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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als with the natural occurrence of total aflatoxins (B
1
, B

2
, G

1
, and G

2
) in commercial

herbs for food and medicine. To monitor aflatoxins in commercial herbs for food and medicine not included in the

specifications of Food Code, a total of 62 samples of 6 different herbs (Bombycis Corpus, Glycyrrhizae Radix et Rhi-

zoma, Menthae Herba, Nelumbinis Semen, Polygalae Radix, Zizyphi Semen) were collected from Yangnyeong mar-

ket in Seoul, Korea. The samples were treated by the immunoaffinity column clean-up method and quantified by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with on-line post column photochemical derivatization (PHRED) and

fluorescence detection (FLD). The analytical method for aflatoxins was validated by accuracy, precision and detection

limits. The method showed recovery values in the 86.9~114.0% range and the values of percent coefficient of variaton

(CV%) in the 0.9~9.8% range. The limits of detection (LOD) and quantitation (LOQ) in herb were ranged from 0.020

to 0.363 µg/kg and from 0.059 to 1.101 µg/kg, respectively. Of 62 samples analyzed, 6 semens (the original form of

2 Nelumbinis Semen and 2 Zizyphi Semen, the powder of 1 Nelumbinis Semen and 1 Zizyphi Semen) were aflatoxin

positive. Aflatoxins B
1
 or B

2
 were detected in all positive samples, and the presence of aflatoxins G

1
 and G

2
 were not

detected. The amount of total aflatoxins (B
1
, B

2
, G

1
, and G

2
) in the powder and original form of Nelumbinis Semen

and Zizyphi Semen were observed around ND~21.8 µg/kg, which is not regulated presently in Korea. The 56 samples

presented levels below the limits of detection and quant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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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Global Industry Analysts

(GIA), Inc.’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보완대체의학

시장은 2015년에는 1,141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하여 2010

년 853억 달러에 비해 33.8%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였

다. 국내 한의약 제품 산업시장 현황(생산액 기준) 또한

2008년 1조 7,142억 원에서 2013년 3조 1,128억 원 규모

로 국내 한방제품 산업시장의 크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

다1). 한편 한약재의 종류는 모두 602종(국내 공정서: 대한

약전 165품목,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437품목) 이상

이 있다. 국산 한약재 생산현황은 약용과 식품용 등으로

혼재되어 사용되는 약용작물의 특성상 현재 농림축산식품

부의 약용작물 생산실적을 근거로 하여 간접적으로 파악

하게 된다. 약용작물이 모두 한약재로 활용된다고 할 수

는 없으며 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2013

년 한약재(약용작물)의 생산액이 한약재 규격품 생산액

1,824억 원에 비해 9.2배 많은 1조 6,864억 원이었던 자료

로도 확인할 수 있다1-2). 

약사법(법률 제14084호, 2016.3.22.) 제47조의 의약품등

의 판매 질서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

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의 소매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한약재를 구입·

복용하는 경로는 한의원, 한방병원, 한약방, 한약국 등 한

방의료 기관을 통해 처방을 받아 규격품 한약을 구입하거

나 시장이나 건강원/탕제원 등을 통해 비규격품 한약을 구

입하는 경우, 그 외 건강 기능성 식품이나, 차/음료수/주류,

일반 식품의 형태로 한약재를 복용하게 된다3).

그러므로 소비자가 한의원, 한방병원, 한약방, 한약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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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입하게 되는 규격품 한약재는 약사법에 의한 대한

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따라 품질관리 되

고 있으며, 시장이나 건강원/탕제원 등을 통해 구입하게

되는 비규격품 한약재는 식·약 공용 농산물로서 식품위

생법에 의한 식품공전에 따라 품질관리 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규격품 한약재는 2008

년「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감초 등 9품목에 대하여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 B1을

10 μg/kg 이하로 기준을 신설한 이후, 2009년「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해 괄루인 등 10

품목을 추가하였다. 이 후 2012년 현재 곰팡이독소 적용

대상품목이 감초 등 19품목이던 것을 백강잠을 추가하여

총 20품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과 아울러, 아플

라톡신 B1 10 μg/kg 이하로 관리하던 곰팡이독소 기준을

아플라톡신 B1 외에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 의 합)

15 μg/kg 이하의 기준을 추가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

였다. 

그러나 소비자가 시장이나 건강원/탕제원 등에서 구입

하게 되는 비규격품 한약재인 식·약 공용 농산물은 식품

위생법에 의한「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해 설정된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 의 합)과 푸모니신 등 총 7

종의 곰팡이독소 기준에서, 식·약 공용 농산물 116종(식

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3호, 별표1 및 2) 중 육두

구 만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 의 합)의 기준이 설

정되어있다.

즉 동일한 품목이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관련 법령이

달라 각기 다른 품질 규격, 유해물질 관리 기준, 수입 검

사 기준 등의 품질 및 안전관리체계가 적용되고 있어 한

약재 공급자들 뿐 아니라 수요자인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또한 엄격한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한약재

와 비교하여 농산물로 분리·관리되는 식·약 공용 농산

물이 의약품용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한약재 전반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우려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4). 

자연계에 존재하는 곰팡이 이차대사체 산물 중 인체 및

동물에 유해한 작용을 하는 저분자 유기화합물을 곰팡이

독소(mycotoxin)라 하며 현재 350여종의 진균류에서 400

종류 이상의 곰팡이독소가 동정 되고 있으며, 실제 1,000

개 이상의 독성대사체가 알려지고 있다5). 이 중 식품 및

그 원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곰팡이에 따라 크게 Asper-

gillus속(aflatoxins, cyclopiazonic acid, ochratoxin, sterigmato-

cystin 생성), Penicillium속(ochratoxin, patulin 생성) 및

Fusarium속(deoxynivalenol, fumonisins, zearalenone 생성)

곰팡이독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6). 이 가운데 aflatoxin

은 Aspergillus flavus, Aspergillus parasiticus, Aspergillus

nominus와 같은 곰팡이들이 그들의 제 2차 대사산물로 생

성하는 독성물질을 말하며 Aspergillus의 A와 flavus의 FLA,

독이라는 뜻의 toxin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7). 

Aflatoxin은 주로 고온(25~30oC), 다습(80~85%)한 열대

나 아열대지방에서 잘 생성되며 수확에서 건조까지 저장

기간이 길고, 환기가 불충분할수록 잘 생성된다. 특히, 농

산물 중에서는 쌀, 보리, 밀 등의 곡류와 땅콩, 피스타치

오, 호두와 같은 견과류, 옥수수 등과 같이 탄수화물 함량

이 높은 기질에서 잘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Aflatoxin은 aflatoxin B1, B2, G1, G2, M1, M2 등이 대표

적이고 현재까지 약 20종의 이성체가 알려져 있으며 이들

은 무색에서 연노랑색의 결정체로 자외선 하에서 나타내

는 형광의 색에 따라 B (blue)군, G (green)군으로 구분된

다10-11).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현되는 아플라톡신 B1은

가장 강력한 독성을 나타내며12), 상대적인 독성은 B1 > M1 >

G1 > M2 > B2 > G2의 순이다13). 아플라톡신의 독성은 동물

실험 결과 강한 간장 장애, 장관 출혈, 신장 출혈 등을 일

으킨다14).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에 따르면 아플라톡신의 일일 섭취량과 간암 발생자수와

의 역학 조사를 통해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간암을 비롯해 간세포 암종(hepatocellularcarcinoma),

급성 간염(acutehepatitis), 그리고 라이 증후군(Reye's

syndrome)등의 질병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최근 국내에서 한약재의 아플라톡신 분석법 및 모니터

링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16-20), 소비

자들의 요구에 의해 분말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

는 식·약 공용 농산물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로 취급되는 약용작물인 식·약 공

용 농산물은 육두구를 제외하고는 곰팡이독소에 대한 「식

품의 기준 및 규격」이 없으며, 고온·다습, 환기불량 등

의 열악한 보관환경에서 분말 등 다양한 형태로 장기간

저장·유통될 때 곰팡이독소에 대해 더욱 취약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통 중인 원형 및 분말형태의

식·약 공용 농산물에 대해 아플라톡신의 오염도를 조사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유통 식·약 공용 농산물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구축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재료

2016년 6~12월 서울약령시에서 원형 또는 분말 형태로

유통 판매되는 식·약 공용 농산물 총 62건을 구입하였

다. Table 1과 같이 분석에 사용된 식·약 공용 농산물은

총아플라톡신 허용기준이 설정된 한약재(20품목)와 식·

약 공용 농산물(116품목)에 동시에 포함된 품목으로 감초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20건, 박하(Menthae Herba)

12건, 백강잠(Bombycis Corpus) 7건, 산조인(Zizyphi S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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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연자육(Nelumbinis Semen) 13건, 원지(Polygalae Radix)

2건을 대상으로 아플라톡신 오염도를 조사하였다.

시약 및 기구

아플라톡신 분석을 위한 표준품은 아플라톡신 Mix kit-

M (B1, B2, G1, G2) (Supelco, Bellefonte, PA, USA)을 사용

하였으며, 추출 및 기기분석의 이동상 조제에 사용한

methanol과 acetonitrile은 HPLC grade (Merck, Darmstadt,

Germany)를 사용하였다. 시료의 여과를 위해 Whatman No.

4, 유리섬유 여과지(Wathman GF/A) (WathmanTM, Maidtone,

Kent, UK)를 사용하였고, 정제용 칼럼으로는 Afla Test WB

(Vicam, Milford, MA, USA) 면역친화성칼럼(Immuno-

affinity column)을 사용하였다. 시료는 분쇄기(DA338,

DAESUNG ARTLON, Gyeonggi, Korea)를 사용하여 균질

화 하였으며, Sonicator (CPX8800H, Branson, Danbury, CO,

USA)를 이용하여 용매 추출하였다. 

시료의 전처리 및 기기분석

균질화한 시료 5.0 g을 정밀하게 달아 희석시킨 70% 메

탄올 100 mL를 넣고 30분간 초음파 추출한 다음 여과한

다. 여액에 70%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고,

다시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로 80 mL가 되게

희석하여 유리섬유여과지로 여과하여 추출액으로 한다. 추

출액 4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아플라톡신용 면역친화성

컬럼을 통과시키고, 물 10 mL를 3 mL/분의 유속으로 2회

통과시켜 나온 유출액은 버린다. 면역친화성 칼럼에 5-10

초간 약한 진공을 통과시켜 건조시켜, 0.5 mL의 메탄올을

넣어 중력에 의해 용출액이 나오도록 한다. 1분간 방치한

다음 유속은 5 mL/분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0.5 mL의 메

탄올을 2회 통과시켜 용출액을 모두 합하여 1 mL가 되게

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21). 

전처리된 시험용액 중 아플라톡신(B1, B2, G1, G2)은

HPLC-FLD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Fluorescence Detector)를 이용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하였

다. 기기분석 조건은 Table 2와 같이 Waters (Milford, MA,

USA)의 Waters 2695 Separations Module과 Waters 2475

Multi λ Florescence Detector를 연결한 HPLC System에 후

칼럼 유도체화 장치인 광화학 반응장치 PHRED (AURA

industries, New York, NY, USA)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검량선은 아플라톡신 Mix kit-M (B1, B2, G1, G2)를 혼합

표준 원액으로 하여 메탄올로 희석하여 B1 1.25~40 μg/L,

B2 0.375~12 μg/L, G1 1.2~38.4 μg/L, G2 0.363~11.6 μg/L로

조제한 후, HPLC-FLD로 아플라톡신(B1, B2, G1, G2)을 측

정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와 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LOQ)는 반응의

표준편차(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response, σ)와 검

량선 기울기(the slope of the calibration curve, S)에 근거

하여 ICH Q2 (R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

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Validation of Analytical

Procedures: Text and Methodology) 방법22)에 따라 구하였

다. 이 때 반응의 표준편차(σ)는 아플라톡신(B1, B2, G1, G2)

이 검출되지 않은 연자육(Nelumbinis Semen) 분말을 공시

료(blank sample)로 사용하여 분석시료와 동일하게 전처리

하고 HPLC-FLD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을 이용하였다. 

LOD = 3.3(σ/S)  (1)

LOQ = 10(σ/S) (2)

정확도 및 정밀도

시험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플라톡신(B1, B2, G1, G2)이

검출되지 않은 연자육에 최종농도가 B1 2.4~19.4 μg/L, B2

0.7~5.8 μg/L, G1 2.5~19.6 μg/L, G2 0.9~6.8 μg/L가 되도록

Table 1. List of commercial herbs for food and medicine for the

monitoring of aflatoxins

Classification by 

used part
Main material

Original

form (N)

Powder

(N)

Radix Polygalae Radix 2 0

Radix et Rhizoma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14 6

Herba Menthae Herba 7 5

Semen
Nelumbinis Semen

Zizyphi Semen

7

5

6

3

Animal Bombycis Corpus 3 4

Total
38 24

62

Table 2. Operating conditions of HPLC-FLD for the analysis of

total aflatoxins

Parameter Value

 Instrument Waters 2695 Separations Module

 Detector
Waters 2475 Multi λ Florescence

Detector (Ex: 365 nm, Em: 435 nm)

 Column 
SunFir® C18

(3.5 μm, 4.6 mm × 150 mm) 

 Mobile phase (v/v/v) 
Methanol: Acetonitrile: 

Water = 27.3:18.2:54.5

 Column temperature 30oC

 Flow rate 1 mL/min

 Injection volume 10 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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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라톡신(B1, B2, G1, G2) 혼합 표준용액을 첨가하여 분

석시료와 동일하게 전처리하고 HPLC-FLD를 이용하여 측

정한 뒤 회수율 및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

를 구하여 분석법을 검증하고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인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수분함량

식품공전23)의 제 9. 일반시험법 1. 식품성분시험법 1.1

일반성분시험법 1.1.1 수분 1.1.1.1 건조감량법 가. 상압가

열건조법에 따라 수분함량을 측정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아플라톡신(B1, B2, G1, G2) 분석을 위하여 아플라톡신

Mix kit-M (B1, B2, G1, G2)을 methanol로 희석하여 조제한

후 HPLC-FLD로 아플라톡신(B1, B2, G1, G2)을 5회 반복

측정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결과, 아플라톡신 B1, B2, G1, G2

각각 0.998 이상의 정의 상관관계(r2)를 보였다. Table 3과

같이 아플라톡신의 검출한계(LOD)는 B1 0.086 μg/kg, B2

0.020 μg/kg, G1 0.363 g/kg, G2 0.126 μg/kg이었고, 정량한계

(LOQ)는 B1 0.262 μg/kg, B2 0.059 μg/kg, G1 1.101 g/kg, G2

0.382 μg/kg로, Park 등20)의 아플라톡신 B1, B2, G2의 검출

한계 및 정량한계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아플라톡신 G1은

10배 가까이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Park 등20)의

아플라톡신의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는 signal/noise 비율을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반응의 표준편차(σ)와 검량

선 기울기(S)에 근거한 방법22)에 따라 아플라톡신이 검출

되지 않은 연자육 분말을 공시료로하여 반응의 표준편차

를 사용하여 매트릭스 효과(matrix effect)가 나타났기 때

문이라고 생각한다.

정확도 및 정밀도

실험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수율에 따른 정

확성 및 정밀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정확도

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플라톡신(B1, B2, G1, G2)이 검출되

지 않은 연자육에 아플라톡신 표준품을 methanol로 희석

하여 혼합된 아플라톡신(B1, B2, G1, G2) 표준용액을 첨가

하여 분석시료와 동일하게 전처리하고 HPLC-FLD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실시하

였다. 그 결과 회수율은 각각의 첨가농도에서 B1 95.1~

101.8%, B2 86.9~105.6%, G1 95.2~100.6%, G2 98.6~114.0%

로 높은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정밀도를 파악하기 위

하여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를 구한 결과,

각각의 첨가농도에서 B1 1.9~9.8%, B2 1.2~8.2%, G1 2.1~

9.5%, G2 0.9~9.3%로 본 실험방법은 식·약 공용 농산물

의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B1, B2, G1의 경우 Kim 등19)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G2의 회수율이 낮았던 Kim

등19)의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 결과에서는 아플라톡신 B1,

B2, G1, G2가 비슷한 수준으로 다소 높게 나와 Park 등20)

의 결과와 같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아플라톡신 잔류량

2016년 6~12월 서울약령시에서 원형 또는 분말 형태로

유통 판매되는 식·약 공용 농산물 총 62건을 구입하여,

후칼럼 유도체화 장치인 광화학 반응장치를 연결한 후

HPLC-FLD를 이용하여 아플라톡신(B1, B2, G1, G2)을 정성

및 정량 분석하여 아플라톡신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식·약 공용 농산물 중 사용부위에 따른 아플라톡신 오

염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식물의 종자(Semen)인 경우만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고, 식물의 뿌리(Radix), 뿌리 및 뿌

리줄기(Radix et Rhizoma), 잎(Herba)의 경우와 동물성인

백강잠(Bombycis Corpus)은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지 않았

다. 종자(Semen)는 전체 21건을 대상으로 아플라톡신을 검

사한 결과 6건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어 28.6%의 검출

률을 나타내었다. 종자(Semen) 중 식·약 공용 농산물 원

형은 전체 12건을 대상으로 아플라톡신을 검사한 결과 3

건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으며, 원형을 분말화하여 판

매되고 있는 식·약 공용 농산물의 경우는 9건을 대상으

로 아플라톡신을 검사한 결과 3건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

Table 3. LOD, LOQ, recovery, and precision for the aflatoxins

analyzed

Aflatoxins
 Spike level 

(μg/L)

Recovery 

(%)

Precision 

(CV%)

LOD1)

(μg/kg)

LOQ2)

(μg/kg)

B1

2.4 101.8 7.0 

0.086 0.262
4.9 100.4 1.9 

9.7 95.1 3.9 

19.4 99.2 9.8 

B2

0.7 86.9 4.0 

0.020 0.059
1.5 90.4 1.2 

2.9 98.5 8.2 

5.8 105.6 4.0 

G1

2.5 95.2 2.5 

0.363 1.101
4.9 100.6 2.1 

9.8 97.8 4.6 

19.6 98.5 9.5 

G2

0.9 114.0 9.3 

0.126 0.382
1.7 113.0 6.1 

3.4 98.6 0.9 

6.8 103.0 5.0 

1) LOD : Limit of Detection
2) LOQ : Limit of Qant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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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통 생약의 아플라톡신 모니

터링을 실시한 결과 모두 종자 생약에서 아플라톡신이 검

출된 Park 등20)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식·약 공용 농산물의 품목별 아플라톡신 검출 건수를

살펴본 결과, 원지(Polygalae Radix), 감초(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박하(Menthae Herba), 연자육, 산조인

(Zizyphi Semen), 백강잠(Bombycis Corpus) 중 연자육, 산

조인에서만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다. 연자육은 한약재 규

격품의 경우 연꽃 Nelumbo nucifera Gaertner (수련과

Nymphaeaceae)의 잘 익은 씨로서 그대로 또는 연심을 제

거한 것을 약으로 사용하고, 산조인은 산조(酸棗) Zizyphus

jujuba Miller var. spinosa Hu ex H. F. Chou (갈매나무과

Rhamnaceae)의 잘 익은 씨를 약으로 사용한다. 연자육 중

원형 그대로 판매되는 경우는 7건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아플라톡신 B1, B2가 검출되었고, 분말로 판매되는 6건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아플라톡신 B1이 검출되었다. 산조

인 중 원형은 5건을 검사한 결과 1건에서 아플라톡신 B1,

B2가 검출되었으며, 분말은 3건을 검사한 결과 1건에서 아

플라톡신 B1, B2가 검출되었다. 아플라톡신은 여러 곰팡이

독소 중에서 발암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

플라톡신 동족체들 중 아플라톡신 B1이 가장 큰 독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동물실험 및 역학 조사

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WHO산하 국제암연구기구(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에 의

해 AFB1은 Group 1(인체발암물질)으로 정하고 있다24). 아

플라톡신 B1에 의한 발암 기전은 확실치는 않지만 생체

내의 간장 cytochrome p-450 효소에 의해 대사되어 반응

성이 높은 AFB1-8,9-epoxide로 변형된 후, 염색체 내 디옥

시리보핵산과 비가역적으로 공유결합을 하는 AFB1-DNA

adducts를 형성하는데, 이들이 돌연변이 유발성 및 발암성

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아플라톡신(B1, B2, G1, G2) 중 식·약 공용 농산물에서

검출된 아플라톡신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연자육 및 산조인에서는 아플라톡신(B1, B2, G1, G2)

중 아플라톡신 B1, B2만 검출되었다.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연자육 4건 중 원형 1건에서만 B1, B2가 동시에 검출되었

고, 원형 1건 및 분말 2건 모두는 아플라톡신 B1만 검출

되었다.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산조인 2건 즉, 원형 1건 및

분말 1건에서는 아플라톡신 B1, B2 동시에 검출되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산조인 및 연자육에서 아플라톡신 B1, B2,

G1 및 G2의 검출률이 각각 45.5~48.8%, 24.4~31.8%, 22.7~

29.3%, 27.3~31.7% 였다는 Lee 등18)의 결과와는 다소 차

이가 있었다.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식·약 공용 농산물 중 연자육과

산조인은 아플라톡신(B1, B2, G1, G2)에 대한 기준이 설정

되어 있지 않다. 식·약 공용 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6-43호, 2016.5.31.)에 따라 [별표1] “식품에 사

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과 [별표2] “식품에 제한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수록되어 있다. 식물

성은 납, 비소 등 개별 중금속 허용기준이「대한민국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또는「대한민국약전외한약

(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게 되어 있

으며, 동물성의 경우는「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

집」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

Table 4. Incidence and level of aflatoxin contamination in commercial herbs for food and medicine

Classification

by used part

Main

material

Positive samples/Total 

samples (N1))

Concentration Range (μg/kg)

Original form Powder

Original 

form
Powder AFB1

2) AFB2
3) total aflatoxins

(B1, B2, G1 and G2)
AFB1 AFB2

Total aflatoxins

(B1, B2, G1 and G2)

Radix Polygalae Radix 0/2 0/0 ND4) ND ND ND ND ND

Radix et 

Rhizoma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0/14 0/6 ND ND ND ND ND ND

Herba Menthae Herba 0/7 0/5 ND ND ND ND ND ND

Semen

Nelumbinis 

Semen
2/7 2/6

ND-

11.869

ND-

2.786
ND-14.655

ND-

2.223
ND ND-2.223

Zizyphi Semen 1/5 1/3
ND-

6.612

ND-

2.570
ND-9.182

ND-

19.345

ND-

2.452
ND-21.797

Animal Bombycis Corpus 0/3 0/4 ND ND ND ND ND ND

Total 3/38 3/24
ND-

11.869

ND-

2.786
ND-14.655

ND-

19.345

ND-

2.452
ND-21.797

1) N : Number of samples
2) AFB1 = Aflatoxin B1
3) AFB2 = Aflatoxin B2
4) ND =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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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식·약 공용 농산물 중 식물성 원료의 경우는

곰팡이독소 기준 중 총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

에 해당하는 것은 육두구만 기준을 15.0 μg/kg 이하 (단,

B1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러나 한약재의 경우 현재 총 20품목에 대한 곰팡이독소

기준을 총 아플라톡신(아플라톡신 B1, B2, G1 및 G2의 합)

15.0 μg/kg 이하 (단, B1은 10.0 μg/kg 이하)로 설정하여 관

리하고 있다.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식·약 공용 농산물 중 연자육의

아플라톡신 검출량을 살펴보면, 연자육 원형은 총아플라

톡신(B1, B2, G1 및 G2의 합)이 ND~14.655 μg/kg, 아플라톡

신 B1이 ND~11.869 μg/kg 검출되었고, 분말 형태로 유통

되는 연자육은 총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이

ND~2.223 μg/kg, 아플라톡신 B1이 ND~2.223 μg/kg 검출

되었다. 현재 연자육에 대한 총아플라톡신에 대한 설정된

기준이 없어 유통 차단을 할 수 없지만, 육두구와 같은 수

준의 곰팡이독소 기준(총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

15.0 μg/kg 이하 (단, B1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로 설정

된다면 연자육 원형 1건에서 아플라톡신 B1의 검출량

(11.869 μg/kg)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유통을 차단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산조인의 아플라톡신 검출량은 원형은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이 ND~9.182 μg/kg, 아

플라톡신 B1이 ND~6.612 μg/kg 검출되었고, 분말 형태의

산조인은 총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이 ND~21.797

μg/kg, 아플라톡신 B1이 ND~19.345 μg/kg 검출되었다. 분

말형태의 산조인 가루 1건에서 검출된 아플라톡신의 양

또한 곰팡이독소 기준이 설정된다면 총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과 아플라톡신 B1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므

로 유통 차단이 필요한 수준이었다. 

또한 종자(Semen)인 연자육 및 산조인의 생산 국가를

살펴본 결과는 Fig. 1과 같이 한국, 중국,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이었으며, 그 중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연자육 및 산

조인의 생산 국가는 미얀마와 베트남이었다. 베트남에서

수입된 종자 10건 중 4건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으며,

베트남에서 수입된 종자는 모두 연자육이었다. 또한 미얀

마에서 수입된 종자(Semen) 7건 중 2건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으며, 미얀마에서 수입된 종자는 모두 산조인이

었다. 

그러므로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생약의 수요

가 증가함에 따라 값이 싸고 비교적 규제와 감시가 용이한

수입 생약이 국내 유통의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20),

수입되는 생약의 생산국가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시점에

서 수입 생약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

시)에 곰팡이독소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한약재 20

품목과 동일한 식·약 공용 농산물도 곰팡이독소 기준을

설정하거나, 식·약 공용 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

시(제2016-43호, 2016.5.31.)에 따라 [별표1] “식품에 사용

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과 [별표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서 “식물성은 납, 비소 등

개별 중금속 허용기준이「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

전처 고시) 또는「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식

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라는 규정에 중금속뿐만

아니라 곰팡이독소 또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그 결과 안전한 식·약 공용 농산물을 유통시켜 질

병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식·약 공용 농산물을 섭취하

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분함량과 아플라톡신 잔류량과의 상관관계

상압가열건조법에 따라 식·약 공용 농산물 62건의 수

분함량을 측정한 결과 평균 6.71%(0.31~12.05%)이었다. Fig.

2와 같이 식·약 공용 농산물의 수분함량과 아플라톡신

잔류량과의 상관관계(r2)를 측정한 결과 0.0085로 상관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spergillus flavus, Aspergillus parasiticus 및 Aspergillus

nominus에 의해 생성되는 아플라톡신은 농산물의 생육기

Fig. 1. Comparison of positive samples according to the place of

origin in Semens.

Fig. 2. Correlation of aflatoxin contamination with water content

of commercial herbs for food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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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뿐 만 아니라 저장·유통 중에도 습도 및 온도가 높은

환경 하에서 장기간 저장되었을 때 더욱 잘 생성 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수분 16% 이상, 상대습도 80-

85% 이상, 온도 25-35oC인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자라기

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8,25-27). 한편 최근 연구에 따

르면 열대 및 아열대 지방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일부 생

약에서 아플라톡신 오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건조와

저장이 불량하면 아플라톡신에 더욱 노출이 잘 된다는 것

을 시사 한바와 같이28-29) 약용작물에서의 일반적인 독소

오염의 원인으로 수확 후의 비위생적인 관리가 주원인으

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수분함량과 아플라톡신 잔류량과의 상관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으로 볼 때 식·약 공용 농

산물의 비위생적인 관리가 습도보다는 아플라톡신 잔류량

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따라

서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의 세척, 건조, 포장의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 준수가 중점 관리 지점의 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므로30-31),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장기간

섭취할 가능성이 있는 식·약 공용 농산물 또한 품질 및

유통관리 방법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2016년 6~12월 서울약령시에서 원형 또는 분말 형태로

유통 판매되는 식·약 공용 농산물 총 62건을 구입하여,

후칼럼 유도체화 장치인 광화학 반응장치를 연결한 HPLC-

FLD를 이용하여 아플라톡신(B1, B2, G1, G2)을 정성 및 정

량 분석함으로써 오염도를 조사하였다. 아플라톡신의 검

출한계는 B1 0.086 μg/kg, B2 0.020 μg/kg, G1 0.363 g/kg, G2

0.126 μg/kg이었고, 정량한계는 B1 0.262 μg/kg, B2 0.059 μg/

kg, G1 1.101 g/kg, G2 0.382 μg/kg였다. 회수율은 B1 95.1~

101.8%, B2 86.9~105.6%, G1 95.2~100.6%, G2 98.6~114.0%

이었으며,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는 B1 1.9~

9.8%, B2 1.2~8.2%, G1 2.1~9.5%, G2 0.9~9.3%였다. 사용부

위에 따른 아플라톡신 오염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종자

(Semen)만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으며, 21건 중 6건(원형

3건, 분말 3건)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다. 품목별 아

플라톡신 검출 건수를 살펴본 결과, 연자육 중 원형은 7

건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아플라톡신 B1, B2가 검출되었

고, 분말은 6건 중 2건에서 아플라톡신 B1이 검출되었다.

산조인 원형은 5건 중 1건에서 아플라톡신 B1, B2가 검출

되었으며, 분말은 3건 중 1건에서 아플라톡신 B1, B2가 검

출되었다. 아플라톡신 검출량을 살펴보면, 연자육 원형은

총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이 ND~14.655 μg/kg(B1

ND~11.869 μg/kg) 검출되었고, 분말은 총아플라톡신이

ND~2.223 μg/kg(B1이 ND~2.223 μg/kg) 검출되었다. 산조

인 원형의 아플라톡신 검출량은 총아플라톡신이 ND~9.182

μg/kg(B1이 ND~6.612 μg/kg) 검출되었고, 분말은 총아플라

톡신이 ND~21.797 μg/kg(B1이 ND~19.345 μg/kg) 검출되

었다. 따라서 이러한 곰팡이독소 검출현황을 토대로 식·

약 공용 농산물에 대한 곰팡이독소 기준을 설정하여 식·

약 공용 농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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