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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중 제랄레논의 탕액으로 이행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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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n analytical method to detect zearalenone (ZEA) in herbal
medicines and their decoctions and investigate the ZEA transfer rate from raw materials of herbal medicines to their
decoctions. Herbal medicines (Trichosanthis Semenm, Eucommiae Cortex, Rubi Fructus) spiked with a known concentration
of ZEA were presoaked or unsoaked (as a pretreatment) and boiled for 3 h at 100oC or autoclaved for 1 h at 121oC. The
decoction and the remnants were separated, cleaned up with an immunoaffinity column, and analyzed using HPLC.
Recoveries for decoctions and remnants were 68.39-83.68% and 72.91-80.25%, respectively. ZEA was not detected in the
decoction, whereas it was found in the remnants. Although ZEA in the raw material of herbal medicines was not
transferred into the decoction during heating and autoclaving, the continuous monitoring for ZEA in raw herbal medicines
should be carried out for the safe ingestion and utilization of herbal medicines.

Keywords: zearalenone, herbal medicine, decoction, transfer rate

서 론

최근 경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

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노력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약해진 체력의 회복을 위해 현대 합성의약품 대신 천연

소재인 한약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2). 한약재는 식물,

동물, 광물의 천연산물을 그대로 또는 세척·건조 등의 단순가

공만을 거쳐 약용되고,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에

서 많은 양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장시간의 유통으로 추가적인 위

해요소에도 노출되기 때문에 안전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

적으로 한약재의 안전성 여부는 잔류농약과 중금속 오염 유무에

의해 판단되어 왔으나, 최근 유통과정 중 한약재에 오염된 Aspergil-

lus, Penicillium및 Fusarium 속 곰팡이가 생산하는 2차 대사산물

인 곰팡이 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이들의 잔류여부가 한약재의 중

요한 안전성 평가 지표로 거론되고 있다(3).

곰팡이 독소는 원료의 생산에서 수확,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

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으며, 이미 생산된 곰팡이 독소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척 및 가열 등의 일반적

인 가공조건으로는 제거되지 않아 이를 섭취한 사람에게는 독성

을 유발하는 등의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4,5). 온대지역에 해당하

는 우리나라에서는 성장과 독소 생성의 최적온도가 5-20oC에 해

당하는 Fusarium 속 곰팡이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이 생산

하는 대표적인 곰팡이 독소는 제랄레논이다(6).

제랄레논은 [6-(10-hydroxy-6-oxo-trans-1-undecenyl) presorcylic

acid lactone]의 구조를 지닌 물리화학적으로 안정한 저분자화합

물로(7) 주로 보리, 쌀, 옥수수, 귀리 등의 곡류에 많이 존재하며

(8-11), 동물실험을 통해 비교적 적은 양(oral LD50 value=20 g/kg

of body weight)으로 심각한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2,13). 또한 대부분 배출되기는 하나 배출되지 못한 일부는 자

궁, 고환, 난소 등으로 전달되어 과에스트로겐증, 유산, 불임 등

주로 생식에 관련된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17). 이러한 위험성에 따라 유럽연합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식품과 모든 사료에 대해 제랄레논의 허용기준을 0.02-1,000 µg/

kg 범위로 정해놓고 있다(18).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곡류를 주

원료로 한 가공식품 432건과 곡류 189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으나(19), 식품

의 안전성 확보와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곡류 및 그 단

순가공품은 200 µg/kg 이하, 과자는 50 µg/kg 이하, 영유아식은

20 µg/kg 이하로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20).

특히 열에 안정한 제랄레논은 120oC에서는 분해되지 않고,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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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에서 29%, 200oC에서 60분간 가열 시 69%가 분해된다고 알려

져 있지만(21,22), 100oC 전후의 온도에서 가열처리 하여 조제한

탕액을 섭취하는 한약재에 대한 탕액으로의 이행여부에 대한 조

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곡류, 곡류 가공품 및

건조과일을 대상으로 한 제랄레논 모니터링 연구 및 분석법 개

발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시아에서 제한적으로 이용되

고 있는 한약재를 대상으로 하는 제랄레논 관련 연구는 거의 없

고(23), 특히 한약재의 경우 실제 섭취하는 것은 한약재 자체가

아닌 한약재에 물을 첨가하여 가열 처리한 탕액으로, 한약재에

오염되어 있는 제랄레논 뿐만 아니라 탕액 조제 시 탕액으로 이

행되는 정도에 대한 연구도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탕액조제 시 한약재로부터의 제랄레논 이행률을 조사하기

위해 한약재 괄루인(Trichosanthis Semenm), 두충(Eucommiae Cor-

tex) 및 복분자(Rubi Fructus)에 제랄레논 표준물질을 임의의 농도

로 오염시켜 탕액을 조제한 다음 탕액으로의 이행률에 관한 조

사를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탕액제조 시 한약재로부터의 제랄레논 이행률을 확인하기 위

해 건조 괄루인, 두충, 복분자 3종의 한약재를 선정하였다. 일반

적으로 탕액제조 시에는 건조상태 그대로를 사용하므로 각 시료

는 균질화 과정 없이 500 g 단위로 밀봉하여 4oC 냉장 보관하면

서 사용하였다.

시약 및 정제용 칼럼

본 연구에 사용된 제랄레논 표준물질은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시료의 추출과 정제에 사용

된 acetonitrile과 methanol은 HPLC용으로 Burdick & Jackson

(Muskegon, MI,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Tween 20은

Sigma (St. Louis, MO, USA), sodium chloride는 Duksan (Gyeo-

nggi, Korea)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모든 시약 및

용매는 특급 및 크로마토그래피 수준으로 사용하였다. 제랄레논

정제용 immunoaffinity column은 zearalatest (Vicam, Watertown,

MA, USA)를 이용하였다.

HPLC 분석조건

제랄레논 분석을 위해 515 pump, 717 autosampler 그리고 474

fluorescence detector (excitation 274 nm, emission 440 nm)가 장

착된 Waters사의 HPLC system을 사용하였다. 분석용 칼럼은

Novapack C18 (3.9 mm×150 mm, 4µm), 이동상 용매는 acetonitrile:

methanol:water (46:8:46, v/v/v)를 사용하여 유속은 1.0 mL/min,

시료의 일회 주입량은 20 µL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탕액의 조제

괄루인, 두충, 복분자에 대한 각각의 탕액은 Arino 등(24)의 방

법을 참고하여 해당 한약재를 수침 한약재 시료와 비수침 한약

재 시료로 준비한 후 상압가열(100oC)과 고압가열(121oC)을 통해

조제하였다. 즉, 수침 한약재 탕액의 경우 시료 5 g에 sodium

chloride 1 g을 넣고 3차 증류수 25 mL을 첨가하여 1시간 동안 수

침하여 가열하였고, 비수침 한약재의 경우 수침의 경우와 동일하

게 시료를 준비한 후 수침과정 없이 바로 가열하였다. 이때 상압

가열은 hot plate에서 100oC의 온도로 3시간, 고압 가열은 고압증

기멸균기를 이용하여 121oC의 온도로 1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HPLC 분석법의 검증

한약재 중 제랄레논 분석에 사용되는 HPLC법을 검증하기 위

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직선

성, 특이성 그리고 정확성 등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였다.

시험분석법의 직선성은 제랄레논 표준물질을 acetonitrile에 녹여

1 µg/mL 농도로 조제한 다음 최종 농도가 5, 10, 20, 50, 100 및

200 ng/mL가 되도록 희석한 뒤 상관계수를 확인하였으며, 특이성

은 음성으로 확인된 한약재에 표준물질을 200 ng/g의 농도로 임

의로 오염시킨 후 확인하였다. 원료 한약재 내 존재하는 제랄레

논의 분석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정확성은 음성시료에 제랄레논

을 100, 200 및 500 ng/g의 농도로 오염시켜 탕액 제조 전 원료

한약재에 대한 회수율과 탕액으로 조제한 후 탕액과 한약재 잔

류물에 대한 회수율을 각각 확인하였다.

한약재 원료에서 탕액으로 이행률 확인

한약재에서 탕액으로 제랄레논의 이행률 확인을 위해 괄루인,

복분자, 두충 음성시료에 제랄레논 표준물질을 각각 100 및 200

ng/g의 농도로 오염시켜 어두운 곳에서 12시간 동안 방치한 후

앞서 설명한 탕액 조제방법으로 수침과 비수침 후 상압과 고압

가열로 탕액을 조제하였다. 조제된 탕액은 감압 플라스크에 멸균

Fig. 1. Procedures for the preparation of decoction of herbal

medicines to investigate transfer rate of zearalenone from raw

herbal medicines to deco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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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즈를 올려 놓은 부흐너 깔때기를 장착한 후 감압펌프를 이용

하여 탕액과 한약재 잔류물로 분리하였다.

분리된 탕액은 80% methanol을 25 mL 가하여 30분간 진탕 혼

합하여 제랄레논을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여과지(Advantec No. 7, Toyo Roshi Kaisha,

Tokyo, Japan)로 1차 여과하고, 여과액 10 mL를 취해 2% Tween

20이 들어있는 인산염용액(phosphate buffered saline) 40 mL를 첨

가하여 혼합 후 0.45 µm syringe filter (Advantec, Toyo Roshi

Kaisha)로 2차 여과하였다. 여과액 15 mL을 column에 주입하여

시료 내에 존재하는 제랄레논을 고정시키고, 3차 증류수 10 mL

을 주입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메탄올 1.5 mL를 이용하여 고

정되어 있는 제랄레논을 용출하여 정제하였다. 정제된 시료는

0.45 µm syringe filter (Advantec, Toyo Roshi Kaisha)로 재 여과

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탕액 분리 후 남은 한약재 잔류물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전처리 후 정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다. 괄루인의 경우는 다른 한약재와 달리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

기 때문에 추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잔류물을 파쇄한 후 전처

리 하였다(Fig. 1).

결과 및 고찰

분석법의 검증

제랄레논 표준물질을 5, 10, 20, 50, 100 및 200 ng/mL 농도로

조제하여 검량선을 구한 결과 상관계수(R2)는 0.9998로 양호한 직

선성을 나타내었고,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는 peak 대

noise 비가 3대 1일 때의 농도인 5 ng/g으로, 정량한계(limit of

quantification)는 LOD×3일 때의 농도로 구한 결과 8 ng/g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분석법의 특이성 확인을 위해 제랄레논 표준물질, 음

성시료 그리고 음성시료에 제랄레논 표준물질을 200 ng/g의 농도

로 오염시킨 시료를 각각 분석한 결과 약 3분 40초경에 baseline

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제랄레논 peak가 나타났으며, 제랄레논 외

에 다른 방해물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2).

제랄레논 음성 한약재시료에 제랄레논을 100, 200 및 500 ng/g

의 농도로 오염시켜 탕액 제조 전 원료 한약재에 대한 회수율을

측정한 결과 괄루인 83.7-95.5%, 두충 81.9-99.7%, 복분자 79.1-

82.3% 수준의 회수율을 나타내었으며(Table 1), 이는 분석법 검증

시 허용 회수율 범위를 100-1,000 ng/g 농도에서 80-110%로 제시

하고 있는 CODEX(25)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

종의 한약재 중 회수율이 가장 좋은 두충을 선택하여 탕액을 조

제한 후 탕액과 한약재 잔류물에 각각 100과 200 ng/mL or g 농

도로 제랄레논을 오염시켜 회수율을 확인한 결과 탕액에서는 83.7

와 68.4%, 한약재 잔류물에서는 80.3과 72.9%로 원료 한약재에

서 보다는 회수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열을 가함에 따라 한약

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성분들의 방해 작용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되며, 원재료 보다는 낮은 회수율을 보였지만 이행률의 확인

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2. Chromatograms of (A) zearalenone standard (200 ng/g), (B) control, and (C) spiked Eucommiae Cortex remnant (200 n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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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랄레논의 이행율 확인

한약재 음성시료에 최종농도가 100과 200 ng/g이 되도록 제랄

레논 표준물질을 오염시켜 준비한 수침 한약재 시료와 비수침 한

약재 시료를 각각 상압 및 고압가열 하여 탕액과 잔류물로 분리

한 다음 추출·정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약재에

제랄레논이 존재하면 탕액으로 일정량 이행할 것이라는 예상과

는 달리 상압 및 고압가열 한 모든 탕액에서 제랄레논이 검출되

지 않았다. 반면 탕액을 제외한 수침 한약재 시료 잔류물에서는

상압가열의 경우 괄루인 18.71-19.48%, 두충 12.42-14.67%, 복분

자 22.69-22.71%의 회수율을 나타내었고, 고압가열의 경우 괄루

인 17.04-22.51%, 두충 13.80-17.75%, 그리고 복분자 21.50-

22.99%의 비교적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비수침 한약재 시료 잔

류물에서도 상압가열의 경우 괄루인 17.67-18.33%, 두충 12.29-

16.13%, 복분자 10.17-13.76%의 회수율을, 고압가열의 경우 괄루

인 15.96-17.29%, 두충 10.44-13.76% 그리고 복분자 11.49-

13.30%의 낮은 회수율을 나타내었다(Table 2).

탕액의 조제 방법, 추출 온도 및 압력과는 상관없이 모든 탕

액에서 제랄레논이 검출되지 않은 원인은 알칼리나 다양한 유기

용매에는 녹으나 물에는 잘 녹지 않는 제랄레논의 물리화학적 성

질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26). Ryu 등(27)의 연구에 따르면 제

랄레논을 온도 별로 한 시간 이상의 열처리를 통해 파괴 정도를

확인한 결과 125oC 이하의 온도에서는 23% 정도 감소되는 반면

150oC에서는 34-68% 정도가 감소되었고, 175oC 이상의 온도에서

는 92% 이상, 225oC에서는 1시간 이상 가열하면 완전히 파괴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5oC 이하의 온도에서는 pH가 낮을

수록 파괴가 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pH 중

성에서 가장 안정하고 pH가 높을수록 파괴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재 탕액의 pH는 한약재 원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

만 보통 pH 6.0 이하의 산성을 나타내어(28,29) 본 연구에서도

100과 121oC의 낮은 온도로 가열하였지만 탕액의 pH의 영향을

받아 제랄레논이 일정수준 파괴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잔류물에서는 제랄레논이 검출 되기는 하였으나 탕액에서 검

출되지 않은 제랄레논이 잔류물에 대부분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

과 달리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고, 수침이 적용된 한약재 잔류물

의 회수율이 비수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제랄레논이 물

에 잘 녹지는 않지만 수침과정을 거침으로써 한약재로부터 제랄

레논의 추출이 용이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Matsuura 등

(30)은 수분이 함유된 밀가루를 100oC에서 15분 가열 시 3.2%,

150oC에서 60분간 가열 시 28.5%의 제랄레논이 감소되었고, 제

랄레논을 오염시킨 케익을 200oC에서 30분과 60분간 열을 가한

결과 37%과 69% 감소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Ryu 등(31)은

옥수수 가루를 이용한 압출성형공정에서 120-160oC의 열을 가하

였을 경우 제랄레논이 66-83%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

약재를 100oC 이상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가열하였

으므로 제랄레논이 어느 정도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탕액에 존재하는 제랄레논의 분석을 위한 HPLC

법을 확립하고 탕액조제 시 한약재로부터의 제랄레논 이행률을

조사하였다. 한약재 (괄루인, 두충, 복분자)에 제랄레논을 임의의

농도로 오염시켜 수침 및 비수침 과정을 거친 후 상압가열 (100oC,

3 h)과 고압가열 (121oC, 1 h)하여 탕액을 조제한 다음 탕액과 한

약재 잔류물로 분리하고 immunoaffinity column으로 정제하여 분

Table 1. Recoveries of zearalenone spiked in herbal medicines (n=3)

Spiked zearalenone 
level (ng/g)

Trichosanthis Semenm Eucommiae Cortex Rubi Fructus

Detected
zearalenone (ng/g)

Recoveries
(%)

Detected
zearalenone (ng/g)

Recoveries
(%)

Detected
zearalenone (ng/g)

Recoveries
(%)

100 095.5±4.2 95.5±4.2 099.7±1.9 99.7±1.9 082.3±2.2 82.3±2.2

200 167.7±1.8 83.9±1.8 180.2±4.7 90.1±4.7 158.1±2.4 79.1±2.4

500 418.7±2.6 83.7±2.6 409.4±1.6 81.9±1.6 398.1±3.6 79.6±3.6

Table 2. Percentage of zearalenone detected from decoctions and remnants after heating presoaked and unsoaked herbal medicine
spiked with zearalenone

Conditions of herbal
medicines and heating

Samples

Transfer rate of ZEA (%)

100 ng/g 200 ng/g

Decoction Remnant Decoction Remnant

Presoaked

Boiling
(100oC, 3 h)

Trichosanthis Semenm 1)ND1) 19.5 ND 18.7

Eucommiae Cortex ND 14.7 ND 12.4

Rubi Fructus ND 22.7 ND 22.7

Autoclaving
(121oC, 1 h)

Trichosanthis Semenm ND 22.5 ND 17.0

Eucommiae Cortex ND 17.8 ND 13.8

Rubi Fructus ND 21.5 ND 23.0

Unsoaked

Boiling
(100oC, 3 h)

Trichosanthis Semenm ND 18.3 ND 17.7

Eucommiae Cortex ND 16.1 ND 12.3

Rubi Fructus ND 10.2 ND 15.6

Autoclaving
(121oC, 1 h)

Trichosanthis Semenm ND 16.0 ND 17.3

Eucommiae Cortex ND 10.4 ND 13.8

Rubi Fructus ND 11.5 ND 13.3

1)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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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사용하였다. 가열처리를 하지 않은 탕액 제조 전 원료 한약

재에 대한 회수율은 괄루인 83.7-95.5%, 두충 81.9-99.7%, 복분자

79.1-82.3%로 분석에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3종의 한

약재 중 회수율이 가장 좋은 두충을 선택하여 탕액을 조제한 후

탕액과 한약재 잔류물에 대한 회수율 측정한 결과 탕액에서는

68.4-83.7%, 한약재 잔류물에서는 72.9-80.3%로 원재료 보다는 낮

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한약재에서 탕액으로 제랄레논의 이행

률은 한약재 원재료에 제랄레논을 임의의 농도로 오염시킨 후 탕

액을 조제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탕액에서는 제랄레논이 검

출되지 않았고, 괄루인과 복분자 잔류물에서는 수침 시료의 경우

17.04-22.99%, 비수침 시료의 경우 10.17-18.33%의 제랄레논이 검

출되었다. 그리고 두충 잔류물에서는 수침 시료의 경우 10.44-

17.16%, 비수침 시료의 경우 12.42-17.75%가 검출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탕액에서 제랄레논이 검출되지 않아 이행률은 낮은 것

으로 판단되나 보다 탕액 조제과정 중 첨가물에 의해 이행이 일

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랄레논을 포

함한 곰팡이독소에 안전한 한약재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또한, 유통 중인 한약재를 포함하여 조제포장되어

판매되는 탕액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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