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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Tocomparethecontentsofheavymetals,residualpesticidesandsulfurdioxide

before/afteradecoction.

Methods:Theheavymetalcontentsbefore/afteradecoctionweremeasuredbyInductively

CoupledPlasmaAtomicEmissionSpectrometer(ICP-AES)andmercuryanalyzer.Inorder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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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pesticidesin4samplesweusedsimultaneousmulti-residueanalysisofpesticidesby

GC/ECD,whichwasfollowedbyGC/MSD analysistoconfirm theidentityofthedetected

pesticideineachsample.Inaddition,thecontentsofsulfurdioxide(SO2)wereperformedby

Monier-Williamsdistillationmethod.

Results:

1.Themeanvaluesofheavymetalcontents(mg/kg)forthesampleswereasfollows:Jaeumganghwa

-tang(beforedecoction-Pb;1.190,Cd;0.184,As;0.099andHg;0.028,afterdecoction-Pb;

0.033,Cd;0.003,As;0.005andHg;0.001),Yukmijiwhang-tang(beforedecoction-Pb;0.484,

Cd;0.133,As;0.053andHg;0.009,afterdecoction-Pb;0.065,Cd;0.008,As;0.007andHg;

notdetected),Bojungikgi-tang(beforedecoction-Pb;0.863,Cd;0.197,As;below 0.016and

Hg;0.011,afterdecoction-Pb;0.071,Cd;0.009,As;0.004andHg;0.001)andSsangwha-tang

(beforedecoction-Pb;1.511,Cd;0.212,As;0.094andHg;0.016,afterdecoction-Pb;0.029,

Cd;0.006,As;0.005andHg;0.0004).

2.Contents(mg/kg)ofsulfurdioxide(SO2)beforeadecoctioninJaeumganghwa-tang,Yukmijiwhang

-tangandSsangwha-tangexhibited22.7,107.3and5.5,respectively.However,contentsofsulfur

dioxideafteradecoctioninallsampleswerenotdetected.

3.Contents(mg/kg)ofresidualpesticidesbefore/afteradecoctioninallsampleswerenotdetected.

Conclusion:Theseresultswillbeusedtoestablishacriterionofheavymetals,residual

pesticidesandsulfurdioxide.

Keyword: Herbalmedicine,heavymetal,pesticide,sulfurdioxide

Ⅰ.서 론

최근 속한 경제 발 국민 소득 수 이

향상되면서 건강한 삶을 하기 한 수단으로

한약 조제 건강 기능식품 제조 등에 한약재의

사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1)
.이와 함께 한약재

의 안 성에 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 실정이

다.특히 한약은 그 수요가 증함에 따라 한약재

의 속,잔류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에 한

걱정이 두되고 있다
2)
.특히 산업화 공업화로

인한 경제발 으로 인해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

에서 As,Pb,Cd Hg등과 같은 속 물질

은 토양에서 이동성이 낮고 축 성이 높기 때문에

토양을 오염시킨다
3,4)
.이러한 속은 한약재의

속 오염에 따른 인체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는

Hg,Cd,Cr Pb등과 같은 유독 속과
5)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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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을 미치는 Cd,Mn Cr등과 같은 유

독성 속으로 나뉜다
6,7)
.국제 으로 설정된

속의 섭취허용량은 Cd,Hg,Pb As의 경우 각

각 55.4-71.1,43,3,000-30,000 120,000μg/60kg

person/day이다8).국내 한약에 한 속 허용

기 의 경우 식물성 생약에 해서는 As,Pb,Cd

Hg에 한 개별 허용기 이 설정되어 있으나,

생약의 추출물과 생약만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

는 총 속 30mg/kg이하로만 설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9)
. 한 재 유통되는 한약재 에 농약

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고,농약은 약용식물

재배 시 해충 등의 제거목 으로 살포되어 한약재

에 잔류 가능성이 많다.실제 제2차 세계 이

후 BHC,DDT,parathion등의 살충제 사용으로

인체 건강에 한 피해사례, 독사고 환경 내

잔류성 등과 같은 피해가 보고되었다
10-14)
.우리나

라에서는 BHC(α,β,γ δ-BHC),DDT(ρ,ρʹ

-DDD,ρ,ρʹ-DDE,ο,ρʹ-DDT ρ,ρʹ-DDT),aldrin,

endrin dieldrin등 5종만이 설정되어 있어 한약

재 에 잔류농약에 한 연구는 극히 미비한 상

태이다15).이 에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한약

재 국에서 수입되는 약재에서 유황훈증이 많

이 이루어졌으며, 한 한약재의 갈변이나 충해

방지 등의 목 으로 이산화황으로 처리하여 이산

화황이 잔류되고 있다. 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

약의 이산화황 잔류기 은 단계별로 설정되어 있

던 기 을 30mg/kg이하로 조정하여 시행될

정이다
16)
.이산화황 함유량에 한 연구는 천연유

래 이산화황 함유량에 한보고17-19),이산화황 함

유량 최 분석방법을 설정하기 하여 모니어

리암스변법,개량랭킹법,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 등

을 비교한 것 등이 보고되어지고 있다
17,20-23)

.그러

나 한약재 의 이산화황에 한 모니터링24,25)은

일부만 보고되고 있을 뿐이어서 한약재 개별에

한 체계 인 모니터링을 통한 잔류 허용기 설정

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선행연구로 발표한 감기약

처방
26)

소화기계 처방
27)
에 이어 한의원에서 보

양·보음으로 처방하는 한약 처방 빈도가 높은

4가지 처방인 滋陰降火湯,六味地黃湯,補中益氣湯

雙和湯에 하여 탕 과 후의 As,Pb,Cd

Hg의 함유량과 잔류농약 잔류이산화황의

함유량을 조사하 다.이들 조사를 토 로 4종의

처방에 한 안 성을 확립하고 속,잔류이산

화황 잔류농약의 함량 허용기 을 설정하는데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한다.

Ⅱ.재료 방법

1.재 료

본 실험에 사용된 滋陰降火湯,六味地黃湯,補

中益氣湯 雙和湯의 구성처방인 작약 (Paeoniae

Radix),당귀 (AngelicaeGigantisRadix),숙지황

(RehmanniaeRadixPreparata),맥문동 (Liriopis

Tuber),생지황 (RehmanniaeRadix),진피 (Citri

UnshiusPericarpium),생강 (ZingiberisRhizoma),

추 (ZizyphiFructus),산수유 (CorniFructus),

산약 (DioscoreaeRadix),복령 (PoriaSclerotium),

택사 (AlimatisRhizoma),황기 (AstragaliRadix),

인삼 (GinsengRadix),시호 (BupleuriRadix)

천궁 (CnidiiRhizoma)은 (주)옴니허 (Yeongcheon,

Korea)에서 구입하 으며,천문동 (AsparagiRadix),

백출 (AtractylodisRhizoma),지모 (Anemarrhenae

Rhizoma),황백(PhellodendriCortex),감 (Glycyrrhizae

Radix),목단피 (MoutanRadicisCortex),승마

(CimicifugaeRhizoma) 계피 (CinnamonBark)

는 (주)HMAX (Chungbuk,Korea)에서 각각 구

입하 다.이들 각각의 처방은 Table1과 같으며,

실험에 사용하기 해 미세분말로 만든 다음 약

표 체 (standardsieveNo.30,600μm)를 통과한

균질한 재료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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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dedrugs
Compoundedrudedrugs(g)

Jaeumganghwa
-tang

Yukmijiwhang
-tang

Bojungikgi
-tang

Ssangwha
-tang

작약 PaeoniaeRadix 4.875 　 　 9.375

당귀 AngelicaeGigantisRadix 4.5 　 1.875 3.75

숙지황 RehmanniaeRadixPreparata 3.75 10 　 3.75

천문동 AsparagiRadix 3.75 　 　 　

백출 AtractylodisRhizoma 3.75 　 3.75 　

맥문동 LiriopisTuber 3.75 　 　 　

생지황 RehmanniaeRadix 3 　 　 　

진피 CitriUnshiusPericarpium 2.625 　 1.875 　

지모 AnemarrhenaeRhizoma 1.875 　 　 　

황백 PhellodendriCortex 1.875 　 　 　

감 GlycyrrhizaeRadix 1.875 　 3.75 2.8125

생강 ZingiberisRhizoma 3.75 　 　 3.75

추 ZizyphiFructus 3.75 　 　 3.75

산수유 CorniFructus 　 5 　 　

산약 DioscoreaeRadix 　 5 　 　

목단피 MoutanRadicisCortex 　 3.75 　 　

복령 PoriaSclerotium 　 3.75 　 　

택사 AlimatisRhizoma 　 3.75 　 　

황기 AstragaliRadix 　 　 5.625 3.75

인삼 GinsengRadix 　 　 3.75 　

승마 CimicifugaeRhizoma 　 　 1.125 　

시호 BupleuriRadix 　 　 1.125 　

천궁 CnidiiRhizoma 　 　 　 3.75

계피 CinnamonBark 　 　 　 2.8125

수율 (%) 13.1 27.0 25.4 25.5

Table1.CombinationsofCrudeDrugsinHerbalMedicine

2.시약 기기

본 실험에 사용한 시약은 속 분석 시 유해

속 측정에 합한 등 으로 불순물로 분석

상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질산 (HNO3)을 사용하

고,납,카드뮴,비소,수은 분석에 사용한 표

원액은 (주)Anapex사 (Daejeon,Korea)의 표 용액

을 사용하 다.잔류이산화황 시험에 사용한 염산

(HCl)은 J.T.Baker사 (USA),에탄올 (EthylAlcohol)

과 과산화수소 (H2O2)는 DaejungChemicals&

MetailsCo.,Ltd.(Korea)에서 각각 구입하여 사

용하 다.그 외 모든 시약은 분석용 특 시약을

사용하 다.

납,카드뮴,비소 분석은 ICPAtomicEmission

Spectrometer(ThermoJarrellCo,USA)를 사용하

고,수은 분석은 Mercury Analyzer(SP-3D,

NipponInstrumentCo,Japan)를 사용하 다.잔

류이산화황 시험 시 정은 Titrator(Metrohm

798MPT,Metrohm Co,Switzerland)를 사용하

고,잔류농약 분석은 GC17Asystem (Shimadzu,

Japan)과 GCMS-2010system (Shimadzu,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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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 다.Microwavedigestionsystem은 Ethos

1600(MilestoneCo,Italy)를 사용하 다.추출기

는 고속진공 온추출기는 KyungSeo Machine

Co.의 Cosmos660(Inchon,Korea)을 사용하 으

며,동결건조기는 (주)일신랩의 PVTFD 100R

(Yangju,Korea)을 사용하 다.

3.시료 처리 실험 방법

1) 속 측정

(1) 탕

모든 자 기구는 20% HNO3solution에 투척

시킨 후 3차 증류수로 세척한 다음 건조시킨 것을

사용하 다.건조한 탕 의 시료를 각각 Table

1의 비율로 배합한 4가지 처방에 하여 각각 0.5

g을 정확하게 달아 극 단 시료 처리장치 용

용기에 넣고 질산 5mL를 넣었다.용기를 후드

안에 정치시켜 발생 가스를 제거하고 극 단 시

료 처리장치 (Microwavedigestionsystem,Ethos

1600,MilestoneCo,Italy,Table2)를 사용하여

분해하 다.분해가 끝난 다음 분해 액을 여과지

로 여과하여 10mL용량 라스크에 표정하여 검

액으로 하 다.질산 5mL를 검액 조제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공시험 액으로 하 다.

Step Time(min) Power(watt)

1 2 250

2 2 0

3 6 250

4 5 400

5 5 600

6 5 0(Vent)

Table2.OperationConditionofMicrowaveProgram

(2) 탕 후

4가지 처방 (Table1)에 하여 각각의 무게를

재서 약탕기에 넣고,물을 시료의 10배로 첨가하

여 100℃에서 120분간 탕한 후 농축 동결건

조 하 다.이 시료들을 각각 약 10g을 정확하게

달아 탕 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20mL

용량 라스크에 표정하여 검액으로 하 으며,질

산 5mL를 검액 조제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공시험 액으로 하 다.

(3)기기 분석조건

Table2와 3과 같은 방법으로 속을 분석하

다.

(4)Pb,Cd,As Hg분석

Pb,Cd의 표 용액(1000mg/L)은 0.5mol/L

질산을 사용하여 Pb는 BL,100,200,500ppb,Cd

는 BL,50,100,200ppb를 조제한 후 검량선을 작

성하 으며,As의 표 용액 (1000mg/L)은 0.5

mol/L질산을 사용하여 BL,50,100ppb를 조제

한 후 검량선을 작성하고 공시험액으로 보정하여

유도결합 라즈마분 계 (ICP,InductivelyCoupled

PlasmaSpectrometer,Table3)를 사용하여 검액

의 흡 도를 측정하 다.

Hg의 표 용액은 BL,3,6,9ppb를 조제한 후

검량선을 작성한 다음,분석용 검체 약 100mg을

정확하게 달아 수은분석기 (SP-3D)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Instruments Operationconditions

Plasma 1350W

Coolantgasflow 14L/min

Nebulizerpressure 24.03psi

pumprate 80rpm(1.48mL/min)

Wavelength(nm)
As(189.042),Cd(228.802),

Pb(220.353)

Table3.OperationConditionofICPAnalysis

2)잔류이산화황

잔류이산화황 함유량은 모니어- 리암스변법
16)

에 따라 정량하 다.모니어- 리암스 증류장치

(Fig.1)를 이용하여 증류 라스크(C)에 물 400

㎖를 넣고 분액깔때기(B)코크를 잠그고 4M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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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90㎖를 넣는다.냉각기(E)에 냉수를 통과시키

고,가스주입 (D)을 통하여 질소가스를 0.21ℓ

/min속도로 통과시킨다.이 때 수기(G)에는 3%

과산화수소액 30㎖를 넣는다.15분 후 분액깔때

기(B)를 떼고 검체 약 50g을 정 하게 달아 가

루로 하고 5% 에탄올액 100㎖를 넣어 흔들어 섞

고 라스크(C)에 넣은 다음 분액깔때기(B)를 부

착한 후 코크를 열어 수 ㎖가 남을 때까지 라스

크(C)에 주입한다.1시간 45분 동안 가열한 후,수

기(G)를 떼고 가스유도 (F)끝을 소량의 3% 과

산화수소용액으로 씻어 수기에 넣고 마이크로뷰렛

을 써서 0.01M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20 간 지속

하는 황색이 될 때까지 정하여 아래의 공식에

따라 이산화황의 양을 산출하 다.

0.01M 수산화나트륨액 1mL= 320μgSO2

이산화황 (mg/kg)=
320×V×f
S

V:0.01M 수산화나트륨용액의 소비량 (mL)

f:0.01M 수산화나트륨용액의 역가

S:검체의 취한 양 (g)

Fig.1.ModifiedMonier-WilliamsDistillationApparatus.

3)잔류농약 측정

(1) 탕 의 추출 정제

건조한 탕 의 시료를 각각 Table1의 비율

로 배합한 4가지 처방에 하여 각각 약 5g을 정

확하게 달아 물 40mL를 넣고 방치한다.여기에

아세톤 90mL를 넣고 균질기 (homogenizer)로 5

분간 균질화한 후 진공펌 와 가지 달린 삼각 라

스크 부크 깔때기로 감압여과 한다.이 여액

을 500mL분액깔때기에 옮기고 포화 식염수 50

mL와 증류수 100mL를 가한다.이에 디클로로메

탄 70mL를 넣고 흔들어 섞은 다음 정치하여 층

을 분리시킨다.아래층 (디클로로메탄층)은 다른

분액깔때기에 모은다.물층에 다시 디클로로메탄

70mL를 넣고 흔들어 섞은 후 정치하여 층을 분

리시킨 다음 아래층을 모은다.디클로로메탄층은

무수황산나트륨을 통과시켜 탈수하고 감압농축기

에 넣어 농축한 다음 헥산 4mL에 녹인다.그 후

미리 후로리실 카트리지 (6mL,1g)에 헥산 6

mL를 넣고 2분간 멈춘 다음 유출시켜 버리고,이

카트리지에 20% 아세톤 함유 헥산 6mL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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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5mL로 유출하여 유출액을 모

은다.유출액은 수욕상 (40℃ 이하)에서 감압농

축시켜 용매를 날려 보낸 다음 20% 아세톤 함유

헥산 2mL에 녹여 시험용액으로 하 다.

(2) 탕 후의 추출 정제

4가지 처방 (Table1)에 하여 각각의 무게를

재서 약탕기에 넣고,물을 시료의 10배로 첨가하

여 100℃에서 120분간 탕한 후 농축 동결건

조 하 다.이 시료들을 각각 약 5g을 정확하게

달아 탕 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 정제를 실

시하 다.

(3)기기 분석 조건

표 용액 시험용액을 GC/ECD에 각각 주입

하고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를 표 용

액의 피크와 비교하 고,GC/MSD 분석을 통해

머무름시간 질량스펙트럼으로 각 농약의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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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 다(Table4,5).

Instruments Operationconditions

GC-ECD GC17Asystem(Shimadzu)

Column
DB-17fused-silicacapillary
(0.25mm×30m)

Carriergas N2
InjectorTemp. 260℃

DetectorTemp. 280℃

ColumnTemp.
120℃(4min)-8℃/min-

260℃(5min)

Splitratio 10:1

Table4.OperationConditionofGC/ECDAnalysis

Instrument Operationconditions

GC-MS
GCMS-QP5050Asystem

(Shimadzu)

Column
Rtx-5fused-silicacapillary
(0.32mm×30m)

Carriergas He

Linearvelocity 44.4cms-1

InterfaceTemp. 280℃

InjectorTemp. 260℃

OvenTemp.
100℃(2min)-10℃/min-

280℃(15min)

Ionizationmode Electronimpact70eV

Scanrange m/z100-400

Splitratio 10:1

Table5.OperationConditionofGC/MSDAnalysis

Ⅲ.결과 고찰

1. 속 함량

1) 속 표 액의 검량선 작성

4가지 보양·보음 처방에 한 속의 함량을

분석하기 하여 Pb,Cd,As Hg의 표 용액을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 다.작성 결과 Pb는

y=28.71x+4960.83(R2=1.00),Cd는 y=242.36x

+4632.52(R
2
= 1.00),As는 y= 532.71x+4744.62

(R2=1.00) Hg는 y= 0.04x+0.00(R2=1.00)

과 같이 권에 발표한 감기약 소화기계 처방
22,23)을 심으로 연구한 결과에서와 같이 양호한

직선성을 나타내었다.

2) 탕 과 후의 속 함량

滋陰降火湯,六味地黃湯,補中益氣湯 雙和湯

에 한 탕 /후의 속 (Pb,Cd,As

Hg)은 Table6과 같다.滋陰降火湯의 경우 탕

의 Pb,Cd,As Hg의 함량은 각각 1.190,

0.184,0.099 0.028mg/kg으로 검출된 반면에

탕 후의 Pb,Cd,As Hg의 함량은 0.033,0.003,

0.005, 0.001mg/kg으로 검출되어 Pb는 탕

에 비해 97.2%,Cd는 98.4%,As는 94.9% Hg는

96.4%가 각각 감소되었다.六味地黃湯은 탕

의 Pb,Cd,As Hg의 함량이 각각 0.484,0.133,

0.053 0.009mg/kg으로 검출된 반면에 탕 후

의 Pb,Cd,As Hg의 함량은 0.065,0.008,0.007

mg/kg notdetected로 검출되어 Pb는 탕

에 비해 86.6%,Cd는 94.0%,As는 86.8% Hg는

100.0%가 각각 감소되었다.補中益氣湯은 탕

의 Pb,Cd,As Hg의 함량이 각각 0.863,0.197,

0.016이하 0.011mg/kg으로 검출된 반면에 탕

후의 Pb,Cd,As Hg의 함량은 0.071,0.009,

0.004 0.001mg/kg로 검출되어 Pb는 탕 에

비해 91.8%,Cd는 95.4%,As는 75.0% 이상 Hg

는 90.9%가 각각 감소되었다. 한 雙和湯은 탕

의 Pb,Cd,As Hg의 함량이 각각 1.511,

0.212,0.094 0.016mg/kg으로 검출된 반면에

탕 후의 Pb,Cd,As Hg의 함량은 0.029,0.006,

0.005 0.0004mg/kg검출되어 Pb는 탕 에

비해 98.1%,Cd는 97.2%,As는 94.7% Hg는

97.5%가 각각 감소되었다.이는 모두 식약청 기

인 30mg/kg보다 낮게 검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탕 에 비해 탕 후에 속의 함량이

어든 결과는 부분의 한약은 그 로 복용하기 보

다는 탕하기 에 물로 세척을 할 때 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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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 수에 의해 상당 부분 제거되며, 한 한약은

부분 물로 끓여서 그 침출액만 복용하고 잔사나

침 물은 복용하지 않으므로 불용성 는 난용성

의 무기염 등과 같은 속들이 용출되지 않고

그 로 제거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2. 탕 과 후의 이산화황 함량

국내에서 보음·보양을 한 처방빈도가 높은 4

가지 처방을 상으로 한 이산화황 잔류량을 측정

한 결과 Table6과 같았다.4가지 처방인 滋陰降

火湯,六味地黃湯,補中益氣湯 雙和湯에 한

이산화황 측정결과는 滋陰降火湯,六味地黃湯

雙和湯이 탕 에 22.7,107.3, 5.5mg/kg으로

각각 검출되었으나 탕 후에는 4가지 처방 모두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았다.

탕 에 비해 탕 후에 이산화황의 함량이

어든 결과는 부분의 한약은 그 로 복용하기

보다는 탕하기 에 물로 세척을 할 때 잔류이

산화황이 세척 수에 의해 상당 부분 제거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Materials
Heavymetals(mg/kg) SO2residual

(mg/kg)Pb Cd As Hg

滋陰降火湯
(Jaeumganghwa-tang)

Beforedecoction 1.190 0.184 0.099 0.028 22.7

Afterdecoction 0.033 0.003 0.009 0.001 N.D.*

六味地黃湯
(Yukmijiwhang-tang)

Beforedecoction 0.484 0.133 0.053 0.009 107.3

Afterdecoction 0.065 0.008 0.007 N.D. N.D.

補中益氣湯
(Bojungikgi-tang)

Beforedecoction 0.863 0.197 0.016이하** 0.011 N.D.

Afterdecoction 0.071 0.009 0.004 0.001 N.D.

雙和湯
(Ssangwha-tang)

Beforedecoction 1.511 0.212 0.094 0.016 5.5

Afterdecoction 0.029 0.006 0.005 0.0004 N.D.
*N.D.:NotDetected
**Limitofdetection(LOD)= 0.8326㎍/kg으로 환산하면 0.016mg/kg이하를 의미함

Table6.ResultofPb,Cd,As,HgAnalysisandSO2ResidualContents

3. 탕 과 후의 잔류농약 함량

GC/ECD와 GC/MSD를 이용하여 BHC(α,β,

γ δ-BHC),DDT (ρ,ρʹ-DDD, ρ,ρʹ-DDE,

2,4-DDT 4,4-DDT),aldrin,endrin dieldrin

등과 같은 잔류농약의 함량을 조사하 다.이들의

허용기 치는 BHC (α,β,γ δ-BHC)가 0.2

mg/kg,DDT(ρ,ρʹ-DDD,ρ,ρʹ-DDE,2,4-DDT

4,4-DDT)가 0.1 mg/kg,aldrin이 0.01 mg/kg,

endrin이 0.01mg/kg dieldrin이 0.01mg/kg으로

고시되어 있다 (Table7).이들 잔류농약에 한 머

무름시간은 α-BHC (14.828min),γ-BHC (15.798

min),β-BHC(15.972min),δ-BHC(16.869min),

aldrin(17.310min),ρ,ρʹ-DDE(19.850min),dieldrin

(20.089 min),endrin (20.794 min),ρ,ρʹ-DDD

(21.015min),2,4-DDT(21.051min) 4,4-DDT

(21.621min)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7).이에

국내에서 보음·보양 처방 시 처방 빈도가 높은 4

가지 처방,滋陰降火湯,六味地黃湯,補中益氣湯

雙和湯에 하여 잔류농약 함량을 조사한 결과

Table8에서와 같이 탕 /후 모두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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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sticide
Std.R.T.(min) Allowablestandard

(mg/kg)
Pesticide

Std.R.T.(min) Allowablestandard
(mg/kg)GC/ECD GC/ECD

α-BHC 14.828

0.2

ρ,ρʹ-DDE 19.850

0.1
β-BHC 15.972 ρ,ρʹ-DDD 21.015

γ-BHC 15.798 2,4-DDT 21.051

δ-BHC 16.869 4,4-DDT 21.621

Aldrin 17.310 0.01 Dieldrin 20.089 0.01

Endrin 20.794 0.01

Table7.RetentionTimeofStandardsandallowableStandard

Materials
Pesticides(mg/kg)

α-
BHC

β-
BHC

γ-
BHC

δ-
BHC

2,4-
DDT

4,4-
DDT

ρ,ρʹ-
DDE

ρ,ρʹ-
DDD

AldrinDieldrinEndrin

滋陰降火湯
(Jaeumganghwa

-tang)

Before
decoction

N.D.* N.D.N.D.N.D.N.D. N.D.N.D.N.D. N.D. N.D. N.D.

After
decoction

N.D. N.D.N.D.N.D.N.D. N.D.N.D.N.D. N.D. N.D. N.D.

六味地黃湯
(Yukmijiwhang
-tang)

Before
decoction

N.D. N.D.N.D.N.D.N.D. N.D.N.D.N.D. N.D. N.D. N.D.

After
decoction

N.D. N.D.N.D.N.D.N.D. N.D.N.D.N.D. N.D. N.D. N.D.

補中益氣湯
(Bojungikgi
-tang)

Before
decoction

N.D. N.D.N.D.N.D.N.D. N.D.N.D.N.D. N.D. N.D. N.D.

After
decoction

N.D. N.D.N.D.N.D.N.D. N.D.N.D.N.D. N.D. N.D. N.D.

雙和湯
(Ssangwha
-tang)

Before
decoction

N.D. N.D.N.D.N.D.N.D. N.D.N.D.N.D. N.D. N.D. N.D.

After
decoction

N.D. N.D.N.D.N.D.N.D. N.D.N.D.N.D. N.D. N.D. N.D.

*N.D.:NotDetected

Table8.ResultofResidualPesticidesAnalysis

그러나 보다 객 인 안 성을 확립하고

속,잔류이산화황 잔류농약의 함량 허용기 을

설정하는데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해서는 세척

수나 탕제 후 남은 꺼기 등에 한 연구가 병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가지 보양·보음 처방에 한 탕 과 후의

속,잔류이산화황 잔류농약의 함량을 비교

조사하 다.이상의 결과와 함께 보다 객 인

안 성을 확립하고 속,잔류이산화황 잔류

농약의 함량 허용기 을 설정하는데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해서는 세척 수나 탕제 후 남은 꺼

기 등에 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재 이러한 연구가 수행 에 있다.나아가

처방 구성 각각의 한약재에 한 유해물질 검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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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 론

본 연구는 한방의료기 에서 한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탕된 한약의 안 성을 확보하여,안

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한의원

에서 보양·보음으로 처방하는 한약 처방 빈도

가 높은 4가지 처방 (滋陰降火湯,六味地黃湯,補

中益氣湯 雙和湯)을 상으로 각각 탕 과

후의 속,잔류이산화황 잔류농약 함량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보음ㆍ보양을 한 처방을 심으로 처방빈도

가 높은 4가지 처방에 하여 처방의 탕

과 후의 속 함량을 측정한 결과 탕 에

비해 탕 후의 속 함량은 滋陰降火湯이

Pb는 97.2%,Cd는 98.4%,As는 94.9% Hg

는 96.4%가 각각 감소되었으며,六味地黃湯은

Pb가 86.6%,Cd는 94.0%,As는 86.8% Hg

는 100.0%가 각각 감소되었다. 한 補中益氣

湯은 탕 에 비해 Pb는 91.8%,Cd는 95.4%,

As는 75.0% 이상 Hg는 90.9%가 각각 감소되

었으며,雙和湯은 Pb는 탕 에 비해 98.1%,

Cd는 97.2%,As는 94.7% Hg는 97.5%가 각

각 감소되었다.

2.처방의 탕 과 후의 이산화황 잔류량을 측

정한 결과 補中益氣湯을 제외한 滋陰降火湯,六

味地黃湯 雙和湯의 3가지 처방에서 탕

에 22.7,107.3 5.5mg/kg으로 각각 검출되었

으나 탕 후에는 4가지 처방 모두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았다.

3.처방의 탕 과 후의 잔류농약 함량 측정 결

과 모든 처방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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