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기별특

1. 서 론

사람은 누구나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한다.

인간의 건강을 적절하게 유지하려면 영양소의 확보

와 더불어 대사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항상성(home-

ostasis)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명현상의 근

본적인 요구는 식품을 섭취함으로서 기본적으로 해결

되고 있다. 그러나 생체리듬이 어떤 환경요인이나 스

트레스 때문에 균형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흔히 약

(medicines)을 통하여 정상적인 상태를 확립하려 한

다. 대부분의 약은 원천적으로 천연물에 함유된 활

성물질에 기원을 두고 있다. 즉 phytochemicals 로

지칭되는 식물성 성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의약품 또는 그의 원료로 이용되어온 많은

재료들은 그것 자체가 식품재료로 활용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 많다. 약의 기원이 되었던

많은 phytochemicals 들이 식품재료에도 광범위

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다. 식품과 약품의 공통

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어서 동양에는 일찍부터

식의동원(食醫同源)또는 식약동원(食藥同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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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 용

인삼연구단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에 따라 인삼의 공익적 연구기능을 수행해 왔
던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중앙연구원으로 흡수되어 민
간연구소화 되면서 공익적 인삼연구기관의 공백 상태가 되었다.

이에 한국을 대표하는 상품인 고려인삼의 공익적 연구를 수행할 인삼연
구기관의 설립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에 따라 한국식품개
발연구원(정부출연 연구기관)에 2002년 11월부로 인삼연구단이 발족하
게 되었다.

한식연의 인삼연구단은 2003년 순수 인삼관련 연구비로만 12억을 확
보하고 앞으로 고려인삼의 효능에 대한 우수성의 과학적 입증과 품질차별
화 , 인삼 가공 연구와 가공산업 활성화 및 수출촉진 , 인삼 및 인삼제품
류 고품질 유지를 위한 유통 및 품질관리 기술 확립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삼 및 인삼제품류의 규격기준 설정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고려인
삼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초일류상품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인삼연구단 발족
인삼의 공익적 연구기능을 수행할 유일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18 특별기고/ 새로운 인삼 기능성식품 개발

이 통용되어 왔다. 식품은 영양소와 맛 관련물질 외

에도 사람의 생리작용에 관여하는 다양한 성분을 함

유하며 그런 점에서 또 하나의 가치를 원래부터 지

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품의 섭취를 유효

적절하게 할 수 있다면 인간의 건강과 생명현상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다는 측면

에서 기능성식품은 시작된다.

1. 기능성식품이란

식품에 기능 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4년도부터 시작된 일본 문부성의 특정연구 식품

기능의 계통적 해석과 전개 에서 부터 이다. 또한 식

품의 3차기능인 생체조절기능은 1988년도부터 3년간

일본 문부성이 식품의 생체조절기능의 해석 을 중점

과제로 하는 특정연구가 시작되고 부터 이다. 80년대

중반부터 식품의 이화학적 특성이 아니라 식품의 기

능에 대한 연구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구미에서는 기능성식품(functional foods)이 Nutra-

ceuticals, Designer foods, Pharmafoods, Per-

formance Foods, Vita-Foods, Phytochemicals,

Foodaceuticals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Dietary sup-

plements, Food supplements, Health foods,

Medical Foods,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의 일

부도 광의의 기능성식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모

든 음식물은 단백질, 에너지, 섬유질 등의 영양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영양적 기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goldberg(1994)는 기능성식품에 관

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영양적 가치 이외에도 개인

의 건강이나 신체적 활동, 정신 상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이나 식품소재로 내리고 있다.

일본의 개념에 따르면 기능성식품이란 식품이 갖

는 생체 방어, 체조리듬 조절, 질병의 방지와 회복

등에 관계되는 체조조절 기능을 생체가 발휘하도록

설계하여 가공된 식품이다. 즉 식품중의 생체조절기

능이라는 제 3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제조된 것이다.

1) 식품의 1차 기능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소의 공급 기능

2) 식품의 2차 기능

맛이다. 감각적인 기능으로 생체의 오감이 종합된

것임.

3) 식품의 3차 기능

생체 조절 기능. 생체 조절 기능물질은 영양소와

달리 미량으로도 생체에 영향을 준다.

(1) 생체방어 작용의 강화

(2) 질병의 예방과 회복

(3) 생체리듬의 조정

(4) 비만 방지

(5) 노화 억제 등

II. 인삼의 기능성

1. 간장(肝臟) 보호작용

▶ 일본 도야마 대학의 오우라 교수: 흰쥐 간의 재

생율이 인삼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34%나 촉진됨. 유효 성분군을 단백질 합성 촉

진인자(protein synthesis stimulating factor)'

라 하여 프로스티졸(Prostisol)이라 명명. 간에

서 핵 RNA 합성을 촉진

▶ 한양대학교 구국회 교수: 급성 B형 바이러스성

간염환자 201명을 대상으로 인삼을 투여한 결

과, 조기회복은 물론 만성화를 방지.

▶ 중앙대학교 한덕룡 교수: 사염화탄소, 페나세틴

(phenacetin) 등과 같은 급성 독소물질에 의한

간세포의 괴사 등 조직학적 병변을 경감.

▶ 고려대학교 민영룡 교수: 간에서 독성물질 중독

시 활성이 증가되는 각종 효소들의 활성이 정상

으로 회복되는 것을 관찰.

▶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이재열 박사: 벤조파이렌(ben-

zopyrene) 해독작용이 항진됨.

▶ 원광대학교 김희대 박사: 쥐에 납 중독을 유도한

다음 인삼물 추출물을 투여시, 뇨로 배출되는 납

의 양이 배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

▶ 한국인삼연초연구원 김신일 박사: 카드뮴만 투여

한 휜쥐는 성장발육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인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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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투여한 그룹은 정상발육을 하였으며, 뇨로

배설되는 카드뮴의 양도 현저하게 증가됨.

▶ 일본 쇼와대학의 쇼지 교수: 콜레스테롤의 생합

성 및 분해대사 기능을 증진시킴.

2. 알콜과 인삼

▶ 연세대학교 주충노 교수: 알콜대사계에 관여하는

각종 효소들의 활성이 인삼의 사포닌 성분 처리

에 의해 증가됨. 또한 10일간 연속하여 알콜과

인삼을 병용 투여한 쥐의 간세포는 간손상 정도

가 훨씬 양호함.

▶ 영남대학교의 허근 교수: 만성 알콜중독증을 유

발시킨 쥐에 인삼을 투여하였더니 알콜 분해가

촉진됨.

▶ 한양대학교 구국회 교수: 알콜과 인삼을 함께 투

여한 간에서는 특기할만한 생리학적, 조직학적 병

변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함.

▶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이재열 박사: 동물실험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약 40%정도 증가

되는 것을 관찰, 임상실험에서는 인삼과 함께 술

을 마신 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현저히 감소됨.

▶ 고려대학교 신만련 교수: 알콜로 인한 간 상해

및 중독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며, 알콜로 야기되

는 마취의 유도, 지속 및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

을 단축.

요약하면 인삼은 알콜의 체내대사 및 배설을 촉진

함은 물론, 알콜로 인한 간 상해를 막아 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3. 당뇨병에 대한 효과

최근 인삼은 당뇨병의 예방뿐 만 아니라 치료에도

아주 효과적이란 논문이 많은 연구결과에 의하여 밝

혀지고 있으며, 직접적인 혈당 강하작용이 있을 분

만 아니라 당뇨병 수반증상, 합병증 등의 개선 효과

도 있음.

▶ 일본 에히메대학 오꾸다 교수: 고려 인삼중에 4종

의 인슐린 유사물질(산성 펩티드, 아데노신, 망간

함유물질, 진세노사이드 Re)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하여 당뇨병에 대한 인삼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구명.

▶ 일본 화한약 오우라 박사: 인삼 사포닌과 저분자

펩티드의 혼합물 분획을 추출·분리하고, 이 물

질이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가지고 있다 하여

프로스티졸(Prostisol : protein synthesis sti-

mulating factor , 단백질 합성 촉진인자) 이라

고 명명.

▶ 일본 도야마대학 기무라 교수: 인삼으로부터 혈

당강하성분인 DPG3- 2를 분리하였으며, 동물실

험을 통하여 이 성분이 인슐린 분비촉진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

▶ 전남대학교 이민화 교수, 이태희 교수: 베이코

(Vacor) 투여로 야기되는 말초조직의 당대사 저

하를 개선시켜 주며, 신경마비로 야기되는 치명

사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발표.

▶ 이 밖에 연구에서 인삼 투여 후 빠르면 2주, 늦

으면 3- 4개월 이내에 당뇨병 자체의 호전은 말

할 것도 없이 간기능, 현기증, 어깨 결림, 흉부

압박감, 갈증, 전신 권태감, 머리가 무거운 증상

들 환자의 자각증상이 개선됨.

4. 동맥경화 및 고혈압에 대한 효과

▶ 연세대학교 주충노 교수: 토끼실험결과 지질대사

와 관련된 각종 효소들의 활성이 족진되어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이 저하되고, 고지혈증으로 야기

되는 죽종(粥腫 : 모세혈관벽에 지방입자가 발생

한 상태)형성이 예방됨.

▶ 오사카 닛세이 병원 야마모도 박사: 고지혈증을

유도시킨 흰쥐에게 인삼을 투여한 결과, 혈중 콜

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및 혈소판 점착능이

저하되었고, 고밀도 지질단백질-콜레스테롤(HDL-

cholesterol)이 증가. 당뇨병으로 인하여 2차적

으로 고지혈증을 일으킨 환자 67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도 역시 같은 결과를 얻어 고려

인삼의 약리효능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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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쮸오카 박사: 유미지립, 트리글리세라이드, 극

저밀도 지질단백질 및 유리지방산 농도가 인삼

투여에 의하여 저하된다는 것을 임상실험을 통하

여 구명

▶ 마쮸야마 적십자 병원의 나카니시 박사: Rg1이

지질대사 개선에 매우 유효하여 동맥경화를 예방

시켜 준다고 임상실험을 통하여 확인

▶ 동경대학 다카키 교수는 고려인삼 중에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성분과 강하시키는 성분이 공존함으

로써 선택적으로 혈압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함.

▶ 중앙대학교 이광수 교수, 연세대학교 강두희 교

수: 인삼 사포닌이 혈관 평활근의 수축을 저해함

으로써 혈압강하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5. 항 스트레스 효과

▶ 소련의 생약학자 브레크만(Brekhman): 인삼의

강장효과라는 개념을 비특이적으로 저항력을 증

대시키는 현상 이라고 하여 유해한 환경 조건에

대하여 생체의 저항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방어능

력을 비특이적으로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삼의 효과를 아답토겐(adaptogen : 적응소

혹은 순응성) 효과 라고 함.

▶ 불가리아의 소피아의학연구소 페트코브(Petkov)

박사: 고려인삼이 스트레스 방어체계와 관련된

호르몬이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항 스트레스 효과

를 발휘한다고 발표함.

▶ 서울대학교 홍사악 교수: 추운 계절(11월- 3월)

에 닭의 산란율이 떨어지는데 반해 인삼을 투여

한 닭의 산란율은 그렇지 않은 닭에 비해 현저히

증가되는 것을 관찰.

▶ 일본동경대학 약학부 사이또 교수: 강제로 줄타

기를 시킨 쥐에게 인삼을 투여한 결과 스트레스로

인한 운동능력 감소를 현저히 방지, 기억력 감퇴

를 억제한다고 함.

▶ 일본 긴기대학 약학부 키타 박사: 저온 및 수중

강제 잠입 스트레스로 야기되는 자연체중 증가

억제가 인삼의 투여에 의하여 방지됨.

▶ 중국 의학과학원 약물연구소 티안통바오 박사,

일본동경대 사이또 교수: 만성 스트레스로 야기

되는 성주기 이상 및 성행위 감소 현상을 인삼

투여로 방지.

▶ 영국의 생물의학연구소 폴더 박사: 야간 근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간호원들에게 인삼을 투여

하여 스트레스로 야기되는 혈당치 상승 회복효과

를 관찰.

6. 항 피로 효과

▶ 일본 야마노우치 제약회사 카쿠 박사: 7종(Rb1 ,

Rb2 , Rc, Rd, Re, Rf, Rg)의 인삼사포닌을 실

험동물에게 투여하여 7종 모두 항피로 효과가 있

다는 것을 확인.

▶ 미국 오레곤 대학 아바키언 교수: 인삼추출믈이

지속적인 운동으로 야기되는 피로를 방지해 줌.

▶ 연세대학교 홍성일 교수: 인삼을 투여하게 되면

심한 운동 후 근육의 통증을 느끼게 하는 유산

(乳酸)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운동능력 증진 효과

를 나타냄.

▶ 일본 오오사와 실험치료학연구소의 야마다 박사

: 1955년 간호원 및 수영선수를 대상으로 고려

인삼의 피로방지효과를 관찰하였음.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상돈 교수: 노인을 대

상으로 항피로 효과를 구명.

▶ 이태리의 토리노 대학 위스 박사: 운동선수의 운

동능력을 증진효과를 통하여 인삼의 항피로 효과

를 구명.

7. 암에 대한 효과

▶ 일본 구마모도 대학 약학부의 우에키 교수: 고려

인삼의 항암효과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이며,

1961년 고려인삼이 에를리히(Ehrlich) 복수암

세포에 대해 항암효과를 나타낸다고 발표.

▶ 한국 원자력병원장 윤택구 박사: 폐암에 걸린 생

쥐를 대상으로 1년간에 걸쳐 고려 홍삼을 투여,

천연항암세포의 활성증진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

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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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하대유 교수: 발암물질(MCA)에 의해

유발된 편평상피암에 대해 인삼과 항암제를 병용

투여하여 항암제의 항암효과 상승 및 생존율 증

가 현상을 확인. 이는 생체내에서 종양세포에 대하

여 방어작용을 하는 자연살세포와 같은 항체세포

의 활성을 증가시키기 때문.

▶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전현 교수: 항암제인 사이

클로포스포미드(cyclophosphamide) 투여시 부

작용으로 야기되는 백혈구 감소증을 인삼병용투

여로 현저히 억제함.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민혜숙 교수: 크로람부실

(chlorambucil)로 야기된 간 조직의 퇴행성 변

화를 방지함.

▶ 연세대 암센타의 김병수 원장: 인삼 사포닌이 항

암제 투여로 야기되는 면역 기능 저하를 복원시

키는데 매우 유효.

▶ 일본 에히메대학 의학부의 오꾸다 교수: 최근 비

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인삼이 암환자의 복

수로부터 추출한 암독소의 독성을 억제한다는 것

이다. 암독소 물질을 톡소호르몬- 엘(T oxohor-

mone- L) 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물질은 분자량이

70,000 정도로써 체중감소와 식욕감퇴 현상을

유발.

▶ 오사카 대학 약학부의 키타가와 교수: Rh2는 홍

삼 제조시 생성되는 물질로서 극히, 미량으로도

암세포의 증식을 현저히 억제. 홍삼과 백삼이 성

분 및 약리효능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

이 발견.

▶ 한국인삼연초연구원 김신일 박사, 충남대학교 약

학대학 안병준 교수: 인삼의 지용성 성분인 파낙

시돌(panaxydol), 파낙시놀(panaxynol), 파낙

시트리올(panaxytriol) 등이 백혈병을 일으키는

암세포(L 1210)에 대한 강한 억제작용을 보임.

8. 면역기능 증강 효과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조규혁 교수: 세포내에서

면역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망내계 기능을 전염성

질환이나 악성 종양으로 저하시켜 놓은 다음, 인

삼 사포닌을 투여하였더니 망내계 기능이 정상으

로 회복.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양용태 교수: 인삼 사포

닌이 복수암 항원에 대한 특이항체 생산을 촉진

시켰고, 종양이 발생한 후의 생존일수를 크게 연

장함.

▶ 홍콩 중문대학의 란상통 교수: Rg1이 활성화된

임파구의 DNA 합성을 촉진하고 세포의 퇴화를

지연시키는 한편, 대사기능과 세포증식을 촉진함

으로써, 특히 노인에 있어서 저항력을 증진시키

며 기력감퇴 상태를 개선함.

▶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의 조태순 교수: 인삼의

소염효과를 관찰.

▶ 기푸대학 의학부 후지무라 교수: 인삼의 파낙시

놀(panaxynol)과 리놀산이 항염증효과를 나타냄.

▶ 영국 런던 엘리자베스 여왕병원 총(S.K.F. Chong)

박사는 인삼이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작용을 가지

고 있으나 글루코코티코이드(glucocorticoid)와

같은 부신피질 호르몬제에서 볼 수 있는 부작용

은 나타나지 않고. 세포성면역과 관련이 있는 염

증성 질환에 유효한 작용.

▶ 시쮸오카대학 약학부의 다키노 교수: 부신기능

부전환자의 보조치료제로서 뿐만 아니라, 항염

증, 항알레르기, 항쇼크 등에 탁월한 약리작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당뇨병, 소화성 궤양, 정신

병 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는 부신피질호르몬

제의 부작용 방지에 인삼사포닌이 매우 유효.

▶ 인도 중앙약물연구소 싱 박사: 고려인삼이 바이

러스감염 및 암세포에 유효한 인터페론 생성을

촉진한다고 발표하였다.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100%가 죽는 반면에, 인삼을 투여

한 경우의 20일째 생존율은 34- 40% 증가되었

으며, 인삼과 인터페론생성 유도물질과 함께 투

여했을 때는 인터페론 생성 유도물질만을 투여한

그룹(66- 78%)보다 훨씬 높은 82- 100%의 감

염방지 효과를 나타냄.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김영중 교수: 단백질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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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먹이로 사육하여 면역기능을 저하시킨 실험

동물에 인삼 사포닌을 투여하였더니 면역기능이

다시 회복.

9. 혈액순환에 미치는 영향

▶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 이도칠 교수: 인삼의 에

테르 추출물을 개에게 정맥주사, 심장박동수가

강하되고 중추정맥압이 상승되는 효과.

▶ 일본 마쮸야마 적십자병원의 가네꼬 박사: 토끼

의 귀에 Rg, Rb1 , 및 Ro 가 혈관확장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Rb1의 혈관확장 작용이 가장 현저.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이광수 교수: 인위적으로

심장비대증을 유발시킨 토끼에게 인삼을 투여한

결과, 심장비대가 현저하게 억제됨.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김낙두 교수: 인삼을 투여

한 쥐의 심장은 수축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삼은 심근수축력을 증대시키

는 약물에 대해서는 근수축력을 억제하며, 근수

축력을 감퇴시키는 약물에 대해서는 근수축력을

증가시킴.

▶ 가네꼬 박사: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 인삼은

심근의 산소 비효율, 심박출량 및 정맥 환류량을

증가시키며, 심근의 펌프 효율 및 수축력을 향상.

10. 조혈 및 빈혈 회복 효과

▶ 카톨릭 의과대학의 김동집 교수: 대조군의 조혈

작용 활성을 100으로 보았을 때 인삼의 비사포

닌 성분을 첨가하여 배양한 조혈활성은 149였다.

▶ 일본 도야마 중앙병원 가네끼 박사: 빈혈환자 13명

을 대상으로 고려인삼의 유효성분을 투여하여 저

색소성 빈혈과 위절제 후의 난치성 빈혈에 유효함.

▶ 일본 오사카 방사선 센터의 요네자와 박사: 치사

량(720 뢴트겐)의 엑스선을 조사하여 골수장해

를 야기시킨 실험동물에 인삼추출물을 투여함으

로써 적혈구 및 혈소판수의 회복.

▶ 오사카대학 의학부의 야마무라 교수, 긴기대학의

아리치 교수: 재생불량성 빈혈에서는 20명의 환

자중 3명에서만 효과가 인정되었으나 간장질환,

위장질환, 당뇨병, 폐결핵의 빈혈증은 38명의 환

자 중 14명이 회복됨.

▶ 아리치 교수: 각종 빈혈치료제가 무효인 빈혈환

자 51명을 대상으로 인삼의 빈혈치료에 대한 임

상효과를 조사한 결과, 류마티스성, 결핵성 및

노인성 빈혈에 유효하다고 발표.

11. 노화방지 효과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찬웅 교수: 조직의 퇴행

성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리산소기의 유해

작용을 인삼의 비사포닌 성분이 억제.

▶ 영국 런던대학교 첼시아대학 비틀즈 교수: 인체

내부기관이 혐기적 대사에 견딜 수 있도록 기능

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노화를 막아줌.

▶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쥬다홍 교수: 노화와 관련

하여 저하되는 인체의 면역기능을 정상적으로 개

선하여 줌으로써 신체의 전반적 저항력을 증진시

키며, 퇴행성 변화를 억제함.

▶ 연세대학교 조영동 교수: 노화와 관련하여 활성

저하를 일으키는 효소들의 활성을 개선함으로써

노화를 지연.

▶ 서울대학교 생약연구소의 한병훈 교수: 노화억제

물질로서 말톨과 같은 페놀성 화합물 성분의 항

피로 효과도 확인.

12. 뇌기능 강화 작용

▶ 불가리아 소피아의학 연구소의 페트코브 박사:

1959년, 고려인삼이 두뇌의 활동을 촉진하며,

흥분과 진정의 양면적 작용을 선택적으로 조절하

여 심리적으로 안정상태를 유지함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오진섭 교수: 인삼은 소량

투여할 경우 중추신경계의 흥분작용을 하며, 대

량 투여할 경우 진정작용을 한다고 발표하여 인

삼 중에는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고 진정시키는 양

면적인 작용이 있다는 사실이 밝힘.

▶ 일본 동경대학의 다카키 교수: 디올(diol)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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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닌은 중추 신경계에 진정작용을 하며, 트리올

(triol)계 사포닌은 흥분작용을 나타낸나고 발표함

으로써 인삼의 중추 신경계에 대한 양면작용이

입증.

▶ 소련 체르넨코 박사: 인삼은 중추신경을 자극하

여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어 활자고르기 작업과

같은 정신집중을 요구하는 일이나 철야작업과 같

은 피곤한 일을 하는데 매우 효과적.

▶ 일본 동경대학 약학부의 사이또 교수: 미로 장치

를 실험시 인삼 투여군은 도착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길을 정확히 찾아가는 학

습능력도 인삼 비 투여군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 페트코브 박사: 고려인삼이 뇌활동을 강화하며

학습활동 및 기억력을 증진시킨다고 함으로써,

고려인삼은 머리를 좋게 해주는 약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

13. 기타 인삼의 효능

▶ 수술환자의 회복을 촉진.

▶ 남성불임증 환자의 병세를 호전시킴.

▶ 일본 동경 의과대학 하네다 마사오와 이께마쯔

쇼지로 교수: 9명의 AIDS 바이러스 감염 환자

에게 인삼이 함유된 인삼탕과 소시호탕을 투여하였

더니, 그 중 6명이 AIDS 면역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헬퍼-T 세포 가 증가되었음을 발표.

III. 인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개발

1. 신제품 개발 동향

1) 장기유통 수삼 생산

Nano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몇 가지 물질의

살균작용과 습도조절 작용을 이용하여 특수 기능성

포장재를 개발함으로서 수삼의 장기유통을 가능하게 함.

2) 잔류농약 제거 기술

Nano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몇 가지 물질의

고분자화합물을 분해하는 작용을 이용하여 특수 기

능성 물질을 개발함으로서 이를 인삼재배나 가공시

잔류농약 제거에 활용함.

3) 새로운 인삼정 생산

기존의 인삼성분 추출방법은 그 추출효율 및 추출

물의 성분 활성 유지 면에서 여러 가지 단점들을 지

니고 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초

임계추출법은 그 시설 및 투자비의 규모 면에서 인

삼산업에서 활용하기에는 적당치 않은 문제점을 지

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발된 새로운 추출공법의 하

나인 Vacuum Impulse 기술은 이러한 단점과 문제

점들이 보완된 효과적인 방법임.

4) Membrane Filter를 이용한 고순도 인삼
정분 생산

Membrane Filter를 이용하여 인삼성분의 농도

와 순도 등을 함께 높이면서, 잔류농약 등을 제거하

는 이 새로운 방법이 인삼제품 생산에 활용되고 있

다. 충청남도가 (주)코인택과 공동으로 개발한 GE-

510은 일종의 고 기능성 인삼제품 제조용 소재로

서, 세계시장에서 판매고 1위를 자랑하는 인삼제품

진사나(GINSANA)의 소재인 G- 115와 일본의 M

제약회사가 생산하는 세계 최고급의 인삼정분 제품

보다 생산수율과 유효성분의 함량, 활성이 훨씬 뛰

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 인삼에서 추출한 비만억제 신물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영국 박사팀이 인삼에서 비

만을 억제하는 효능을 가진 신물질을 분리하고 이를

소동물에 실험한 결과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 인삼에서 분리해낸 이 신물질은 사포닌 계열

이 아닌 폴리아세틸렌 계열의 신규화합물로서 동 연

구팀은 신물질의 이름을 파낙시논 A 라고 명명했는

데 분자량 260의 저분자물질이다. 파낙시논 A가 장

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해, 체내로 유입되는

콜레스테롤의 양을 감소시킨다고 함. 연구팀은 이 물

질에 비만억제 활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생

명공학기술 전문개발 기업 (주)싸이제닉에 특허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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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양도했다.

6) 미생물 효소를 이용한 G- Rd 등 생산

모 벤처기업에서 β- glucosidase 등의 미생물 효

소를 이용하여 사포닌의 분자구조를 전환시키는 방

법으로 G- Rb2 , G- Rc 등에서 G- Rd 및 다른 특이

성분을 경제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활용한 신장기능

개선 및 혈관확장 등에 효험이 있는 특정 기능성

식.의약품을 개발하였다.

7) 특정 성분이 증가된 선삼(仙蔘)

선삼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출시된 인삼제품은 그

항암작용이 뛰어나 산삼의 약 10배 정도라고 한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박만기 교수. 박정일 교수.

그리고, (주)제일제당 소속의 연구팀은 인삼을 특수

가공하여 그 일부 기능이 산삼보다 8배 이상 월등한

선삼(仙蔘) 개발했다고 함. 일반 인삼에는 없고 홍

삼에만 미량이 들어있는 특유의 약효성분을 다량 함

유하고 있는데, 그 주성분은 진세노사이드 G- Rg3 ,

G-Rg5 등이며, 특히 그 제품에서 새로 발견된 G-Rk1 ,

G- Rg3 등 7가지 성분은 아직도 학계에 전혀 보고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삼은 탁월한 항암

효과와 혈액순환개선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선삼의 Ginsenoside- Rg3 등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해 스스로 사멸케 하는 작용을 하므로 암의 예

방 및 억제에 유용하다고 한다.

8) 조직배양을 통한 G-Rg1. G-Rb1 등의 생산

G- Rg1 . G- Rb1 등과 같은 인삼의 특정성분이 다

량 함유된 인삼 조직이나 기관을 선발하고, 이를 인

공적으로 대량 배양하여, 기억력 증진, 피부노화 방

지 등의 특정 기능성을 지닌 식·의약품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9) 조직배양 방법

인삼의 일부 조직이나 기관배양을 통한 유용성분

대량생산 기술연구

10) 프로테오믹스(proteomics)를 통한 광적
응성 신품종 육종

고려인삼의 경우 적정광도 이상의 빛에 노출될 경

우 엽소병이 일어나므로 그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

이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유전자 분

석으로는 원인 유전자의 탐색이 불가능하였다. 광선

<표 1> GE- 510 비교분석 결과

업 체 명 (주)코인텍 M제약(일본) 비 고

상 품 명 GE- 510 Panaxginseng 이미지 유사

품 목 인삼정분 인삼정분

주 원 료 고려인삼(수삼) 고려인삼(백삼) 동 일

성 상 연한 갈색분말 진한 갈색분말 비교 우위

추 출 법 상온 용매추출법 -

주요성분
(%)

사포닌 : 20 이상
다당체 : 40 이상

15.0
-

비교 우위

잔류농약 및
독성(ppm)

농 약 : 불검출
중금속 : 불검출
미생물 : 불검출

2 이하
30 이하

-

단가($/ Kg) 1,00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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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단백질 손상의 기작을 프로테오믹스 분석을

통해서 인삼병리관련 단백질을 구명하고, 광에 대한

적응성이 높은 다수확 인삼품종을 육종하는 기술이다.

11) 특정성분 배양세포 생산

배양세포 특이적이고 발현 프로모터 를 활용하여

유용한 인삼 특정성분 유전자를 배양세포에서 최적

으로 발현할 수 있는 형질전환 벡터를 개발하고 이

를 인삼 등의 배양세포에 도입하여 고부가가치 신

기능성 세포주를 대량생산하는 기술이다.

12) 인삼 형질전환체 및 형질전환 인삼 생산

인삼 지놈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후, 다시 각 유전자

의 기능을 밝히는 기능유전체(functional genomics)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인삼의 품종별, 조직별, 연

령별 DNA library를 작성하고, 인삼의 유전자은행

을 구축함과 동시에 인삼의 2차 대사 유용유전자를

대량으로 분리하고, 이들을 인삼에 재도입하여, 고

기능성·고부가가치 인삼 형질전환체의 생산을 목표

로 함. 또한 이들로부터 특이하게 다량으로 생성되

는 물질(사포닌. 다당체 등) 분획들을 분리하여 약

리효능을 지닌 물질들을 생산하고, 특정 물질 분획

의 양적 조절을 유도하여 기존의 식물체와 차별화된

고부가가치의 고기능성 형질전환 인삼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함.

13) 이형생물에서의 인삼성분 생산

인삼 지놈의 염기서열을 완전히 분석하기 이전이

라도, 인삼의 유용성분(사포닌 등)을 생합성하는 일

부 유전자를 발굴하고 이의 기능을 밝혀, 이 인삼의

2차 대사 유용유전자를 다른 식물체에 이식하는 형

질전환 기술을 확립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전혀 새로운 식물품종을 개발하려는 기술이다.

14) 천연물을 이용한 인삼사포닌 생산

인삼 이외의 천연물에 광범위하게 함유되어 있는

기타 사포닌을 추출하여, 이를 미생물 효소 등을 이

용, 그 분자구조를 전환시킴으로써, 유용 사포닌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300종 이상의 사포닌이 전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15) 특정획분의 기능성제품 개발

미세분쇄 - > 건식분급 - > 유용획분의 대량분리

농축 - > 특정성분이 고도로 강화된 기능성제품

2. 신제품개발의 새로운 기준

1) 소비자 중심적

(1) 건강성

가. 안전성 추구

나. 기능성 추구

(2) 편의성

가. 인스턴트 화

나. 컴팩트 화

강장식품 산수유 100 은 단순한 전통식품

이면서도 그 것을 복용 및 휴대하기 편리

하게 알약으로 만든 것이 성공 비결.

다. 식품 소재화

인삼을 평소에 즐기는 식·음료에 첨가하여

복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섭취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바람직한 제품개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인삼에 초콜릿

을 혼합하고 인삼의 쓴맛과 향을 제거해

초콜릿을 좋아하는 외국인은 물론 우리 젊

은이들에게도 새로운 개념의 건강 영양식

초콜릿임.

(3) 관능성

가. 매스킹 제품

나. 무삼취 제품

서구인들은 인삼냄새를 일종의 흙 냄새로 인식

(4) 시장성

가. 지역·기후적 특성

덥고 습기찬 지역인 중국의 남부지역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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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동남아 국가에서 화기삼은 열을 내리

고 고려삼은 열을 올리는 것으로 인식이 굳

어가고 있음.

나. 사회·문화적 특성

인삼이 만병통치식의 효험을 지닌 신비의

영약이라는 인삼에 관한 우리의 일반적인

홍보 논리가 나이가 든 중국계 사람들이나

우리 나라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모든

면에서 지극히 분석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서구인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식·의약품에 관한 한 세계적 권위와 엄격함

을 자랑하는 미국 연방식품의약안전청(FDA)

이 인삼에 대해 공식적으로 표명한 의학적

견해는 그 안전성 및 효능, 순수성 등이 아

직 평가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Ginseng

has not been evaluated by the FDA

for safety, effectiveness, or purity.),

모든 잠재적 위험과 효능도 알려져 있지 않

은 상태 (All potential risks and / or

advantages of ginseng may not be

known.) 라는 입장이다.

다. 소득수준과 구매패턴

개도국 소비자를 겨냥한 중저가 제품

한국인삼공사의 고가정책은 일종의 틈새

시장 공략적인 전략이지 인삼 주류시장을

겨냥한 것이 되지 못한다. 고가 품과 함께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주된 소비자의 소득

수준에 부합하는 중저가 제품이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

선진국용 주류사회용 고부가가치 제품

면역조절. 발모. 체지방 분해촉진 등의 특

수 기능이 뚜렷한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

면 선진국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와 폭

발적 수요를 일으킬 것이다. 인삼제품의

표기사항이나 광고 선전물에 특정기능성

을 집중하여 효능 표현을 쓸 수 있도록

그 효능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충분한 과

학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제품이 나오면 선

진국시장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임.

(5) 참신성

가. 주요 요소

소비자가 지금까지는 찾을 수 없었던 새로

운 가치를 지닌 제품.

나. 소비자가 인지하는 제품유형

일반 소비자가 신제품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는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혁신형 신제품 : 인삼 신물질에 의한 의

약품개발 등

기능개선형 신제품 : 개량물질개발 등과

같이, 기존 제품을 소비자가 인지. 평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시킨 것을 말

한다.

심리가치 개선형 신제품 : 그 기능은 크

게 바뀌지 않았지만, 디자인이나 사용시

의 느낌. 제품의 이미지 등이 대폭 개선

된 제품을 말한다.

후발 모방형 제품 : 타제품을 단순히 복

사한 것으로 인식되는 제품.

2) 고부가가치화

(1) 고급화

가. 고품질

인삼차가 세계시장을 석권한 적이 있었으나

당뇨병이나 비만증 등과 같은 성인병을 우려

하여 탄수화물 섭취를 기피하는 소비자들의

식습관에 부합하지 않음. 세계 인삼시장에서

의 두드러진 경향 중의 하나가 바로 고급화

추세이며, 그 것은 제품(진산, 지네렐릭스

등)의 품위를 기존의 것보다 한 등급 나아진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나. 편리성

수삼 등이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한 산지 packers나

소비지 distributors 등에 의해서 fresh-cut

products와 같은 소포장의 최소가공 제품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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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공되어 시장으로 나오게 될 것임.

(2) 고가화

1980년대 일본 젊은이들의 소비문화 변화에서

어느 물건을 소비하느냐가 곧 네가 누군지를 말해

준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다. 일반제품 시장보다 주

요 고객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높은 만큼 이들에게

는 높은 수준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가공기술의 혁신

제품의 가공수준을 보다 첨단화·고차화하고, 제

품의 용도를 치료용 의약품으로까지 광범위하게 넓

혀 나감으로써 부가가치창출 효과를 가능한 한 극대

화 해 나가야 한다.

3) 기능의 선택과 집중화

인삼의 다양한 약리효능이 설사 전부 사실이라 해

도 그 중 어떤 한 가지 효능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와 함께 필요하지 않은 다른 성분까지 한꺼번에 먹

는다는 것은 안전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또 분석

적인 구매성향을 보이는 외국인 소비자 의식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체지방 분해용의 파낙시논 A 나 immunostimulants

로서의 인삼유래 다당체 등과 같이 가능한 한 인삼

의 여러 성분 중에서 꼭 필요로 하는 특정 성분만을

고도로 분리 정제한 것으로서 선택적 기능성이 두드

러진 상품으로 개발되어져야 한다.

4) 생명 공학적 접근

앞에서 설명했듯이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인삼 신

제품개발의 주된 방향은 거의가 이러한 최첨단의 생

명공학적 기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그

기능성을 극대화하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IV. 인삼 기능성식품의 미래

1. 소비자 인식

기능성식품은 소비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해

줄 잠재력이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들이 먹

는 식품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다. 기능

성식품에 대한 주장이 사실이라는 확신만 든다면,

소비자들은 오래 살고 특정 질병을 피하기 위해 그

러한 식품들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어 기꺼이 선

택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건강에 대한 심리적인 안

정감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최근 영국에서 행해진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3분의 2이상이 기능성 식

품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고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단지 9% 만이 나쁜 것이라고 느끼

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널리 보급시키는 데는 장해 요인도

있다.

1) 기능성식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데 사용할 주장

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해지는 기초 연구나 유통

구조들이 이것의 가격을 비싸게 하게 할 것이며

수익성을 위해서는 프리미엄(premium) 가격을

붙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정당

화시키기 위해 건강에 관한 과장된 약속을 한다

고 의심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2) 많은 소비자들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식사 이외에

기능성 식품이 필요한 지 관심 있어 한다. 기능

성 식품은 식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때우는 단순

한 개념이 아니다.

3)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과 기능성 식품에 관한 정

보를 언론 매체, 특히 텔레비젼에서 얻는다. 다

른 주요 소스는 제품자체에 붙은 레이블인데 건

강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

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소스가 되고 있다. 따

라서 과학자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일반 대중과

대화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들에게 식품이 건강

에 미치는 효과를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보다

정량적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해주어야 한다.

2. 전 망

인삼을 포함한 기능성식품의 성공여부는 효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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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등의 여러 요인이 작용하게 되는데 Herbert의

주장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기능성 식품의 효과는 객관적이고 재생 가능해야

하며 먹지 않은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명

백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2)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을 먹지 않았을 때

만큼 안전하다는 것이 객관적, 과학적 증거로 제

시되어야 한다.

3) 안전성에 관해 어떤 의문이 있을 경우 제품으로

사용되기 전에 반드시 해로운 효과보다 유익한

혜택이 더 많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증

거들을 통해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안전성과 효능의 조건을 충족시킨 뒤에는

맛과 편리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렇치 않으면 제

품이 팔리게 되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제품의 가치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며, 관련

정부기관들도 산업체의 의욕을 꺽지 않고 소비자들

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모두

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지라도 소비자들의 권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잘 해결된다

면 앞으로 기능성 식품 시장의 잠재력은 아주 커질

것이다.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제품의 효능이 점점

더 밝혀지게 될 것이고, 기능성 식품이 건강을 유지,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시

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더 현실화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