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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장기저장된 홍삼의 이화학적 특성변화 및 품질안정성

곽이성* · 한민우 · 배봉석 · 안남근 · 유혜영 · 박철수 · 백인호 · 조병구

KGC인삼공사 R&D본부

The Changes of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Quality Stability of 

Korean Red Ginseng (Panax ginseng C.A. Meyer) Stored over 20 Years

Yi-Seong Kwak*, Min Woo Han, Bong-Seok Bae, Nam-Geun Ahn, Hye Young Yu, Chol-Soo Park, 

In-Ho Baeg and Byung-Gu Cho

Korea Ginseng Research Institute, KGC, Daejeon 34128, Korea

Abstract −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changes of quality stability and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red

ginsengs stored for a long times over 20 years. The Korean red ginsengs were stored for 4 to 22 years in canned packaging

with polypropylene film and wooden box at room temperatures. The unusal phenomena such as discoloration and pin hole in

packaging were not observed. General bacteria showed the vlaues of below 100 CFU/g, coliform groups and molds were not

found in any samples stored for 22 year. Any samples also were not detected in mycotoxins. The contents of moisture, ash and

crude saponin were the levels of 10.6~11.1%, 3.8~4.2% and 4.1~4.7% during the whole storage periods, respectively. The con-

tents of maltol, which has been known as characteristic flavour and antioxidant of Korean red ginseng, showed remarkably

increasing tendency from 0.10 mg/g for 4 years to 2.53 mg/g for 22 years during the storage. The contents of AFG (arginyl-

fructosyl-glucose), arginine and free sugar were slightly decreased. Acidic polysaccharide and ginsenoside were not changed

significantly during the storage periods. The contents of acidic polysaccharide and total ginsenosides were the 75.1~76.3 mg/

g and 15.1~16.6 mg/g, respectively. The sums of ginsenoside-Rg1,-Rb1 and -Rg3s were the ranges of 9.3~9.9 mg/g and PD

(ginsenoside-Rb1, -Rb2,-Rc,-Rd,-Rg3s,-Rg3r)/PT (ginsenoside-Rg1,-Rg2,-Re,-Rf,-Rh1) saponin ratios were the levels of

1.4~1.5. These results suggest that Korean red ginsengs stored for long periods show relatively stable quaility stabilities and

not significantly changed the contents of ginsenoside and polysaccharide during the storage up to 2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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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2,000년 이상 복용된 오랜 약용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생약중 가장 중요한 약재로 간주되

고 있다.
1)

 전통 약물로서 인삼은 그동안 많은 과학적 연구

가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효능이 점차 과학적으로 입증

되어 가고 있다. 고려인삼의 가치는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

에서도 인정되어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의료용 또는 건강

식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인삼은 면역조

절, 항암작용, 노화방지, 피로회복, 항산화, 혈당강하 및 항

고지혈작용 등 다양한 효능들이 연구되어 왔다.
2-5)

한편 인삼은 밭에서 그대로 수확한 수분이 함유되어있는

상태의 수삼(fresh ginseng) 및 수삼을 햇볕 또는 그 밖의 방

법으로 익히지 않고 말린 백삼(white giseneg), 수삼을 수증

기로 쪄서 건조한 홍삼(red ginseng)으로 분류된다.
6,7)

 그런

데 홍삼은 적절한 온도처리 공정을 거치는 동안 2차적 성

분변환이 일어나 수삼(fresh ginseng)이나 백삼에 존재하지

않는 홍삼 특유의 새로운 성분들이 생성되기도 하고 일부

성분은 함량 증가가 일어나기도 한다.
8,9)

 홍삼은 최초에 저

장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수삼을 수증기로 쪄서 말려서 사

용하였다는 기록이 고려도경(1,123년)에 기록되어 있다.
10)

홍삼은 원료수삼을 증숙 및 건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인삼

조직 중의 전분입자가 호화(糊化)되어 조직이 견고해지고

각종 효소들이 불활성화되므로 품질 안정성이 좋아진다. 이

러한 이유로 고려홍삼은 예로부터 그 품질과 약효의 우수

성이 인정되어 세계 인삼시장에서 선호되어 왔다. 실제로

인삼의 주요 시장인 대만 및 홍콩에서는 제조년도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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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래된 홍삼은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

홍삼은 10년 동안 장기 저장하면서 경시적으로 품질변화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사포닌을 비롯한 내용성분의 변화는 거

의 없었고, 저장 중 완만한 비효소적 갈색화 반응이 일어나

갈색도가 증가하며 특히 장기저장 홍삼은 노화의 주요 요

인 중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 생체 지질과산화(脂質過酸化)

를 억제하는 항산화활성(抗酸化活性)이 증가된다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11)

그러나 20년 이상 실제 실온에서 보관된 홍삼의 화학적

성분 및 품질안정성 변화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아

울러 2017년 인삼산업법
12)
이 개정되면서 기존 품질보증기

간이 진공포장의 경우 10년에서 질소포장, 캔포장, 진공포

장 등에서 품질안정성이 확보된다면 홍삼의 경우 20년, 백

삼의 경우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법적 근기가 마련된

바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년 이상 장기저장된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유리당, 홍삼다당체 등 화학적 성분변화와 외

관, 수분, 미생물 등 이화학적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

보하고자 시도하였다.

재료 및 방법

저장홍삼 −본 실험에 사용한 홍삼은 KGC인삼공사가 계

약재배한 6년근 원료수삼을 사용하여 KGC인삼공사 고려인

삼창(Buyeo, Chungnam, Korea)에서 인삼산업법
12)
에 준하

여 제조한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된 홍삼(양삼 30지,

600g/캔)을 사용하였다. 홍삼은 한지포장지로 싸서 나무상

자(적송, 한국)에 넣고 필름(polypropylene film, 30µm thick,

Korea)으로 진공포장한 후 캔포장하여 실온에 장기간 보관

한 것을 사용하였다. 저장시료 홍삼 30지는 동체와 주근을

포함한 뿌리삼이 캔 당 38개 들어있는데 이중 10개를 무균

적으로 꺼내어 전체를 분쇄한 후 사별(100 mesh체)하여 합

한 후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시약 및 기기 −본 시험에 사용한 시약은 HPLC용 용매

와 특급시약을 사용하였다. 시료의 추출은 초음파추출기(60

Hz, Wiseclean, Daihan Scientific Co., Seoul, Korea)를 사

용하여 30
o
C에서 30분간 처리하였다. 진세노사이드

(ginsenoside)와 말톨(maltol) 함량분석에 사용한 장비는

UPLC-PDA(AcQuity model, Waters Co., MA, USA)를 사

용하였으며, 분리용 컬럼은 UPLC용 AcQuity BEH C18 컬

럼(50 mm×2.1 mm, 1.7 µm, Waters Co., MA, USA)를 사

용하였다. Arginine 함량분석은 HPLC-FLD(Alliance 2695

model, Waters Co., MA, USA)를 사용하였으며, 컬럼은

Discovery C18(250 mm×4.6 mm, 5µm, SUPEL Co., Pennsylvania,

USA)을 사용하였다. 유리당 및 아미노산 함량분석에 사용

한 분석장비로는 HPAEC-PAD(Pulsed amperometric detector,

Dionex Co., CA, USA)를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컬럼

은 Diobex CarboPac PA-1(4.0 mm×250 mm,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Frankfurt, Germany)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아미노산 분석에 사용한 이동상 용매는 AccQ-Tag eluent(pH

5.0, Waters Co., MA, USA)를 사용하였다. 그 밖에 분석에

사용된 표준품은 Sigma-Aldrich에서 순도 99.0% 이상의

HPLC 분석용 표준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외관성상 및 수분함량, 회분함량 측정 −장기저장된 홍삼

의 포장상태 및 개봉하였을 때 외관은 Choi 등
14)
의 방법에

따라 육안으로 조사하였다. 수분함량은 식품공전의 일반시

험법
15)
에 준해 미리 105

o
C에서 가열한 후 방냉한 칭량접시

에 시료 3~5 g을 달아 105
o
C에서 5시간 동안 건조시키고

데시케이터에서 30 분간 방냉 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또

한 회분함량도 식품공전의 일반시험법
16)
에 준해 시료 일정

량(3~5g)을 취해 도가니에 넣고 회화로(NABERTHERM/

Wise Therm, TAHAN Science, Korea)로 측정하였다. 즉, 약

300
o
C에서 2~3시간 예비 탄화시킨 후 온도를 서서히 올려

550
o
C에서 4시간 정도 완전히 탄화시킨 후 도가니를 데시

케이터에 옮겨 방냉하고 항량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미생물 측정 −일반세균은 시료를 멸균 생리식염수(0.85%

NaCl)에 희석한 후 균질기로 균질화한 후 식품공전
15)
의 표

준평판계수법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대장균군은 시료를 멸

균 생리식염수에 희석한 후 균질기로 균질화 한 후 식품공

전의 MPN법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곰팡이수는 Potato

Dextrose Agar(Difco, BD Diagnostic System, Sparks, MD,

USA)를 이용하여 25
o
C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곰팡이수를

측정하였다.

곰팡이독소(mycotoxin) 측정 −곰팡이 독소는 Aflatoxin

B1, B2, G1, G2를 측정하였으며 식품공전 Aflatoxin 시험

법
22)
에 준하여 HPLC-MS (RRLC 1290/QQQ-MS 6460,

Agilent)로 측정하였다. 즉, 홍삼시료 약 5 g을 칭량하여 70%

MeOH 용액 30ml을 첨가하고 혼합(vortexing, 1분)한 후

30
o
C에서 30분간 초음파추출(Ultrasonicator, 8510 EDTH,

Branson, USA) 하였다. 본 용액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Allegra X-15R, BECKMAN CULTER)하고 상등

액을 5 ml 취하여 초순수 증류수(Mili-Q water purification

system) 10ml를 가한 후 정량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면역친

화성 칼럼(Immunoaffinity column, Aflatest, Vicam)를 사용

하여 칼럼에 SPE-Manifold를 장착하고 Manifold 코크를 열

어 칼럼에 채워져 있는 보관액이 모두 빠지면 바로 시료용

액을 주입(loading)하였다. 초순수 증류수 10 ml로 칼럼을 세

척하고 MeOH 0.3 ml을 로딩하여 통과시킨 후 5분간 정치

하였다. Manifold에 시험관을 장착하고 칼럼에 2 ml의

MeOH 용액을 넣어 완전히 용출(eluating) 시킨 후 질소증

발농축기(N2-Generator, TurboVap II, Caliper Science, USA)를

이용하여 40
o
C 이하에서 완전 농축한 뒤 2 ml의 ACN에 녹

이고 0.2 µm 필터(GHP membrane filter)하여 기기분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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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로 사용하였다. 이때 HPLC-MS 및 질량분석기의 작동

조건은 아래와 같다. 칼럼은 Zarbax XDB Eclipse C18

(4.6 × 50 mm, 5 µm, Agilent)을 사용하였고 이동상은 A:

50 mM Ammonium Acetate/DW, B: 50 mM Ammonium

Acetate/MeOH, 유속은 0.6 ml/min (Gradient), 주입량은 5

µl, 칼럼온도는 40
o
C 이었다. 질량분석기(Triple Quadrupole

Mass Detector)의 조건은 Ion mode: ESI positive source,

Capiilary: 4000V, Source temperature: 120
o
C, Desolvation

gas temperature: 350
o
C, Nebulizer: 45 psi, Gas flow: 7 L/hr

이었다. 이때 사용한 시약들은 HPLC 분석용 및 이와 동등

한 급을 사용하였다. 

Maltol 함량분석 −균질화된 홍삼 시료 약 0.5 g을 정확히

취하여 증류수 10 mL를 첨가한 후 30
o
C에서 30분간 초음

파 추출을 실시하였다. 초음파 추출이 완료 된 후 3,000 rpm 의

속도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용액 중 일부를 취하여 3 mL

일회용 주사기와 0.2 µm 주사기용 필터를 사용하여 여과한

용액을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분석장비로는 초고성능액

체크로마토그래피(UPLC; ultra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class model, Waters Co., milford, MA, USA)에 PDA 검

출기를 장착하여 사용하였으며, 분석 컬럼으로는 AcQuity

BEH C18(50 × 2.1 mm, 1.7 µm, Waters Co., Milford, MA,

USA)을 사용하였다. 이동상은 phosphoric acid 0.1%를 함

유한 증류수(A), 아세토나이트릴(B)를 사용하여 조성비는

0~4 min(92% A, 8% B), 8 min(91% A, 9% B), 9~12 min

(10% A, 90% B), 13~15 min(92% A, 8% B)으로 순차적

으로 변화시켜 주고 컬럼 온도는 30
o
C로 고정하였으며, 유

속은 0.4 mL/min, UV 파장은 275 nm로 설정하여 분석하

였다.
9,17)

유리당 및 아미노당 함량분석 −유리당 4종인 gluscose,

fructose, sucrose, maltose 및 아미노당 2종 AF, AFG의 전

처리는 시료 0.1 g을 증류수 10 mL로 추출 시킨 후, 추출

된 시료용액 1 mL 를 취하여 최종 증류수를 10 mL 로 정

용하였다. 시료를 원심분리기에서 3,000 rpm의 속도로 10

분간 원심분리하고 0.2 µm 실린지 필터로 여과 한 후

HPAE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정량 분석을 위해 HPAEC

장비에 펄스형전류검출기(PAD; pulsed amperometric detector,

Dionex Co., Sunnyvale, CA, USA)를 장착하고, 분석 컬럼은

Dionex CarboPac
TM

 PA-1(4×250 mm,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USA, Frankfurt, Germany)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동상은 250 mM NaOH(A)와 H2O(B)을 사용하였으며 solvent

B 비율을 93%에서 50%(35분), 0%(45분), 93%(60분)으로

순차적으로 변화시켜 주고 컬럼 온도는 30
o
C로 고정하였으

며, sample의 온도는 4
o
C로 유지하여 성분변화를 최소화 하

였다. 이동상 유속은 분당 1.0 mL로 설정하고 시료 주입량은

20.0 µl로 분석하였다.
9)

Arginine 함량분석 −균질화된 홍삼분말 시료 약 0.1 g을

15 mL 원심분리튜브에 정확히 취하여 증류수 10 mL을 사

용하여 초음파추출(30
o
C, 30분)과 원심분리 과정을 거친 후

상등액을 0.2 µm 실린지 필터로 여과 후 시험용액으로 하

였다. 시험용액 중 유리아미노산을 정량하기 위해서는 일정

량 취한 후 유도체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시험 결과 값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행하였

다. 시료 전처리를 위해 히팅블럭(Heating block; WiseTherm,

HB-48, Daihan Scientific, Seoul, Korea)을 55
o
C까지 예열

한 후 전처리 시료 용액 및 검량표준물 용액 10 µl를 vial

insert(250 µl glass with polymer feet, Agilent, USA)에 담

아 AccQ-flour-reagent 20 µl를 가하고 상온에서 2분간 반응

시켜, 시료용액이 담긴 vial insert를 2 mL screw top vial

(12 mm×32 mm, Waters Co., Milford, MA, USA)에 넣은

후, 예열된 히팅블럭을 사용하여 10분간 반응시켜 유도체화

과정을 완료하였다. 정량분석을 하기 위해 HPLC장비에 형

광검출기(FLD; fluorescence detector, 2475 model, Waters

Co., Milford, MA, USA)를 연결하였으며, 방출파장은 250,

395 nm로 조정하고 gain 값은 1.0을 사용하였다. 아미노산

분석 컬럼은 discovery C18 (250 mm×4.6 mm, 5µm SUPEL

CO., Bellefonte, Pennsylvania, USA)를 사용하였으며, 컬럼

온도는 37
o
C로 고정하였다. 이동상 용매로 AccQ-Tag eluent

(A)(pH 5.0, Waters Co., Milford, MA, USA), 아세토나이트

릴(B), 증류수(C)를 사용하였으며, 용매 조성비는 0~5 min

(97% A, 3% B), 17 min(91% A, 9% B), 25 min(80% A,

20% B), 34~40 min(69% B, 31% C), 42~50 min(97% A,

3% B)의 조건으로 변경하여 분석하였다.
9)

홍삼산성다당체 함량분석 −홍삼산성다당체 분석은 표준

물질로서 Glucuronic acid(Sigma-Aldrich)을 사용하여 Carbazole-

Sulfuric acid 방법
18,19)
으로 분석하였다. 홍삼시료 약 0.5 g

을 정확히 칭량하여 증류수 10 ml을 넣고 30
o
C에서 30분간

초음파추출을 실시한 후 시료용액 2 ml에 에탄올 8 ml을

넣어 4
o
C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하여 다당체성분을 침전시

켰다. 생성된 침전물은 3,000 r.p.m의 속도로 10 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등액은 버리고 침전물을 증류수 2 ml로 용해

시켜 표준용액의 검량선에 맞게 희석하였다. 시료용액을 0.5 ml

취하여 Carbazole 시약 0.25 ml과 conc. H2SO4 3 ml을 순

차적으로 첨가한 후 80
o
C로 맞춰진 항온수조(Water bath)에서

5 분간 발색시킨 후 찬물에서 20 분간 냉각하였다. 발색된

시료용액을 96 well plate(Crystal grade, SPL, Korea)에 200

µl 씩 넣은 후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조사포닌 함량분석 −조사포닌의 분석은 Choi 등
20)

 및

Kim 등 방법
21)
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즉, 시료 약 5g을 삼

각플라스크에 넣고 100ml의 수포화 n-butanol을 가하여 80
o
C

수조(Water bath)에서 1 시간 씩 3회 추출하여 얻은 butanol

추출액을 20 ml의 증류수로 2회 세척한 후 75
o
C 이하에서

감압농축하였다. 다시 지방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량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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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ether)를 가하고 수욕상에서 가온환류시킨 후 감압농축

하여 그 함량을 중량법으로 측정하였다. 

Ginsenoside 함량분석 −홍삼분말의 사포닌 분석방법은

In 등
15)
의 방법에 준해 초음파추출(30

o
C, 30분)로 전처리한

후 초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UPLC; ultra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AcQuity model, Waters Co., milford,

M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홍삼 시료의 진

세노사이드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시료 0.5 g을 15 mL 원

심분리튜브(BioLogix Co., Jinan, Shandong, China)에 정밀

히 취하여 50% 메탄올 10 mL를 정확히 첨가한 후 30분간

초음파 추출하여 시료 중의 진제노사이드를 추출하였다. 추

출된 시료용액을 3,000 rpm의 속도로 10분간 원심분리

(Legand Mach 1.6R;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USA,

Frankfrut, Germany) 후 상등액을 취하여 0.2 µm 실린지 필

터(Acrodisk, Gelman Sciences, Ann Arbor, MI, USA)를

사용하여 여과 하였다. 여과된 여액을 분석용 바이알에 담

아 UPLC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컬럼으로는 UPLC

AcQuity BEH C18 컬럼(50 × 2.1 mm, 1.7 µm, Waters Co.,

Milford, MA, USA)을 장착하였다. 이동상 용매는 0.01 M

KH2PO4(A)와 아세토나이트릴(B)를 사용하였다. 진세노사이드

분석을 위한 이동상 용매의 gradient 조건은 0~0.5 min (15% B),

14.5 min(30% B), 15.5 min(32% B), 16.5 min(40% B),

17.0 min(55% B), 21.0 min(90% B), 25.0~27.0 min(15%

B)으로 순차적으로 변화시켜 조절하였다. 컬럼 온도는 40
o
C로

고정하였으며, sample의 온도는 4
o
C로 유지하여 진세노사

이드의 성분 변화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이동상 유속은

분당 0.4 mL, UV 파장은 203 nm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n=8)는 평균(Means)±표준편차

(S.D)로 나타냈으며 필요할 경우 SPSS ver 12.0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외관성상 변화 − 22년간 실온에서 장기저장한 홍삼은 Table

I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외부캔 포장을 개봉하였을 때 내부 목

상자와 한지 포장지도 전혀 이상이 없었고, 외부 캔 포장재

와 인쇄상태도 모두 양호하였다. 개봉하였을 때 홍삼의 외

관은 전기간에 걸쳐 곰팡이 발생 및 변색 등 특이사항은 관

찰되지 않았다. 홍삼의 색상은 홍삼특유의 담황갈색 내지

담적갈색으로 균일하였으며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갈색화

반응에 의해 담황갈색에서 담적갈색으로 진하게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data not shown).

수분함량 등 이화학적 특성 −장기저장시 수분함량은 홍

삼의 저장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수

분이 과습하게 되면 미생물 특히 곰팡이의 번식이 있을 수

있다. 곰팡이의 발생은 홍삼의 영양학적 손실뿐만아니라 곰

팡이독소(mycotoxin)를 생성시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수분변화에 따라 홍삼의 관능

적인 맛과 향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able II

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홍삼의 장기저장시 수분의 변화를 보

면 4년 저장한 홍삼의 경우 11.10%에서 10년 저장홍삼은

10.68%, 22년 저장한 홍삼은 10.58%로 유의적 수분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수분함량은 전기간에 걸쳐 11% 이하로

인삼산업법상 본삼류 기준규격인 15% 이하로 모두 안정하

였다. 회분함량도 최초 4년 저장홍삼의 3.99%에서 10년 저

장홍삼은 3.82%, 22년 저장홍삼은 3.89%로 전기간에 걸쳐

안정하였으며 인삼산업법 본삼류 기준규격(5.0% 이하)에 모

Table I. External appearances of the Korean red ginsengs stored for over 20 years

Stored year (Produced year) 

n=8
a

Red ginseng roots Packaging

Appearance Printing Seaming Adhesion Corrosion Pin hole

4 (2012) G G G G − −

5 (2011) G G G G − −

6 (2010) G G G G − −

7 (2009) G G G G − −

8 (2008) G G G G − −

9 (2007) G G G G − −

10 (2006) G G G G − −

12 (2004) G G G G − −

14 (2002) G G G G − −

18 (1998) G G G G − −

22 (1994) G G G G − −

G : good, − : not detected. 
a
n=8 means the number of packaging can per groups. The packed can contained 38 roots and the

appearance of the roots were observed with visual inspection, immediately after opened th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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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적합하였다. 조사포닌 함량의 경우는 최초 4년 저장한

홍삼의 경우 4.65%에서 10년 저장 홍삼은 4.39%, 22년 저

장홍삼은 4.14%%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포닌 함량도 인삼산업법상의 본삼류 기준규격(2.0% 이상)에

모두 적합하였다. 홍삼 장기저장시 수분함량이 안정한 것은

홍삼을 습점압착한 후 목상자(적송, 한국)에 넣어 폴리프로

필렌 필름으로 밀봉한 후 캔상자에 보관하는데 이때 목상

자가 장기간에 걸쳐 홍삼과 수분을 평형화시켜 일정부분 수

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회

분 및 조사포닌 함량도 큰 변화없이 전기간에 걸쳐 안정하

였다. 따라서 홍삼은 22년 까지 실온에 장기보관 중 수분,

회분, 조사포닌 함량이 안정하였으며 인삼산업법
12)

 농산물

법적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하였다. 

미생물 및 곰팡이 독소 −홍삼의 미생물에 관한 규정은

인삼산업법
17)
에 세균수는 50,000 CFU/g 이하, 진공포장한

제품은 3,000 CFU/g 이하, 대장균군은 음성으로 규정되어

있다. Table III에 나타낸 바와같이 22년간 장기저장한 홍삼

의 경우 저장된 년차별 홍삼의 세균수는 최초 4년 저장홍

삼의 경우 12.3 CFU/g에서 10년 저장홍삼은 9.7 CFU/g, 22

년 저장한 홍삼은 24.7 CFU/g으로 큰 변화없이 안정하였다.

대장균군은 저장기간별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곰팡이도 홍

삼시료 전체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곰팡이독소(Aflatoxin B1,

B2, Ga, G2)도 검출되지 않아서 홍삼의 20년 이상 장기저

장에 대한 미생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결

Table II. The content changes of moisture, ash and crude saponin in the Korean red ginsengs stored for over 20 years

(Unit: %, dry basis)

Stored year (Produced year) n=8
a

Moisture content Ash content Crude saponin

4 (2012) 11.10±1.42 3.99±0.20 4.65±1.71

5 (2011) 11.36±1.30 3.89±0.27 4.70±1.06

6 (2010) 11.24±1.06 3.85±0.25 4.55±1.07

7 (2009) 10.18±1.13 3.90±0.22 4.75±1.07

8 (2008) 10.34±1.20 3.87±0.25 4.48±2.38

9 (2007) 10.27±1.43 3.89±0.37 4.55±1.42

10 (2006) 10.68±1.28 3.82±0.48 4.39±1.49

12 (2004) 10.11±1.63 4.17±0.37 4.72±1.38

14 (2002) 10.23±1.89 3.97±0.35 4.58±1.88

18 (1998) 10.38±1.01 3.95±0.38 4.77±1.72

22 (1994) 10.58±1.73 3.89±0.37 4.14±2.02
a
n=8 means the number of packaging can per groups. The Korean red ginseng roots were packaged with the can packing after

packed wooden box and polyproylene film and then stored at room temperature. The values were represented as means±S.D.
The can contained 38 roots and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the powders after combined totally and pulverized 10 roots among
38 roots per can.

Table III. The results of microbial counts and mycotoxins in the Korean red ginsengs stored for over 20 years

Stored year (Produced year) n=8
a

Viable cell counts (CFU/g) Coliform group (+/-) Mold (CFU/g) Mycotoxins
b 

(µg/kg)

4 (2012) 12.3±15.7 −

c
0 ND

d

5 (2011) 32.7±7.5 − 0 ND

6 (2010) 6.7±1.5 − 0 ND

7 (2009) 2.7±2.5 − 0 ND

8 (2008) 3.0±2.0 − 0 ND

9 (2007) 2.7±2.5 − 0 ND

10 (2006) 9.7±8.5 − 0 ND

12 (2004) 22.7±3.5 − 0 ND

14 (2002) 12.7±11.5 − 0 ND

18 (1998) 42.7±2.5 − 0 ND

22 (1994) 24.7±9.5 − 0 ND
a
n=8 means the number of packaging can per groups. 

b
Mycotoxins (Aflatoxin B1, B2, G1, G2) were determined by simultaneous

multi-analysis method. 
c
−: negative, 

d
ND: not detected. The legends and sample explanations were the same as Tabl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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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미루어 보아 보관기관이 길어져도 세균수는 크게 증

가되지 않고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기저장 중

홍삼의 수분함량이 12% 이하로 낮게 유지되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Arginine, 아미노당(AFG), 홍삼산성다당체(acidic polysaccharide),

maltol 함량 −홍삼에는 12 종류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

는데 그 중 arginine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6)

Table IV에 나타낸 바와 같이 arginine의 함량변화를 살펴보

면 4년간 저장홍삼의 경우 12.8 mg/g, 10년 저장홍삼의 경우

10.8 mg/g, 22년 저장홍삼의 경우 11.0 mg/g으로 최초대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아미노당인 AFG(arginyl-

fructosyl-glucose)의 경우도 4년간 저장홍삼은 24.4 mg/g에

서 10년 저장홍삼은 20.6 mg/g, 22년 저장홍삼은 20.5 mg/g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AFG의 함량변

화는 아미노당의 구성성분인 arginine의 함량감소와 밀접하

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Suzuki 등
7)
은

수삼에 함유된 유리당과 아미노산이 홍삼을 만드는 증숙 및

건조과정 중에 maillard reaction에 의해 감소하고 홍삼에서

아미노당인 AFG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실

험에서도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자연적으로 maillard

reaction이 진행됨에 따라 당류(Table V)와 함께 아미노산인

arginine 함량(Table IV)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당류와

arginine 소모에 의해서 홍삼의 갈색도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Choi 등
13)
의 결과에 따르면 10년간 장기저장 홍

Table IV. The content changes of the arginine, AFG,
a
 acidic polysaccharide and maltol in the Korean red ginsengs stored for

over 20 years

(Unit: mg/g, dry basis)

Stored year (Produced year) n=8
a

Arginine AFG
b

Acidic Polysaccharide Maltol contents

4 (2012) 12.8±4.9 24.4±5.9 76.3±5.0 0.10±0.03

5 (2011) 10.3±4.2 23.7±4.0 76.3±8.1 0.48±0.12

6 (2010) 9.3±2.1 21.4±6.6 75.4±5.1 0.87±0.32

7 (2009) 10.5±3.2 21.6±4.6 75.2±5.7 1.22±0.28

8 (2008) 10.0±1.5 21.7±3.2 75.1±4.9 1.26±0.21

9 (2007) 10.2±3.8 21.6±5.3 76.3±5.3 1.49±0.35

10 (2006) 10.8±1.7 20.6±6.8 75.8±5.4 1.52±0.38

12 (2004) 10.7±3.8 20.2±3.4 75.6±5.6 1.56±0.37

14 (2002) 10.7±1.0 21.7±5.0 76.0±5.9 1.42±0.41

18 (1998) 10.4±1.7 20.5±3.8 75.8±4.9 2.33±0.50

22 (1994) 11.0±4.4 20.5±4.2 75.2±5.7 2.53±0.47
a
n=8 means the number of packaging can per groups. 

b
AFG : Arginyl-Fructosyl-Glucose. The legends and sample explanations

were the same as Table II.

Table V. The changes of free sugars in the Korean red ginsengs stored for over 20 years

(Unit: mg/g, dry basis)

Stored year (Produced year) n=8
a

Glucose Fructose Sucrose Maltose Total

4 (2012) 2.2±0.6 1.4±0.9 26.3±8.2 35.2±9.4 65.1±17.1

5 (2011) 2.1±0.4 1.4±0.7 25.6±7.7 35.7±9.2 64.8±17.2

6 (2010) 2.4±0.4 1.5±0.5 25.1±4.5 37.1±7.7 66.1±17.5

7 (2009) 2.2±0.4 1.6±0.5 24.5±7.6 37.6±7.1 65.9±17.7

8 (2008) 2.3±0.5 1.5±0.8 25.7±6.2 36.7±8.9 66.2±17.5

9 (2007) 2.8±0.4 1.6±0.8 25.3±5.2 34.7±9.7 63.1±16.5

10 (2006) 2.8±0.3 1.8±0.9 25.0±8.5 33.5±7.0 63.1±16.0

12 (2004) 2.5±0.5 1.8±0.7 26.7±7.8 32.8±9.5 63.8±16.1

14 (2002) 2.7±0.7 2.0±0.9 25.9±8.3 32.6±8.0 63.2±15.8

18 (1998) 2.8±0.4 1.9±0.7 24.6±6.4 32.3±7.4 61.6±15.4

22 (1994) 2.9±0.8 2.0±0.8 23.4±6.5 31.4±9.6 59.7±14.8
a
n=8 means the number of packaging can per groups. The legends and sample explanations were the same as Tabl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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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에서 환원당이 감소하고 이러한 감소가 홍삼갈색도의 증

가로 이어졌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실험결과에서도 이

와 일치한다 하겠다. 홍삼 비사포닌 중 홍삼산성다당체는

면역증진 immuno activator
10)

 및 항고지혈 효과
23)
를 나타낸

다고 보고되어 있는 주요한 성분이다. 홍삼산성다당체의 함

량은 저장 4년이 경과한 홍삼의 경우 76.3 mg/g에서 10년

경과한 홍삼은 75.8 mg/g, 22년 저장홍삼은 75.2 mg/g으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측정법인 비색방법의 오

차범위를 고려한다면 변화가 없이 안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Table IV에 나타낸 바와같이 maltol 함량변화를 살

펴보면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maltol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ltol은 홍삼의 구수하고 달콤한 향을 가

지게 하는 주요한 향기성분으로서 저장할수록 자연적으로

생성되고 항산화 활성을 가지며, 수삼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홍삼의 증숙과정 중 열처리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성되는

홍삼의 특유성분으로 보고되어 있다.
24)

 또한 maltol은 활성

산소(oxygen radicals)에 의해 생기는 생체 조직손상을 방어

해 주는 활성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25)

 따라서 maltol의 함

량이 높을수록 좀더 홍삼의 관능적인 요소가 증가되어 좋은

풍미를 가지게 되는 중요한 성분이다. 홍삼의 저장기간에

따른 maltol 함량 변화는 4년간 저장홍삼은 0.10 mg/g에서

10년간 저장한 홍삼은 1.52 mg/g으로 약 14배 증가하였고,

22년간 저장홍삼은 2.53 mg/g으로 최초 4년 저장홍삼대비

24배 증가하였다. 대만 및 홍콩지역의 해외소비자들이 10년

이상 장기저장한 홍삼을 고가로 구매하고 선호하는 것도 장

기저장에 따라 이러한 maltol과 같은 항산화성을 가지는 향

기성분이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

겠다. 그러나 장기저장 중 maltol 이외의 향기성분에 대해

서는 좀더 자세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유리당 함량 −홍삼에 함유된 개별 유리당의 함량변화를

살펴보면 Table V에 나타낸 바와같이 저장기간이 증가할수

록 glucose 및 fructose 같은 단당류는 증가하고 sucrose 및

maltose 같은 이당류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glucose의 경우는 4년간 저장홍삼은 2.2 mg/g, 10년간 저장

홍삼은 2.8 mg/g, 22년간 저장홍삼은 2.9 mg/g으로 큰 변화

는 없으나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ructose의 경

우도 4년간 저장홍삼은 1.4 mg/g에서 10년간 저장홍삼은

1.8 mg/g, 22년간 저장 홍삼은 2.0 mg/g으로 보관기간이 길

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이당류인 sucrose는 단

당류와는 반대로 4년간 저장홍삼의 26.3 mg/g에서 10년간

저장홍삼은 25.0 mg/g, 22년간 저장홍삼은 23.4 mg/g으로

약간 감소하였고, maltose의 경우도 4년간 저장홍삼은 35.2

mg/g에서 10년간 저장홍삼은 33.5 mg/g, 22년간 저장홍삼

은 31.4 mg/g으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단당

류 및 이당류를 포함한 총유리당의 함량변화는 최초 4년간

저장홍삼은 65.1 mg/g, 10년간 저장홍삼은 63.1 mg/g, 22년

간 저장홍삼은 59.7 mg/g으로 전체적으로 저장기간이 증가

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저장기간이 증

가할수록 이당류가 분해되어 단당류로 전환되므로 이당류

는 감소하고 단당류는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기저장된 홍삼이 maillard reaction 등을 통해 비효소적 갈

변화반응이 진행되면서 환원당이 소비됨으로써 감소한다는

Choi 등
14)
의 연구결과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저장기간

중 당류를 소모함으로써 유리당 함량변화가 발생하였다고

사료된다. 전체적으로 Table IV 및 Table V에서 보는 바와

같이 arginine과 유리당은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maillard

reaction과 같은 비효소적 갈변화반응에 의해서 아미노산인

arginine 및 유리당의 함량이 변화하였다고 생각해볼 수 있

Table VI. The content changes of ginsenosides in the Korean red ginsengs stored for over 20 years

(Unit: mg/g, dry basis)

Stored year 

(Produced 

year) n=8
a

Rg1 Re Rf Rh1 Rg2s Rb1 Rc Rb2 Rd Rg3s Rg3r
Rg1+Rb1

+Rg3s
Total

PD/

PT

4 (2012) 3.64±0.91 1.58±0.38 0.90±0.26 0.24±0.09 0.18±0.05 6.02±1.33 1.74±0.32 1.5±0.28 0.23±0.12 0.17±0.05 0.04±0.02 9.83±2.94 16.24±1.85 1.5

5 (2011) 3.68±1.94 1.65±0.90 0.95±0.52 0.22±0.11 0.18±0.08 6.06±3.99 1.88±0.73 1.58±0.56 0.20±0.08 0.16±0.05 0.05±0.02 9.90±2.97 16.61±1.87 1.5

6 (2010) 3.77±1.06 1.32±0.20 0.85±0.31 0.19±0.07 0.14±0.04 5.80±1.27 1.63±0.45 1.35±0.39 0.20±0.07 0.15±0.04 0.04±0.02 9.72±2.86 15.44±1.82 1.5

7 (2009) 3.69±0.91 1.15±0.39 0.65±0.20 0.17±0.05 0.13±0.05 6.06±1.70 1.39±0.50 1.44±0.42 0.21±0.09 0.19±0.03 0.03±0.01 9.94±2.95 15.11±1.88 1.4

8 (2008) 3.79±1.01 1.44±0.41 0.77±0.26 0.20±0.10 0.15±0.07 5.77±1.44 1.45±0.35 1.16±0.40 0.23±0.08 0.11±0.04 0.05±0.02 9.67±2.87 15.12±1.82 1.4

9 (2007) 3.84±0.76 1.44±0.32 0.71±0.23 0.17±0.08 0.16±0.05 5.74±1.38 1.40±0.43 1.25±0.44 0.17±0.08 0.12±0.04 0.04±0.02 9.70±2.86 15.04±1.83 1.4

10 (2006) 3.74±0.81 1.56±0.27 0.64±0.26 0.20±0.05 0.12±0.03 5.94±1.33 1.42±0.44 1.26±0.48 0.22±0.10 0.16±0.04 0.06±0.03 9.84±2.92 15.32±1.86 1.5

12 (2004) 3.94±1.17 1.41±0.40 0.77±0.23 0.19±0.08 0.16±0.07 5.22±2.06 1.57±0.45 1.45±0.50 0.27±0.12 0.14±0.04 0.05±0.02 9.30±2.64 15.17±1.71 1.5

14 (2002) 3.74±1.18 1.52±0.42 0.75±0.19 0.22±0.05 0.17±0.04 5.91±2.12 1.42±0.36 0.98±0.48 0.27±0.08 0.13±0.06 0.04±0.02 9.78±2.92 15.15±1.85 1.5

18 (1998) 3.72±2.89 1.40±1.21 0.59±0.64 0.19±0.16 0.18±0.12 5.95±4.35 1.37±1.60 1.29±1.49 0.20±0.23 0.17±0.11 0.02±0.04 9.84±2.92 15.08±1.86 1.5

22 (1994) 3.83±1.53 1.55±0.34 0.80±0.39 0.15±0.09 0.13±0.03 5.36±2.07 1.38±0.85 1.68±0.97 0.26±0.14 0.09±0.04 0.02±0.01 9.28±2.71 15.25±1.74 1.5

a
n=8 means the number of packaging can per groups. PD (Protopanaxadiol): ginsenoside Rb1, Rb2, Rg3s, Rg3r, Rc, and Rd. PT

(Protopanaxatriol): ginsenoside Rg1, Rg2, Re, Rf, and Rh1. The legends and sample explanations were the same as Tabl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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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Ginsenoside 함량변화 −홍삼의 ginsenoside 함량변화는

Table VII에 나타낸 바와 같다. 인삼사포닌은 PD계 사포닌

인 ginsenosie-Rb1, -Rb2, -Rc, -Rd, -Rg3 및 PT계 사포닌

인 ginsenoside-Re, -Rf, -Rg2, -Rh1 등으로 나뉘어진다. 개

별 ginsenoside 함량을 살펴보면 PD(protopanaxa diol)계 사

포닌의 대표적인 성분인 ginsenoside-Rb1의 함량은 4년간

저장홍삼은 6.02 mg/g, 10년간 저장홍삼은 5.94 mg/g, 22년

간 저장홍삼은 5.36 mg/g으로 큰 함량변화를 나타내지 않

았으며 PT(protopanaxatriol)계 사포닌의 대표적인 성분인

ginsenoside-Rg1 함량도 4년간 저장홍삼은 3.64 mg/g, 10년

간 저장홍삼은 3.74 mg/g, 22년간 저장홍삼은 3.83 mg/g으

로 변화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PD계 사포닌은 대사억제 및

진정작용의 효능을 가지고 PT계 사포닌은 대사증진 및 활

성화의 기능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고려홍삼은 이러한

PD계 및 PT계 사포닌의 구성비율이 1.2~1.5 내외라고 보고

되어 있다.
14,18)

 본 Table VI에서 보는 바와 같이 22년간 저

장한 홍삼의 PD계 및 PT계 ginsenoside의 비율을 살펴보면

모두 1.4~1.5 내외로 22년간 장기저장시에도 큰 변화없이

적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공전
16)
에서는 홍삼의 지표성분으로

ginsenoside 3종합(Rb,Rg1,Rg3s)을 표시하고 있다. 본 실험

에서 3종합의 변화를 살펴보면 4년간 저장홍삼은 9.83 mg/g,

10년간 저장홍삼은 9.84 mg/g, 22년간 저장홍삼은 9.28 mg/g

으로 변화가 없이 안정하였다. 또한 ginsenoside-Rg1, -Re,

-Rf, -Rh1, -Rg2s, -Rb1, -Rc, -Rb2, -Rd, -Rg3s, -Rg3r 등

과 같은 11종의 총 ginsenoside 합을 살펴본 결과 최초 4년

간 저장홍삼은 16.24 mg/g, 10년간 저장홍삼은 15.32 mg/g, 22

년간 저장홍삼은 15.25 mg/g으로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내었으나 유의적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아울러 저장

기간 중 이러한 총 ginsenoside는 Fig. 1의 chromatogram

pattern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년, 14년, 22년간 저장한 홍

삼에서 큰 변화없이 안정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저

장기간에 따른 ginsenoside 변화를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종의 주요한 ginsenoside 이외 ginsenoside-Ra, -Rh2, -Rh4

등과 같은 전환사포닌도 함께 측정하여 검토하여야 하나 본

실험에서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인삼사포닌은

증숙 및 열처리 등 물리적 변화에 의해 ginsenoside-Rb1,

-Rb2, Rc, Rd 등과 같은 주종 진세노사이드가 분해되어 감

소하고 대신에 ginsenoside-Rg3,-Rh2,-Rh3 등과 같은 전환

사포닌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9,23)

 장기저장 중 이러

한 전환사포닌의 연구도 추후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본

실험결과의 PD/PT 사포닌의 함량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의

저장기간 중 1.4~1.5 값을 나타내었고 이는 저장기간이 증가할

수록 total ginsenoside의 PD계 사포닌과 PT계 사포닌의 구

성비율이 균형적이고 안정하다는 사실을 말하여 준다 하겠다. 

Fig. 1. The ginsenoside chromatograms of Korean red ginsengs stored for over 20 years. The legends and sample explanations were

the same as Tabl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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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홍삼의 장기저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품질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저장기간에 따른 이화학적 성분 및 경시

적 품질안정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홍삼은 22년까지 장기

저장 중 특이한 외관 및 성상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이화

학적 특성도 안정하였다. 즉, 수분의 함량은 12% 이하(인삼

산업법 기준규격 15% 이하)를 나타내었고 회분함량도

3.82~4.17% 수준이었으며(인삼산업법 기준규격 5.0% 이하),

조사포닌도 4.14~4.77% 수준이었다(인삼산업법 본삼류 기

준규격 2.0% 이상). 일반세균수는 개체간 편차는 있었으나

모두 100 CFU/g 이하로 진공포장된 홍삼의 인삼산업법규

격인 3,000 CFU/g보다 적었다. 또한 대장균군은 모든 시료

에서 음성이었고 곰팡이도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곰팡이독소(mycotoxin)의 시험결과에서도 모든 시료에서 불

검출로 확인되어 미생물학적으로 안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홍삼을 나무상자에 넣고 진공포장한 후 캔포장한 홍

삼은 22년간 장기저장 시에도 수분은 적절하게 유지되었고

미생물 및 이화학적 품질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 홍

삼에 함유된 개별 유리당 함량을 보면 glucose, fructose 같

은 단당류는 저장기간이 늘어날수록 증가하였지만 sucrose,

maltose 같은 이당류는 감소하였고 총유리당의 함량도 최초

65.1 mg/g에서 22년간 저장홍삼에서 59.7 mg/g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Arginine 및 아미노당 AFG(arginyl-

fructosyl- glucose)의 함량도 약간 감소하였는데 이는 장기

저장 중 홍삼의 비효소적 maillard reaction 갈변화반응이 진

행되면서 환원당 및 아미노산이 감소하고 색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홍삼의 풍미에 영향을 미치는

항산화성분으로 잘 알려진 maltol은 최초 4년간은 0.10 mg/g,

10년간은 1.52 mg/g, 22년간은 2.53 mg/g으로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홍삼산성다당체의

함량은 저장기간 중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ginsenoside

도 안정적이었다. 총 ginsenoside 함량은 최초 4년간 저장홍

삼은 16.24 mg/g, 10년간 저장홍삼은 15.32 mg/g, 22년간

저장홍삼은 15.25 mg/g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홍삼의 지표성분인 ginsenoside-Rg1, -Rb1, -Rg3s

함량의 합도 4년간 저장홍삼은 9.83 mg/g, 10년간 저장홍

삼은 9.84 mg/g, 22년간 저장홍삼은 9.28 mg/g으로 큰 변

화가 없었다. 사포닌 PD/PT 비율도 큰 변화없이 1.4~1.5 수

준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PD계 사포닌(ginsenoside-Rb1,

-Rb2-, -Rc, -Rd,-Rg3)과 PT계 사포닌(ginsenoside-Re,-Rf,

-Rg1, -Rg2, -Rh1)의 구성비율이 장기저장 중 안정함을 의

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22년간 장기저장한 홍삼은

저장기간별 외관성상, 수분, 회분, 조사포닌 등이 큰 변화없이

안정하였고 일반세균, 대장균군, 곰팡이, 곰팡이독소 등도

미생물학으로 안정하였다. 유리당 및 arginine 함량은 약간

감소변화를 나타내었으나 ginsenoside 및 홍삼산성다당체 함

량은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홍삼고유의 항산

화성을 가지는 향기성분인 maltol은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22년 까지 장기저장한 진공

포장 캔포장 홍삼의 경우 이화학성분 변화 및 품질 안정성

측면에서 안정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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