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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인삼 가공과정 중 difenoconazole의 가공 및 감소계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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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cquire processing and reducing factors of difenoconazole during ginseng
processing, and to establish the maximum residue limits of ginseng and its commodities. Difenoconazole was used in two
fields (Wonju and Icheon) containing 6 year old ginseng plants. The amount of residue at Wonju and Icheon were <LOQ
(0.02 mg/kg) and <LOQ (0.02 mg/kg) for fresh ginseng, 0.04 and 0.10 mg/kg for dried ginseng, <LOQ (0.04 mg/kg) and
0.08 mg/kg for red ginseng, 0.07 and 0.36 mg/kg for ginseng alcohol extract, <LOQ (0.04 mg/kg) and <LOQ (0.04 mg/kg)
for ginseng water extract, 0.08 and 0.18 mg/kg for red ginseng alcohol extract, and <LOQ (0.04 mg/kg) and <LOQ
(0.04 mg/kg) for red ginseng water extract, respectively. These data were under MRLs notified by the KFDA. The
processing factors were 3.55, 3.17, 10.78, 2.00, 6.45, and 2.00, respectively, and the reduction factors were 1.09, 1.02,
3.74, 0.73, 2.42, and 0.74,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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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오갈피나무과(Araliaceae)인

삼속(Panax)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 식물로서 한방에서는 간 보호

및 해독(1), 항피로(2), 항스트레스(3), 면역증진(4), 중추신경 흥분

작용(5), 항암(6), 항산화(7) 등 약리작용을 가지고 있어 그 뿌리

를 인삼(Ginseng, radix)이라 하여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다(8).

Panax속 식물은 냉습한 낙엽성 산림지역으로 동계의 일정한 지

온과 생장시기인 하계의 충분한 강우량 등이 유지되는 지역에서

생육할 수 있는 희귀한 약용작물로서 아시아권과 북미권에 소수

의 종이 분포되어 있을 뿐 기타 지역에는 전혀 자생하고 있지 않

다(9). 따라서 현재 한국의 고려인삼(Panax ginseng)을 포함하여

서양삼(미국삼, 화기삼, Panax quinquefolium), 전칠삼(삼칠삼,

Panax notoginseng), 죽절삼(일본삼, Panax japonicum), 삼엽삼

(Panax trifolium), 히말라야삼(Panax pseudoginseng), 베트남삼

(Panax vietnamensis) 등 7개의 종만이 알려져 전 세계적으로 유

통되고 있다. 그 중 한국의 고려인삼(Panax ginseng)은 말리지 않

은 수삼 외에도 가공방법에 따라 홍삼, 건삼(백삼), 태극삼, 인삼

및 홍삼 농축액 등으로 가공되어 유통되고 있다(10).

인삼은 일반작물과는 달리 비교적 낮은 광도의 빛만을 필요로

하는 반음지성 다년생 작물로서 해가림시설에서 4년에서 6년간

생육하기 때문에 내비, 내병성에 약해 연작에 의한 병충해가 많

은 작물이다. 특히 연작 시 잿빛공팡이병, 점무늬병, 탄저병, 뿌

리 썩음병, 모잘록병 및 역병 등 병해 발생율이 높고, 생리장해

로 인해 생산량 및 품질저하 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며(11,12), 병충해 역시 발생된 후의 구제가 다른 작물에 비해

어려워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전적으로 농약에 의존하고 있

는 실정이다(13). 이를 관리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

전청에서 1996년 인삼 중 농약 11종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한 이

래로 현재까지 인삼의 가공과정에서 변화되는 농약의 감소율 및

GAP자료에 근거하여 수삼 및 인삼 가공품 중 59종의 농약에 대

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14), 세계적으로도 미국, 유

럽,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인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되

어 있다. 그러나 식약청 고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삼 중 농약잔

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설정되어 있

는 농약은 59종에 불과하며 이 중 수삼, 건삼, 홍삼 및 농축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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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각각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은 22종 정도뿐이다. 또

한 국외적으로는 국가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상이하고 국가 간

무역 마찰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국제적기준이 아직 인삼에 설

정되어 않아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인삼은 원료상태에서 그대로 섭취하는 것도 있으

나 저장, 가공, 조리 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 같

은 과정에서 잔류농약은 그대로 잔류하거나 농축되기도 하지만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합리적인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을 위해서는 가공 과정에 따른 농약 잔류량을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공계수 및 감소계수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Codex, FAO, WHO 등 에서도 가공

계수 및 감소계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설정

하여 연구 자료의 수집, 정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15). 현재 국

내에서도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시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이 변화된 경우에는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고

(14), 인삼의 경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가공계수와 감소계

수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이천의 6년근 인

삼 포장에 difenoconazole을 살포한 후 인삼 가공단계 별 농약의

잔류량, 가공계수 및 감소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를 인삼 중

농약 관련기준의 재·개정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

용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분석대상 농약 및 약제처리

본 연구에 사용한 농약은 인삼에 등록된 약제 중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살균제인 difenoconazole로 분석용 표준품은 제조

업체로부터 구입하였다. 검량선 작성 및 회수율 실험에 사용한

농약표준품은 순도 98.8%의 Dr. Ehrenstorfer(Augsburg, Germany)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difenoconazole의 이화학적 성질은 Table 1

과 같다. 시험포장은 2개 지역(포장 1,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교

항리; 포장 2, 경기도 이천시 율면 월포리)에서 difenoconazole의

사용이력이 없는 6년근 인삼 재배포장을 임대하였다. 시험구의

최소단위는 칸(2 m×1 m/칸)으로 포장 별 각각 37칸, 38칸을 시험

구로 사용하여 관행농법으로 재배하였으며, 시험기간 중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다른 방제 약제는 사용하지 않았다. 약제처리는

difenoconazole 10% 액상수화제(푸름이®, Dongbu Hitek, Seoul,

Korea)로 농약사용지침서의 안전사용기준(16)에 준하여 2008년 8

월 21일을 시작으로 9월 30일 까지 시험구에 살포하였으며 처리

방법은 Table 2와 같다. 시료수확은 2008년 10월 14일 수확하였

으며 채취된 시료는 흙을 제거한 후 처리구별로 실험실로 운반

하였으며, 실험실내에서 처리구별로 수삼 분석시료와 가공품(건

삼, 홍삼, 인삼농축액 및 홍삼농축액) 제조를 위한 양을 산출하

여 구분하였다.

가공방법

수확된 수삼은 KT&G 중앙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각 처리구 별

로 건삼, 홍삼, 인삼 농축액, 홍삼 농축액으로 가공하였다. 특히

농축액의 경우 시중에서 알코올과 물로 추출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알코올 농축액과 물 농축액 시료를 각각 제조하였다. 건삼

은 수삼을 치미, 세척 후 60oC의 열풍기(OF-1300DS, Jeio Tech,

Daejeon, Korea)로 수분함량 14% 이하가 될 때 까지 건조하여 제

조하였다. 홍삼은 수삼을 치미, 세척 후 증삼설비(Boah Machinery

Co. Ltd., Bucheon, Korea)를 이용하여 98oC의 증기로 3시간 정도

증자하여 65oC의 열풍기(OF-1300DS, Jeio Tech)로 수분함량 50-

55%가 될 때 까지 1차 건조한 후, 건조된 시료 중 홍미삼(잔뿌

리)을 제거한 후 수분함량 14% 이하까지 일광으로 2차 건조하여

제조하였다. 알코올 농축액은 건삼과 홍삼을 1 cm 내로 세절 후

마쇄하여 70% ethanol(Daehan Ethanol Life Co., LTd., Seoul,

Korea)로 환류추출기(KMC-1205WP-O, Vision Scientific, Bucheon,

Korea)를 이용하여 70oC의 수욕 상에서 6시간 씩 환류냉각 하면

서 3회 반복 추출 하였다. 추출된 여액을 농축기(R151, Büchi,

Flawil, Switzerland)를 이용하여 60oC 수욕 상에서 농축하여 65oBx

의 인삼 및 홍삼 알코올 농축액을 제조하였다. 물 농축액은 건삼

과 홍삼을 1 cm 내로 세절 후 마쇄하여 물(증류수)로 환류추출기

(KMC-1205WP-O, Vision Scientific)를 이용하여 85oC의 수욕 상

에서 6시간 씩 환류냉각 하면서 3회 반복 추출한 후 추출된 여

액을 농축기(R151, Büchi)를 이용하여 60oC 수욕 상에서 농축하

여 72oBx의 인삼 및 홍삼 물 농축액을 제조하였다(Fig. 1).

시료전처리 및 기기 분석조건

수삼은 시료 20 g에 acetonitrile(Merck, Whitehouse Station, NJ,

USA) 100 mL를 가하여 시료균질화기(AM-10, Nissei, Nihonseiki

Kaisha Ltd., Tokyo, Japan)에서 약 3분간 8,000 rpm으로 균질화

하였으며, 건삼 및 홍삼은 시료 10 g에 증류수(Merck) 30 mL를

넣어 10분 동안 습윤 시킨 후 acetonitrile 100 mL를 가하여 진탕

기(Lab. Companion IS-971R, Jeio Tech)에서 약 1시간, 250 rpm

으로 균질화 하였다. 인삼 및 홍삼 농축액은 시료 10 g에 증류수

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difenoconazole

Chemical structure Formula Kow LogP M.W. M.p. (oC) B.p. (oC) Activity

C19H17Cl2N3O3 4.4 406.3 82-83
220

(0.03 mmHg)
fungicide
(triazole)

Table 2. Treatment of difenoconazole in ginseng

Pesticide A.I.1) contents & formulation Spray day before harvest Spray interval Times of spray

Difenoconazole 10% SC2) Before 14 days 10 days 5

1)Active ingredient
2)Suspension concen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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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L를 넣어 완전하게 녹인 후 acetonitrile 100 mL와 celite

545(Yakuri Pure Chemical Co., Ltd., Kyoto, Japan) 10 g을 가하

여 시료균질화기에서 약 1시간, 250 rpm으로 균질화 하였다. 각

균질화 된 시료는 celite 545층이 있는 Whatman filterpaper(No.

42, Whatman Plc., Kent, UK)를 통과시켜 흡인 여과하였으며,

50 mL의 acetonitrile로 용기 및 잔사를 씻어 여액과 합하였다. 여

과액 중 acetonitrile을 진공회전증발농축기(Eyela NE-1001, Tokyo

Rikakikai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감압유거한 후

sodium chloride(Showa Chemicals Inc., Tokyo, Japan)를 포화시킨

식염수 50 mL, 증류수 500 mL를 첨가하여 dichloromethane(Junsei

Chemical Co., Ltd., Tokyo, Japan) 50 mL로 2회 분배하였다.

Dichloromethane 분배액을 sodium sulfate anhydrous(Junsei Chem-

ical Co., Ltd.)로 탈수하여 dichloromethane을 진공회전증발농축기

를 사용하여 감압 유거하였으며, 농축잔류물을 n-hexane(Merck)

4 mL로 재 용해하였다. 130oC에서 5시간 이상 활성화시킨 silica

gel(0.2-0.5 mm, Merck) 5 g, sodium sulfate anhydrous 3 g 및

seasand(15-20 mesh, Yakuri Pure Chemicals Co. Ltd.) 3 g이 건식

충진 된 glass column(Ø 14.6 mm×400 mm)에 n-hexane 50 mL로

pre-washing 한 후 상기 시료 4 mL를 glass column에 loading하

고, n-hexane/acetone(Merck)(90/10, v/v) 혼합용매 50 mL와 n-hex-

ane/acetone(70/30, v/v) 혼합용매 15 mL를 연속으로 흘려 세정하

였다. 이 후 n-hexane/acetone(70/30, v/v) 혼합용매 45 mL를 이용

하여 difenoconazole을 용출시켜 진공회전증발농축기를 사용하여

감압 농축하였으며, 농축잔류물은 acetone 4 mL로 재 용해하여

GLC/ECD로 정량분석(Table 3)하였다. 이 후 difenoconazole의 확

인을 위하여 GC/MSD SIM mode로 정성분석(Table 4)하였다.

회수율 실험

회수율 시험은 LOQ, LOQ×10, MRL 수준 또는 LOQ×50의 3

수준으로 실시하였으며, 무처리구 시료에 각 수준으로 difenocon-

azole을 처리한 후 균일하게 혼합하여 30분간 방치한 후, 상기의

시료분석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회수율을 산출하였다.

가공계수 및 감소계수 산출

수삼 및 가공품의 difenoconazole을 분석하여 잔류량을 산출하

고 가공품의 잔류량을 수삼의 잔류량으로 나누어 가공계수를 산

출하였다. 또한 각 시료의 수분함량을 고려하여 건조무게기준으

로 잔류농약의 절대량으로 환산한 수삼의 잔류량과 가공품의 잔

류량을 통해 가공단계에 따른 감소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수분함

량은 식품공전의 105oC 상압가열 건조법으로 측정하였다.

Fig. 1. Processing of ginseng commod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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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공계수(Processing factor, wet basis)

=인삼 가공품의 농약잔류량(mg/kg)/수삼의 농약 잔류량(mg/kg)

2) 감소계수(Reduction factor, dry basis)

=인삼 가공품의 건물기준 농약잔류량(mg/kg)/수삼의 건물기준

농약잔류량(mg/kg)

3) 건물기준 농약잔류량(mg/kg)

=인삼 가공품의 농약잔류량×100/100-수분함량

결과 및 고찰

분석법의 회수율

분석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수삼, 건삼, 홍삼, 인삼 알코

올 농축액, 인삼 물 농축액, 홍삼 알코올 농축액 및 홍삼 물 농

축액 중 회수율 실험을 상기 분석법에 준하여 수행한 결과 전체

적인 회수율 범위는 70.2-106.9% 이었다(Table 5).

인삼 및 인삼 가공품 중 difenoconazole의 잔류량

국내 인삼 주산지 중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이천의 6년근 인삼

포장에 difenoconazole을 농약사용기준에 준해 살포하여 재배된 수

삼과 이를 원료로 가공된 건삼 홍삼, 건삼 알코올 농축액, 건삼 물

농축액, 홍삼 알코올 농축액 및 홍삼 물 농축액을 분석한 결과 및

대표적인 크로마토그램은 Table 6, Fig. 2, Fig. 3과 같았다.

수삼 중 difenoconazole의 잔류량은 원주와 이천에서 모두 LOQ

(0.02 mg/kg) 미만으로 검출되었으며, 건삼은 각각 0.04±0.00,

0.10±0.00 mg/kg, 홍삼은 각각 LOQ(0.04 mg/kg) 미만, 0.08±0.00

mg/kg, 인삼 알코올 농축액은 각각 0.07±0.00, 0.36±0.01 mg/kg, 인

Table 3. GC/ECD operating conditions for difenoconazole

Instrument GC-2010 Gas Chromatograph, Shimadzu, Japan

Detector Electron Capture Detector (ECD)

Column HP-5 (15 m×0.53 mm×2.65 µm), Agilent, USA

Temperature

Column
oven

Initial 180 (2 min hold)→
Increased at 10oC/min to 270oC
(7 min hold)

Injection port 250oC

Detector block 320oC

Gas flow rate 2.5 mL/min, split ratio (5:1)

Injection volume 1.0 µL

Table 4. GC/MSD operating conditions for difenoconazole

Instrument HP 7890A Gas Chromatograph, Agilent, USA

Detector 5975C Mass Selective Detector (MSD), Agilent, USA

Column HP-5ms (30 m×0.25 mm×0.25 µm), Agilent, USA

Temperature
Column
oven

Initial 180 (2 min hold)→
Increased at 10oC/min to 270oC
(7 min hold)

Injection port 250oC

Detector block 320oC

Gas flow rate 1.2 mL/min, split ratio (3:1)

MSD condition Ion source EI, 70 eV

Ion source
temperature

230oC

SIM mode 202, 265, 323 m/z

Injection volume 1.0 µL

Table 5. Recoveries and limit of quantification for difenoconazole

Matrixes
Fortification level 

(mg/kg)

Recoveries (%) LOQ1)

(mg/kg)Wonju Icheon

Fresh
ginseng

0.02  99.4±2.12)  78.5±7.6

0.020.20  88.4±1.2  84.7±2.1

1.00 106.8±1.6  99.6±1.8

Dried
ginseng

0.04  98.1±4.1  99.2±2.8

0.040.40  83.4±1.4  99.9±2.2

0.50 106.9±1.1  89.8±2.1

Red
ginseng

0.04  88.6±4.6  74.7±2.0

0.040.40  97.2±2.5  97.1±4.4

0.50  80.0±1.7  81.8±1.2

Ginseng
extract

EtOH
extract

0.04 102.2±3.4  84.9±6.1

0.040.40  91.5±4.7  87.3±1.7

0.5  84.4±6.2  83.9±3.5

Water
extract

0.04 102.7±2.8  76.7±3.8

0.040.40  70.2±0.3  77.6±2.6

2.00  87.5±0.7  79.4±0.5

Red ginseng
extract

EtOH
extract

0.04  78.5±5.4  99.6±3.3

0.040.40  72.7±1.3  92.8±0.3

2.00  93.5±0.8  79.9±0.1

Water
extract

0.04  78.1±1.1 101.1±2.9

0.040.40  79.5±1.4  81.8±0.8

2.00  94.2±2.0  74.6±0.5

1)Limit of quantification
2)Averag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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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물 농축액은 모두 LOQ(0.04 mg/kg) 미만, 홍삼 알코올 농축액

은 각각 0.08±0.00, 0.18±0.00 mg/kg, 홍삼 물 농축액은 모두

LOQ(0.04 mg/kg) 미만으로 검출되었다. 잔류량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원주보다 이천 시료의 잔류량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는

데 이는 원주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2배 이상 높고 양토인 이천

토양보다 원주토양의 경우 상대적으로 모래(sand)의 함량이 높고

실트(silt)와 점토(clay)의 함량이 낮은 양질사토라는 점이 크게 작

Table 6. Residual amount of difenoconazole in fresh ginseng and its commodities

Sites Ginseng Dried ginseng Red ginseng
Ginseng extract Red ginseng extract

EtOH Water EtOH Water

Wonju <LOQ 0.04±0.001) <LOQ 0.07±0.00 <LOQ 0.08±0.00 <LOQ

Icheon <LOQ 0.10±0.00 0.08±0.00 0.36±0.01 <LOQ 0.18±0.00 <LOQ

MRL2)

(mg/kg)
0.2 0.2 0.2 1.0 1.0 0.5 0.5

1)Average±SD
2)Maximum Residue Limit recommended by KFDA

Fig. 3. GC/MSD typical chromatograms of difenoconazole in
fresh ginseng and its commodities. A: GC/MSD spectrum of
difenoconazole and B: Typical chromatograms of difenoconazole by
GC/MSD SIM mode. (1) Standard (difenoconazole), (2) Fresh
ginseng, (3) Dried ginseng, (4) Red ginseng, (5) Ginseng EtOH
extract, (6) Ginseng water extract, (7) Red ginseng EtOH extract and
(8) Red ginseng water extract.

Fig. 2. GC/ECD typical chromatograms of difenoconazole in

fresh ginseng and its commodities. A: Standard (difenoconazole),
B: Control (fresh ginseng), C: Treated fresh ginseng, D: Control
(dried ginseng), E: Treated dried ginseng, F: Control (red ginseng),
G: Treated red ginseng, H: Control (ginseng EtOH extract), I:
Treated ginseng EtOH extract, J: Control (ginseng water extract), K:
Treated ginseng water extract, L: Control (red ginseng EtOH
extract), M: Treated red ginseng EtOH extract, N: Control (red
ginseng water extract) and O: Treated red ginseng water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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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17-19). 또한 수삼에서 difenoconazole의

초기 잔류량이 LOQ 미만인 낮은 수준의 잔류량을 보였다. 이는

농약 살포 시 농약사용지침서에 따라 경엽살포를 하였기 때문에

잎에 살포된 농약이 토양으로 흘러내려 토양 속 수삼뿌리 부분

까지 직접 도달한 양이 매우 적었고 difenoconazole이 침투성 농

약이지만 경엽을 통하여 지하 뿌리에 이행된 양이 적었기 때문

이라고 판단된다. Difenoconazole은 수삼에서 가공품으로 가공이

진행 되면서 잔류량 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중 홍삼의

경우 건삼에 비해 잔류량이 약 1-1.25배 정도 잔류량이 낮았는데,

이 같은 결과는 홍삼 가공상의 특징으로 98의 스팀을 3시간 증

자하는 과정과 60의 열풍건조 외에도 약 1달 정도의 태양광 건

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건삼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수의 농

약이 분해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홍삼의 잔류량이 건삼

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들을 원료로 사용하는 농축액에서도 홍삼

농축액이 인삼 농축액 보다 잔류량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국내에서 기존에 발표된 인삼 가공 중 농약 잔류량 변화에 대한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였다(20-22). 농축액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추출용매에 따라 상이한 잔류특성을 보였다. 극성인 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극성인 70% ethanol로 추출한 농축액의 경

우 높은 잔류량을 보였다. 따라서 농축액의 잔류량은 인삼 알코

올 추출 농축액, 홍삼 알코올 농축액에서 높은 잔류량을 나타냈

으며, 상대적으로 인삼 물 추출 농축액, 홍삼 물 추출 농축액에

서는 원주, 이천 지역에서 모두 LOQ 미만의 잔류량을 보였다.

이는 약제의 옥탄올/물 분배계수(Kow logP) 가 영향을 주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옥탄올/물 분배계수(Kow logP)는 수용성

및 토양흡착과의 상관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본자료로 값이 크

게되면 물 보다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difenoconazole의 옥탄올/물 분배계수(Kow logP)는 14.4로

극성인 물보다는 알코올 같은 유기용매를 통해 더 많은 양이 추

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농축액 제조 시 알코올 추

출보다는 물로 추출하는 방법이 농약을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

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difenocon-

azole의 녹는점(M.p.)은 82-83oC로 인삼 가공 중 녹는점(M.p.)이

75.9oC로 가장 낮았던 농약의 감소가 가장 컸다는 Im 등(20,21)

의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difeno-

conazole의 경우 토양에 강하게 흡착하는 특성으로 경엽처리 된

약제가 토양 중으로 침투하더라도 실제로 인삼 뿌리에 잔류된 양

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식품의약

품안전청(KFDA)에서 difenoconazole에 대하여 수삼, 건삼, 홍삼,

인삼 농축액 및 홍삼 농축액에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을 설정

하여 관리하고 있다. 본 실험결과에서 나타난 수삼 및 가공품 중

difenoconazole의 잔류량은 모두 농약잔류허용기준(MRL) 이하로

농약잔류허용기준(MRL)보다 2배-25배 작았으며, 이를 통해 국내

에 설정되어있는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이를 통해 재배된 수삼

및 가공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인삼 가공 중 difenoconazole의 가공계수 및 감소계수

수삼 및 가공품에 대한 수분함량은 평균 4.62-73.83%로 나타

났으며(Table 7), difenoconazole의 잔류량을 통해 가공단계에 따

른 가공계수를 산출한 결과 Table 8과 같았다. Difenoconazole 분

석결과 수삼 및 물 추출 농축액 중 잔류량이 LOQ 미만으로 검

출되어 가공계수 산출 시 각 LOQ 수준 잔류량을 적용하여 가공

계수를 산출하였다.

건삼 가공 중 difenoconazole의 가공계수는 3.55, 홍삼 3.17, 인

삼 알코올 농축액, 10.78, 인삼 물 농축액 2.00, 홍삼 알코올 농

축액 6.45, 홍삼 물 농축액 2.00으로 가공과정을 거치며 농약의

잔류량이 2-10.78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소

계수는 각 시료의 수분함량을 고려하여 인삼제품에 잔류된 농약

을 건조시료 무게를 기준으로 절대량으로 나타낸 값으로 수삼을

기준으로 건삼과 홍삼에서 감소계수의 값이 1부근이면 잔류농약

Table 7. Water contents of the fresh ginseng and its commodities (unit: %)

Sites Ginseng Dried ginseng Red ginseng
Ginseng extract Red ginseng extract

EtOH Water EtOH Water

Wonju 64.22±0.531) 4.62±0.36 12.65±0.47 24.17±0.11 14.74±0.08 25.45±0.17 16.36±0.17

Icheon 73.83±0.50 8.47±0.34 10.50±0.35 21.73±0.10 18.71±0.43 24.26±0.32 20.39±0.04

1)Average±SD

Table 8. Processing factors of difenoconazole in fresh ginseng and its commodities

Ginseng Dried ginseng Red ginseng
Ginseng extract Red ginseng extract

EtOH Water EtOH Water

Minimum 1.00 2.00 2.00 3.23 2.00 3.65 2.00

Maximum 1.00 5.16 4.54 18.50 2.00 9.45 2.00

Average 1.00 3.55±1.381) 3.17±1.21 10.78±7.30 2.00±0.00 6.45±2.76 2.00±0.00

1)Average±SD

Table 9. Reduction factors of difenoconazole in fresh ginseng and its commodities

Ginseng Dried ginseng Red ginseng
Ginseng extract Red ginseng extract

EtOH Water EtOH Water

Minimum 1.00 0.75 0.82 1.71 0.62 1.75 0.63

Maximum 1.00 1.42 1.28 5.95 0.84 3.14 0.86

Average 1.00 1.09±0.271) 1.02±0.21 3.74±2.06 0.73±0.11 2.42±0.63 0.74±0.11

1)Averag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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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가 거의 없고, 1이하이면 잔류농약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

한다. Table 9는 수삼 및 가공품 중 농약의 잔류량을 통해 가공

단계에 따른 difenoconazole의 감소계수를 산출한 결과로 감소계

수 산출 시 농약 잔류량 분석결과 시료 중 잔류량이 LOQ 미만

으로 검출된 경우 가공계수와 마찬가지로 LOQ 수준 잔류량을

적용하여 감소계수를 산출하였다. 건삼 가공 중 difenoconazole의

감소계수는 1.09, 홍삼에서 1.02, 인삼 알코올 농축액 3.74, 인삼

물 농축액 0.73, 홍삼 알코올 농축액 2.42, 홍삼 물 농축액 0.74

이었다. 감소계수를 통해 나타난 가공단계 별 difenoconazole의 잔

류변화는 잔류량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건삼 보다는 홍삼,

인삼 농축액 보다는 홍삼 농축액에서 감소경향이 나타났으며, 농

축액에서는 물 추출 농축액이 알코올 추출 농축액 보다 큰 감소

경향을 나타냈다. 가공계수 및 감소계수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원

주와 이천 수삼 중 difenoconazole의 잔류량이 모두 LOQ 미만으

로 계수 산출 시 LOQ 수준인 0.02 mg/kg을 적용했고 인삼 물 농

축액, 홍삼 물 농축액에서도 LOQ 미만으로 잔류되어 LOQ 수준

인 0.04 mg/kg를 적용했다. 이는 LOQ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잔류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산

출값을 얻는 것이 어려웠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산출한 감소계

수 중 일부 시료에서 감소계수가 1이상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감소계수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수삼의 잔류량이

LOQ 근처의 매우 작은 수준으로 잔류량의 미세한 차이에도 산

출값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결과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준해 농약을 살포하여 수행한 기존 국내 인삼의

감소계수 연구에서 일부 가공품의 감소계수가 1이상으로 산출된

것과 비슷한 결과였다(20-22). 따라서 농약의 가공계수 및 감소계

수 산출을 위해서는 농약 살포 시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준하여

살포하는 것보다는 다소 과량의 농약을 살포하여 원료의 초기 잔

류량을 높여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결과 국내에 설정되어있는 인삼 및 인삼 가공품 중

difenoconazole의 안전사용기준과 이를 통해 재배된 수삼 및 가공

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농축액의 경우 알코올

추출 및 물 추출 농축액의 잔류량이 모두 농약잔류허용기준(MRL)

이하였지만, 추출 용매에 따라 잔류되는 difenoconaozole의 양이

상이 하므로 농축액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시 알코올 추출

농축액과 물 추출 농축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합

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수삼에 잔류된 difenoconazole은 건삼,

홍삼, 농축액 등 가공 단계를 거치면서 농축되어 잔류량이 증가

하였다. 또한 각 시료의 수분함량을 고려하였을 경우 실제 잔류

량은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가공계수 및 감

소계수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수삼의 잔류량 및 일부 가공품 시

료에서 difenoconazole의 잔류량이 LOQ 미만으로 잔류되어 정확

한 산출값을 얻는 것이 어려웠다. 본 연구는 국내외 인삼 및 인

삼 가공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재·개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농약에

대한 지속적인 가공계수와 감소계수 연구를 통해 가공 중 농약

의 잔류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인삼 및 인삼 가공품에 대한 합리적인 농약잔류허

용기준 설정과 인삼 및 가공품 중 농약의 잔류성을 규명하고 이

를 토대로 인삼 가공단계별 농약의 감소계수와 가공계수를 산출

하고자 수행되었다. 시험농약은 difenoconazole로 6년근 인삼포 2

곳(강원도 원주, 경기도 이천)에 농약사용기준에 따라 살포한 후

수삼을 수확하여 건삼, 홍삼, 인삼 농축액 및 홍삼 농축액 시료

로 가공하였다. 시험결과 difenoconazole의 잔류량은 원주, 이천

수삼에서 모두 LOQ(0.02 mg/kg) 미만, 건삼은 각각 0.04 mg/kg,

0.10 mg/kg, 홍삼은 각각 LOQ(0.04 mg/kg) 미만, 0.08 mg/kg, 인삼

알코올 농축액은 각각 0.07, 0.36 mg/kg, 인삼 물 농축액은 모두

LOQ(0.04 mg/kg) 미만, 홍삼 알코올 농축액은 각각 0.08 mg/kg,

0.18 mg/kg, 홍삼 물 농축액은 모두 LOQ(0.04 mg/kg) 미만으로 모

두 농약잔류허용기준(MRL) 이하였다. Difenoconazole의 가공계수

는 건삼 3.55, 홍삼 3.17, 인삼 알코올 농축액 10.78, 인삼 물 농

축액 2.00, 홍삼 알코올 농축액 6.45, 홍삼 물 농축액 2.00으로 산

출되었으며, 감소계수는 건삼 1.09, 홍삼 1.02, 인삼 알코올 농축

액 3.74, 인삼 물 농축액 0.73, 홍삼 알코올 농축액 2.42, 홍삼 물

농축액 0.7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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