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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삼(Panax ginseng C. A. Meyer)은 오갈피나무과

(Araliaceae)의 속하는 다년생 초본류로서 효능을 인정받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약재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Ha & 
Ryu 2005). 산에서 야생하는 것을 산삼 또는 야생삼이라고 

하고, 산의 임간에서 직파 또는 이식 재배하는 것을 산양삼 

또는 장뇌삼이라고 부르며, 밭이나 논에서 재배하는 것을 인

삼(재배삼)이라고 한다(Kim 등 1999).
인삼에는 배당체 성분인 ginsenoside를 비롯한 비사포닌계

의 페놀성 성분, 폴리아세틸렌 성분, 알칼로이드 성분, 다당

체 및 산성펩티드 등이 알려져 있으며(Kitakawa 등 1989), 인
삼사포닌에 대한 독성 비교 연구(Brekhman & Dardymov 

1969)를 비롯하여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Benishin GC 
1992), 뇌기능에 대한 작용(Saito & Nishiyama 1988), 항암작

용(Kikuchi 등 1991), 면역기능조절(Singh 등 1984), 항당뇨작

용(Huo 등 1988), 심혈관장애 개선작용(Kim 등 1992), 항스트

레스(Saito & Bao 1984)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되어져 있다. 
또한 인삼성분은 체내 기초대사(Kim 등 1994), 피로회복

(Avakian 등 1979), 당질대사(Joo 등 1982) 및 혈압강하작용

(Nam KY 2002), 항산화효과(Song 등 2002; Jeon 등 2005; Lee 
등 2005)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인삼의 재배기간은 4~6년으로 길며 연작이 불가능하여 재

배가능면적이 점차 줄어드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삼의 조직․

세포배양 및 모낭근 배양을 통한 ginsenoside를 생산하고자 하

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인삼부산물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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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ntioxidant activities on hydropoic-cultured ginseng roots (HGR) and leaves (HGL). 
The samples were lyophilized, extracted with 80% ethanol, and then evaluated the antioxidant activities compare with conven-
tional-cultured ginseng. Total polyphenol content of ginseng, HGR, and HGL were 128.85±0.41, 115.74±1.28, and 282.15±5.15 mg/g, 
respectively.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IC50) was the highest value of 6.47±0.13 mg/mL in the HGL. The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the highest value of 29.37±0.37 mg AA eq/g in HGL, and ginseng and HGR were 10.23±0.49 and 8.18±0.37 
mg AA eq/g, respectively. The reducing power of ginseng, HGR, and HGL were 0.56±0.01, 0.53±0.01, and 0.68±0.01, respectively. 
Chelating effect was the highest value of 92.65±3.42% in HGL.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ntioxidant activities in 
hydropoic-cultured ginseng leaves could have significant health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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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 점점 증가되고 있어 인삼 잎을 이용한 차의 개발에 관

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Yang 등 1996). 또한 다양한 천연물 

및 부산물을 이용하여 약리활성물질을 생산하는 방법이 최

근에 개발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Cho 등 1999), 인삼을 수경재배하여 이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경재배 인삼의 뿌리와 잎줄기 부

분에 대한 항산화 활성을 토양재배 인삼과 비교하여 기능성 

식품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수경재배 인삼은 1년근 묘삼을 4개월 수

경재배 한 것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

부에서 제공받았으며, 토양재배 인삼은 충북 괴산에서 재배

한 4년근 인삼을 사용하였다. 토양재배인삼과 수경재배인삼 

그리고 잎줄기는 수돗물로 수세한 다음 물기를 제거하고, 수경

재배인삼(hydroponics ginseng roots, HGR)과 잎줄기(hydroponics 
ginseng leaves, HGL) 부분으로 나누어 동결건조(Ilshin FT- 
8512, Suwon, Korea)한 후 분쇄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실험

에 사용된 시약은 Folin-Ciocalteu reagent, garlic acid, 1,1- 
diphenyl-2-picrylhydrazyl(DPPH), 2,2'-azino-bis-3-ethylbenzo-
thiazoline-6-sulfonic acid(ABTS), L-ascorbic acid, potassium persul-
phate, sodium phosphate buffer, potassium ferricyanide, trichlo-
roacetic acid, ferric chloride, ferrous chloride, ferrozine이었으며, 
Sigma-Aldrich(St. Louis, MO, USA)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모
든 시약은 특급시약을 사용하였다.

2. 추출물의 제조
동결건조된 토양재배인삼, 수경재배인삼 및 잎줄기를 

80% ethanol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즉, 동결건조시료 1.0 g
에 80% ethanol을 각각 200 mL씩 가하고, 80℃ 수욕조에서 3
시간 동안 3회 환류 추출한 후 추출액을 모아 여과한 다음 회

전진공농축기(EYELA N-1000, Tokyo, Japan)로 40℃에서 용매

를 완전히 제거한 후 동결건조하여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3. 총 폴리페놀 함량 분석
토양재배인삼과 수경재배인삼 및 잎줄기 추출물의 총 폴

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 reagent가 추출물의 폴리페놀

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된 결과, 몰리브덴이 청색으로 발색하

는 것을 원리로 분석하였다(Dewanto 등 2002). 각 추출물 100 
μL에 2% NaCO3 용액 2 mL를 가한 후 3분간 방치하여 50% 
Folin-Ciocalteu reagent 100 μL를 가하였다. 2% NaCO3 용액을 

가한 30분 후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분광광도계(Beckman 
Coulter, DU-650, Anaheim, CA, USA)로 750 nm에서 측정하였

다. 표준물질로 gallic acid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고, 
총 폴리페놀 함량은 시료 g 중의 mg gallic acid로 나타내었으

며,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다.

4.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토양재배인삼과 수경재배인삼 및 잎줄기 추출물의 라디

칼소거활성은 Blois MS(1958)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시료 0.2 mL에 2×10－4 M DPPH 용액(99% ethanol에 용해) 
0.8 mL를 가한 후, voltex mixer(G-560, Scientific Industries, 
Inc., NY, USA)로 10초간 진탕하고, 30분 후에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흡광도를 측정

할 때 셀에 분주되는 각 시료에 의한 흡광도의 차이는 

ethanol만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보정해 주었고, 이때 전자공

여능은 시료 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
로 구하였으며, 추출물의 EDA(%) 값을 50% 감소시키는 

IC50(Inhibition concentration)로 표현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다.

5. 총 항산화력 측정
토양재배인삼과 수경재배인삼 및 잎줄기 추출물의 총 항

산화력은 ABTS'+ cation decolorization assay 방법에 따라 측정

하였다(Re 등 2005). ABTS 7.4 mM과 potassium persulphate 
2.6 mM을 하루 동안 암소에 방치하여 ABTS 양이온을 형성

시킨 후 이 용액을 735 nm에서 흡광도 값이 1.4~1.5가 되도록 

몰 흡광계수(ε=3.6 × 104 M－1cm－1)를 이용하여 증류수로 희

석하였다. 희석된 ABTS 용액 1 mL에 추출액 50 μL를 가하여 

흡광도의 변화를 정확히 60분 후에 측정하였으며, 표준물질로

서 L-ascorbic acid를 동량 첨가하였고, 총 항산화력은 AEAC 
(L-ascorbic acid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mg AA eq/g)로 

표현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다.

6. 환원력 측정
토양재배인삼과 수경재배인삼 및 잎줄기 추출물의 환원

력은 Mau 등(2002)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각각의 추출

물 250 μL에 0.2 M sodium phosphate buffer(pH 6.6) 250 μL, 
1% potassium ferricyanide(w/v) 250 μL를 각각 혼합하여 50℃
에서 20분 동안 반응시킨 후 1% trichloroacetic acid(w/v)를 가

하였다. 위 반응액을 1,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Centrifuge MECTA 17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Ltd, 
Inchun, Korea) 상징액 500 μL에 증류수 500 μL를 혼합하고, 
0.1% ferric chloride(w/v) 100 μL를 가하여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700 nm에서 측정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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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7. 금속이온 제거능 측정
토양재배인삼과 수경재배인삼 및 잎줄기 추출물의 금속

이온 제거능은 Yen 등(2002)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추출물 1 mL에 2 mM ferrous chloride와 5 mM ferrozine 
(3-(2-pyridyl)-5,6-diphenyl-1,2,4-triazine-4',4''-disulfonic acid)을 각

각 100 μL씩 가한 후 흡광도 값의 조정을 위해 methanol을 

일정량 혼합하였다. 10분간 상온에서 방치한 후 562 nm 반응

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시료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광도 

차를 백분율로 표시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

였다.

8. 통계분석
실험결과는 3회 반복측정한 후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

었으며, 통계처리는 SPSS Ver 12.0 package program(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 USA)을 이

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측정값 간의 유

의성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정하

였다.

결과 및 고찰

1. 총 폴리페놀 함량
토양재배인삼과 수경재배인삼 및 잎줄기 80% 에탄올 추

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토
양재배인삼은 128.85 mg/g의 총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었으

며, 수경재배인삼 및 잎줄기에는 각각 115.74 및 282.15 mg/g
의 폴리페놀 함량을 나타내어 수경재배인삼은 토양재배인삼

에 비하여 낮은 함량을 보였지만, 수경재배인삼의 잎줄기 부

분은 토양재배인삼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Joung 등(2010)
은 토양재배인삼의 경우 뿌리보다는 잎에서 더 높은 항산화

력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실험의 수경재배인삼에서도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총 폴리페놀함량이 뿌리보다는 잎

줄기에서 높게 나타났다. 

2. DPPH 라디칼 소거능
토양재배인삼과 수경재배인삼 및 잎줄기 80% 에탄올 추

출물에 대한 DPPH 라디칼 소거능(IC50)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토양재배인삼의 IC50값은 16.63 mg/mL였으며, 수
경재배인삼 및 잎줄기에서 각각 20.35 및 6.47 mg/mL로 수경

재배인삼 잎줄기부분이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Lee 
등(2010)의 보고에 의하면 토양재배인삼 잎에 함유되어 있는 

총 폴리페놀성 물질이 전자공여능에 관여한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때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질인 페놀성 화합물들이 뿌리보다 잎에 많이 함

유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총 항산화력
ABTS 라디칼 소거능으로 측정된 총 항산화력(AEAC)은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양재배인삼은 10.23 mg AA eq/g
이었으며, 수경재배인삼 및 잎줄기에서 각각 8.18 및 29.37 
mg AA eq/g으로 수경재배인삼의 잎줄기 부분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Jang 등(2008)의 보고에 의하면 

토양재배인삼보다 장뇌삼이 ABTS radical 소거활성이 높다

고 하였으나, 본 실험에서는 수경재배인삼보다 토양재배인

Fig. 1. Total polyphenol content of hydropoic-cultured 
ginseng (Panax ginseng C. A. Meyer)  roots and leaves. G: 
Ginseng, HGR: Hydropoic-cultured ginseng roots, HGL: 
Hydropoic-cultured ginseng leaves.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of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Fig. 2. DPPH radical scavinging activity (IC50) on 
hydropoic-cultured ginseng (Panax ginseng C. A. Meyer) roots 
and leaves. G: Ginseng, HGR: Hydropoic-cultured ginseng 
roots, HGL: Hydropoic-cultured ginseng leaves.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of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
renc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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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에서 다소 높은 항산화 활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토양재

배인삼과 수경재배인삼의 생육조건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

4. 환원력
토양재배인삼과 수경재배인삼 및 잎줄기 80% 에탄올 추

출물에 대한 환원력을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토양재

배인삼의 환원력은 0.56이었으며, 수경재배인삼 및 잎줄기에

서는 각각 0.53 및 0.68로 수경재배인삼 잎줄기에서 가장 높

은 환원력을 나타내었다. Osawa T(1994)에 의하면 식물로부

터 추출된 phenol류의 화합물은 항산화능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학적 효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들의 효능은 

주로 산화환원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때 수경재배인삼 잎줄기 추출물에서 환원

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phenol류에 의한 것이라 판단된다.

5. 금속이온 제거능
토양재배인삼과 수경재배인삼 및 잎줄기 80% 에탄올 추

출물에 대한 금속이온 제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5와 같

다. 토양재배인삼의 금속이온 제거능은 37.85%이었으며, 수
경재배인삼 및 잎줄기에서는 각각 74.62 및 92.65%로 수경재

배인삼 잎줄기에서 높은 금속이온 제거능을 나타내었다. Seo 
등(2008)은 금속이온을 제거할 수 있는 물질과 radical을 제거

할 수 있는 물질이 다르다고 보고하였지만, 본 실험에서 나

타난 결과에 의하면 polyphenol 함량이 높은 시료가 금속이

온 제거능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금속이온을 제거하는 물질

과 유리라디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이 수경재

배인삼보다 잎줄기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수경재배인삼보다 잎줄기 부

분이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이용한 음

료, 추출 농축액, 그리고 환이나 알약 형태에 첨가되는 소재

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및 결론

토양재배인삼과 수경재배인삼 및 잎줄기의 80% 에탄올 

추출물에 대한 항산화 활성을 살펴보았다. 총 폴리페놀 함량

은 115.74~282.15 mg/g 범위로 수경재배인삼 잎줄기에서 높

게 나타났다. DPPH법에 의한 항산화 활성의 IC50값은 6.47~ 
20.35 mg/mL 범위로 수경재배인삼 잎줄기에서 높았고, ABTS 

Fig. 3. Total antioxidant activity (AEAC) on hydropoic- 
cultured ginseng (Panax ginseng C. A. Meyer) roots and 
leaves. G: Ginseng, HGR: Hydropoic-cultured ginseng roots, 
HGL: Hydropoic-cultured ginseng leaves.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of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Fig. 4. Reducing power on hydropoic-cultured ginseng 
(Panax ginseng C. A. Meyer) roots and leaves. G: Ginseng, 
HGR: Hydropoic-cultured ginseng roots, HGL: Hydropoic- 
cultured ginseng leaves. Different letters on the bar of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Fig. 5. Ion chelating effects on hydropoic-cultured 
ginseng (Panax ginseng C. A. Meyer) roots and leaves. G: 
Ginseng, HGR: Hydropoic-cultured ginseng roots, HGL: 
Hydropoic- cultured ginseng leaves.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of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이연리․서정현․홍채영․김길호․이준수․정헌상 한국식품영양학회지62

에 의한 총 항산화력은 8.18~29.37 mg AA eq/g 범위로 수경

재배인삼 잎줄기에서 높았다. 환원력은 0.53~0.68 범위로 수

경재배인삼 잎줄기에서 높았으며, 금속이온 제거능은 37.85~ 
92.65% 범위로 수경재배인삼 잎줄기에서 높게 나타났다. 본 연

구결과 수경재배인삼 잎줄기 추출물이 항산화 기능을 함유한 

기능성 식품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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