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8

J. Korean Soc. Appl. Biol. Chem. 51(3), 188-193 (2008) Articles

팽화에 의한 인삼 유효성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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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oisture content and pressure on extraction
yield, crude saponins and ginsenoside contents of puffed Korean ginseng. Puffed ginsengs showed
relatively higher extraction yield (50.0~62.1%) and amounts of crude saponins (19.6~48.8 mg/g gin-
seng) than no-puffed ginseng (37.6±0.8% and 11.0±1.0 mg/g ginseng), respectively. The highest
extraction yield and amounts of crude saponins were obtained in 8.0% moisture content sample
puffed at 10 kgf/cm2. In HPLC analysis, amounts of measured major ginsenosides (Rb1, Rb2, Rc,
Rd, Re, and Rg1) decreased with increasing puffing pressure, yet contents of almost all major gin-
senosides were higher than control (no-puffed). On the other hand, ginsenoside Rg3 were produced
after puffing suggesting that chemical structure of some ginsenosides might be altered during the
puffing proces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uffing can increase the extraction yield and crude
saponin contents and it could influence the ginsenoside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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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Panax ginseng C. A. Meyer)은 수 천년 동안 동양에서

민간요법에 의한 경험적 효능에 의해 신비의 명약으로 애용되

고 있으며,1) 최근 인삼의 주요 성분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따

라 면역효과,2) 중추신경계,3) 각종 스트레스,4) 항산화,5) 심혈관

장애 개선작용6) 등에 관한 약리작용이 밝혀지고 있다. 효능성

분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도 이루어져 이러한 인삼의 약리효과

를 나타내는 성분들은 steroid 계통 사포닌인 ginsenoside류로서

ginsenoside Rb1, Rb2가 주요성분으로 알려져 있다.7) 비사포닌

계열의 성분들도 항산화 작용과 각종 체내 대사물질을 관여되

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러한 물질로는 anthocyanin 색소, 함질

소 화합물 및 펩타이드, 페놀성(salicylic acid, vanillic acid), 폴

리페놀들로 알려져 있다.8)

이와 같이 인삼의 여러 가지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식품으로 가공

되어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그리 많지 않아 대부분 수삼으

로 이용되거나, 꿀에 당침하여 절편, 정과로 이용되거나, 2차

가공품인 농축액을 직접 음용하거나, 3차 가공품으로 인삼차나

캅셀로 유통되고 있는 등 몇 가지에 한정되어 있다.

팽화(Puffing)는 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압력을 갑자기 상압으

로 낮추어 재료 중 전분의 호화를 유도하고, 수분이 제거되면

서 부피가 커지는 공법으로 atmospheric pressure법과 pressure-

drop법이 있다.9) Atmospheric pressure법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sand puffing, air puffing, oil puffing, roller puffing 등이 있으

며, pressure-drop법에는 gun puffing이 이에 속한다.10) 팽화를

하게 되면 팽윤과 호화가 일어나 조직이 커지면서 다공성을 갖

게 되고 마이얄(Mailliard reaction) 반응이 일어나 갈변과 포름

산,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글리옥살 등의 휘발성 물질

이 생성되어 풍미를 부여하게 된다.11)

본 연구의 목적은 인삼의 원형 그대로 팽화 시킬 수 있는 조

건(수분함량, 압력)을 찾아 풍미가 좋고 저장성을 높이는 새로

운 인삼제품 개발에 기여하고, 팽화시킨 인삼의 유효성분 추출

수율 증가를 유도하여 고가 원료인 인삼농축액의 수율 증대와

이를 통한 기업의 원가 절감에 있다. 따라서 수삼을 수분함량

별로 제조한 다음 원형이 변하지 않는 팽화 인삼을 제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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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최적의 압력조건을 찾아 팽화 인삼을 제조하고 각 조건

별 시료의 추출수율, 조사포닌, ginsenoside 함량 변화를 관찰하

였다.

재료 및 방법

팽화 인삼의 제조. 인삼 시료는 2005년 전북 진안에서 재배

한 4년근 수삼을 한국인삼을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수삼

의 동체를 5 mm의 일정한 두께로 세절한 뒤 40oC 열풍건조기

에서 건조시간을 달리하여 인삼 시료의 수분함량을 각각 4.0,

6.0, 8.0, 11.0%로 제조하였다. 그리고 고온에 의한 인삼의 탄

화를 최소화 하여 최적의 팽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조한 인삼절편과 쌀을 1:4(w/w)의 비율로 혼합하였으며, 이

것을 회전식 팽화기에 넣고 가열하였다. 게이지 압력이 5 kgf/

cm2에 도달했을 때 3 kgf/cm2으로 중간압을 한번 빼준 뒤, 다시

가열하여 압력이 7, 8, 9, 10 kgf/cm2에 이르렀을 때, 팽화기의

문을 개방하여 팽화를 유도하였다. 대조구로는 수분함량 3.0%

의 건조 인삼을 사용하였다.

추출 수율. 팽화인삼 5 g에 60% ethanol 20배를 가한 뒤, 상

온에서 교반하면서 2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Kimble-filtering

flask에 funnel을 장착하고 여과지(Whatman No. 2)를 사용하여

추출물을 여과한 뒤 여과액을 ethanol추출물로 사용하고, 잔류

물에 ethanol과 동일한 양의 증류수를 가한 뒤 70oC의 water

bath에서 2시간 동안 120 rpm의 속도로 교반하면서 추출 하였

다. 추출이 끝난 후 ethanol추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여과하여

여과액을 열수 추출물로 하였다. 각각의 추출물을 섞어 이것을

총 추출물로 하고, 이것을 미리 항량된 수기에 넣어 45~50oC

의 수온에서 rotary vacuum evaporator(BÜCHI rotavapor R-

124, BÜCHI water bath B-481, Switzerland)를 사용하여 감압

농축하고, 105oC에서 2시간 건조 향량시킨 뒤 무게를 측정하여

처음 시료 무게에 대한 백분율로 추출효율을 계산하였다.

조사포닌. 시료의 조사포닌 함량은 식품 공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팽화 인삼 20 g(dry weight basis)을

상기의 추출과 동일한 조건에서 추출물을 제조한 뒤, 미리 항

량을 시킨 빈 수기에 시료를 넣고 시료의 고형분이 65±1oBrix

가 되도록 농축하고, 수기의 무게를 측정하여 농축액의 양을 계

산하였다. 농축된 시료 1~2 g을 증류수 60 ml에 녹여 분액 깔

대기에 붓고 diethyl ether 60 ml을 더한 다음 시료가 골고루 섞

이도록 잘 흔들어준 후 물 층과 에테르층으로 분리 될 때까지

방치 시켰다. 분리된 에테르층은 버리고 남아있는 물 층에 다

시 수포화 부탄올 60 ml을 더하여 다시 잘 흔들어 준 후 분리

될 때까지 방치 시켰다. 분리된 수포화 부탄올층은 따로 모아

놓고 물 층에 다시 수포화 부탄올을 붓는 과정을 3번 반복하

였다. 분리된 수포화 부탄올에 증류수 50 ml를 넣고 잘 흔들어

준 후 다시 분리 될 때까지 방치시킨 후 물 층만 제거하여 주

었다. 이렇게 사포닌 성분을 수포화 부탄올로 이행시킨 후,
rotary vacuum evaporator(BÜCHI rotavapor R-124, BÜCHI

water bath B-481, Switzerland)를 사용하여 미리 항량 된 수기

에 넣고 감압농축 하였다. 감압 농축 후 dry oven에서 2시간

건조 항량 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여 아래의 식으로 조사포닌

함량을 측정하였다.

조사포닌(mg/g ginseng)= 

W1: 수포화 부탄올층을 농축 건조한 후의 수기의 무게(mg)

W2: 항량으로 한 빈 수기의 무게(mg)

W3: 초기 팽화인삼의 무게(g)

A: 농축액의 총 무게(g)

B: 농축액 시료의 채취량(g)

Ginsenoside 함량 측정. 사포닌의 분리 및 정량은 Ultrasonic

extraction을 이용하여 추출물을 제조하고,12) 수포화 부탄올 추

출법으로 사포닌을 분획 하였다. 인삼 시료 5 g에 70% 에탄올

50 ml을 가하여 Ultrasonic bath(ESW-2825B, e-science Inc.,

Korea)를 사용하여 15분간 총 3회 반복 추출하였다. 추출물을

3,000 rpm에서 원심분리하여 상징액을 따로 분리하였으며, 침전

물에 대해 위와 같은 과정을 3번 반복하였다. 추출물은 상기의

수포화 부탄올법에 의거하여 n-butanol 층으로 이행된 사포닌을

분리 농축시켜 조사포닌으로 하였다. Ginsenoside 함량은 조사

포닌을 메탄올에 용해한 후 Millipore filter(pore size 0.45 µm)

로 여과한 후 HPL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

된 HPLC 장비와 조건은 Table 1과 같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2회 이상 반복 측정한 후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SAS(Statistical analysis program)을 이용하여 5%

유의 수준에서 평균값과 표준편차 그리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평균간의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형태학적 변화. 팽화 처리 전후의 외관상 변화를 Fig. 1에 나

타내었다. 팽화 전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갈변과 부피팽창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모든 팽화 처리구에서 갈변이 발생하였으며,

팽화 압력이 증가할수록 갈변의 정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것은 인삼내의 당과 아미노산의 갈변 반응으로 인해 증

가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윤 등13)의 보고에서와 같이 가열 온

도와 가열시간이 증가할수록 갈색도가 증가하며, 또한 가용성

고형분 함량과 갈색도는 가열시간보다는 가열온도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팽화 처리 하지 않은 대조군(수분함량 3.0%)은 건조시키지

않은 수삼에 비해 외관상 부피가 많이 감소하여 형태가 뒤틀렸

음을 감지 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팽화 인삼 시료의 경우는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팽화 처리에 의해 팽윤이 일어나 조

직이 커짐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팽화 압력이 증가할수록 그

정도가 증가하였다. 7 kgf/cm2 이하에서 팽화 처리 했을 때의 시

료는 부피팽창의 정도가 미미하였으며, 10 kgf/cm2 이상에서 팽

화 시켰을 경우에는 부피팽창의 정도는 증가하지만 탄화의 정

도가 극도로 심하여 시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였다.

추출 수율. 서로 다른 수분함량과 팽화 압력을 갖는 팽화 인

삼시료를 60% 에탄올과 70oC 물을 사용하여 추출 하였을 때

의 추출 수율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대조군의 추출 수율은

W
1

W
2

–

W
3

---------------------
W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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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팽화 인삼의 경우 50.0~62.1%의 범위로 측정되었다. 즉

팽화 처리에 의해 추출 수율이 대조군에 대비하여 33~65%까

지 증가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것은 팽화에 의한 조직

의 다공질화로 인해 추출용매의 침투용이성이 증가하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김 등11)의 연구에서 비가용성 고분자 성분이 열

분해에 의해 가용성 성분의 저분자 휘발성 향기성분, 단당류,

소당류 등으로 분해되어 수율이 증가하고, 가열시간 증가와 더

불어 불용성 화합물의 생성으로 다소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팽화 처리 시간이 모든 실험군에서

15분 내외로 다소 단시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가열시간 증가

에 따른 추출 수율 감소는 일어나지 않았다.

수분함량이 일정한 조건에서 팽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추

출 수율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팽화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수분 함량 증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이

로부터 팽화 인삼의 추출 수율은 초기 수분함량 보다는 팽화

압력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조사포닌 함량. 서로 다른 수분함량과 팽화 압력을 갖는 팽

화 인삼시료에 대한 조사포닌 함량은 Table 3과 같다. 조사포

닌 함량 또한 추출 수율과 동일하게 모든 팽화 처리군에서 대

조군에 비해 그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대조군

의 조사포닌 함량은 11.0 mg/g ginseng, 팽화 인삼은 19.6~

48.8 mg/g ginseng의 범위로 측정되었다. 팽화 처리에 의해 조

사포닌 함량이 대조군에 대비하여 78~344%까지 증가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팽화 처리에 의해 인삼 조직이 팽화

과정을 거치면서 부피팽창에 따른 용매의 침투가 용이해지고,

배당체 형태의 사포닌에 결합되어 있는 일 부 당류가 팽화에

의해 분해되어 분자량이 작은 형태가 되어 조사포닌의 추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후에 극성이 낮은 저분자량

의 Ginsenoside-Rg3를 생성하는 기작의 뒷받침이 되어줄 것으

로 사료된다. 김 등14)은 압출성형공정을 통한 추출수율과 조사

Fig. 1. Morphology of control (no-puffing, 3.0% moisture content)

and puffed ginseng.

Table 1. HPLC conditions for ginsenosides analysis

Instrument
SCL-10A controller unit that includes SPD-M10A 
UV, LC-10AT, FCV-10AL, and DGU-14A 
(Shimadzu Scientific Company, Tokyo, Japan)

Column
YMC-PACK ODS C18 column ( j 6_150 mm, 
YMC-Gel Company, Tokyo, Japan)

Detector UV detector (203nm)

Flow rate 1.0 ml/min

Injection volume 20 µl

Gradient elution

Acetonitrile (solvent A), Water (solvent B) 

0-5 min: A-B (15:85, v/v), 5-25 min: A-B (21:79, v/
v), 25-65 min: A-B (45:55, v/v), 65-75 min: A-B 
(90:10, v/v), 75-85 min: A-B (90:10, v/v), 85-87 min: 
A-B (15:85, v/v), 87-100 min: A-B (15:85, v/v)

Table 2. Extraction yield (%) of puffed ginseng with different

moisture content and puffing pressure

Puffing 
pressure

Moisture content

4.0% 6.0% 8.0% 11.0%

7 kgf/cm2 *50.0±0.5c* 52.0±1.0b 50.3±1.2b 53.1±2.7b

8 kgf/cm2 52.6±1.1b 53.6±1.9b 53.9±1.0b 53.0±3.5b

9 kgf/cm2 54.5±1.0b 51.7±1.9b 60.9±2.2a 54.2±4.0b

10 kgf/cm2 54.7±0.7a 59.8±0.3a 62.1±2.5a 61.9±1.9a

Extraction yield of control (no-puffing, 3.0% moisture content) is
37.6±0.8%.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Crude saponin contents (mg/g ginseng) of puffed ginseng

with different moisture content and puffing pressure

Puffing 
pressure

Moisture content

4.0% 6.0% 8.0% 11.0%

7 kgf/cm2 29.9±2.0b* 29.3±5.0ab 19.6±1.1d 21.1±0.1b

8 kgf/cm2 31.9±2.9b 37.2±1.7a 24.8±0.8c 21.0±4.4b

9 kgf/cm2 42.3±2.7a 21.5±1.7b 37.5±2.7b 33.1±0.3a

10 kgf/cm2 27.3±0.3b 39.2±4.8a 48.8±0.4a 28.9±3.6a

Crude saponin content of control (no-puffing, 3.0% moisture content) is
11.0±1.0 mg/g ginseng.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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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닌 함량의 증가는 고온, 고압, 고전단력의 압출성형 조건에서

세포벽과 분자구조의 파괴에 따른 결합력의 약화와 수분흡수의

용이성 때문이라 보고하였으며, 윤 등15)에 의하면 인삼을 세절

하여 동결건조시킨 후 가열온도(130~190oC)와 가열시간

(10~30 min)에 따른 성분변화를 관찰하였을 때, 조사포닌의 함

량은 160oC 및 가열시간 20 min일 때 64.40 mg/g의 최대값으로

측정되었으며 그 이후의 가열온도와 가열시간의 범위에서는 조

사포닌의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조사포닌 함

량은 가열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가용성 고형분 함량, 산

성다당체 및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가열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이 결과는 후에 조사포닌과 총

Ginsenoside 함량의 변화가 상이함을 뒷받침 해준다.

팽화 처리에 따른 Ginsenoside함량. 초기 수분함량과 팽화 압

력에 따른 ginsenoside-Rb1, Rb2, Rc, Rd, Re, Rg1, Rg3와

total ginsengoside의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팽화처리구의

경우 대조구와 비교하였을 때, major ginsenoside(ginsenoside-

Rb1, Rb2, Rc, Rd, Re, Rg1)의 함량은 전반적으로 대조구보다

증가하였으며 팽화 압력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

다. 그리고 홍삼특유의 사포닌으로 알려진 Rg3의 경우 대조구

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팽화처리구에서는 발견되었으며, 그 함

량은 팽화 압력의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Ginsenoside-Rg3는 C3에 glucosyl잔기 2개가 결합되어있는 형

태의 PPD계열의 사포닌이며,16) 기존 인삼에 함유되어있던 PPD

계열의 사포닌인 ginsenoside-Rb1, Rb2, Rc, Rd의 C20에 연결

된 당들이 열에 의해 분해되어 떨어져 나감으로써 생성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인삼사포닌인 ginsenoside는 열에 매우 불안정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17,18) 이러한 ginsenoside의 특징을 이용한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홍삼이며, 홍삼의 steaming과정 이외에

인삼에 열처리를 하여 비교적 극성이 낮은 저분자량의

ginsenoside를 생성하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 그 예로

양 등19)은 인삼에 고온고압처리를 함으로써 ginsenoside-Rg3와

Rh2를 생성한바 있으며, 하 등20)은 압출성형을 이용하여 수삼

의 홍삼화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 ginsenoside-Rg3를

형성하는 압출성형조건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조사포닌 측정 결과에서는 팽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 함량이 증가하였지만, HPLC를 통한 ginsenoside함량 분석

결과에 따르면 total ginsenoside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팽화처리에 의해 상당량 생성되는 당류 또는 일부

인삼 성분의 열분해산물로 비교적 극성이 낮은 물질로 판단되

며, 이러한 결과는 실제 수포화부탄올법으로 사포닌 분석 시 부

탄올층과 물층 경계 사이에 극성이 모호한 물질들이 혼합되어

emulsion층을 형성하였으며, 극성에 따른 층분리가 용이하지 않

았던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실험에서 측정한

total ginsenoside는 7개의 표준시료를 사용하였고, 이들 중 대

부분의 ginsenoside가 배당체 형태로 존재하는 ginsenoside이기

때문에 비배당체로 전이가 된 ginsenoside는 측정하지 않아 total

ginsenoside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팽화 처리 후 외관상의 가장 큰 변화는 갈변과 부피팽창이

었다. 팽화 압력이 증가할수록 갈변과 부피팽창의 정도는 증가

하였지만, 수분함량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추출수율

측정 결과, 대조군은 37.6%, 팽화 인삼의 경우 50.0~62.1%의

범위로 측정되었다. 이것은 팽화에 의한 조직의 다공질화로 인

해 추출용매의 침투용이성의 증가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그리고 팽화 압력 증가에 따라 추출수율 또한 증가하는 경

Table 4. Ginsenoside contents (mg/g ginseng) of puffed ginseng with different moisture content and puffing pressure

Moisture 
content

Puffing 
pressure

Ginsenoside (mg/g ginseng)

Rb1 Rb2 Rc Rd Re Rg1 Rg3 Total

Control (no-puffing) 1.54±0.21hij 1.65±0.11cd 0.92±0.01b 0.11±0.00bc 0.53±0.03ij 0.65±0.03de N. D. 5.40±0.39h

4.0%

7 kgf/cm2 7.55±0.59ab 3.25±0.18a 1.22±0.09a 0.10±0.00bc 2.67±0.15c 1.73±0.11b 0.70±0.06ef 7.23±1.18efg

8 kgf/cm2 4.01±0.73de 1.58±0.19d 0.64±0.09c 0.06±0.01efg 1.38±0.14e 0.70±0.07d 1.06±0.13c 9.42±1.37de

9 kgf/cm2 4.44±0.92d 1.40±0.10d 0.60±0.11cd 0.07±0.01de 1.24±0.14ef 0.51±0.10ef 1.77±0.01a 10.04±1.40d

10 kgf/cm2 2.04±0.56ghi 0.62±0.17f 0.43±0.13de 0.04±0.01gh 0.58±0.16ij 0.17±0.04hi 1.88±0.10a 5.76±0.71gh

6.0%

7 kgf/cm2 6.61±0.24bc 2.30±0.04b 0.96±0.00b 0.09±0.00cd 1.93±0.07d 1.32±0.04c 0.82±0.04de 14.02±0.43c

8 kgf/cm2 3.32±0.37ef 1.04±0.03e 0.44±0.02de 0.06±0.01ef 1.01±0.01fgh 0.43±0.00fg 1.29±0.08b 7.59±0.46efg

9 kgf/cm2 1.04±0.04ij 0.17±0.01g 0.14±0.01f 0.02±0.00hi 0.27±0.12jk 0.08±0.00i 0.92±0.02cd 2.64±0.08i

10 kgf/cm2 0.65±0.14j 0.09±0.02g 0.10±0.06f 0.01±0.00i 0.14±0.04jk 0.03±0.01i 0.82±0.03de 1.64±0.41j

8.0%

7 kgf/cm2 8.44±0.63a 3.29±0.43a 1.29±0.12a 0.16±0.02a 5.08±0.38a 2.08±0.17a 0.59±0.07fg 20.93±1.82a

8 kgf/cm2 6.12±0.42c 2.32±0.12b 0.92±0.03b 0.11±0.01b 3.05±0.23b 1.15±0.15c 0.97±0.00cd 14.63±0.20c

9 kgf/cm2 3.63±0.05def 0.78±0.18ef 0.41±0.00e 0.07±0.01def 1.19±0.04efg 0.46±0.01fg 1.43±0.19b 7.98±0.47def

10 kgf/cm2 3.39±0.68def 0.85±0.16ef 0.45±0.05de 0.07±0.02def 1.06±0.34efg 0.36±0.07fg 1.84±0.14a 8.02±1.46def

10.0%

7 kgf/cm2 3.55±0.02def 2.00±0.17bc 0.99±0.11b 0.05±0.00efg 1.76±0.06d 1.19±0.05c 0.43±0.06g 9.98±0.31d

8 kgf/cm2 2.90±0.31fg 1.48±0.24d 0.63±0.13c 0.05±0.01efg 1.29±0.16ef 0.66±0.09de 0.68±0.12ef 7.71±1.05efg

9 kgf/cm2 2.24±0.22gh 0.82±0.14ef 0.42±0.05e 0.05±0.01efg 0.82±0.08ghi 0.39±0.04fg 0.87±0.13cde 5.61±0.66gh

10 kgf/cm2 2.63±0.19fg 0.83±0.03ef 0.55±0.00de 0.04±0.00fg 0.67±0.01hi 0.33±0.00gh 1.32±0.01b 6.38±0.22fgh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a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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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나타내었지만, 초기 수분함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관

찰되지 않았다. 조사포닌 함량의 경우 대조군은 11.0 mg/g

ginseng, 팽화 인삼은 19.6~48.8 mg/g ginseng의 범위로 측정되

었다. 조사포닌 함량 또한 추출 수율에서와 동일하게 팽화 압

력 증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초

기 수분함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팽화 인삼에서는 홍삼 특유 사포닌인 ginsenoside-Rg3가 검

출되었다. 기존 인삼에 함유되어있던 PPD계열의 사포닌의 C20

에 결합되어 있던 당이 열에 의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ginsenoside-Rg3의 생성량은 팽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Ginsenoside-Rg3

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 ginsenoside와 total ginsenoside함량은

대조군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지만, 팽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 양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위에서 보았던 조

사포닌의 결과와 상이한 것으로 팽화처리에 의해 생성되는 당

류 또는 일부 인삼의 열 분해산물 등이 부탄올에 용해되어 함

께 측정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실제 이 부분은 수포화부탄

올을 이용하여 사포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부탄올층과 물층의

경계에 emulsion층이 생성되는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실험에서 측정한 total ginsenoside는 대부분의 배당체

형태의ginsenoside이기 때문에 total ginsenoside가 감소한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인삼을 적절한 조건에서 팽

화처리하였을 경우 추출수율, 조사포닌 및 조사포닌 함량의 증

진과 일부 ginsenoside의 변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인삼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인삼 추출액의 제조 시 팽

화처리 인삼을 사용할 경우 추출수율 증가로 경제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인삼의 팽화처리에 의한

ginsenoside의 변형에 대한 연구분야에도 더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초 록

수삼을 수분함량 별로 건조한 다음 원형이 변하지 않는 팽

화 인삼을 제조할 수 있는 최적의 압력조건을 찾아 팽화 인삼

을 제조하고 각 조건 별 시료의 추출수율, 조사포닌,

ginsenoside 함량 변화를 관찰하였다. 팽화 처리 후 외관상의 가

장 큰 변화는 갈변과 부피팽창이었다. 추출수율 측정 결과, 대

조군은 37.6%, 팽화 인삼의 경우 50.0~62.1%의 범위로 측정되

었다. 조사포닌 함량의 경우 대조군은 11.0 mg/g ginseng, 팽화

인삼은 19.6~48.8 mg/g ginseng의 범위로 측정되었다. 팽화 인

삼에서는 홍삼 특유 사포닌인 ginsenoside-Rg3가 검출되었다.

Ginsenoside-Rg3의 생성량은 팽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Ginsenoside-Rg3를 제외

한 나머지 기본 ginsenoside와 total ginsenoside함량은 대조군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지만, 팽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 양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인삼을 적

절한 조건에서 팽화처리하였을 경우 추출수율, 조사포닌 및 조

사포닌 함량의 증진과 일부 ginsenoside의 변형을 확인할 수 있

었다.

Key words: Ginseng, puffing, extraction yield, crude

saponin, ginseno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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