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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

 ○ 주요 약용작물의 수확 후 장, 건조 조건 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진균의 오염 빈도

를 조사․분석하여 해진균에 의한 아 라톡신류 mycotoxin의 오염을 최소화 시키기 

한 기 자료로 활용코자 함

재료  방법 

<시험 1> 수확 후 주요제어임계 (CCP)에서의 오염 곰팡이 분리  동정

 ○ 상작물 : 당귀(Angelica gigas), 황기(Astragalus membranaceus), 지황(Rehmannia glutinosa)

 ○ 분리방법 : 한약 의 ‘미생물한도 시험법’

 ○ 동정방법 : 미경 검경, rDNA(ITS, large subunit ribosomal DNA), β-tubulin 역 염기서열분석

 <시험 2> 당귀, 황기, 지황 건조시료의 Aflatoxins 검출

 ○ 상시료 : 당귀 39 , 황기 27 , 지황 21

 ○ 독소검출 : HPLC

 ○ 조사내용 : 시료 내 Aflatoxin B1, B2, G1, G2 정량분석 

 <시험 3> Aspergillus, Penicillium 속 균의 Aflatoxins 생성능 검토

 ○ 표 균주  독소 : Aspergillus parasiticus KCTC 6598(Aflatoxins 생성 균주), Aflatoxins(Sigma)

 ○ 처리방법 : SLS media에서 10일간 균배양, Aflatoxin 생합성 마커   

 ○ 조사내용 : TLC 검정에 의한 Aflatoxin B1, B2, G1 생성능, 유 자 발  

주요 실험결과 

 ○ 당귀, 황기, 지황의 수확 후 가공 로토콜을 분석 하고 곰팡이 오염이 우려되는 주요제

어임계 (CCP)을 설정하여 조사한 결과 화력건조, 온 장과 같이 외기와의 노출이 

최소화 되고 곰팡이 생육이 억제 되는 환경에서 총균수가 히 어들었다.  

 ○ 수확 후 곰팡이독소 생성 가능성이 있는 Aspergillus속 균주 6개  Penicillium 속 균

주 12개를 분리․동정하 다.   

 ○ HPLC에 의해 Aflatoxins 정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당귀, 지황의 경우 각각 Aflatoxin 

B1이 0.54~2.24ppb, 0.19~0.23ppb의 범위를 보였으나 규제한도 10ppb를 초과하는 

시료는 없었으며 황기의 경우 검출되지 않았다.

 ○ 분리․동정된 Aspergillus, Penicillium 속 모든 균주는 Aflatoxin B1, B2, G1 생성능이 

없었으며 아플라톡신 생합성 유전자(ver-1, omt-1)도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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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귀> A:노지건조 상온 장
       B:화력건조 상온 장
       C:화력건조 온냉장 장

<황기> A:화력건조 상온 장
       B:화력건조 14℃ 장
       C:화력건조 온냉장 장

<지황> A:노지건조 상온 장
       B:화력건조 상온 장
       (C보다 장기간이 오래됨) 
       C:화력건조 상온 장
       D:화력건조 온냉장 장

 그림 1 . 건조  장 조건에 따른 곰팡이 오염도 

<당귀 분리곰팡이> <황기 분리곰팡이> <지황 분리곰팡이>

 그림 2. 작목별 Aspergillus, Penicillium 속 오염 빈도

그림 3. 시료별 Aflatoxins 정량분석 그림 4. 아플라톡신 생합성 유전자발현 

그림 5. 당귀, 황기, 지황으로부터 분리한 

Aspergillus 속 6개 균주

그림 6. 당귀, 황기, 지황으로부터 분리한 

Penicillium 속 12개 균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