시키고, 50～120℃ 범 에서 건조온도를 달리하여 홍삼

을 제조한 결과, 건조 온도의 상승에 따른 benzo(a)pyrene 생
성량의 유의 인 증가가 보 다.

2. 증숙온도 100℃, 건조온도 50℃로 하여 수삼을 9회 반복

하여 증포한 경우, 증포 횟수의 증가는 benzo(a)pyrene의 증가

를 수반하는 경향을 보 으나, benzo(a)pyrene 함량 증가는 극

미량이었고, 최고 함량을 보인 9포 흑삼에서도 0.12 ppb가 측

정될 정도로 낮은 함량이었다. 한 이러한 benzo(a)pyrene의 

증가는 증포 횟수를 증가함으로써 미삼부분의 탄화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benzo(a)pyrene으로부터 안 한 

홍삼  흑삼을 제조할 수 있는 증숙  건조 온도는 각각 

80～120℃  건조온도 50℃ 이하가 합한 것으로 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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