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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orbic acid 및 citric acid 처리에 따른 홍삼추출물의
페놀성 성분 및 ginsenoside 함량 변화
공연희1·노정해1·조장원1·김미현1·이영철1·김성수1·이평재2·최상윤1*
1

한국식품연구원, 2세명대학교 천연약재과학과
(2009년 7월 20일 접수; 2009년 9월 10일 수정; 2009년 9월 15일 수리)

Variation of Phenolic Ingredient and Ginsenoside Content
in Red ginseng Extract by Acid Treatment
Yeon Hee Kong1, Jeonghae Rho1, Chang-Won Cho1, Mi Hyun Kim1, Young Chul Lee1,
Sung Soo Kim1, Pyeongjae Lee2 and Sang Yoon Choi1*
1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Seongnam 463-746, Korea
Department of Natural Medicine Resources, Semyung University, Jecheon 390-711, Korea
(Received July 20, 2009; Revised September 10, 2009; Accepted September 15, 2009)

2

Abstract : The changes that would occur in a content of five phenolic ingredients and eight ginsenosides in acid-treatedred ginseng extracts were measured in this study. Acid-treated-red ginseng was prepared by treating with 1 M ascorbic
acid or citric acid for 20 min. As a result, the contents of esculetin and quercetin in citric acid-treated-red ginseng
increased by 3.5 times and 2.0 times, respectively, compared with control red ginseng. However, all phenolic ingredients
decreased after treatment with ascorbic acid. In addition, the contents of ginsenoside Rg3, Rh2, Rd increased but those of
Rb1, Rc, Re, Rf, Rg1 decreased after acid treatment. Although these tendency of results are similar, the rate of change of
ginsenosides in citric acid-treated-red ginseng was higher than in ascorbic acid-treated-red ginseng.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citric acid is more effective in the conversion of ginseng ingredients than ascorbic acid.
Key words : red ginseng, ascorbic acid, citric acid, phenolic compound, ginsenoside

서

구조가 구명되어 있는데,2-5) 홍삼을 제조하면 백삼에 존재하

론

는 malonyl-ginsenoside-Rb1, Rb2, Rc, Rd의 malonyl 그룹
홍삼은 수삼을 증기 등으로 쪄서 건조시켜 제조하며 장기

이 떨어져서 ginsenoside-Rb1, Rb2, Rc, Rd가 생성되며 진

보관이 가능한 가열처리 가공제품으로, 수삼을 증숙, 건조하

세노사이드의 C-20 위치에서 glycosyl 잔기가 이탈된 후 수산

므로 갈색화 반응이 촉진되어 외관은 담갈색 내지 적갈색을

기가 이성화되어 20(R)-ginsenoside-Rg2, 20(R)-ginsenoside-

띤다. 홍삼은 수삼의 증숙 과정을 거치는 동안 조직 중의 전

Rg3, 20(R)-ginsenoside-Rh1, 20(R)-ginsenoside-Rh2, 으로 전환
된다.6) 또한 인삼에는 ginsenoside 이외에도 비사포닌계인 폴

분 입자가 호화되어 백삼보다 소화율이 높으며, 각종 효소들
이 불활성화 되어 저장시 백삼보다 안정하고, 제조과정 중 일

리아세틸렌, 산성 다당체, 아미노산, 폴리페놀 등이 존재한다고

부 화학적 변환이 일어나 수삼이나 백삼에 존재하지 않는 새

알려져 있다.7,8) 인삼 성분의 생리활성으로는 ginsenoside의

로운 생리활성 성분의 생성과 함량 증가가 일어난다.1) 인삼의

암예방 효과,9)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10) 혈압 강하 작용,11)

주요 유효성분인 ginsenoside는 triterpenoid 배당체로 처음

뇌신경 세포 보호 및 학습능력 개선 작용,12) 항혈전 효과,13)

알려진 뒤 최근까지 70 여종의 사포닌 성분이 분리되어 그

항산화 효과14) 등이 알려져 있으며, 비사포닌 계열 중에는 폴
리아세틸렌 계열의 항암활성, 유리아미노산의 항당뇨와 혈압
강하 작용이 보고된 바 있고 특히, 페놀성 화합물은 항산화활

*Corresponding author. E-mail: sychoi@kfri.re.kr
Phone: 031-780-9307, Fax: 031-709-9876

성뿐만 아니라 고혈압 억제, 항암, 항염증, 미백활성 등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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µ-Bondapack C18 column (Waters, USA, 4 µm, 300 ×

양한 생리활성이 보고 되었다.15-18)
인삼은 약용으로 뿐만 아니라 식품으로도 사용되어 건강기능

3.9 mm)을 사용하여 이동상은 2% 초산이 함유된 물 (용매

성 홍삼추출물 혹은 환, 타블렛, 액상 파우치 및 홍삼차와 같은

A)과 0.5% 초산이 함유된 50% acetonitrile (용매 B)를 초

기호성이 강조된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등으로 제조되고 있다.

기 용매 B 0% 에서 70 분 후 55%로 기울기용리 하였다.

특히, 최근 인삼의 포제 방법에 따라서 새로운 가공방법이 많이

용출속도는 0.8 mL/min, column의 온도는 40oC로 유지 하

개발되었는데 홍삼을 단순히 증숙, 건조 처리한 형태에서 벗어

였으며 시료의 검출은 280 nm에서 측정하였다. 분석용 시료

나 인삼의 기호성 증진 및 특정성분 강화를 위하여 볶음처리, 팽

는 농축된 추출물을 10 mg/mL로 메탄올에 녹인 후 0.45 µm

화, 발효, 식초 침지, 고온처리, 고압처리 등 다양한 가공공정을

막여과기 (Millipore, USA)로 여과하여 사용하였고 모든 시료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원형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제품들이 시

는 표준물질과의 동시주입을 실시하여 피크를 동정하였다.

19)

도되고 있다.

따라서 품질의 안전성 및 관능적 성질 등의 식품

학적 측면에서 홍삼의 특정유효성분을 강화하여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가공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Ginsenoside 정량 분석
8 종의 ginsenoside(Rb1, Rc, Rd, Re, Rf, Rg1, Rg3,

많은 식품에 첨가되어 사용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수삼

Rh2) 함량을 HPLC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분석 조건은 µBondapack C18 column (Waters, USA, 10 µm, 300 × 3.9

에 ascorbic acid와 citric acid를 처리하여 홍삼을 제조한 후

mm)을 사용하여 이동상은 water (용매 A)와 acetonitrile (용

식품가공에 사용가능한 용매인 에탄올과 물 혼합용매로 추출

매 B)를 초기에 용매 A 80%에서 70분 후 0%로 기울기용

물을 제조하고 활성성분인 페놀성 성분 및 ginsenoside의 함

리 하였다. 용출속도는 1.0 mL/min, column의 온도는 25oC

량변화를 비교하여 특정성분을 강화할 수 있는 인삼가공방법

로 유지 하였으며 시료의 검출은 203 nm에서 측정하였다.

으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용 시료는 완전 농축된 추출물을 10 mg/mL로 메탄올에

Ascorbic acid와 citirc acid는 산화 및 갈변방지의 목적으로

녹인 후 0.45 µm 막여과기 (Millipore, USA)로 여과하여 사

재료 및 방법

용하였다.

실험시료
인삼 (Panax ginseng C.A. Meyer)은 2008 년 경기도 안성

결과 및 고찰

인삼농협에서 5 년근 수삼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Esculetin,
p-coumaric acid, quercetin, maltol, cinnamic acid, ascorbic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
무처리 홍삼과 산처리 홍삼을 마쇄하고 80% 에탄올을 사

acid, citric acid는 Sigma-Aldrich Co. (USA)에서 구입하였

용하여 추출한 후 완전 감압농축한 각각의 시료의 추출수율

고, ginsenoside Rb1, Rc, Rd, Re, Rg1, Rg3, Rh2는 Wako

은 Table 1과 같으며 ascorbic acid처리 홍삼은 29.5%,

Ltd. (Japan)에서 Rf는 Canfo Co. (China)에서 구입하였다.

citric aid 처리 홍삼은 29.8%로 나타나 무처리 홍삼의
28.0% 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인삼에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진 페놀성 성분중 maltol,

산처리 홍삼 제조 및 성분 추출
무처리 홍삼은 전처리 되지 않은 수삼을 사용하여 홍삼을

esculetin, p-coumaric acid, cinnamic acid, quercetin을 재

제조하였고, 산처리 홍삼은 상온에서 1 M의 ascorbic acid와

료 및 방법에 기술된 방법으로 HPLC를 이용하여 용출시킨

citric acid로 20 분간 수삼을 침지하여 감압한 후 홍삼을 제

결과 각각 15.7, 27.3, 35.3, 53.8, 65.9 분에서 검출되었으

20)

조하였다.

o

홍삼 제조 방법은 97 C에서 2.5 시간 동안 증숙
o

o

며 인삼시료내 함량을 정량분석한 결과 citric acid처리 홍삼

하고 열풍 건조기를 이용하여 70 C에서 24 시간, 다시 50 C

에서 특이적으로 esculetin과 quercetin 함량이 무처리 홍삼

에서 72 시간동안 건조하여 홍삼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홍삼

(control)에 비하여 각각 3.5 배, 2.0 배 증가하는 경향을 나

은 마쇄한 후 시료 부피 5 배의 80% 에탄올을 가하고 2
시간씩 총 3 회 교반하여 얻어진 상등액을 50oC에서 감압
완전농축하여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페놀성 성분 정량
페놀성 성분의 HPLC (Jasco Co., Japan) 정량분석 조건은

Table 1. Yields of red ginseng 80% ethanol extracts
Samples
Control red ginseng
Ascorbic acid treated red ginseng
Citric acid treated red ginseng

Yields (%)
28.0
29.5
29.8

Each value represents the % in drying ginse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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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 of phenolic compounds in red ginseng extracts
Samples
Control red ginseng
Ascorbic acid treated red ginseng
Citric acid treated red ginseng

Maltol
0.518
0.041
0.023

Esculetin
0.150
0.010
0.527

Coumaric acid
0.048
0.014
0.047

Cinnamic acid
0.021
<0.003
<0.003

Quercetin
0.039
0.017
0.077

Data present mg/g in 80% ethanol extract. The contents of phenolic ingredient were determined by HPLC analysis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ach value is presented as mean value of two experiments (S.D. = less than 0.003).

Samples
Control red ginseng
Ascorbic acid treated red ginseng
Citric acid treated red ginseng

Rb1
20.25
14.51
8.69

Rc
13.89
8.48
5.97

Rd
2.43
2.71
3.79

Re
11.53
5.86
2.58

Rf
5.86
3.73
3.29

Rg1
10.29
7.49
3.76

Rg3
0.29
2.75
6.61

Rh2
0.96
1.46
2.21

Fig. 1. Ginsenoside contents in red ginseng extracts.
Data present mg/g in 80% ethanol extract. The contents of ginsenoside were determined by HPLC analysis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ach value represents the % in drying ginseng materials. Each value is presented as mean value of two
experiments (S.D. = less than 0.2).

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고 ascorbic acid 처리 홍삼은 5 종

Rg1, Rg3, Rh2) 함량을 HPLC를 이용하여 정량한 분석 결과

성분 모두 감소하였다 (Table 2).

는 Fig. 1과 같다. 분석결과 citric acid 처리 홍삼과 ascorbic
acid 처리 홍삼에서 ginsenoside Rg3의 함량이 각각 6.61,

Ginsenoside 함량
인삼추출물 내 8 종의 ginsenoside (Rb1, Rc, Rd, Re, Rf,

2.75 mg/g 으로 무처리 홍삼 0.29 mg/g 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ginsenoside Rh2 함량 또한 citric acid 처리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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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과 ascorbic acid 처리 홍삼이 무처리 홍삼에 비해 각각
1.5 배, 2.3 배 정도 높게 나타난 반면 ginsenoside Rb1,
Rc, Re, Rf, Rg1 등은 산처리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대사과정에서 ginsenoside Rb1은 Rd와 Rg3를 거쳐
Rh2로 전환되므로 산처리에 의한 산도증가에 따른 가수분해
가 대사체인 ginsenoside Rd, Rg3, Rh2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로 인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citric
acid를 비롯한 유기산에 의해 ginsenoside가 가수분해 된다는
보고가 있었다.21)
증가된 ginsenoside Rh2는 암세포의 증식억제 및 형태적

기능적 정상세포로 분화유도,22) 암세포의 apoptosis 유도,23)

난소암 발생 억제 및 병용시 항암제 효과 증강,24) 항암제의
항암 활성 증대25)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Rg3는 암세포의 정상세포내로 침윤과 혈관신생 전이억제,26) 항

암제 내성 억제, 혈관의 평활근 확장 작용,27) 혈액순환촉진,28)

혈소판 응집억제,29) 뇌 신경세포 손상 보호 작용 및 카테콜아
민 분비억제 작용 등의 약리활성30)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수삼을 식품에 쓰이는 산화 방지제인
ascorbic acid와 citric acid로 처리하여 홍삼을 제조한 후 활
성성분인 페놀화합물과 진세노사이드의 추출물내 함량 변화
를 HPLC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citric acid 처리
홍삼에서 esculetin과 quercetin 함량이 무처리 홍삼에 비하
여 각각 3.5 배, 2.0 배 증가하였고 ginsenoside 함량 역시
citric acid 처리시의 Rg3, Rd, Rh2 증가량이 ascobic acid
처리시에 비하여 높았다. 따라서 인삼추출물의 이들 특정활성
성분 강화를 위하여는 citric acid 처리가 효과적인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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