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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외품 인삼(파삼)의 유산균 발효에 의한 저분자 진세노사이드 함량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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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compared the contents of low molecular ginsenoside according to fermentation process in low

grade fresh ginseng. Low grade fresh ginseng was directly inoculated with a 24 h seed culture of Bifidobacterium Longum

B6., Lactobacillus casei., and incubated at 36℃ for 72 h. Bifidobacterium Longum B6 was specifically was found to show the

best growth on 3,255 × 106CFU/㎖ after 48 h of fermentation. The content of ginsenoside Rb1, Re and Rd were decresed

with the fermentation but ginsenoside Rh2 and Rg2 incresed after fermentation process. In the case of low molecular ginse-

noside conversion yields were 56.07% of Rh2, 12.03% of Rg3 and 77.11% of Rg2, respectively. In addition, compound-K

was irregular conversion yield as long as 72 h of fermentaion. This results indicate that fermentation process could increase

the low molecular ginsenoside in low grade fresh ginseng.

Key Words : Panax ginseng, Ginsenside Conversion, Fermentation, Bifidobacterium, Lactobacillus

서 언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원료로 크게 주목 받고 있는 고려인

삼 (Panax ginseng C.A. Meyer)은 오갈피나무과 (Araliaceae)

의 인삼 속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류 로서 주로 홍삼, 홍삼추

출 농축액, 파우치 등으로 가공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 (Ko et

al., 1994). 이들 인삼은 과거부터 그 효능을 인정받아 약용

식물로써 이용되어지고 있다. 그 중 인삼의 뿌리에는 사포닌,

지용성 성분, 다당체, 함질소화 화합물 및 펩타이드, 유리당,

유리산, 비타민, 무기성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로 진

세노사이드는 중요한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Lee

et al., 2011). 이에 따라 진세노사이드에 대한 약리 효과에 따

라 면역효과, 중추신경계, 스트레스, 항산화 등에 관한 활성들

에 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Li, 1992; Singh et al.,

1984; Benishin, 1992). 

보통의 인삼을 추출하여 사용할 경우 가장 많이 얻어지는

진세노사이드는 Rg1, Rb1으로 비교적 분자량이 큰 진세노사

이드가 추출이 된다. 이들 진세노사이드 Rg1, Rb1 이외에 인

삼 내부에 성분이 극히 적은 Rg2, Rg3, Rh2, CK (Com-

pound K)는 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제조하여 암세포 전이 억

제작용,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 등의 생리활성 물질로 사용

하거나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Keum et al.,

2000; Kim et al., 1999, 2000; Bao et al., 2005).

이러한 인삼 사포닌의 약리 활성 이외에 인삼 진세노사이드

분석 기술과 함께 인삼 사포닌 성분이 체내에서 어떻게 흡수

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인삼사포닌

중 고분자 진세노사이드 Rb1이 구강으로 섭취하였을 경우 혈

액 내에서 검출되지 않으며 가수분해 형태인 CK의 형태로 검

출되는 것을 확인하다 (Karikura et al., 1991; Hasegawa et

al., 1996). 이들 결과에 따라 장내 미생물의 차이로 인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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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사포닌인 고분자 진세노사이드의 분해 및 흡수 정도의 차

이를 없애기 위해, 고분자 진세노사이드를 저분자 진세노사이

드로 미리 가수분해를 시키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저분자 진세노사이드 Rg2, Rg3, Rh2, CK는 일반

적인 인삼에서는 거의 용출이 되지 않고 홍삼에서 일부 검출

되기 때문에 인삼이나 홍삼으로부터 많은 양의 저분자 진세노

사이드 Rg2, Rg3, Rh2, CK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러한 저분자 진세노사이드를 얻어내기 위

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고분자 진세노사이드로부터 당의 전

처리를 통한 가수분해를 유도하거나 발효를 하여 고분자 진세

노사이드 내부에 있는 글라이코사이드 결합을 끊어 주어야 한

다. 저분자 진세노사이드를 얻기 위한 전처리 가수분해 방법

중 고온처리방법 및 증숙 공정은 높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며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불

가피 하다 (Yang et al., 2006). 그리고 증숙 과정을 여러번

반복하기 위해서는 보통 1주일 정도의 증숙 시간이 필요하며,

높은 온도를 장시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따른다 (Hong et al., 2007). 

전처리를 통해 가수분해를 유도하는 방법보다 인삼 내부의

고분자 진세노사이드를 저분자 진세노사이드로 얻기 위한 효

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발효 공정을 통한 방법을 적용하여 저

분자 진세노사이드 Rg2, Rg3, Rh2, CK을 생성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지고 있다 (Doh et al.,

2010; Park et al., 2006). 하지만, 기존의 발효 방법에서도 얻

고자하는 저분자 진세노사이드인 Rg2, Rg3, Rh2, CK의 전환

되는 수율이 낮거나 특정 저분자 진세노사이드를 얻을 수 없

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삼과 성분은 같지만 상품가치가 떨

어져 값이 싼 파삼을 이용하여 발효방법의 문제점인 저분자

진세노사이드로의 전환율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인삼 추출물을 발효하여 진세노사이드만을 분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인삼 분쇄물 자체를 발효하여 인삼자체에

유산균이 발효에 미치는 영향을 고분자 진세노사이드로부터

저분자 진세노사이드로의 함량 변화를 측정함으로서 발효에

의한 진세노사이드 전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약용 가능한 특

정 진세노사이드인 Rg2, Rg3, Rh2, CK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파삼 (등외품 수삼)은 2010년 10월에

금산에서 생산된 것으로 충남 금산 농협을 통해 4년근 파삼

을 구입하여 볼밀을 이용해 2~3㎜의 크기로 분쇄하여 사용

하였다. 

인삼을 발효하기 유해 사용된 유산균주는 Bifidobacterium

Longum B6와 Lactobacillus casei (KACC 12413, Korea)

균주를 이용하였다. 종균은 MRS 한천 배지 (Difco,

Marylabnd, USA)에 36℃의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으

며, 4℃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균주의 장기보관을 위

해 배양된 균주와 15% glycerol를 혼합하여 −70℃에서 장기

보관하였다.

2. 인삼 발효 방법

파삼의 발효를 위하여 1 L flask에서 발효 실험을 하였으며,

상기의 건조된 인삼의 투입량은 배지의 약 20%의 양을 투입

하였고, 발효 종균으로 MRS 배지에서 24시간 배양된

Bifidobacterium Longum B6와 Lactobacillus casei 균주를

각각 발효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배양 부피의 10% 만큼의 종

균을 접종하여 shaking incubator에서 36℃의 온도에서 혐기성

조건으로 발효를 진행 하였다. 

발효 공정은 초기 시간부터 72시간까지 발효를 하였으며, 4,

8, 12, 24, 48, 72시간이 지난 후에 샘플을 취하였으며, 얻어

진 발효액과 남은 인삼 고형물을 분리한 후 인삼 고형물은

100℃에서 12시간 동안 열수 추출을 하여 인삼 내부에 남아있

을 수 있는 진세노사이드를 모두 용출해 내었다.

3. 발효 균주의 생균수 측정

발효 균주인 Bifidobacterium Longum B6와 Lactobacillus

casei 균주의 초기 농도는 Bifidobacterium Longum B6의 경

우 20.5 × 106 CFU/㎖이며, Lactobacillus casei 균주는 19.9 ×

106 CFU/㎖의 농도로 시작하였다. 이들 유산균의 생균수를 측

정하여 최적합 생육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4, 8, 12, 24, 48,

72시간마다 발효된 샘플을 취하였다. 각각 시료 1㎖를 멸균

된 생리식염수 9㎖에 희석한 다음 MRS 한천배지에 도말하

여 접종하였다. 접종된 플레이드는 36℃의 조건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생성된 콜로니의 수를 측정하고 측정된 콜로

니 수에 희석배수를 곱하여 배양된 시료 1㎖ 당 생균수를 측

정하였다 (Park et al., 2006).

4. 발효 전, 후의 진세노사이드 분석

발효 전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물의 끓는점

의 기준인 100℃의 온도에서 24시간 동안 열수 추출한 공정

을 통해 얻어진 샘플을 농축하여 동결건조 하였으며, 발효 후

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발효 기간에 따라 얻

어진 샘플을 농축하여 동결건조를 하였으며, 얻어진 분말시료

2 g을 증류수 50㎖에 녹인 후 부탄올 추출법을 통해 조사포

닌을 얻었다 (Hong et al., 2007). 얻어진 조사포닌을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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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PLC 분석 

발효 공정을 통한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알아보기 위

해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를 이용하여 각각의

진세노사이드 peak를 구하고 발효 시간 별로 분석을 하였다.

각 시료의 분석을 위해 시료를 물과 에탄올이 3 : 7의 비율로

제작된 HPLC 분석용매에 녹이고 0.2㎛ syringe filter로 여과

하여 분석하였으며, standard로 Rg2, Rg3, Rh2, CK을 선정하

여 500 PPM의 농도로 분석하였다. Injection volume은 20㎕

로 분석하였다. HPLC 기기는 BIO-TEK Instrument (Italy)사

HPLC 500 series의 BIO-TEK 522 controller Pump와 BIO-

TEK HPLC 535 UV Detector (280㎚)를 사용하였고, Column

은 Alltech사의 Prevail C18 (5㎛, 4.6 × 150㎜)을 사용하였

다. 이동상은 Water: Acetonitrile = 80 : 20로 혼합하여 사용하

여 gradient를 주었으며, 유속은 1㎖/min으로 흘려주었다.

6. 통계처리

데이터의 통계처리는 각 시료를 3회 반복으로 행해졌으며,

실험값의 통계는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실험 간의 평균을 구하였으며, 각 처리구간의 최

소유의차 (P < 0.05) 수준에서 통계처리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발효 전 진세노사이드 함량 분석 

발효에 따른 파삼의 진세노사이드 변환 패턴을 분석하기 위

해 발효 전 건조된 파삼을 열수 추출하여 각각의 진세노사이

드 함량을 측정하여 발효를 통해 진세노사이드가 전환 되는

패턴 분석을 위한 기준점으로 정하였다. 파삼의 열수 추출 결

과는 저분자 진세노사이드와 고분자 진세노사이드로 나누었으

며, 발효 후의 저분자 진세노사이드의 생성량의 기준점으로 기

존 홍삼의 열수 추출 결과와 비교하였다 (Table 1).

초기 파삼의 열수 추출시 얻어진 저분자 진세노사이드 중

Rg2와 Rg3에서 각각 0.045㎎/g, 0.023㎎/g의 매우 적은양의

진세노사이드를 얻었으며, 나머지 저분자 진세노사이드인 Rh2

와 CK는 검출이 되지 않았다. 또한 대표적인 고분자 진세노

사이드 Rg1은 1.059㎎/g, Rb1은 1.869㎎/g를 얻었다. 그 이

외에 진세노사이드 Re, Rc, Rb2, Rd는 각각 적게는 0.359

㎎/g에서 많게는 1.730㎎/g까지 진세노사이드를 얻어낸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파삼의 초기 열수 추출로부터 얻어진 진

세노사이드의 양은 홍삼의 열수 추출시 얻어진 진세노사이드

의 양과 비교 했을 때 현저히 차이가 나며, 특히 저분자 진세

노사이드 Rg2와 Rg3의 양이 각각 1.75㎎/g, 2.96㎎/g 정도

많은 양의 진세노사이드를 얻었다. 또한, Rh2의 경우는 파삼

의 열수 추출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홍삼의 열수 추출시에

는 생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기의 파삼의 발효를 통해 기존의 파삼에 존재하는

고분자 진세노사이드가 저분자 진세노사이드로 전환되어 홍삼

열수 추출물의 저분자 진세노사이드 농도 수준까지 증진되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전구체 진세노사이드가 존재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분자 진세노사이드 Rg2, Rg3, Rh2,

CK의 전구체를 조사하였다 (Fig. 1). 기존에 연구되어진 결과

에 따라 Rg2의 전구체로는 Re, Rg3 또는 Rh2의 전구체로는

Rb1 그리고 CK의 전구체로는 Rd 로 선정하였다 (Doh et

al., 2010; Noh et al., 2009).

2. 발효 기간에 따른 유산균 생균수 측정 

기존에 알려진 인삼은 고유의 항균활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삼 내부 성분을 영양 성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산균주를

선정하고 유산균 발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발효 시간을 선

정하기 위해 미생물 생균수를 측정하였다 (Jun and Kim,

1982). Fig 2는 균주의 선정을 위해 기존에 발효에 많이 사용

되어지는 Bifidobacterium Longum B6와 Lactobacillus casei

균주를 사용하여 인삼배지를 이용하여 발효를 하였을 때 균주

의 생균수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초기 배양부터 8

시간 배양 까지는 2가지 실험군 모두 유산균 성장이 느리게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접종 후 새롭게 바뀐 배지에서

의 적응 시간으로 판단된다. 8시간 이후 12시간부터 24시간까

지 균체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 진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24

시간부터 48시간까지 가장 많은 양의 균체량을 보였으며, 48

시간 이후에는 균체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최종

적으로 얻어진 Bifidobacterium Longum B6의 최대 균체 농

도는 약 3,255 × 106 CFU/㎖의 농도인 반면에 Lactobacillus

Table 1. Ginsenosides of fresh and red ginsengs extracted by water at 100℃ for 24 h.

Ginsenosides (㎎/g)

Sample
Small molecules Large molecules

Rg2 Rg3 Rh2 CK Rg1 Re Rb1 Rc Rb2 Rd

Low grade 
fresh ginseng

0.045 ±
0.021

0.023 ±
0.005

− −

1.059 ±
0.010 

1.730 ±
0.003 

1.869 ±
0.011 

0.889 ±
0.015 

0.947 ±
0.035 

0.359 ±
0.006 

Red ginseng
1.800 ±
0.011

2.990 ±
0.021

0.980 ±
0.007

−

6.410 ±
0.032

0.550 ±
0.008

0.483 ±
0.003

0.857 ±
0.013

0.750 ±
0.015

1.020 ±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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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i의 균체 농도는 2,040 × 106 CFU/㎖의 농도로 약

1,200 × 106 CFU/㎖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인

삼배지를 사용하여 발효를 할 경우 Lactobacillus casei 균주

보다는 Bifidobacterium Longum B6의 효율이 더 좋은 것으

로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백삼 및 홍삼으로부터 발

효를 하였을 때 얻어진 최대 생균수인 1,390 × 106 CFU/㎖와

비교 했을 때 보다 더 많은 양의 생균수가 측정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Park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Bifidobacterium Longum B6 균주

와 Lactobacillus casei 균주는 인삼배지에서의 발효 효율이 높

은 것으로 사료되며, 따로 배지를 더 첨가해 주지 않는다면 48

시간까지 발효를 하였을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발효 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가지 발효 균주 중 Bifidobacterium

Longum B6 균주는 최대 균체 농도가 약 3,255 × 106 CFU/㎖

Fig. 1. Chemical structures of ginsenosides and their related derivatives.

Fig. 2. Flask cultures of Bifidobacterium and Lactobacillus casei by fermentation in low grade fresh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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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아지기 때문에 인삼 발효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

량의 유산균체의 함유로 인해 보다 효율적으로 진세노사이드

를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진세노사이드 변환 패턴 분석

인삼배지에서의 생균수 측정을 통해 선정된 균주인

Bifidobacterium Longum B6 균주를 이용하여 발효를 통한

고분자 진세노사이드에서 저분자 진세노사이드로의 전환 패턴

을 HPLC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발효 시간은 최

종 72시간 동안 발효를 하였을 때 4, 8, 12, 24, 48, 72시간

동안 발효한 샘플을 분석하였으며, 진세노사이드 Rb1, Re, Rd

의 농도와 Rg2, Rg3, Rh2, CK의 농도를 시간대 별로 분석

하여 시간에 따른 진세노사이드 전환 패턴을 분석 하였다. 

Fig. 3은 고분자 진세노사이드 Rb1에서 저분자 진세노사이

드 Rg3 및 Rh2로의 시간에 따른 전환 양상을 나타낸 결과이

다. 발효 초기부터 12시간까지는 Rb1의 분해는 빠른 속도로

분해가 되는 반면, Rg3와 Rh2의 전환량은 적은 것을 확인 하

였다. 또한, 24시간 이후의 진세노사이드 변환 패턴을 확인해

보면, Rh2의 전환율이 크게 상승한 것이 확인 되지만, Rg3의

전환율은 거의 일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발효가 끝나는 시점

인 72시간이 지난 후 얻어진 저분자 진세노사이드 Rh2의 양

은 1.048㎎/g을 얻었으며, Rb1으로부터의 전환율은 약

56.07%의 전환율을 얻어냈다. 반면, 진세노사이드 Rg3는

12.03%의 진세노사이드 전환율을 나타냈다. 이는 파삼을 발효

를 할 경우 Rb1은 Rg3로 전환되기 보다는 Rh2로 전환이 더

용이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4는 고분자 진세노사이드 Re의 Rg2로의 전환 패턴을

확인한 결과이다. 결과에 따르면 진세노사이드 Re가 감소함에

Fig. 3. The changes of ginsenosides contents to Rh2 and Rg3 from Rb1 by fermentation process.

Fig. 4. The changes of ginsenosides contents to Rg2 from Re by ferment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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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Rg2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의

Rb1의 전환 양상과 비교 하였을 때 Re의 감소량과 Rg2의 증

가양상이 비슷하게 측정되었으며, 최종 72시간 발효 시 얻어

진 진세노사이드 Rg2는 약 1.334㎎/g의 양을 얻었다. Re로부

터의 전환율은 77.11%의 전환율을 얻었으며, Rb1의 Rh2로의

전환율인 56.07%보다 약 20% 정도 높은 전환율을 나타냈다.

반면, 고분자 진세노사이드 Rd에서 저분자 진세노사이드

CK의 변환 양상을 비교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진세

노사이드 CK의 전구체인 Rd의 양은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CK의 농도는 시간에 따라 일관성 있게 감소하는 모

습을 보이지 않았다. CK는 주로 발효를 통해서 얻어지는 β-

glucosidase 효소를 통해 진세노사이드 Rd를 CK로 전환 시키

는데 본 발효 공정을 통한 유산균 발효를 진행함에 따라 오직

균주 내에서 생성되는 β-glucosidase 효소로 인해 CK로 전환

되기 때문에 CK의 생성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Noh et al., 2009). 발효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진세노사이드 전구체의 감소된 양과 전환된 진세노사

이드의 양이 1:1의 비율로 정확히 변환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파삼의 발효를 통해 얻어낸 진세노사이드의 총량과

기존에 연구되어진 파삼의 발효물을 정리한 결과를 Table 2

에 나타내었다. 기존에 파삼으로부터 발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저분자 진세노사이드의 총 양은 3.24㎎/g으로 같은 균

속인 Bifidobacterium Longum로 발효를 하였을 경우이며,

본 연구의 발효를 통해 얻어진 저분자 진세노사이드의 총량

은 2.734㎎/g으로 비교적 낮은 양의 저분자 진세노사이드를

얻었지만, CK의 양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200% 증진된 양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Bifidobacterium

Longum B6 균주를 이용한 발효는 특정 저분자 진세노사이

드인 Rg2, Rh2를 얻기 위해 매우 효과적인 공정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 5. The changes of ginsenosides contents to CK from Rd by fermentation process.

Table 2. Comparison of ginsenoside concentrations the low grade fresh ginseng under various organisms under the fermentation conditions
at 30℃ for 72 h.

Ginsenosides (㎎/g)

Cultivation of 
bacteria

Small molecules Large molecules

Rg2 Rg3 Rh2 CK
Total 

ginsenosi
des

Rg1 Re Rb1 Rc Rb2 Rd
Total 

ginsenosi
des

B.Longum B6
1.334 ±
0.021

0.225 ±
0.013

1.048 ±
0.004

0.127 ±
0.003

2.734 ±
0.144

1.359 ±
0.021 

0.107 ±
0.017

0.281 ±
0.024

1.889 ±
0.030 

0.447 ±
0.002 

0.177 ±
0.012

4.260 ±
0.176

B. longum† 0.22 0.10 0.51 2.41 3.24 5.17 2.66 − 1.27 0.60 1.82 11.52

L. delbrueckii subsp† 0.20 0.40 0.33 2.28 3.21 4.82 2.62 − − − 0.14 7.58

L. plantarum† 0.12 0.10 0.09 0.59 0.90 2.56 2.23 − 0.49 0.29 1.03 6.60

S. thermophilu† 0.26 0.05 0.35 2.01 2.67 3.92 1.84 − 1.31 1.61 1.8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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