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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음료의 함량 및 안전성 실태조사

김종필·김진희·강경리·양용식·홍삼재·김은선·문용운·이정치1·송현제1·정재근*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1광주보건대학 임상병리과

A Survey on the Content and Safety of Red Ginseng Products

Jong-Pil Kim, Jin-Hee Kim, Gyung-Lee Gang, Yong-Shik Yang, Sam-Jai Hong, Eun-Sun Kim,

Yong-Woon Moon, Jeong-Chi Lee1, Hyeon-Je Song1, and Jae-Keun Chung*

Health and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of Gwangju
1Department of Clinical Pathology, Gwangju Health College University

Abstract This survey was conducted to monitor the safety of red ginseng products in Gwangju, in 2010. Among 100
samples, 37 were beverages, 5 were functional health foods on the market, and 58 were beverages from a tailor-made
shop. All samples were negative for coliform bacteria. Aerobic plate counts were detected from 13 samples in the 58
tailor-made products but not detected in the other types of products. Benzoic acid was detected in 5 samples (range, 19.2-
543.0 mg/kg). Among heavy metals, lead was detected, ranging from 28.8-62.3 µg/kg, cadmium, from 1.15-4.18 µg/kg, and
mercury from 0.10-0.18 µg/kg. Benzopyrene was not detected in any samples. Ginsenoside Rg1 and Rb1 were detected in
0.1-23.4 mg/90 mL of beverages and 12.1-66.8 mg/90 mL of functional health food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red
ginseng products are safe in terms of microbial contaminants and hazardous chemical compounds such as heavy metals
and benzopy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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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의 약리작용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인삼은 의약품으로써

는 물론 인삼차, 음료와 같은 기호성이 강조된 건강식품으로 발

전되어 다양한 가공식품이 개발되고 있고, 국제시장에서 뿐만 아

니라 국내에서도 2007년 건강기능식품의 전체 매출액 7,235억원

중 3,27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4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

인삼은 식물 분류학상 두릅나무과(Araliaceae)의 인삼속(Panax)

에 속하며 주로 뿌리가 약재로 이용되며, 인삼제품은 제조·가

공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수삼, 백삼, 홍삼 3종류로 분류된다(2,3).

구성 성분은 탄수화물 약 60%, 조단백질 8-15%, 조지방 1-3%,

회분 4-6%, 조사포닌 3-7%, 그 외의 미량성분들로 구성되어 있

다(1). 이 중 인삼의 주요 약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진 진세노사이드는 Shibata 등(4)의 연구에 의해서 구조적 특성

에 따라 panaxadiol(PD)계와 panaxatriol(PT)계로 구분되는데, PD

계는 중추신경 진정효과가 있으며, PT계는 콜레스테롤의 함량저

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홍삼에 함유된 진세노사

이드는 수산화기(-OH)의 위치와 당의 결합유무에 따라 여러 종

류로 구분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함량의 진세노사이

드 Rg1(protopanaxatriol type)과 진세노사이드 Rb1(protopanaxadiol

type)이 대표적인 성분이다(6).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홍삼성분 가공품은 농축액, 분말,

차, 추출액, 음료 등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

청에서 고시된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과 음료로

구분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기준은 기능성 성분인 진

세노사이드 Rg1과 Rb1을 합하여 함유량이 0.8-34.0 mg/g이 되어

야 하고, 음료의 기준은 함량에 관계없이 홍삼성분만 확인이 되

면 된다(7,8).

홍삼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은 홍삼의 특정 성분에 대한 약리

효능이 입증되면서 의약품 개발과 인삼의 주요 활성 물질인 진

세노사이드에 대한 화학적 구조규명, 물질의 분리 등 기기 분석

연구와 홍삼함량의 증대와 품질개선에 관한 연구는 많이 보고되

고 있으나(3,6,9,10), 시중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되는

홍삼추출음료에 대한 성분함량이나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성관리

는 아직까지 조사, 보고된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벤조피렌(Benzopyrene)은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진 다환 방

향족 탄화수소(PAH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화합물

중 하나로 최근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인체 발암물질인 그룹 1로 분류하고 있다(11). 벤조

피렌은 주로 음식을 조리, 가공할 때 식품의 주 성분인 탄수화

물, 단백질, 지방 등이 열 분해되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12), 홍삼이나 흑삼의 제조 과정에도 열처리가 수행되기 때

문에 벤조피렌의 생성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다(13).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에는 여러 가지 중금속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들 중 납, 카드뮴 등은 유해 중금속으로 생체 내에 축

적되어 독성을 나타내기도 하며(14), 이러한 중금속은 급속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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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발달로 인해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과정에서도 오염될 수도 있다(15). 또한 홍삼의 제조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는 이화학적 요인 이외에 미생물에 의

한 오염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러한 원인은 홍삼 원료의 저장이

나 제품의 제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공전에서도 홍삼음료에 대해 오염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세균수

와 대장균군을 규격기준으로 정하였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주지역에서 유통 중인 홍삼 건강기능

식품 및 음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되는 홍삼 추출

음료를 대상으로 홍삼의 함량 및 중금속, 벤조피렌 및 미생물 등

의 위해성분을 조사하여 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

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2010년 4월부터 10월까지 광주지역 즉석제조판매업소에서 직

접 추출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홍삼음료 58건과 마트나 슈퍼 등에

서 유통·판매 되고 있는 유통형 홍삼음료 37건, 건강기능형 홍

삼음료 5건 총 100건에 대하여 납, 카드뮴, 수은과 같은 유해 중

금속과 벤조피렌, 일반세균, 대장균군 그리고 식품첨가물 중 보

존료와 진세노사이드 Rb1, Rg1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세균 및 대장균군 시험

일반세균 및 대장균군은 식품공전 시험법에 준하여 시험하였

다(16). 일반세균 시험은 식품공전에 등재된 건조필름법(Petrifilm,

Aerobic count plate, 3M, St. Paul, MN, USA)을 이용하여 제조

사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즉 시료와 10배 계단 희석액 1 mL

씩을 세균수 실험용 Petrifilm에 접종한 후, 35oC에서 48시간 배

양하여 생성된 붉은 집락을 계수하여 산출하였다.

대장균군 시험은 유당 배지법에 따라 시험하였다. 즉, 추정시

험으로 시험용액 10 mL를 2배 농도의 유당배지 10 mL에, 1 mL,

0.1 mL를 1배 농도 유당배지 10 mL에 각각 접종한 다음, 35-37oC

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가스 발생이 확인되면 확정시험을 수행

하였다. 확정시험은 가스 발생이 확인된 유당배지 발효관으로부

터 BGLB(Oxoid, Hampshire, UK)배지에 접종하여 35-37oC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가스 발생이 확인되면 Endo(Oxoid)배지나

EMB(Oxoid)배지에 분리 배양하였다. 35-37oC에서 24시간 배양한

Endo배지나 EMB배지에서 금속광택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집락

을 선택하여 다시 유당배지와 보통한천배지에 접종하고 35-37oC

에서 24시간 동안 배양 후, 그람음성 무아포성 간균이 증명되면

대장균군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보존료 시험

보존료 중 데히드로초산, 소르빈산, 안식향산 및 그 염류, 파라

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의 시험용액의 조제 및 시험조작은 식품

공전 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정성 및 정량법에 준하여 실험

하였다.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에 대해서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에 의한 정성 및 정량법에 의해 시험하였고 시험용액의 조제는

수증기 자동증류기(Distillation Unit B-323, BUCHI, Postfach,

Switzerland)를 이용하였다(17). 표준품은 Acros(Geel, Belgium),

Sigma-Aldrich(St. Louis, MO, USA), TCI Co.(Tokyo, Japan)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분석에 사용한 시약은 HPLC급 용매와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보존료의 분석에 사용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는 Nanospace SI-2(Shiseido, Tokyo, Japan)를 사용하였다. 분석컬

럼은 Capcell Pak C18, UG 120(4.6 mm ID×250 mm, 5 µm,

Shiseido)을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으로는 0.1 M NaH2PO4:acetonitrile:

MeOH (10:6:4)을 사용하였다. 유속은 분당 1,000 µL이었으며 측

정 파장은 217 nm이다. 프로피온산과 그 염류의 분석을 위해

Flame Ionization Detector가 장착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6890 N,

Agilent Technologies, Palo Alto, CA, USA)를 사용하였다. 분석용

컬럼은 Agilent-INOWAX(30 m×0.32 mm×0.25 µm)를 사용하였다.

주입구 온도는 200oC, 주입량은 1.0 µL(Split ratio 20:1)이었으며,

오븐 온도는 120oC에서 머무름 시간 없이 200oC까지 분당 10oC

의 속도로 승온 한 후 7분간 등온 시키는 조건을 사용하였다.

납, 카드뮴 시험

납, 카드뮴 분석의 전처리는 식품공전 일반시험법 중 Microwave

분해법을 적용하였다(18). 분해용 시약으로 질산(nitric acid, Dong-

Woo Fine Chem, Iksan, Korea)과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Junsei, Tokyo, Japan) 35%를 사용하였고, 증류수는 18.2 MΩ · cm

수준의 정제수를 사용하였다. 시료 3-5 g을 microwave tube에 취

한 후 질산 7 mL와 과산화수소 4 mL를 가한 후 Microwave

(ETHOS Touch control, Milestone, Bergamo, Italy)로 분해하여

증류수를 가해 전량이 25 mL로 맞춘 후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표

준용액은 원자흡광광도계용 표준액(Merck, Darmstadt, Germany)

을 0.2% 질산 용액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은 원자흡광

분광광도기(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 AAS; AAnalyst

800, PerkinElmer, Waltham, MA, USA)를 이용하였다. 분석파장은

납 283.3 nm, 카드뮴은 228.8 nm로 하였고 원자화 온도는 납

1,600oC, 카드뮴은 1,500oC이며 열분해 온도는 납이 850oC이고 카

드뮴이 500oC로 설정 하였다. Chemical modifier는 NH4H2PO4

0.05 mg과 Mg(NO3)2 0.003 mg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중금속의

정량한계는(Limits of Quantitation, LOQ) 납 1 µg/L, 카드뮴

0.1 µg/L이다.

수은 시험

시료 중 수은 함량은 Mercury Analyzer(DMA 80, Milestone)를

이용하여 가열기화금아말감법(Combustion gold amalgamation

method)으로 측정하였다.

시료 약 100 mg을 분석하였으며, 기기 분석조건은 200oC에서

200초 동안 건조시켜 700oC에서 180초 동안 열분해 하였다. 수

은의 정량한계는 0.1 µg/L이다.

벤조피렌 시험

시료전처리 등 분석조건은 Hu 등(19)의 방법을 참고로 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시약은 HPLC급 용매와 특급시약을 사용하였으

며, 벤조피렌 표준품은 Chem service Inc.(West Chester, PA,

USA)제품을, 내부표준물질인 3-메틸코란트렌은 Supelco Inc.(Belle-

fonte, PA, USA)제품을 사용하였다. 액체크로마토그라프는 형광

검출기(Waters 2475, Waters, Milford, MA, USA)가 장착된 Alli-

ance e2695(Waters)를 사용하였으며, 여기파장은 294 nm, 형광파

장은 404 nm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cloumn은 SUPELCOSILTM

LC-PAH(4.6 mm ID×250 mm, 5µm, Supelco)를 사용하였다. 유속은

분당 1.0 mL, column 온도는 35oC로 설정하였으며, 이동상으로는

85% acetonitrile를 사용하여 isocratic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홍삼성분 시험

분석조건은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시험법을 적용하였으며 시험

용액 조제는 시료 자체를 멤브레인 필터(Millex-HP, Milli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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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ford, MA, USA)로 여과하여 희석과정 없이 바로 시험용액으

로 하였다(20).

분석에 사용한 시약은 HPLC급 용매와 특급시약을 사용하였

고,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표준품은 Wako(Tokyo, Japan)제품

을 사용하였다. 액체크로마토그라프는 자외선검출기(Waters 2996,

Waters)가 장착된 Alliance e2695(Waters)를 사용하였으며, 분석파

장은 203 nm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cloumn은 Capcell Pak C18,

UG 120(4.6 mm ID×250 mm, 5 µm, Shiseido)를 사용하였다. 유속

은 분당 1.0 mL, column 온도는 35oC로 설정하였으며, 이동상으

로는 acetonitrile과 증류수를 사용하여 gradient 조건

[ACN:DW=(20:80)-(42:58)]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처리

중금속 분석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version 10) 통계프로그

램을 사용하였으며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로 검증한 후 유

의성이 발견되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유의수

준 0.05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세균 및 대장균군 시험

가공식품에서 식품의 신선도 및 위생관리 상태를 판정하는 미

생물학적인 기준으로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가장 많이 이용되

고 있다. 일반세균은 검체 중에 존재하는 세균 중 35oC, 표준한

천배지 내에서 생장할 수 있는 중온균을 말하고 대부분 병원성

은 없으며, 대장균군은 사람 또는 포유동물의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유당을 분해하여 가스를 발생하는 모든 호기성 또는 통

성 혐기성 세균을 말한다. 따라서 가공식품에서 일반세균과 대장

균군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21), 식품공전에서도 일반세균수의 경우 100 CFU/mL

이하, 대장균군의 경우 음성으로 규격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8).

본 연구결과에서 일반세균수 및 대장균군의 시험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장균군은 유통형, 건강기능형 및 맞춤형 홍삼음료에

서 모두 음성이었다. 그리고 일반세균은 유통형 홍삼음료 및 건

강기능형 홍삼음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즉석제조가공업소

에서 제조·가공된 맞춤형 홍삼음료에서는 58건 중 13건(22.4%)

이 검출되었다. 이 중 일반세균수가 10-20 CFU/mL이 4건(6.9%),

21-30 CFU/mL이 4건(6.9%), 31-50 CFU/mL이 2건(3.4%), 51-80

CFU/mL이 3건(5.2%)이었다.

일반적으로 세균의 증식은 물리적인 요인으로 온도에 의해 영

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20-30oC 사이에서 잘 자라는 일반세균의

경우, 식품의 부주의한 보관방법에 따라 세균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출음료는 제조 후, 반드시 4oC 냉

장을 유지해야 하며, 가급적 단기간 이내에 섭취해야 할 것이다.

보존료 함량

조사한 즉석제조업소의 맞춤형 홍삼음료와 시중에서 유통 판

매되고 있는 유통형 홍삼음료 그리고 건강기능형 홍삼음료의 보

존료 함량에 대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분석한 총 100

건 중 5건에서 안식향산이 검출되었으며, 프로피온산, 소르빈산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안식향산이 검출된 5건 중 4건이 유통형 홍삼음료이고 건강기

능형 1건에서 안식향산이 검출 되었다. 식품공전에 따르면 홍삼

음료 및 추출음료의 경우 안식향산과 파라옥시안식향산을 사용

할 수 있으며 기준은 각각 0.6과 0.1 g/kg 이하이고 이외의 보존

료는 사용할 수 없다(8).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보존료의 함량은

19.2-543.0 mg/kg 검출 되었으며 5건 모두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유통형 홍삼음료에서 검출된 1건(19.2

mg/kg)과 건강기능형 1건(31.4 mg/kg)의 함량은 다른 3건(272.7-

543.0 mg/kg)과 비교 했을 때 8.6-28.2배 낮게 검출 되었다. 이 결

Table 1. Detection of aerobic plate counts and coliform bacteria in red ginseng products

Food type Selling type
No. of 
samples

Aerobic plate counts (CFU/mL) Coliform
BacteriaTotal 10-20 21-30 31-50 51-80 <100

Red ginseng beverage
Market 37 0 1)ND1) ND ND ND ND Negative

Tailor-made 58 13 4 4 2 3 ND Negative

Functional health food Market 5 0 ND ND ND ND ND Negative

Total 100 13 4 4 2 3 0

1)Not detected

Table 2. Contents of preservatives in red ginseng products

Food type Selling type No. of  samples
Benzoic acid

Other preservatives1)

No. of  detected samples Content (mg/kg)

Red ginseng beverage
Market 37 4 

0019.2*
543.0
272.7
390.0

1)ND2)

Tailor-made 58 - ND1) ND

Functional health food Market 5 1 0031.4* ND

Total 100 5

*General natural content level
1)Dehydroacetic acid, Sorbic acid, p-Hydroxybenzoic acid Esters
2)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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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Park 등(22)의 홍삼농축액 제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2.5-

10.2 ppm)와 국내 유통 중인 식품원료 중의 안식향산을 분석한

연구보고서(23)의 홍삼농축액의 주원료인 인삼에서 3.17 ppm, 부

재료로 사용된 백작약에서 654.03 ppm 등의 검출된 결과와 비교

해 볼 때 인위적인 첨가가 아닌 원료로부터 유래된 안식향산으

로 판단되었다.

즉석제조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맞춤형 홍삼음료의 경우에 보

존료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유통형 홍삼

음료에서는 천연유래된 것을 제외하면 37건 중 3건이 검출되어

8.1%의 검출율을 나타내었다.

중금속 함량

본 자료는 유통형 홍삼음료 37건, 맞춤형 홍삼음료 58건, 건강

기능형 홍삼음료 5건에 대해 납, 카드뮴, 수은의 중금속 함량을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홍삼음료의 납 평균 함량은 유통형 홍삼음료 62.3 µg/kg, 맞춤

형 홍삼음료 74.6 µg/kg, 건강기능형 홍삼음료 28.8 µg/kg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가 Kim 등(24)이 조사한 두유류와 과실·채소

음료 납의 평균 함량 0.019, 0.004 mg/kg 보다 높게 검출되었는데

이는 Hu 등(25)이 조사한 인삼류의 납 평균 함량 0.106 mg/kg과

Kim 등(26)의『국내 유통 중인 농산물의 중금속 함량 모니터링』

에서 나타난 납의 함량 0.011-0.031 mg/kg을 비교해 보았을 때 원

료의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 되었다. 식품공전에서는 홍삼음

료에서 납의 기준을 0.3 mg/kg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조사된 모든 제품의 납 함량은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8).

카드뮴 평균 함량은 유통형 1.15 µg/kg, 맞춤형 1.62 µg/kg, 건

강기능형 4.18 µg/kg으로 납 함량과는 달리 건강기능형 홍삼음료

가 2배정도 높게 검출되었다(p<0.05). 유통형 및 맞춤형 홍삼음

료의 카드뮴 평균 함량과 본 조사에서 전체 납의 평균 함량이 카

드뮴의 평균 함량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Hu 등(25)의 홍삼음

료 카드뮴 평균 함량 0.002 mg/kg 및 인삼제품류에서 납의 평균

함량이 카드뮴의 평균 함량보다 높게 나타난 경향과 유사하였

다. 카드뮴의 경우 기준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카드뮴 최

고 함량인 7.10 µg/kg은 음료류에 대한 식품공전의 기준 0.1 mg/

kg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27).

수은의 평균 함량은 유통형, 맞춤형, 건강기능형 홍삼음료에서

0.10-0.18 µg/kg으로 식품공전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Hu 등(25)의 홍삼음료와 Kim 등(24)의 유통 음료류에서의 수은

평균 함량 0.0006, 0.0004 mg/kg보다 낮아 안전한 수준으로 사료

되었다.

벤조피렌 함량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은 현재 식품공전에 식용유지, 숙

지황 및 건지황, 훈제제품, 어패류 등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만

홍삼음료를 포함한 음료에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홍삼은

제조과정에서 증숙과 건조과정이 있어서 벤조피렌이 검출될 가

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3). 또한 맞춤형 홍삼음료는 보통

24-72시간 끓여서 추출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따라서 제조과정에

서 벤조피렌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어 벤조피렌 검사를 실시하였

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한 건강기능형 및 유통, 맞춤형 홍삼음료

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data not shown). 이는 Hu 등

(19)이 조사한 홍삼음료의 벤조피렌 분석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

지 않았다는 내용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벤조피

렌은 400oC 이상의 고온에서 불완전연소 시 생성 가능성이 높으

므로(28) 100oC 정도의 추출온도에서는 생성 가능성이 낮다고 생

각된다.

홍삼성분 함량 조사

홍삼성분 중에서 홍삼제품의 지표성분으로 사용되는 panaxatriol

계의 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과 panaxadiol계의 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b1의 함량과 제품에 표시된 표시사항을 조사하였

다(Table 4).

건강기능형 홍삼음료는 5건으로 모두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의 합으로써 표시되어 있었고, 유통형 홍삼음료로 분류된 37건

중에서 10건과 맞춤형 홍삼음료 58건 중 5건만이 홍삼사포닌, 홍

삼성분, 고형분 함량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80건은 아무 표시가 없거나 단순히 홍삼추출액 100%라는 형태

로 표시되어 있었다.

조사된 95건의 유통형 및 맞춤형 홍삼음료에서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함량은 0.1-23.4 mg/90 mL이 함유되어 있었다. 또한

홍삼음료와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조사한 5

건의 건강기능형 홍삼음료에는 12.0-66.7 mg/90 mL이 함유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삼관련 건강기능식품은 진세노사이드 Rg1

과 Rb1의 합으로써 홍삼함량을 표시하고 최종제품에 대해 표시

량의 80% 이상을 함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조사된 건

강기능형 홍삼음료에는 표시사항에 나타난 (Rg1+Rb1)함량 대비

112-142%을 함유하고 있어 홍삼성분 함량에 대해서는 모두 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공전에는 제조기준으로서 홍삼원

료 기준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을 합하여 함유량이 0.8-34.0

mg/g이 되어야 하고, 최종 제품의 요건으로 면역력 증진, 피로회

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일 섭취량을 3-80 mg/day로 규정하고

있다(7). 식품공전에 홍삼음료는 일반음료로 규정되어 있어 기능

성과는 별개로 홍삼성분 확인시험만 규정되어 있고 함량은 규제

되어 있지 않다. 이번 조사된 검체 중에서 건강기능형 홍삼음료

의 경우 1회 섭취량이 보통 50 mL 이내이고 1회/일 섭취하도록

되어 있었고, 유통형 및 맞춤형 홍삼음료의 경우 보통 1회 분량

이 90 mL이고, 3회/일 섭취하도록 표시되어 있었다. Table 4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유통형 및 맞춤형 홍삼제품을 하루에 3회 섭취

Table 3. Range and mean values of heavy metals in red ginseng products

Food type Selling type No. of  samples Pb (µg/kg) Cd (µg/kg) Hg (µg/kg)

Red ginseng beverage
Market 37 1) 62.3±57.4a 1) 1.15±0.90a 0.13±0.10a

Tailor-made 58 74.6±54.6a 1.62±0.67a 0.10±0.10a

Functional health food Market 5 28.8±24.0a 4.18±2.06b 0.18±0.13a

Total 100

Values are mean±SD
1)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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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가정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일일 섭취량 3-80 mg/day와 비

교해보면, 이번에 조사된 37건의 유통형 홍삼음료 중에서 22건

(59%), 맞춤형 홍삼음료 58건에서는 26건(45%)이 건강기능식품

에 해당하는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반드시 홍삼 지표성분의 함량을 지켜야 하는 건강

기능식품을 제외하고 판매되는 홍삼음료 중 절반정도는 함유되

어 있는 지표성분의 농도는 낮지만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섭취량

이 많기 때문에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등의 기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양의 홍삼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홍삼음

료들 간에 서로 홍삼성분의 함량차이가 크고 건강기능식품 섭취

기준(3-80 mg/day) 양에 미치지 못한 47건 중 1회 분량 90 mL 기

준 홍삼성분이 0.2 mg 이하로 함유되어 있는 제품도 20건이나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삼홍삼음료의 경우 소비자의 알권

리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식품유형 표시

를 명확히 하고 표시사항에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

하는 것처럼 진세노사이드 함량의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된다.

요 약

대장균군은 유통형, 맞춤형 및 건강기능형 홍삼음료 모두에서

음성이었다. 일반세균은 유통형 홍삼음료 및 건강기능형 홍삼음

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맞춤형 홍삼음료에서는 58건 중 13

건(22.4%)이 검출되었다. 총 100건의 제품 중 5건의 제품에서 안

식향산이 검출되었다. 함량은 19.2-543.0 mg/kg이며 이 중 유통형

홍삼음료에서 검출된 1건의 제품(19.2 mg/kg)과 건강기능형 홍삼

음료 1건(31.4 mg/kg)의 함량은 원료에서 유래된 것으로 판단되

었다. 유통형 홍삼음료의 납 평균 함량은 62.3 µg/kg, 맞춤형 홍

삼음료는 74.6 µg/kg, 건강기능형 홍삼음료는 28.8 µg/kg으로 나타

났다. 카드뮴의 평균 함량은 유통형 1.15 µg/kg, 맞춤형 1.62 µg/

kg, 건강기능형 홍삼음료는 4.18 µg/kg으로 조사되었다. 수은의 평

균 함량은 0.10-0.18 µg/kg으로 조사되었다. 홍삼 건강기능식품의

지표성분인 Rg1과 Rb1함량은 유통형 및 맞춤형 홍삼음료가 0.1-

23.4 mg/90 mL으로 함유되어 있었다. 하루에 3회 섭취한다고 가

정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일일 섭취량 3-80 mg/day와 비교해보면,

이번에 조사된 37건의 유통형 홍삼음료 중에서 22건(59%), 맞춤

형 홍삼음료 58건에서는 26건(45%)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지표성분(Rg1과 Rb1)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나 홍삼음료들 간에 서로 홍삼성분의 함량차이가 크고 건강기능

식품 섭취기준(3-80 mg/day) 양에 미치지 못한 47건 중 1회 분량

90 mL 기준 홍삼성분이 0.2 mg 이하로 함유되어 있는 제품도 20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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