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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고압 처리가 홍삼의 이화학적 특성 및 항산화 효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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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hysiochemical properties and antioxidative activity of red ginseng 
manufactured using the high temperature high pressure (HTHP) process, which is faster and simpler than the conventional 
process. According to increasing the steaming temperature, pressure and time, the content of minor non-polar ginsenosides, 
such as Rg3, Rk3, Rh4, Rk1 and Rg5 gradually increased. Also, the contents of acidic polysaccharide, total phenolic 
compounds and maltol gradually increa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hysiochemical properties and appearance quality, 
the optimum conditions of HTHP process were estimated as 140℃, 3 kg/cm2 in 20 min. The total phenolic compounds 
and maltol contents of the HTHP process red ginseng (1.0% and 2.49 mg%, respectively) were higher than those of 
conventional red ginseng (0.23% and 0.60 mg%,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antioxidative activity was investigated using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 and ABTS (2,2'-aziono-bis(3-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 radical scavenging 
activity.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HTHP process red ginseng increased by 3.4 and 3.6 folds, 
respectively, compared with conventional red ginseng. In addition, total phenolic compounds and maltol contents, as well 
as the antioxidant activity of the HTHP process red ginseng were similar to black ginseng. The present results suggest that 
the HTHP process is available for the development of value-added red ginseng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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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Panax ginseng Meyer)은 오가피나무과(Araliaceae) 인
삼속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류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 아시

아 극동지역에서 주로 재배되어 왔으며, 한방에서는 체력증

강 및 소화기, 신경계, 순환기 등 생체대사를 조절하는 주요 

생약재로 활용되어 왔다(Court WE 2000). 인삼의 주요 성분

으로는 사포닌을 비롯하여 산성다당체, 페놀 화합물, 폴리아

세틸렌, 알칼로이드, 정유성분, 단백질과 펩타이드 유리당과 

지방산 성분 등이 알려져 있으며(Park JD 1996), 최근까지도 

이들 인삼의 생리활성 성분 구명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인삼 

추출물 및 인삼의 여러 생리활성 성분이 나타내는 혈당 조절 

효능, 동맥경화 예방 등 인삼의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 혈
압 조절 기능, 항암 및 암 예방 효능, 성기능 개선 효능, 면역 

활성, 항산화 작용 등 다양한 인삼의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Nam등 1999; Choi 등 2006; Yoon등 

2012).
인삼의 제품 및 소비 형태를 보면, 주로 수삼, 백삼 또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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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홍삼 등의 원형삼과 2차 가공한 인삼농축액 등의 일부 가

공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 인삼의 특정 성분 또는 

기능성을 강화시킨 선삼, 팽화홍삼, 흑삼(구증구포 인삼)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인삼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처
리방법이나 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이를 위하여 가장 많이 이

용되고 있는 가공처리 방법 중의 하나가 열처리 공정이었다. 
일반적으로 식품에 있어 열처리 가공은 식품 또는 생약재의 

독성 및 부작용 경감, 저장수명 연장, 성분 변화 및 약효의 

증강, 맛, 향, 색과 같은 식품의 관능적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나(Lee 등 2006a), 영양소 파괴 및 활성물질의 손실 

등이 열처리 가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표고버섯(Choi 등 2005), 감초(Woo 등 2006), 마늘(Kwon 
등 2006), 배(Hwang 등 2006), 인삼(Yang 등 2006), 토마토

(Dewanto 등 2002a), 단옥수수(Dewanto 등 2002b), 귤피(Jeong 
등 2004) 등의 고온고압 처리 시 폴리페놀 화합물 및 플라보

노이드 성분의 함량과 항산화 활성이 증가되었다는 연구 결

과에서 보듯이, 식품의 열처리 시 다양한 화학적 변화가 발생

되어 생리활성 물질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보고되

고 있다.
실제 인삼제품 중에서 많은 소비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홍

삼의 경우에도 수삼을 일정시간 가열증기로 열처리하여 특

이 진세노사이드 및 말톨과 같은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을 증

가시킨 제품으로 볼 수 있으며, 고려인삼의 열처리 시 항산화

성을 나타내는 총 페놀 화합물 함량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홍삼 특이 진세노사이드인 Rg3 함량이 증가하며, 유리당이 증

가하고 제조공정 중 갈변현상으로 적색도가 증가함으로서 외

형적 품질 또한 증진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Yang 등 2006; 
Hong 등 2007; Kwak 등 2008). 최근 들어서는 기존의 인삼 

가공 제품 제조공정을 탈피하여 고기능성 인삼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삼을 120℃ 전후에서 

증기로 가열처리하여 항산화 및 암 예방 효능을 강화시킨 선

삼이나(Kim 등 2000; Park JH 2004), 인삼을 여러 번 반복하여 

증자와 건조 처리함으로써 항암 활성 및 항산화 활성을 증강

시킨 흑삼(Lee 등 2006a; Kim 등 2008; Jo 등 2011; Nam 등 

2012) 등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본 연구팀에서도 인삼을 

9회에 걸쳐 증자와 건조 처리하면서 인삼의 주요 성분 변화

를 분석하여 보고한 바 있다(Hong 등 2007).
열처리를 이용한 고기능성 홍삼 제조 또는 고온고압 처리 

처리 공정 중 성분 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인삼 추출

물이나 인삼을 세절하여 물과 함께 가열처리한 추출물 형태

의 제품을 제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원형삼 형태의 고기

능성 인삼제품 개발 연구 또한 흑삼의 예와 같이 고온고압조

건에서 장시간 열처리하거나, 열처리와 건조공정을 수차례 

반복함으로써 제조시간이 길고, 홍삼 특유의 고기능성 성분

증가는 확인되지만 인삼의 외형적 품질이 크게 저하되는 문

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인삼의 외형을 

원형삼 형태의 홍삼과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기능성은 증

진시킬 수 있는 신속 고온고압 처리 공정을 확립하고, 고온고

압 처리공정 중의 이화학적 성분 특성 및 항산화 활성 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 및 고온고압 처리
인삼 시료는 5년근 수삼(경동시장, 서울)을 시중에서 구입

하여 선별, 세척, 치미의 과정을 거쳐 고온고압 처리에 사용

하였다. 수삼을 50℃열풍으로 30~36시간 동안 1차 건조하여 

수분 함량을 30%로 조정한 후 자체 제작한 고온고압 가열처

리용 기기를 활용하여 상압(95℃), 1 kg/cm2(117℃), 3 kg/cm2 
(140℃), 5 kg/cm2(156℃)의 증기압 하에서 20분 증자처리 한 

후, 30℃에서 12시간 동안 감압 건조하여 고온고압 처리 홍삼 

시료를 제조하였다. 시간에 따른 홍삼 시료는 같은 방법으로 

1차 건조 후 자체 제작한 고온고압 가열처리용 기기를 활용

하여 3 kg/cm2(140℃)의 조건하에서 10분에서 90분 증자처리 

한 후, 30℃에서 12시간 동안 감압 건조하여 제조하였다. 시중

제품와의 항산화 활성 비교평가를 위한 시료는 140℃, 3 kg/ 
cm2에서 20분간 처리한 고온고압 처리 홍삼을 사용하였다. 
비교분석용 흑삼은 5년근 수삼을 원료로 하여 95℃에서 3시
간, 50℃에서 30시간 동안 찌고 말리는 과정을 9번 반복하여 

제조하였으며, 백삼(5년근, 1등급, 30편, 서울 경동시장)과 홍

삼제품(5년근, 기타 등급, 11~20편, 서울 경동시장)은 시중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성분 분석 및 활성 평가를 위한 시

료는 실험실용 분쇄기(Cyclotec™ 1093, FOSS Co., Kyoto, Japan)
로 60 mesh 이하로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2. 분말 색도
분말 시료의 색은 색도계(ColorQUEST Ⅱ, Hunter Lab, Virgini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Hunter Color scale에 의해 L(밝
기), a(적색도), b값(황색도)을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색도 측정 시 표준판은 L값 97.69, a값 +0.37, b값 

+1.96인 백색의 calibration plate를 표준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3. 총당 및 산성다당체
시료 2 g에 증류수 50 mL를 첨가하고, 80℃에서 열수 추출

한 다음 여과 후 100 mL로 정용하였다. 가용성 총당 함량은 

열수 추출물을 0.45 μm로 여과한 후 glucose를 표준물질로 하

여 phenol-sulfuric acid법(Dubois 등 1956)으로 분석하였다. 산
성다당체 함량은 열수 추출물 5 mL에 냉 에탄올 20 mL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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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4℃에서 10,000 × g로 20분간 원심분리시켜 얻은 침

전물을 일정량의 증류수로 재현탁시킨 후, β-D-galacturonic 
acid를 표준물질로 하여 carbazole-sulfuric acid 법(Do 등 1993)
으로 분석하였다.

4. 총 페놀 화합물 분석
시료 2 g에 80% 메탄올 50 mL를 가한 후 80℃환류냉각기

로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여과한 후 감압 농축시키고, 증류수 

10 mL로 녹인 후 0.45 μm로 여과하여 총 페놀 화합물 함량 

분석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총 페놀 화합물 함량은 Folin- 
Ciocalteu 법(Singleton & Rossi 1965)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이
때 표준물질은 gallic acid를 사용하였다.

5. 진세노사이드 조성 분석
시료 각 1 g에 80% 메탄올 10 mL 넣어 30분간 초음파 추

출한 후 0.2 μm 필터로 여과한 다음, UPLC(Hitachi, Japan)를 

이용하여 진세노사이드 조성 및 함량을 분석하였다. 컬럼은 

ACQUITY BEH C18(50×2.1 mm, 1.7 μm, Waters, Dublin, Ireland)
을 이용하였으며, 이동상으로는 acetonitrile(A)과 물(B)의 gradient 
system을 사용하였다. 용출조건은 A를 기준으로 15%(0분), 
15%(0.5분), 30%(14.5분), 32%(15.5분), 38%(18.5분), 41%(22
분), 55%(25분), 55%(29분), 70%(33분), 90%(35분), 90%(37
분), 15%(38분), 15%(41분)이었다. 이동상의 유속은 0.6 mL/ 
min, 시료 주입량은 3 μL, 분석온도는 45℃로 하였으며, 203 
nm에서 UV detector로 검출하였다.

6. 말톨 함량 분석
시료 1 g에 50% 에탄올 20 mL를 첨가하고, 환류냉각 장치

를 부착시켜 가용성분을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여과 후 감압

농축하고, HPLC용 50% 에탄올에 녹인 후 0.45 μm 필터로 여

과한 다음, HPLC를 이용하여 말톨 함량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때 컬럼은 Sunfire C18(3.9×300 mm, 10 μm, Waters, Dublin, 
Ireland)을 이용하였으며, 이동상은 2% acetic acid 물(A)과 0.5% 
acetic acid acetonitrile(B)의 gradient system을 사용하였다. 용
출조건은 A를 기준으로 100%(0분), 100%(20분), 97.5%(25분), 
0% (31분), 0%(33분), 100%(37분), 100%(45분)이었다. 이동상

의 유속을 분당 유속은 1.2 mL/min로 하였으며, 274 nm에서 

UV detector로 검출하였다. 

7. DPPH radical 소거능 시험
DPPH(α,α-diphenyl-β-picrylhydrazyl) 라디칼에 대한 소거활

성능은 Blois의 방법(Blois MS 1958)에 따라 측정하였다. 시료

용액 20 μL와 0.1 mM DPPH 용약 180 μL를 혼합 후 30분간 

실온에 방치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대조군에 

대하여 시험액 첨가구의 흡광도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DPPH 
라디칼 소거능을 계산하였다.

Inhibition(%) = 
(Control O.D.－Sample O.D.) / Control O.D. × 100

8. ABTS radical 소거능 시험
ABTS (2,2'-aziono-bis(3-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 

radical 소거능은 Berg 등(1999)의 방법을 변형하여 다음과 같

이 측정하였다. 1.0 mM의 AAPH(2,2‘azobis(2-amodino-propane) 
deihydrochloride)를 라디칼 유도제로 사용하고, 2.5 mM의 ABTS
와 함께 혼합액을 조제한 후 68℃수욕에서 12분간 반응시키

고, 냉각한 다음 734 nm에서 ABTS solution OD 값이 0.7±0.1
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시험액 20 μL에 ABTS solution 180 μL
를 가한 후 실온에서 10분 반응시켜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Inhibition(%) = 
(Control O.D.－Sample O.D.) / Control O.D. × 100

 
9. 통계분석
실험결과의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Ver 22.0,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수행하였고, 유의성 검

증을 위해 ANOVA 분산분석 및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고온고압 처리조건에 따른 홍삼의 외형 및 색도
증자압별 홍삼분말의 색도를 나타낸 결과는 Table 1과 같

다. 밝기(L값)는 대조군이 8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
조군에 비해 증자온도와 압력이 높아질수록 L값은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 증숙 과정 중 L값의 경우 초기 65.92에서 3 
kg/cm2에서 50.46으로 크게 낮아지고, 5 kg/cm2에서는 48.25
로 큰 변화가 없었다. 적색도(a값) 및 황색도(b값) 역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140℃, 3 kg/cm2 조건에서 L
값은 50.46, a값은 4.92, b값은 5.13의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
때의 외형을 살펴보면(Fig. 1) 기존의 홍삼과 유사한 외관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156℃, 5 kg/cm2 조건에

서 외형을 살펴보면 홍삼의 외형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

고, 검은 색에 가까운 색을 나타내었다.
고온고압 처리 시간에 따른 홍삼의 외형과 색도를 살펴본 

결과는 Fig. 2 및 Table 2와 같다. 전반적으로 증자시간이 길

어짐에 따라 외관적으로 터짐이나 갈라짐 같은 현상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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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on color of HTHP process red ginseng with different steaming temperature and pressure

Color Dried  ginseng
Steaming temperature and pressure, ℃ (kg/cm2)

95 (0) 117 (1) 140 (3) 156 (5)
L 82.17±0.11 65.92±0.51 63.92±0.70 50.46±0.31 48.25±0.01
a  1.74±0.07  6.54±0.27  6.12±0.15  4.92±0.41  3.42±0.21
b 19.90±0.26 17.21±0.21 15.49±0.20  5.13±0.78  2.37±0.35

Fig. 1. Appearance of HTHP process red ginseng with different steaming temperature and pressure.

Table 2. Changes on color of HTHP process red ginseng with different steaming time

Color Dried ginseng
Steaming time (min) at 140℃, 3 kg/cm2

10 20 30 60 90
L 82.17±0.11 54.53±1.02 46.25±0.56 42.60±0.38 42.13±0.16 40.39±0.15
a  1.74±0.07  8.06±0.13  9.21±0.36  8.59±0.19  7.68±0.11  6.94±0.05
b 19.90±0.26 21.19±0.26 15.55±1.17 12.53±0.35 12.72±0.24 10.94±0.21

Fig. 2. Appearance of HTHP process red ginseng with different steaming times.

나지 않았으나, 30분 이상 증자처리 시에는 색이 검게 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분말 색도를 측정해 본 결과, 건조인삼의 

경우 L값이 82.71이었으나, 10분간의 증자 후 54.53으로 낮아

지고, 30분 이상에서는 42.60~40.39로 크게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적색도(a값)의 경우, 건조인삼의 1.74에서 20분 

증자처리 후 9.21로 높아지면서 홍삼의 고유색인 붉은 색이 

생성되다가 30분 이상 증자처리 시에는 지속적으로 a값이 낮

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황색도(b값)의 경우, 건조인삼의 

19.90에서 10분간의 증자처리 후 21.19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Dewanto 등
(2002a)의 연구결과에서 증자시간이 길어질수록 L값이 감소

하고, a값이 증가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또한 Dewanto 
등(2002b)의 연구결과에서는 100℃이상의 열로 처리할 경우, 
a값이 증가하는 현상을 통해 갈색화 반응이 진행되었다고 보

고되었다. 최적의 증자시간으로 판단된 20분 증자처리 군의 

L값은 46.25, a값은 9.21, b값은 15.55의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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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온고압 처리조건에 따른 총당 및 산성다당체 함량
변화

당류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삼의 주요 구성성분

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 중 다양한 식물 또는 버섯에 함유되

어 항암작용 및 면역 활성 증강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산성다당체 성분은 인삼 혹은 홍삼에서도 주요 생리활성 성

분으로 인식되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Jo 등 2011). 본 

연구에서, 총당의 함량은 증자온도와 압력이 증가할수록 증

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Table 3), 홍삼은 증숙 

과정에서 maltose, fructose와 같은 유리당이 생성된다고 알려

져 있어, 이로 인해 가용성 총 당의 증가가 일어난 것으로 사

료된다. 이렇게 생성된 유리당은 이후 아미노산과 반응하여 

홍삼의 색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산성다당체의 경우, 95℃, 
상압으로 증자 처리 시 1.40%에서 117℃, 1 kg/cm2로 증자 처

리 시 5.48%, 140℃, 3 kg/cm2에서 7.09%로 증가한 후 156℃, 
5 kg/cm2에서는 5.70%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산성

다당체 또한 증가 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가열

온도가 높아질수록 산성다당체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일정수

준의 증가 후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Park JH 2004). 이는 열처리에 의해 조직성분이 분해되어 산

성다당체가 가용화되기 쉬운 상태가 되어 추출 효율이 높아

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성다당체는 140℃, 
3 kg/cm2의 조건에서 7.09%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증자처리 시간에 따른 홍삼의 가용성 총당, 산성다당체 함

량, 총 페놀 화합물 등 이화학적 성분 변화를 살펴본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이전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조군인 건

Table 3. Changes of physiochemical properties of HTHP process red ginseng with different steaming temperature and 
pressure

Dried ginseng
Steaming temperature and pressure, ℃ (kg/cm2)

95 (0) 117 (1) 140 (3) 156 (5)
Total sugar (%) 44.62±1.89 42.18±2.16 45.46±2.96 39.15±0.76 37.77±0.91
Acidic polysacchride (%)  4.02±0.45  1.40±0.03  5.48±0.35  7.09±0.10  5.70±0.34
Total phenolic compound (%)  0.25±0.01  0.58±0.02  0.63±0.01  2.97±0.13  3.31±0.14
Maltol (mg%)  0.05±0.00  0.03±0.00  0.80±0.01  3.28±0.27  6.64±0.93

  
Table 4. Changes of physiochemical properties of HTHP process red ginseng with different steaming time

Dried  ginseng
Steaming time (min) at 140℃, 3 kg/cm2

10 20 30 60
Total sugar (%) 44.62±1.89 54.26±0.87 52.22±1.60 49.47±5.90 56.72±3.11
Acidic polysaccharide (%)  4.02±0.45  9.57±1.10  9.38±0.34  8.08±0.49  8.80±0.76
Total phenolic compound (%)  0.25±0.01  1.01±0.04  1.76±0.06  2.36±0.06  2.38±0.09
Maltol (mg%)  1.16±0.21  2.67±0.07  5.59±0.08  8.10±0.03 10.48±0.06

삼에 비해 고온고압 처리한 홍삼의 경우, 총당과 산성당 함량

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산성다당체 함량은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증자처리시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총

당은 다소 증가하고, 산성다당체 함량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으나,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

었다. 

3. 고온고압처리조건에따른총페놀화합물및말톨함
량 변화

페놀 화합물은 한 분자 내에 2개 이상의 phenolic hydroxyl
기를 가진 방향족 화합물로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항산화, 항암, 항균, 간 보호 및 혈압강화효능 등 다양한 생리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다(Park 등 2003; Lee 등 2006b). 본 

연구에서 증자 조건에 따른 총 폴리페놀 함량은 증자온도와 

압력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다(Table 3). 대조군인 건삼의 

경우, 초기 0.25%였던 것이 156℃, 5 kg/cm2의 조건에서 1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140℃, 3 kg/cm2에서 그 함량이 11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마늘(Kwon 등 2006)을 고온

고압 처리한 연구와 배(Hwang 등 2006)를 열처리를 한 연구

에서 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총 페놀 함량이 증가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인삼을 이용한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열처리 온

도가 증가할수록 총 페놀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결합형 폴리페놀이 고온고압의 열처리로 인

해 유리형으로 전환되고, 고분자에서 저분자 페놀 화합물로 

전환되거나, 새로운 페놀 화합물이 생성되어 총 폴리페놀 함

량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Choi 등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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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톨은 홍삼 제조를 위한 열처리과정에서 maltose와 아미

노산이 반응하여 생성된 물질로, 홍삼 확인의 지표물질로 사

용되고 있다. 말톨은 지질의 과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활성

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톨 함량의 경우, 백삼의 0.05 
mg%에 비해 95℃, 상압을 제외하고 고온고압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Table 3), 특히 156℃, 5 kg/cm;에서 6.64 mg%
로 말톨 함량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증자압력

을 증가시킴에 따라 폴리페놀 화합물과 말톨 같은 항산화 성

분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온고압 처리 시 증자시간에 따른 총 페놀 화합물의 함량 

및 말톨 함량 변화를 살펴본 결과(Table 4), 두 가지 성분 모

두 증자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총 페놀 화합물 함량은 초기 건조인삼 0.25%에 

비해 20분 처리 시에 1.76%, 30분 처리 시에 2.36%로 각각 

7배와 9배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본 연구에서 항산

화 활성의 주요 지표로 활용한 말톨 함량의 경우에도 초기 

건조인삼의 경우 1.16 mg%이었으나, 20분 처리 시에 5.59 mg%, 
30분 처리 시에 8.10 mg%로 각각 5배와 7배 정도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증자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폴리페놀 및 말톨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 Ginsenosides of HTHP process ginseng with different steaming temperature and pressure

Ginsenosides
(mg/g) Dried  ginseng

Steaming temperature and pressure, ℃ (kg/cm2)

95 (0) 117 (1) 140 (3) 156 (5)

Rg1  1.76±0.091) 0.94±0.14 1.24±0.04  0.24±0.01 ND
Re 1.77±0.11 1.47±0.22 1.68±0.06  0.30±0.00 ND
Rf 0.83±0.04 0.54±0.08 0.49±0.01  0.38±0.02  0.14±0.01
Rh1(S) ND2) ND 0.14±0.00  0.32±0.01  0.18±0.01
Rg2(S) ND ND 0.32±0.01  0.55±0.02  0.19±0.00

Rg2(R) ND ND 0.17±0.00  0.41±0.01  0.33±0.01
Rb1 1.77±0.10 1.38±0.20 1.97±0.07  0.46±0.01 ND
Rc 0.82±0.05 0.63±0.09 0.86±0.03  0.19±0.00 ND
Rb2 0.73±0.05 0.53±0.08 0.61±0.02  0.16±0.01 ND
Rb3 0.17±0.01 0.14±0.01 0.15±0.00  0.08±0.00 ND
Rd 0.25±0.01 0.22±0.01 0.30±0.01  0.19±0.00 ND

Rk3 ND ND 0.14±0.00  0.51±0.02  0.57±0.03
Rh4 ND ND 0.40±0.01  2.08±0.10  2.95±0.19
Rg3(S) ND ND 0.21±0.00  0.91±0.04  0.61±0.03
Rg3(R) ND ND 0.18±0.00  0.55±0.03  0.58±0.03
Rk1 ND ND 0.70±0.02  2.31±0.12  2.22±0.13
Rg5 ND ND 0.68±0.03 10.03±0.56 11.84±0.77

1) Mean values±S.D. (n=3), 2) ND: Not detected

4. 고온고압 처리조건에 따른 진세노사이드 함량 변화
증자 처리에 따른 진세노사이드 함량의 변화를 살펴본 결

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대조군인 건삼에서는 진세노사

이드인 Rg1와 Re 그리고 Rb1, Rb2, Rc, Rd가 많이 검출되었

으나, 증자처리 한 경우에는 이런 물질이 변환되어 흡수가 빠

르고 항암 활성 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진세노사이드 Rh1, 
Rg2, Rg3, Rk3, Rh4, Rk1 및 Rg5 등의 성분이 많이 생성되었

다. 반면, 홍삼에만 존재하는 특이 진세노사이드인 Rh1, Rg2, 
Rg3 성분의 경우, 140℃, 3 kg/cm2 처리군에서 가장 높은 함

량을 나타내었고, 온도와 압력이 더 높아질 경우에는 함량이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Park JH(2004)의 연구결

과와 유사한 결과로 처리 온도에 따라 함량이 증가하다가, 정
점을 찍은 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고온으로 열처

리할수록 극성의 사포닌부터 분해가 시작되어 점차 비극성 

사포닌 부분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사

포닌 성분이 가열처리 시 높은 열에 불안정하여 나타난 결과

로 사료되었다.
증자 처리 시간에 따른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Table 

6에 나타내었다. 증자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마이너 진세노사

이드 Rh1, Rg2, Rg3, Rk3, Rh4, Rk1, Rg5 등의 성분이 점진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30분 증자하였을 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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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Ginsenosides of HTHP process red ginseng with different steaming time

Ginsenosides
(mg/g) Dried  ginseng

Steaming time (min) at 140℃, 3 kg/cm2

10 20 30 60

Rg1  1.76±0.091) 0.64±0.08  0.24±0.01 ND ND
Re 1.77±0.11 0.82±0.08  0.30±0.00 ND ND
Rf 0.83±0.04 0.61±0.07  0.38±0.02  0.50±0.07  0.23±0.02
Rh1(S) ND2) 0.41±0.04  0.32±0.01  0.65±0.07  0.26±0.10
Rg2(S) ND 0.59±0.06  0.55±0.02  0.59±0.05  0.32±0.02

Rg2(R) ND 0.43±0.04  0.41±0.01  0.75±0.07  0.55±0.06
Rb1 1.77±0.10 1.43±0.16  0.46±0.01  0.49±0.02 ND
Rc 0.82±0.05 0.59±0.06  0.19±0.00  0.23±0.01 ND
Rb2 0.73±0.05 0.50±0.06  0.16±0.01  0.20±0.02 ND
Rb3 0.17±0.01 0.14±0.01  0.08±0.00  0.09±0.00 ND
Rd 0.25±0.01 0.27±0.02  0.19±0.00  0.22±0.01 ND

Rk3 ND 0.43±0.05  0.51±0.02  0.83±0.08  0.67±0.07
Rh4 ND 1.52±0.19  2.08±0.10  3.23±0.34  3.09±0.37
Rg3(S) ND 0.69±0.08  0.91±0.04  1.73±0.17  1.29±0.15
Rg3(R) ND 0.42±0.04  0.55±0.03  1.03±0.11  0.87±0.10
Rk1 ND 1.74±0.23  2.31±0.12  3.33±0.31  2.56±0.31
Rg5 ND 4.64±0.68 10.03±0.56 13.11±1.56 11.22±1.47

1) Mean values±S.D. (n=3), 2) ND: Not detected

기의 홍삼특이 진세노사이드가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

고, 60분으로 증자하였을 때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자 처리에 의해 가수 분해되어 주요 진세노사이드로

부터 C-20 위치에 결합한 당이 이탈하거나, C-20 위치의 수산

기의 이성화에 의해 홍삼 특유의 사포닌들이 생성된 것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Park 등(2003)의 연구결과를 보면 

Rg3, Rh1과 같은 진세노사이드는 암세포 전이 및 암 종양 증

식을 억제하는 등의 약리효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5. 고온고압처리한홍삼의항산화성분및항산화성비교
최종적으로 고온고압 증자 처리 시 156℃, 5 kg/cm2 이상의 

온도와 압력에서는 시료가 터지거나 외형의 변형이 심하면

서 이화학적 특성의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140℃, 3 kg/ 
cm2 조건으로 처리한 군을 최적 온도와 압력으로 설정하였

다. 특히 20분간 처리한 군의 외형이 기존의 홍삼과 가장 유

사한 외관을 나타내어 140℃, 3 kg/cm2에서 20분 동안 처리하

는 것을 본 실험의 최적 조건으로 하였다. 이렇게 인삼의 외

형은 홍삼과 유사하면서도 제조 공정을 간편화 한 HTHP 홍
삼을 제조한 후, 최종적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백삼, 홍삼 

및 흑삼과 주요 항산화 성분과 그 효능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 HTHP 처리한 홍삼의 경

우, 1.0% 수준으로 백삼(0.15%), 홍삼(0.23%), 흑삼(0.87%)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폴리페놀 함량을 확인하였다. 홍
삼 특유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말톨의 경우, HTHP 처리한 

홍삼에서 2.49 mg% 수준으로 기존 홍삼(0.60 mg%) 및 백삼

(0.34 mg%)에 비해 4~7배 이상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다. 반
면, 흑삼의 경우 3.26 mg% 수준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말톨 함량을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살펴본 결과(Fig. 3), 농도 1 mg/mL

에서 백삼과 홍삼은 각각 12.07%, 23.98%로 낮은 활성을 보

인 반면, HTHP 처리한 홍삼의 경우 85.22% 수준으로 기존 

홍삼과 비교하여 3배 이상의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특히, 이
는 구증구포한 흑삼(72.50%)보다도 유의적으로 높은 수준이

다. 이와 같이 온도와 압력을 가해 식품의 생리활성 성분을 

증진시킨 사례로 감초(Woo 등 2006), 마늘(Kwon 등 2006), 배
(Hwang 등 2006), 수삼(Yang 등 2006) 등의 시료에 고온고압 

처리를 함으로써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성분의 함량을 

증진키시고, 결과적으로 항산화 활성이 증가된 연구가 보고

되어 있다. Fig. 3과 같이 백삼, 홍삼, HTHP 처리 홍삼, 흑삼

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을 확인한 결과, 농도 0.1 mg/mL 수
준에서 백삼과 홍삼은 각각 15.80, 28.70%의 수치를 보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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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tioxidant activities of commercial ginseng products and HTHP process red ginseng. WG, white ginseng; RG, 
red ginseng; HTHP, HTHP red ginseng; BG, black ginseng. Data represent the mean±S.D. of at least triplicate experiments.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면, HTHP 처리한 홍삼의 경우 97.48%로 매우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인삼을 9번 증숙 및 건조하

는 과정을 거친 흑삼(89.60%)보다도 다소 높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고온고압 처리는 홍삼의 폴리페놀 화합물과 

말톨 성분 등의 기능성 성분의 함량을 증가시켰으며, 이를 통

해 항산화 활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러한 조건은 그 형태가 기존의 홍삼 제품과 유사하면서도 공

정이 신속하고, 품질은 흑삼과 비슷한 고기능성 인삼제품 개

발 시 응용 가능한 공정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인삼의 외형을 원형삼 형태의 홍삼

과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기능성은 증진시킬 수 있는 신속

한 고온고압 처리 공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고온고압 

처리공정 조건에 따른 이화학적 성분 특성 및 항산화 활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산성다당체 및 홍삼 특유의 진세노사이

드 Rh1, Rg2, Rg3의 함량은 140℃, 3 kg/cm2의 고온고압 처리

조건에서 가장 높은 반면, 총 페놀 화합물 및 말톨 함량은 

156℃, 5 kg/cm2의 고온고압 처리조건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

나 홍삼의 증자 처리 시 156℃, 5 kg/cm2의 처리조건에서는 시

료가 터지거나 외형의 변형이 심하기 때문에 140℃, 3 kg/cm2 

를 최적 온도 및 압력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증자 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 총 페놀 화합물, 말톨 및 흑삼특이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20분간 

처리한 군의 외형이 기존의 홍삼과 가장 유사한 외관을 나타

냈으므로, 140℃, 3 kg/cm2에서 20분 동안 증자 처리하는 것

을 본 실험의 최적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최적조건을 통해 제조된 홍삼의 항산화 효능을 분석한 결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백삼, 홍삼 및 흑삼과 비교하여 높은 항산

화 성분 및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확립된 고온고압 처리를 통한 신규홍삼 제조기술은 그 형태

가 기존의 홍삼 제품과 유사하면서도 공정이 신속하고, 품질

은 흑삼과 비슷한 고기능성 신규 인삼제품 개발 시 응용 가능

한 공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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