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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heavy metal contents in commercial herbal medicines

in Korea. 

Methods: Monitoring of lead, arsenic, cadmium and mercury was carried out on 116 samples of eleven types

of herbal medicines. Among the total samples, 71 samples were domestic and 45 were imported. The samples

were digested using the microwave method. The heavy metal contents were measured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ry (ICP-AES) and a mercury analyzer. ICP-AES was used to analyze lead,

arsenic cadmium. Mercury was analyzed by the amalgamation method.

Results: The mean values of the heavy metal contents in the herbal medicines were Pb 0.64 mg/kg, As 0.26 mg/kg,

Cd 0.07 mg/kg and Hg 0.004 mg/kg. Of the total samples, one violated the 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regulatory guidance on heavy metals in herbal medicines. Lead was detected at more than 5 mg/kg in one sample. The

measured values of arsenic, cadmium and mercury in the herbal medicines showed levels lower than the

recommended levels for herbal medicines in MFDS regulatory guidance. In the comparison of domestic samples with

imported herbal medicines, it was found that one domestic sample surpassed the maximum residue limits for lead.

Conclusion: These results will be used to establish the regulation and control of heavy metal contents in herbal

medicines. In addition, continuous monitoring is needed to ensure confidence in and the safety of these herbal

medic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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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경제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식생활의 형태

가 급변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

아짐에 따라, 발생된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과 건

강증진의 목적에 치중하고 있어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2) 한약재는 다양한

약리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응용범위가 광범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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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질병의 치료 및 건강보조약품으로 선호도가 급

증하고 있다.3) 하지만 한약재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한약재의 중금속 오염

등이 국민건강에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4,5)

급속한 산업화와 공업화로 인한 매연, 폐수 등의

유출로 환경이 오염되었고, 토양이 산성화되면서 중

금속의 용해도를 증가시켜, 토양 중 중금속의 오염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2) 토양 내에 유입된 중금속

은 자연적으로 쉽게 제거되지 않아 1차적으로 한약

재에 축적되고, 생육장해를 일으켜 수확량을 감소시

키며, 최종적으로 동물이나 사람이 한약재를 섭취함

으로서 체내에 축적되어 건강장해를 유발 시킨다.6)

또한 중금속류는 유기물이나 영양 염류와는 달리 자

연분해 및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극히 어렵고 지질

중의 무기 성분들과의 흡착 및 유기물과 배위공유 결

합하여 분해 또는 자연 소실에 의해 안전한 형태로

되어 장기간 잔류 축적하게 된다.7) 이러한 중금속은

미량일지라도 일단 체내에 들어오면 유기염화물이나

탄화수소 등의 기타 유기 오염물질보다 상대적으로

긴 반감기를 갖고,8-11) 금속을 포함하는 여러 효소의

활성을 저하시키고 뼈, 신장, 간에 만성 중독증상을

유발하며,12,13) 다른 중금속 또는 무기질과 상호 작용

하여 동물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고되어 있다.14) 일

반적으로 중금속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쉽게 분해되거나 제거되지 않으며,15) 특히 납, 비소,

카드뮴, 수은 등은 생체 성분과의 친화성이 커서 식

품 등에 축적되기 쉬울 뿐 아니라 생물에서의 필요

성이 전혀 밝혀져 있지 않고 오히려 유해하며, 그 자

체로 독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적성도 가

지고 있어서 먹이 연쇄에 의해 장기가 지속적으로 섭

취하게 되면 체내 독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16)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

에서는 미량으로 인체에 심각한 우려를 일으킬 수 있

는 수은, 납, 카드뮴, 비소를 모니터링 오염물질로 지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중금속 기준을 설정

하여 안전성 관리를 하고 있다.16,17) 또한 미국의 독

성물질 질병등록국(ATSDR)은 중금속 자체의 독성,

발생빈도 및 노출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간에게 노출

될 수 있는 유해 독성물질을 지정하고 있는데, 우선

순위 목록 중 수은, 납, 카드뮴, 비소가 10위 내에 포

함되어 있다.2,18) 우리나라는 식물성 생약의 중금속 허

용기준을 납은 5 ppm, 비소는 3 ppm, 수은은 0.2 ppm

이하로 하며, 카드뮴의 경우 0.3 ppm 이하에서 일부

품목에 한하여 0.7 ppm 또는 1.0 ppm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다.19) 유통 한약재의 중금속은

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가 되지 않아 오염된 토사 등

이 혼입되거나, 약용작물 스스로 토양으로부터 중금

속을 흡착하는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식물

성 생약의 경우 작물의 특성과 약용부위와는 관계없

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해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20) 특히 한약재는 국민의 보건위생

문제와 직결된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재배나 유통과

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니

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약재의 안전성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한약재의 유통과

효율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한약재는 2013년 2월에서 4월

사이 서울 경동시장과 대구 약령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산 및 수입산 한약재 중 국내 생산량과 수

입실적을 고려하고,22) 처방 빈도수, 유통 및 소비량

이 많은 다빈도 한약재23) 위주로 감초 외 10품목(구

Table 1. The list of commercial herbal medicines used in

this study

Name of herbal medicines Number of samples*

Latin name Domestic Imported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Lycii Fructus

Eucommiae Cortex

Forsythiae Fructus

Leonuri Herba

Lonicerae Folium et Caulis

Anemarrhenae Rhizoma

Citri Unshius Pericarpium

Gardeniae Fructus

Polygoni Multiflori Radix

Corydalis Tuber

5

6

7

6

10

6

6

9

5

7

4

5

5

4

4

-

5

6

2

5

3

6

Total 71 45
*A total of 116 samples of herbal medicines was purchased

from the market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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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두충, 연교, 익모초, 인동, 지모, 진피, 치자, 하

수오, 현호색) 총 116건(Table 1, Fig. 1)의 건조 한

약재를 구입하였으며, 균일하게 분쇄기(Hanil FM-

909T, Korea)로 분쇄한 후 기밀용기에 넣고 냉장 보

관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2. 시약 및 기기

중금속 분석을 위한 납, 비소, 카드뮴, 수은의 표

준용액은 (주)Anapex사(Korea) 제품을 사용하였고,

분석에 사용된 nitric acid는 특급제품(PFP, Japan)을

사용하였다. 수은 분석용 첨가제로 HG-MHT, HG-

BHT(Nippon Instrument Co., Japan)를 사용하였으

며, 수은 표준용액은 0.001% L-cysteine(98%, Nacalai

Tesque Inc., Japan)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납, 비

소, 카드뮴의 분석 전 전처리를 위해 Microwave

Digestion System(Ethos 1600, Milestone Co., Italy)을

이용하여 시료를 분해하였으며, 분석에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metry(iCAP

6300, Thermo, USA)를 사용하였고, 수은은 Automatic

Mercury Analyzer(Model MA-2, Nippon Instrument

Co., Japa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실험방법

1) 시료 전처리

시료 전처리는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의 극초단

파분해법24)에 따라 시료 약 0.8 g을 마이크로웨이브

분해 용기에 넣고 질산 6 mL를 가한 후 용기를 후

드 안에 정치시켜 발생 가스를 제거하고 용기를 밀

폐한 후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여 분해하였다. 분

해가 끝난 시료용액을 방랭한 후 탈기하였으며, 초

순수를 가하여 20 mL로 정용하고 여과 후 시험용액

으로 사용하였다.

Fig. 1. Photography of the materials. (A)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B) lycii fructus, (C) eucommiae cortex, (D)

forsythiae fructus, (E) leonuri herba, (F) lonicerae folium et caulis, (G) anemarrhenae rhizoma, (H) citri unshius

pericarpium, (I) gardeniae fructus, (J) polygoni multiflori radix, (K) corydalis tu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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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 비소, 카드뮴 분석

중금속의 정량은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계(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metry,

ICP-AE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기분석 조건

은 Table 2와 같다. 중금속 분석용 표준원액을 5%

질산용액으로 희석하여 검량선을 작성하고, 공시험

액으로 보정하여 시료의 중금속 함량을 구하였다.

3) 총 수은(이하 수은) 분석

시료 100 mg을 정밀하게 달아 수은분석기를 사용

해 고온으로 가열 분해하여 수은을 기화시켜 수은

포집기에 포집, 농축하여 측정하는 가열기화금아말

감법(Combustion-Gold Amalgamation Method)으로

Table 3의 조건에 따라 분석하였다. 수은 표준원액

은 0.001% L-cysteine 용액으로 희석하여 조제한 후

검량선을 작성하여 정량하였다.

4) 검출한계 및 회수율 시험

검량선을 작성하기 위해 납, 비소, 카드뮴의 표준

용액(1,000 mg/kg)을 5% 질산으로 희석하여 0.5, 1,

5, 10, 50, 100 µg/kg의 농도로 조제하여 사용하였으

며, 수은의 경우 표준용액(1,000 mg/kg)을 0.001%

L-cysteine 용액으로 희석하여 0.5, 1, 5, 10, 20 µg/kg

의 농도가 되도록 조제한 후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와 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LOQ)는 반응의 표준편차와 검량선

기울기에 근거하는 방법을 따라 표준용액을 단계별

로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검량 y를 작성하

여 계산하였다. 회수율은 대상 시료 중 두충을 선택

하여 적정농도의 표준용액을 첨가한 총 3개의 시료

와 바탕시료 3개를 동일한 방법으로 전처리한 후 시

료와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하였으며, 표준물질이 첨

가된 시료의 농도와 바탕시료의 농도 차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회수율을 측정하였다.

5) 통계처리

분석결과는 Minitab 16(Minitab Inc., Pennsylvania,

USA)을 이용하여 품목별 중금속 함량의 평균과 표

준편차, 범위를 구하였다. 품목 및 원산지 간의 유

의성은 독립표본 t-test, ANOVA-test로 분석하였으

며, 사후 검정으로 Tukey법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검출한계 및 회수율 측정 결과

납, 비소, 카드뮴의 검량선은 0.5~100 µg/kg의 농

도에서 납의 경우 R2=0.9996, 비소와 카드뮴은 R2=

0.9999로 나타났으며, 수은의 검량선은 0.5~20 µg/kg

의 농도에서 R2=1.0000으로 나타나 양호한 직선성

을 보였다. 납, 비소, 카드뮴, 수은의 검출한계는 0.32,

0.23, 0.04, 0.02 µg/kg이었고, 정량한계는 0.98, 0.69,

0.13, 0.06 µg/kg으로 고시에 따른 생약의 개별중금

속 기준보다 훨씬 낮은 값이었다. 회수율은 일정

농도의 표준물질이 첨가된 시료의 농도와 바탕시료

의 농도 차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실

험 결과 얻은 평균 회수율은 납 95.7%, 비소 99.5%,

카드뮴 99.7% 그리고 수은 100.4%로 나타났다

(Table 4).

2. 유통 한약재의 중금속 함량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 11품목 116건의

시료에 대한 납, 비소, 카드뮴, 수은 네 종류의 중금

속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전체 116건의 시료 중 두충에서 1

건이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전체 시료의 0.9%

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료 중 중

Table 2. The operating conditions of ICP

Descriptions Conditions

RF power

Auxiliary gas flow rate

Nebulizer gas flow rate

Coolant gas flow rate

Flush pump rate

Analysis pump rate

Wavelength

1,350 W

0.5 L/min

0.6 L/min

16 L/min

45 rpm

45 rpm

Pb: 220.353

As: 189.042

Cd: 228.802

Table 3. The operating conditions of mercury analyzer

Descriptions Conditions

Decomposition temp.

Decomposition time

Purse time

Amalgam-heating

Record time

850oC

150 sec

60 sec

12 sec

3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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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함량이 높았던 시료로 두충은 납과 수은, 연교

는 비소 그리고 인동은 카드뮴의 평균 함량이 유의

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납의 함량은 두충에서 1건이 7.27 mg/kg으로 검출

되어 허용기준인 5 mg/k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

고, 평균 함량도 2.05 mg/kg으로 다른 품목보다 유

의적으로 높게 검출되었으며, 두충을 제외한 다른 품

목에서는 모두 기준치보다 낮은 함량을 보였다. 비

소의 함량은 0.02~1.12 mg/kg로 모든 품목에서 허용

기준인 3 mg/kg보다 낮은 함량이 검출되었으며, 연

교와 치자의 비소 함량이 다른 품목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카드뮴의 함량은 전체적으로 N.D.~0.27

mg/kg의 검출범위를 나타내 허용기준인 0.3 mg/kg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시료는 기준치에

비슷하게 검출되었고, 수은의 함량도 대부분 미량으

로 검출되었으며 검출 범위도 N.D.~0.032 mg/kg인

것으로 나타나 허용기준인 0.2 mg/kg보다 낮게 나타

났다.

국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여 중금속 함량을 비교

한 결과는 Table 6, 7과 같으며, 국산 한약재의 경

우 71건 중 1건(1.4%)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였고, 국

Table 4. Certified concentration of constituent elements

Elements
Recovery*

(%)

RSD†

(%)

LOD‡

(µg/kg)

LOQ§

(µg/kg)
R2

Pb 95.7 3.3 0.32 0.98 0.9996

As 99.5 3.4 0.23 0.69 0.9999

Cd 99.7 2.6 0.04 0.13 0.9999

Hg 100.4 3.2 0.02 0.06 1.0000

Note. *Mean values obtained from three measurements.
†RSD(%)=standard deviation/mean value×100
‡Limit of detection(LOD)=3.3×σ/S(σ: the mean standard

deviation, S: the individual slope)
§Limit of quantitation(LOQ)=10×σ/S(σ: the mean standard

deviation, S: the individual slope)

Table 5. Heavy metal contents in herbal medicines (Unit: mg/kg)

Name of herbal medicines Pb As Cd Hg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0.19±0.04*d†

(0.14~0.25)‡
0.15±0.04cd

(0.12~0.22)

0.02±0.02de

(0.00~0.07)
ND§e

Lycii Fructus
0.10±0.05d

(0.05~0.18)

0.08±0.13d

(0.03~0.41)

0.13±0.05a

(0.04~0.20)
NDe

Eucommiae Cortex
1.46±1.89a

(0.36~7.27)

0.15±0.10bcd

(0.02~0.34)

0.11±0.05ab

(0.05~0.24)

0.008±0.004a

(0.003~0.017)

Forsythiae Fructus
0.64±1.36bc

(0.27~4.90)

0.44±0.13a

(0.32~0.69)

0.02±0.03de

(0.01~0.13)

0.002±0.002de

(ND~0.006)

Leonuri Herba
0.41±0.37cd

(0.13~1.17)

0.26±0.10b

(0.15~0.40)

0.03±0.01de

(0.01~0.07)

0.003±0.004bcd

(ND~0.012)

Lonicerae Folium et Caulis
1.01±0.84b

(0.36~2.91)

0.23±0.12bc

(0.14~0.52)

0.13±0.06a

(0.06~0.27)

0.005±0.005ab

(0.001~0.016)

Anemarrhenae Rhizoma
0.27±0.10d

(0.15~0.53)

0.26±0.06b

(0.19~0.37)

0.09±0.04bc

(0.04~0.17)

0.002±0.002cde

(0.001~0.008)

Citri Unshius Pericarpium
0.27±0.38d

(0.12~1.49)

0.21±0.27b

(0.14~1.12)

0.01±0.02e

(ND~0.08)

0.006±0.009cde

(ND~0.032)

Gardeniae Fructus
0.45±0.58bcd

(0.12~1.76)

0.42±0.09a

(0.25~0.53)

0.05±0.03d

(ND~0.10)

0.004±0.007ab

(ND~0.018)

Polygoni Multiflori Radix
0.06±0.15d

(0.02~0.54)

0.13±0.11cd

(0.10~0.47)

0.02±0.04de

(ND~0.16)

0.001±0.003de

(ND~0.009)

Corydalis Tuber
0.28±0.27cd

(0.07~0.79)

0.27±0.11b

(0.18~0.50)

0.08±0.03c

(0.04~0.12)

0.005±0.002bc

(0.002~0.009)

Note. *Geometric mean ±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Detection range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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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유통되는 수입산 한약재 45건은 모두 중금

속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개별 중금속 결과를 보면, 납의 경우 두충에서 국

산 한약재 1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두충과 지모는 국산 한약재의 납 함량이 수

입산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구기자, 연교,

인동, 진피, 현호색의 납 함량은 국산보다 수입산에

서 유의적으로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비소의 경우 국산과 수입산 한약재 모두 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대부분의 품목(감초, 구기자,

연교, 인동, 진피, 치자, 현호색)에서 수입산이 국산

보다 비소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지

모는 수입산보다 국산에서 유의적으로 더 높은 결과

를 보였다.

카드뮴의 경우에도 국산과 수입산 한약재 모두 함

량이 허용기준 이하로 나타났으며, 연교, 진피, 치자

는 수입산이 국산보다 카드뮴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고, 감초, 하수오는 국산이 수입산보다 카

드뮴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은의 경우 연교, 지모, 치자, 현호색에서 수입산

한약재의 수은 함량이 국산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감초와 구기자는 국산과 수입산 한약재 모

두 수은이 검출되지 않았다.

약재별로 보면, 연교는 납, 비소, 카드뮴, 수은 네

종류의 중금속 모두 국산보다 수입산 한약재의 함량

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진피는 납, 비소, 카드뮴의

함량이 치자는 비소, 카드뮴, 수은의 함량이 그리고

현호색은 납, 비소, 수은의 함량이 국산보다 수입산

한약재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모의 경우

납과 비소의 함량은 국산이 수입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수은의 함량은 수입산이 국산보다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6. Comparison of heavy metal(Pb, As) contents in herbal medicines. (Unit: mg/kg)

Name of herbal medicines
Pb As

Domestic Imported Domestic Imported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0.19±0.04*

(0.14~0.25)†
0.18±0.04

(0.18~0.20)

0.14±0.03**

(0.12~0.19)

0.17±0.03

(0.14~0.22)

Lycii Fructus
0.08±0.02***

(0.05~0.11)

0.15±0.03

(0.12~0.18)

0.05±0.09**

(0.03~0.28)

0.16±0.14

(0.08~0.41)

Eucommiae Cortex
2.05±2.11**

(0.93~7.27)

0.81±0.77

(0.36~2.22)

0.17±0.08

(0.08~0.32)

0.13±0.13

(0.02~0.34)

Forsythiae Fructus
0.37±0.20*

(0.27~0.81)

1.45±1.77

(0.59~4.90)

0.36±0.04***

(0.32~0.42)

0.59±0.07

(0.51~0.69)

Leonuri Herba
0.41±0.37

(0.13~1.17)
-

0.26±0.10

(0.15~0.40)
-

Lonicerae Folium et Caulis
0.74±0.32**

(0.36~1.16)

1.46±1.00

(0.73~2.91)

0.18±0.04***

(0.14~0.26)

0.32±0.12

(0.18~0.52)

Anemarrhenae Rhizoma
0.33±0.11**

(0.21~0.53)

0.23±0.07

(0.15~0.35)

0.29±0.06**

(0.21~0.37)

0.23±0.05

(0.19~0.30)

Citri Unshius Pericarpium
0.20±0.06*

(0.12~0.29)

0.93±0.50

(0.58~1.49)

0.17±0.03*

(0.14~0.22)

0.57±0.45

(0.29~1.12)

Gardeniae Fructus
0.35±0.57

(0.12~1.53)

0.57±0.59

(0.32~1.76)

0.35±0.08***

(0.25~0.43)

0.51±0.03

(0.50~0.53)

Polygoni Multiflori Radix
0.06±0.18

(0.02~0.54)

0.05±0.03

(0.03~0.09)

0.14±0.13

(0.10~0.47)

0.12±0.02

(0.10~0.14)

Corydalis Tuber
0.10±0.02***

(0.07~0.11)

0.56±0.16

(0.35~0.79)

0.18±0.01***

(0.18~0.19)

0.35±0.09

(0.27~0.50)

Note. *Geometric mean ±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p-value shows significant differences of heavy metal contents between

domestic and imported medicinal herbs(*p<0.05, **p<0.01, ***p<0.001, respectively).
†Detection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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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한약재는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식물, 동물, 광

물질 등을 천연 그대로 사용하거나 건조 및 수치 등

의 일정한 가공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약

용되어지는 것이므로 안전성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

제이며, 한약재 품질 확보의 수단으로 한약재 재배,

유통과정, 환경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중금속 오

염에 대한 모니터링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7,25) 

외부의 오염물질 중에서 유해중금속에 의한 한약

재의 오염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농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토양에 쌓이는 살충제 성분과

하수 침전물에 의하여 재배토양이 오염된 경우 이동

성이 적은 중금속은 축적이 되어 식물의 생육이나

섭취 시 피해를 주며, 둘째는 제조과정에서 품질관

리가 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오염된 토사 등의 혼입

으로 유해중금속에 오염되는 경우이다.7,20) 또한 우

리 주변에 흔히 존재하고 노출되기 쉬운 납은 반감

기가 5~10년으로 길어 체내 축적이 쉬운 중금속으

로 매년 생산되는 납의 50%가 주위 환경에 흩어져

일상생활을 통하여서도 노출될 수 있으며,26) 상업적

으로 이용되는 납은 미립자 형태로 방출되어 공기,

먼지, 토양, 음료수 및 농작물의 광범위한 오염을 일

으킨다.27) 비소의 주요 노출원은 비소에 오염된 물

과 토양 및 농·수산식품 등 식이에 의한 경구노출

이며,28) 산업장에서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어 환경으

로 배출된 수은은 생태계의 먹이연쇄과정을 거치면

서 농축되는 성질이 있어 농·축산물의 오염원이 되

고 있다.29) 카드뮴은 아연 광석의 채광이나 제련과

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며, 자연환경 중에 분진의 형

Table 7. Comparison of heavy metal(Cd, Hg) contents in herbal medicines. (Unit: mg/kg)

Name of herbal medicines
Cd Hg

Domestic Imported Domestic Imported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0.04±0.02*

(0.03~0.07)†
0.01±0.01***

(0.00~0.02)
ND‡ ND

Lycii Fructus
0.12±0.03

(0.09~0.16)

0.13±0.06

(0.04~0.20)
ND ND

Eucommiae Cortex
0.11±0.04

(0.06~0.19)

0.12±0.07

(0.05~0.24)

0.007±0.003

(0.003~0.012)

0.010±0.005

(0.005~0.017)

Forsythiae Fructus
0.01±0.01*

(0.01~0.03)

0.03±0.05

(0.01~0.13)

0.001±0.001**

(ND~0.001)

0.003±0.003

(ND~0.006)

Leonuri Herba
0.03±0.01

(0.01~0.07)
-

0.003±0.004

(ND~0.012)
-

Lonicerae Folium et Caulis
0.15±0.04

(0.11~0.22)

0.12±0.09

(0.06~0.27)

0.004±0.006

(0.001~0.016)

0.006±0.004

(0.002~0.013)

Anemarrhenae Rhizoma
0.10±0.05

(0.04~0.17)

0.08±0.01

(0.07~0.10)

0.001±0.000***

(0.001~0.002)

0.005±0.002

(0.003~0.008)

Citri Unshius Pericarpium
0.00±0.00*

(ND~0.01)

0.04±0.03

(0.02~0.08)
ND

0.006±0.017

(0.001~0.032)

Gardeniae Fructus
0.03±0.02***

(ND~0.04)

0.07±0.02

(0.05~0.10)

0.001±0.001***

(ND~0.002)

0.010±0.006

(0.003~0.018)

Polygoni Multiflori Radix
0.02±0.05*

(ND~0.16)

0.01±0.00

(0.01~0.01)

0.001±0.003

(ND~0.009)
ND

Corydalis Tuber
0.07±0.03

(0.04~0.11)

0.08±0.02

(0.05~0.12)

0.003±0.001***

(0.002~0.004)

0.007±0.002

(0.005~0.009)

Note. * Geometric mean ±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p-value shows significant differences of heavy metal contents between

domestic and imported medicinal herbs(*p<0.05, **p<0.01, ***p<0.001, respectively).
†Detection range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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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노출량이 증가하고 있어 토양이나 수질오염에

의해 식품 등을 통해 흡입이 될 수 있다.30) 이처럼

중금속 문제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

으며, 토양, 대기 등의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우

리나라뿐만 아니라 한약재의 주 수입원인 중국 역시

산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수입 한약재의

중금속 오염 또한 안심할 수 없다.31) 중금속은 비록

미량일지라도 장기간 섭취하는 경우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납, 비소, 카드뮴, 수은 등의 중

금속이 체내에 축적되면 암 등 각종 질병과 호르몬

대사 이상까지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

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 등을 통한 안전성의 확보

가 필요하다.25,32)

본 연구에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산과 수입

산 한약재 11품목 116건의 시료에 대한 납, 비소, 카

드뮴, 수은 네 종류의 중금속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

과, 전체 시료 중 두충에서 1건(0.9%)이 중금속 허

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의 함량은 1건

(두충)의 시료가 허용기준인 5 mg/kg을 초과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비소, 카드뮴, 수은의 함량은 모든

시료에서 허용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었

다. 또한 수은의 함량은 납, 비소, 카드뮴의 함량에

비해 대부분의 시료에서 불검출이거나 미량 검출되

어 허용기준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분석되었는

데, 이는 한약재 내 중금속을 분석한 결과 수은보다

는 납, 비소, 카드뮴 등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는 기존의 보고3,33)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원산지

별 결과에서는 국산 한약재 1건(두충)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국산 한약

재 및 수입산 한약재에서 허용기준 이하의 함량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

펴보면, 이전에 보고된 연구3)와 유사하게 국산 한약

재와 수입산 한약재가 함량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

이지는 않았으며, 대부분의 시료가 안전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한편 김 등20)에 의하면 서울지역에서 유

통되었던 한약재 244품목 3152건을 대상으로 납, 비

소, 수은을 분석한 결과 국산보다 수입산 한약재의

함량이 높았으며, 임 등32)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

는 국산, 수입 한약재 60품목 600건에 대하여 중금

속 함량을 측정한 결과 허용 한계치를 초과한 93건

의 한약재 중 72건의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나타났

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보다 수입산 한약재의 오

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약은 천연물

을 기원으로 하기 때문에 토양, 수질 등 주변의 환

경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약재의 산지와

기후, 품종, 토양과 분석방법 간의 차이, 생약의 약

용부위에 따라서도 다소 함량의 차이가 있어 다른

문헌과의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다.6)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국산 및 수입산 한약재의 중금속 함량이

허용기준 이하로 나타났으며, 원산지간의 중금속 함

량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일부 시료

에서 납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카드뮴 함량

이 기준치에 비슷하게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

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통 한약재의 중금속 함량을 분석한 결과, 보다

안전한 한약재의 유통과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

터링의 실시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며, 본 연구결과가 추후 국내 유통 한약재의 개별

중금속 함유량 실태 파악과 세부적으로 중금속 기준

치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산과 수입산 한약재 11

품목 116건의 시료에 대한 납, 비소, 카드뮴, 수은 네

종류의 중금속 함량을 분석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시료 중 두충에서 1건이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중금속 결과에서 납의 함량은 1건(두충)의 시료가 허

용기준을 초과하였고, 비소, 카드뮴, 수은의 함량은 모

든 시료에서 허용기준보다 낮게 검출되었다. 국산과

수입산 한약재의 중금속 함량을 비교한 결과, 국산과

수입산 한약재의 중금속 함량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으나, 국산 한약재 1건(두충)이 허용기준을 초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시료에서 중금속 함

량이 허용기준보다 낮게 검출되어 안전한 것으로 판

단되나, 일부 시료에서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

으로 나타나 유통 중인 한약재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와 구체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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