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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performed to obtain the good processing in the Rehmanniae Radix Preparata.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omparative analysis for steamed and hot-air dried Rehmanniae Radix Preparata. The results were

obtained as follows : Through loss on drying analysis with each additional processing of Rehmanniae Radix preparata,

there was gradual increase. Through ash analysis with each additional processing of Rehmanniae Radix preparata,

there was slight increase. Rehmanniae Radix preparata had several inorganic components such as K, P, Mg, Ca, Cl,

Al. P and Mg were increased gradually with each additional processing of Rehmanniae Radix Preparata. But Ca was

decreased with each additional processing. We identitied 24 kinds of volatile components from extracts of various

processed Rehmanniae Radix Preparata through componential analysis using GC/MS. From GC/MS analysis, we

found out the content of 5-HMF Rehmanniae Radix Preparata steamed over 7 times was suitable. 5-HMF's content

of 9 times steamed Rehmanniae Radix Preparata gained from GC/MS analysis is 70-fold higher than gained from

HPLC. The more it is repeating steamed and hot-air dried, the more toxic volatile compound of Rehmanniae Radix

Preparata is removed.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Rehmanniae Radix Preparata had component

(especially 5-HMF) changes according to different processed steaming and hot-air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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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地黃1,2)은 玄蔘科(Scrophulariaceae)에 속하는 多年生 草本으

로 地黃 Rehmannia glutinosa (Gaertner) Libosch. 또는 懷慶地

黃 R. glutinosa Libosch. var. hueichingensis (Chao et Schih)

HISA. 의 신선한 뿌리 줄기이며, 그 修治方法에 따라 生地黃, 乾

地黃, 熟地黃으로 구별되어 사용되어온 한약재이다.

乾地黃은 地黃의 뿌리와 塊莖地黃의 뿌리줄기를 천천히 불

에 쪼여 건조한 것이며 熟地黃은 生地黃 혹은 乾地黃을 蒸熟하

여 임상에 활용하고 있다.

熟地黃은 蒸製, 酒劑, 薑製, 砂仁製 등의 여러 방법이 있으나

그 중 酒蒸을 이용한 熟地黃의 제조가 널리 사용된다
3)

.

生地黃과 乾地黃은 〈神農本草經, 漢代〉에 최초로 수록되

어 있으나, 熟地黃은 그 후〈雷公炮製論, 1116년, 宋代〉에 수록

되어 있어 약재의 다양한 수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地黃은 〈神農本草經〉4)에 “乾地黃, 味甘寒, 主折跌,

絶跌, 傷中, 逐血痺, 塡骨髓, 長肌肉, 除寒熱績聚, 除痺, 生者尤良,

久服輕身不老生, 一名地髓, 生川澤.”이라 하여 生地黃과 熟地黃

이 구분되어 기재되었고, 〈本草圖經〉5)에서 “二月, 八月, 採棖,

蒸三二日, 令爛暴乾, 陰乾者九, 謂之生地黃.”이라 기록되어 熟地

黃, 生地黃, 乾地黃으로 분류되었다. 陳修園은 九蒸九曝한 것을

熟地黃이라 이른다고 하였으며,〈本草求眞〉17)에서는 地黃에 술

과 砂仁가루를 함께 넣고 九蒸九曝을 하면 맛이 달게 되고 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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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흑색으로 변화하고 腎經으로 직접 들어간다고 하였다. 이렇듯

熟地黃의 다양한 炮製法이 소개되면서 生地黃, 乾地黃, 熟地黃의

3종으로 나뉘어 사용하게 된 것 이다.

生地黃은 藥性이 寒하며 맛이 甘苦하고 淸熱凉血, 生津止渴

의 효능이 있으며, 乾地黃은 藥性이 凉하며 맛이 甘하고 淸熱과

滋陰의 효능을 겸하고 있으며, 熟地黃은 藥性이 微溫하고 맛이

甘하며 滋陰補血과 益精塡髓의 효능이 있다.

한약은 대부분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여 건조시킨 후에 적절

히 자르거나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지만, 일부 약재는 특정한 修

治法에 따라 처리를 한다.

修治란 炮製, 炮炙라고도 하며, 한약 조제의 한 분야이다. 약

물을 조제하기 전이나 각종 약재 형태로 만들기 전에 가공하는

과정으로서 藥材에 대한 일반적인 손질과 비교적 복잡한 기술이

포함된다. 그리고 많은 종류의 수치법이 있는데, 그 중 약물을 시

루에 넣고 솥에 물을 약간 채워서 그 솥 위에 시루를 얹어 놓고

약한 불로 가열하는 것을 증(蒸)이라 하며, 약물을 햇빛에 건조시

키는 것을 포(曝)라 한다.

熟地黃은 乾地黃을 九蒸九曝하여 만든 것으로, 九蒸九曝란

아홉 번을 '증(蒸 : 찌는 것)'하고 아홉 번을 '포(曝 : 햇빛에 말리

는 것)'하는 것이다. 九蒸九曝 는 乾地黃을 술에 담가가며 솥에

물을 약간 채워서 넣고, 약한 불로 가열하여 찌고, 그늘에서 말리

는 과정을 아홉 번씩 반복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수치와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된다. 특히 熟地黃은 이러한 약물 중 대표적인 것

으로 그 효능도 生地黃, 乾地黃의 해열, 지혈과는 다른 강장, 진

정의 효능이 있어 수치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고 있다. 또한 각

각의 약물의 성분도 차이가 있다.

熟地黃의 실험적 연구로는, 정
6)
은 熟地黃이 骨髓細胞의 초

기 分化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 바가 있고, 장7) 의 연구에서

도 熟地黃은 남성생식세포 GC-1 cell에 대한 생존율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남성 불임 치료에 응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하

였다. 또한 이8) 등의 연구에서는 九蒸 熟地黃은 식이성 고지혈증

유도로 인해 증가한 혈중의 지질 함량을 정상화시키며, 고지혈증

시 증가되는 free radical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하였다. 이

러한 熟地黃이 다양한 생리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연구발표는 비교적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九蒸九曝 중의 다양한

성분 변화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乾地黃을 이용하여 아홉 번의 蒸熟과

건조를 반복하면서 단계별로 건물수율, 회분, EDS, 휘발성성분

등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및 시료의 제조

본 연구에 사용한 실험재료는 乾地黃과 단계별로 九蒸九曝

한 熟地黃을(주) 옴니허브에서 제공 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중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乾地黃과 熟地黃을 1, 3, 5, 7 및

9蒸한 약재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약재 20 g을 200 ml의 증류

수에 넣고 100℃에서 2시간 동안 중탕하여 실온에서 냉각한 후,

필터지(1 mm)로 여과하여 동결 건조하였다.

2. 건조함량 측정

대한약전의 건조 감량 시험법19)에 따라 시료 1.0 g을 비이커

에 넣고 정밀하게 무게를 측정한 다음, 105±3℃의 건조기

(DRYING OVEN FO-600M, (주)제이오텍, KOREA)에 4시간 건

조 후에 다시 무게를 측정하여 줄어든 중량을 건조함량으로 하

였다. 시료의 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하여 실험실용 분쇄기

(JANKE & KUNKEL, GERMANY)로 100 mesh 이하로 분쇄하

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3. 회분(ash) 함량 측정

사기로 만든 도가니를 500~550℃에서 1시간 강열하고 방치

하여 식힌 다음 질량을 정밀히 측정하였다. 검체 4~5 g 을 도가

니에 넣어 질량을 정밀하게 달고 처음에는 약하게 가열하고 천

천히 온도를 올려 500~550℃에서 4시간 이상 강열하여 탄화물이

남지 않을 때까지 회화하였다. 방치하여 식힌 다음 그 질량을 정

밀하게 측정하였다. 다시 잔류물을 회화하고 방치하여 식힌 다음

稱量하여 아래의 식에 의하여 시료의 회분함량을 측정하였다.

회분(%)=((Wɑ-C)÷Wo)×100

Wo : 처리 전 시료의 전건중량 (g)
Wɑ : 처리 후 시료의 전건중량 (g)
C : 도가니의 중량 (g)

4. 회분 조성 분석(EDS(X-ray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전기 회화로를 이용하여 얻은 회분의 일부분을 적외선 분광

분석 시료 제조 시 사용하는 유압 프레스를 이용하여 10 ton/cm²

의 압력으로 평판을 제조하였으며, 이들 평판을 SEM-EDS 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조건은 500배로 하였으며, 같은 시료에

대해서 각각 3개소에서 분석하고 평균값을 구하였다.

5. GC-MS(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분석

1) SPME (Solid State Microextraction; 고상 미량추출법)에 의한

휘발성 성분의 흡착

10 ml의 Vial병(Clear Scew Top with Phenolic Cap, PTFE/

silicone septa, SUPELCO ,USA)에 분석 시료를 3 g 을 넣고 뚜

껑을 닫은 후 50±2℃로 설정된 Dry bath (Bransted/Thermolyne,

DB 28125, USA)에 설치하였다. 바이알 상부에 SPME 장치를 수

직으로 세운 후 바늘을 시료 속으로 삽입하고 바늘 속의 fiber가

시료 내부에 30분간 노출되게 하였다. 이 후 fiber에 흡착된 성분

을 흡착하였다. Fig. 1에 구성을 간략하게 나타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SPME fiber는 SUPELCO사의 65 ㎛ polymethyl-

siloxane-divinylbenzene (PDMS/DVB)로 흡착 및 탈착 방법은

Fig. 2에 나타냈다.

2) 흡착성분의 GC-MS 분석

SPME법에 의하여 fiber에 흡착된 성분은 다음과 같은 조건

에서 GC-MS(Agilent HP 6890/5973, Palo Alto, CA, USA)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Column 은 DB5(0.25 mm I.d×30 m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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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조건은 Table 1과 같다. 대부분의 화합물

동정 및 추정에는 시판품과 retention time(RT)의 비교 또는 MS

library data를 사용하였다.

Fig. 1. Structure of SPME with polymethyl-siloxane-divinylbenzene

fiber.

Fig. 2. Desorption and analysis by GC/MS.

Table 1. Operating conditions in DB5 for GC/MSD analysis

Instrument HP 6890 / 5973 MSD

Column DB5 (0.25 mm ×30 m)

Injection temperature 250℃

interface temperature 250℃

Ionization energy 70 eV

Carrier gas He (Flow rate : 1.0 mL/min)

Oven temp program

Initial temp, time 40℃, 5 min

Rate 1 3℃/min

Final temp, time 220℃, 5 min

결 과

1. 蒸熟에 따른 熟地黃의 건조함량 분석

熟地黃의 건조함량은 1증은 6.86±0.39%, 3증은 6.25±0.06%,

5증은 7.13±0.10%, 7증은 7.21±0.13%, 9증은 7.32±0.59%였다

(Table 2). 熟地黃의 건조함량 결과를 비교해보면 시료 1개를 제

외하고 대체적으로 熟地黃 조제시 증수가 증가할수록 함수량이

대략 0.10%씩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2. 蒸熟에 따른 熟地黃의 회분 분석

熟地黃에 포함된 회분함량은 1증은 2.34%, 3증은 2.36%, 5증

은 2.63%, 7증은 2.54%, 9증은 2.69% 였다(Table 3). 熟地黃의 회

분에 함유된 무기물 조성 결과를 비교해보면 5증을 제외하고 대

체적으로 회분량이 일정하게 증가하지는 않으나 약간씩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熟地黃 조제시 증수의 증가에 따른 무기

물 조성 결과는 K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P, Mg, Ca 순으로

함량이 높았으며 증수가 증가할수록 Mg, P의 무기성분 함량은

증가하였고, Ca 등의 무기성분 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4, Fig. 3-7).

Table 2. Changes on Loss on drying with different steaming and

hot-air drying processes times using Rehmannia Radix Preparata

(R.R.P.)

Sample1) Loss on drying (%)

1st R.R.P 6.86±0.39*

3rd R.R.P 6.25±0.06

5th R.R.P 7.13±0.10

7th R.R.P 7.21±0.13

9th R.R.P 7.32±0.59

1) 1st R.R.P : Rehmannia Radix Preparata steamed 1 time. 3rd R.R.P : Rehmannia Radix
Preparata steamed 3 times. 5th R.R.P : Rehmannia Radix Preparata steamed 5 times.
7th R.R.P : Rehmannia Radix Preparata steamed 7 times. 9th R.R.P : Rehmannia Radix
Preparata steamed 9 times. * Mean±SD (n=3)

Table 3. Changes of ash in the Rehmanniae Radix Preparata

(R.R.P.) during processing (%)

Sample Ash (%)

1st R.R.P 2.34

3rd R.R.P 2.36

5th R.R.P 2.63

7th R.R.P 2.54

9th R.R.P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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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DS spectra of Rehmannia Radix Preparata(R.R.P.)

steamed 1 time.

0 5 10 15 20
Energy (keV)

0

20

40

60

80

cps

Mg

P

S

Cl

K

Ca

Fe

Fig. 4. EDS spectra of Rehmannia Radix Preparata(R.R.P.)

steamed 3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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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DS spectra of Rehmannia Radix Preparata(R.R.P.)

steamed 5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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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DS spectra of Rehmannia Radix Preparata(R.R.P.)

steamed 7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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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DS spectra of Rehmannia Radix Preparata(R.R.P.)

steamed 9 times.

Table 4. Elements of Rehmanniae Radix Preparata (R.R.P.) during

processing

Elements(%)

R.R.P K P Ca Mg Cl Al Si S Fe

1st 67.41 11.89 8.45 3.87 3.88 1.11 1.63 2.66 0.75

3rd 64.99 15.44 5.89 6.40 3.94 - 0.55 2.98 -

5th 67.32 13.66 5.72 6.06 3.13 - 0.76 3.03 -

7th 68.74 11.66 7.38 4.53 2.54 - 0.55 6.99 -

9th 61.53 19.70 3.27 11.08 - - - 3.13 -

3. GC/MS 를 이용한 성분분석

熟地黃을 Supelco fibers에 흡착시킨 후 DB5 Column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Table 5, Fig. 8-12). Supelco fibers에서는 총 23

종의 휘발성 성분이 확인되었으며, Terpenoid compound 류 중

Hydrocarbons 3종, Ester 1종, Alchols 5종과 Aromatic and

heterocyclic 류 중 Ketones 3종, Aldehyde 5종 등이 있었고,

Aliphatic compound 류 중 Alkanes 5종, 기타 1종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蒸熟의 횟수에 따른 熟地黃의 휘발성 성분 함

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乾地黃, 乾地黃을 蒸熟시켜 제조한 1증, 3

증, 5증, 7증, 9증까지의 熟地黃으로부터 휘발성 성분을 채취한

후 분석한 결과 蒸熟의 횟수를 할수록 대체적으로 Tetradecamethyl-

cycloheptasiloxane, Dodecamethylcyclohexasiloxane(D6), Ethanone

성분은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2-Furan-carbox-aldehyde,

5-methyl-furan-carbox-aldehyde, 2,4,5-Trihydroxy pyrimidine,

5-Hydroxymethyl-furancarbaldehyde (5-HMF) 성분의 증가가 관

찰되었다. 특히 2-Furanmethanol, 2- Furancarboxaldehyde,

5-methyl-furancarboxaldehyde, Ethanone, 5-Hydroxymethyl

furancarbaldehyde (5-HMF) 성분은 乾地黃에서는 없던 성분으

로 熟地黃의 제조과정 중에 新生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乾地黃과 乾地黃을 蒸熟시켜 제조한 1증, 3증, 5증, 7

증, 9증까지의 熟地黃에 대한 5-HMF에 대한 함량의 변화는 건지

황과 1증, 3증에서는 5-HMF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5증에서는

8.53%, 7증에서는 15.62%, 9증에서는 15.60%로 7증을 제외하고

증을 거듭할수록 증가하였다.

Table 5. Volatile components of Rehmannia Radix Preparata

(R.R.P.) using DB5 Column

NO Compound

SPME (peak area %)

0
R.R.P

1st
R.R.P

3rd
R.R.P

5th
R.R.P

7th
R.R.P

9th
R.R.P

Terpenoid compound

Hydrocarbons

1 Benzene 1.58 - - - - -

2 Cyclohexene 15.57 - - - - -

3 3,5Dihydroxytoluene - - - - - 2.50

Ester

4 3,5-Dimethylphenyl-isocyanate 23.23 6.97 - - - -

Alchols

5 PhenylethylAlcohol - 16.49 - - 2.38 1.62

6 Benzeneethanol - - 5.90 2.99 - 0.66

7 2-Furanmethanol - - 5.88 3.63 2.05 3.18

8 Cyclohexanol 6.16 - - - - 0.43

9 Furost-5-en-3-ol - - - - - 2.19

Aromatic and heterocyclic

Ketones

10 2-Cyclohexen-1-one 1.11 0.75 1.25 1.85 1.27 1.10

11 Ethanone - 6.70 12.24 1.71 3.32 2.67

12 4H-pyran-4-one - - 2.65 4.16 3.14 2.01

Aldehydes

13 Benzaldehyde - 1.60 - - - -

14 2-Furancarboxaldehyde - - 8.34 9.51 11.11 21.46

15 5-methyl-2-furancarboxaldehyde - - 5.33 5.03 5.60 9.81

16 5-Hydroxymethyl-2-furancarbaldehyde - - - 8.53 15.62 15.60

17 5-Acetoxymethyl-2-furaldehyde - - - - - 0.52

Aliphatic compound

Alkanes

18 Dodecamethylcyclohexasiloxane(D6) 14.66 14.49 10.54 7.89 7.62 5.80

19 Hexadeca-methyl-cyclooctasiloxane - 13.59 10.94 15.99 14.03 -

20 Deca-methyl - cyclopentasiloxane 3.01 - 0.46 - - 0.66

21 Cyclononasiloxane-octadecamethyl - - 1.65 3.44 - 1.47

22 Tetradeca-methyl-cycloheptasiloxane 22.11 34.38 20.63 21.31 17.91 19.72

Miscellaneous ones

23 2,4,5-Trihydroxy pyrimidine - - 5.11 8.48 7.25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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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roma ingredient chromatography by GC/MS by R.R.P.
Peak Identification : 1. Benzene 2. Cyclohexene 3. 2-Cyclohexen-1-one 4. Nonanal

5. Cyclohexanol 6. Dodecamethylcyclohexasiloxane (D6) 7. 3,5-Dimethylphenyl

isocyanate 8. Tetradecamethyl-cycloheptasiloxane 9. Decamethyl -

cyclopentasilox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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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roma ingredient chromatography by GC/MS by 1st R.R.P.
Peak Identification : 1. Benzaldehyde 2. Ethanone 3. Nonanal 4. Phenylethyl

Alcohol 5. Dodecamethylcyclohexasiloxane (D6) 6. 3,5-Dimethylphenyl isocyanate

7. Tetradecamethyl-cycloheptasiloxane 8. Hexadecamethyl-cyclooctasilox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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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roma ingredient chromatography by GC/MS by 3rd R.R.P.
Peak Identification: 1. 2-Furancarboxaldehyde 2 .2-Furanmethanol 3.

5-methyl-2-furancarboxaldehyde 4. 2-Cyclohexen-1-one 5. thanone 6.

2,4,5-Trihydroxy pyrimidine 7. Benzeneethanol 8. 4H-pyran-4-one 9.

Dodecamethylcyclohexasiloxane(D6) 10. Tetradecamethyl-cycloheptasiloxane 11.

Hexadecamethylcyclooctasiloxane 12. Cyclononasiloxane,octadecameth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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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roma ingredient chromatography by GC/MS by 5th R.R.P.
Peak Identification: 1. 2-Furancarboxaldehyde 2. 2-Furanmethanol 3. Nonanal 4.

5-methyl-2-furancarboxaldehyde 5 .2-Cyclohexen-1-one 6. Ethanone 7.

2,4,5-Trihydroxy pyrimidine 8. Benzeneethanol 9. 4H-pyran-4-one 10.

5-Hydroxymethyl-2-furancarbaldehyde(5-HMF) 11. Dodecamethylcyclohexasiloxane(D6)

12. Tetradecamethyl-cycloheptasiloxane 13. Hexadecamethylcyclooctasiloxane 14.

Cyclononasiloxane,octadecameth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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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roma ingredient chromatography by GC/MS by 7th R.R.P.
Peak Identification: 1. 2-Furancarboxaldehyde 2. 2-Furanmethanol 3.

5-methyl-2-furancarboxaldehyde 4. 2-Cyclohexen-1-one 5. Ethanone 6.

2,4,5-Trihydroxy pyrimidine 7. Phenylethyl Alcohol 8. 4H-pyran-4-one 9.

5-Hydroxymethyl-2-furancarbaldehyde(5-HMF) 10. Dodecamethylcyclohexasiloxane(D6)

11. Tetradecamethyl-cycloheptasiloxane 12. Hexadecamethylcyclooctasilox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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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roma ingredient chromatography by GC/MS by 9th R.R.P.
Peak Identification: 1. 2-Furancarboxaldehyde 2. Benzeneethanol 3.

5-methyl-2-furancarboxaldehyde 4. 2-Cyclohexen-1-one 5. Ethanone 6. 2,4,5-Trihydroxy

pyrimidine 7. Phenylethyl Alcohol 8. Dodecamethylcyclohexasiloxane(D6) 9.

5-Hydroxymethyl-2-furancarbaldehyde(5-HMF) 10. Tetradecamethyl-cycloheptasiloxane

11. Cyclononasiloxane,octadecameth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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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熟地黃의 九蒸九曝에 관한 성분의 연구를 수행하기 전 重修

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1189년, 宋)9-18) 등의 문헌을 참고 고찰하

여 본 바 九蒸九曝하므로써 地黃의 藥性의 變化와 다양한 效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地黃이 각 蒸을 통해서 어떠한

성분에 변화가 있을까?’에 관심을 갖게 되어 본 연구에 착수하였

으며, 蒸熟하는 횟수에 따른 熟地黃 추출물에 대해 건조함량, 회

분, 휘발성 성분 등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熟地黃 추출물의 건조 함량 결과 대체적으로 熟地黃

조제시 증수가 증가할수록 건조함량이 0.10%씩 늘어났으며, 시

료에 따라 6.19%~7.91%의 차이를 보였다(Table 2). 이는 김 등
20)

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건조함량 규정을 20% 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에 적합하였다.

乾地黃을 蒸熟시켜 제조한 1증, 3증, 5증, 7증, 9증까지의 熟地

黃에 대해 회분 분석을 한 결과 각각의 熟地黃의 회분에 함유된

무기물 조성 결과를 비교해보면 대체적으로 회분량이 일정하게

증가하지는 않으나 약간씩 늘어나는 것으로 보였으며(Table 3), 熟

地黃의 경우 이는 대한약전(제8개정)의 기준인 “회분은 6.0% 이하

이어야 한다"21)에 적합하였다. 이는 蒸을 할수록 성분 변화가 발생

함으로 약성의 변화를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乾地黃을 蒸熟시켜 제조한 1증, 3증, 5증, 7증, 9증까지의 熟

地黃에 포함된 무기물 함량 및 조성 분석 결과 9증이 1증 대비

무기물을 약 14% 정도 많이 포함하고 있었으며, 일정하게 증가

하지는 않으나 5증을 제외하고 약간씩 늘어났다. EDS 조성 분석

결과 증수가 증가할수록 Mg, P 는 증가하였고, Ca, S 는 대체적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K 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또한 Cl, Al, Fe 는 9증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Table 4).

이상의 결과로써 乾地黃을 蒸熟시켜 제조한 1증, 3증, 5증, 7증,

9증의 熟地黃은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蒸曝을 할수록 다른 물질이 생성 또는 감소하고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과거와 현재의 한약 전탕 방법은 차이가 크다. 과거의 전통

적인 한약 전탕 방법은 옹기에 약재를 넣고 약첩지로 위를 막고

서는 그 옹기를 일정한 화력을 내는 나무를 이용하여 달였는데

반하여 현재의 한약 전탕 방법은 보다 편리한 방법인 탕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약첩지를 이용하여 전탕한 과거의 수치법은 약첩

지가 윗 뚜껑 역할을 하게 한 것으로서 이물질이 전탕약에 들어

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약재의 휘발성이 강한 독성

분이 일정 온도와 시간에 따라 약첩지를 통과, 여과됨으로써 적

당한 약효를 발휘하고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킨다. 그러나 현재

의 한약 전탕 방법은 탕제기를 사용하여 위 뚜껑의 역할인 약첩

지가 없음으로서 휘발성 성분이 강한 독성분이 약액과 함께 같

이 달여진다. 이는 본 실험에서 熟地黃의 지표성분인 5-HMF는

GC-MS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

과 9증에서 15.60%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에 비하여, HPLC(고성

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23)에서는 0.22%

가 측정되었다. 두 실험 결과를 비교해보면 GC-MS를 이용하여

얻는 9증의 함량는 HPLC를 이용한 결과보다 약 70배가 높은 수

치였다. 또한 이 물질이 독성작용이 있다면 熟地黃의 증폭의 횟

수가 증가됨에 따라 이 물질도 많이 제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된다. 이는 본연의 수치법대로 9증 이상의 수치법을 해야 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되며 현재의 전탕 방법에 안전성 확

보를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5-HMF (5-hydroxy methyl-2-furaldehyde)는 알데하이드 중

의 하나로서 熟地黃 제조 시 환원당과 아미노산을 함유하는 식

품을 열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비효소적 갈색화 반응인 갈변화

반응 (maillard reaction)의 중간산물 중 하나이며, 熟地黃의 수치

시에 함량이 변화하는 주요한 물질이다. 5-HMF는 당류가 생체

내에서 이용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단당류
22)
의 분해산물로, 熟

地黃에만 존재하는 특이성분으로써 熟地黃의 蒸曝이 되풀이 거

듭될수록 5-HMF가 증가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5-HMF가 熟地黃

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물질로 이용되고 있다
23)

. 乾地黃과 乾地

黃을 蒸熟시켜 제조한 1증, 3증, 5증, 7증, 9증까지의 熟地黃에 대

한 5-HMF에 대한 함량의 변화는 乾地黃과 1증, 3증에서는

5-HMF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5증에서는 8.53%, 7증에서는

15.62%, 9증에서는 15.60%로 7증부터 5-HMF의 함량 증가가 안

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熟地黃의 蒸熟 횟수는 7회 이상의 蒸熟

과정을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된다(Table 5).

또한 5-HMF가 0.1% 이상인 경우는 3증 정도에 해당한다는

황24) 등의 연구나 4증 이상이라고 보고한 이25) 등의 연구와 차이

가 있으나 이는 실험기기와 방법, 熟地黃 샘플 제조 시 설정한

온도나 시간에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임23) 등의 논문에

의하면 본 실험 방법과는 달리 HPLC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

피)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증자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12증

일 때는 0.34%에 이른 결과를 확인하였고 황24) 등의 보고에 따르

면 18증에서 5-HMF는 0.74%이었다. 임26) 등의 연구에 의하면 9

증 熟地黃은 0.22%임를 비교해볼 때 12증과 18증에서 5-HMF는

과량을 포함하고 있는데 시27) 등의 연구에 의하면 5-HMF가 과

량생성 시에는 독성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생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熟地黃 제조 시 5-HMF가

과량 생성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地黃의 증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분

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므로 蒸熟 횟수에 따른 熟地黃의

성분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乾地黃에는 없던 성분이 증수가

증가할수록 성분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수가 증가할수록 새

로운 약리 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연의 修治法

대로 九蒸九蒸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되며 현재의 전탕

방법에 안전성 확보와 이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硏究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熟地黃 蒸曝에 따른 성분 변화를 통해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熟地黃 건조 감량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熟地黃 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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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씩 늘어났다. 회분 분석은 증수가 증가할수록 대체적으로

회분량이 약간씩 늘어났다. K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P,

Mg, Ca순으로 함량이 높았으며 증수가 증가할수록 Mg, P의 무

기성분 함량은 증가하였고, Ca 등의 무기성분 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GC/MS 를 이용하여 총 24종의 Peak를 확인할

수 있었다. 蒸熟의 횟수를 할수록

Tetra-deca-methyl-cyclo-hepta-siloxane, Dodeca-methyl-cyclo-hexa-

siloxane(D6), Ethanone 는 蒸熟을 할수록 감소하였고, 반면에 蒸

熟을 할수록 증가하는 성분은 2-Furan-carbox- aldehyde,

5-methyl-furan-carbox-aldehyde, 2,4,5-Tri-hydroxy-pyrimidine,

5-Hydroxy-methyl-furan-carbaldehyde (5-HMF) 등이 있었고, 熟

地黃의 제조과정 중에 新生된 성분은 2-Furan-methanol, 2-

Furancarboxaldehyde, Ethanone, 5-methyl-furancarboxaldehyde,

5-Hydroxy-methyl-furan-carbaldehyde (5-HMF)등이 있었다.

GC/MS 실험 결과 7증부터 5-HMF의 함량 증가가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C-MS를 이용하여 얻는 5-HMF의 9蒸의 함량

은 HPLC를 이용한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熟地黃의 蒸曝에 따라 성분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乾地黃에는 없던 성분이 蒸曝의 증수가 증가

할수록 성분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수가 증가할수록 새로운

약리 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熟地黃의 九蒸九曝의

修治法을 해야 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되며 현재의 전

탕 방법에 안전성 확보와 이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硏究

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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