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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인삼뿌리의 표피가 붉게 변하는 적변현상은 토양의 환원, 병원균의 침입, 과잉염류 등의

불리한 환경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이상대사이며 이러한 현상은 식물자체의 비특이적인

저항성 기작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2차 대사 산물인 사포닌의 함량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적변발생 뿌리의 부위별 ginsenoside 구성성분 함량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실험재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포장에서 3년근 재래종 인삼을 채굴하고 적변삼 2kg을

선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 실험방법

1차 증류수로 인삼을 세척하여 건전부, 적변부, 심한적변부, 적변과 썩음의 형태에

따라 동체에서 샘플링은 1㎝×1㎝×1㎝의 크기로 시료를 준비하였다. 분석을 위한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의 조건은 MeOH와 acetonitrile 용매는

HPLC급(J.K.Baker Co., Phillipsbrrg NJ, USA)을 사용하였고 3차 증류수는 Milli-Q

Academic(Millipore, Molsheim, France)에서 정제된 것으로 하였다. Ginsenoside 표준품

(Chroma Dex Inc., USA)은 9종(Rg1, Re, Rf, Rg2, Rb1, Rc, Rb2, Rb3, Rd)을 이용하였으며

분석용 컬럼은 Capcell-pak C18(3.0 ㎜ ID × 100 ㎜ × 3㎛, Shiseido, Japan)을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총 ginsenoside 함량은 동체부위의 건전부분에서 0.95%, 적변부분 1.10%, 심하게 적변이

이루어진 부분 1.14%, 적변이면서 부패된 부분 1.24%로 각각 분석되었다. 동체부위의

사포닌 함량은 건전부위보다 적변부분, 심하게 적변된 부분, 적변이면서 부패된 부분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체에서 Rb1과 Re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적변발생 개체에서

높았는데 건전부분은 0.15%, 0.31% 인데 반해, 적변부분 0.20%, 0.36% 심하게 적변이 든

부분 0.23%, 0.39%, 적변이면서 부패된 부분에서 0.24%, 0.45%로 각각 증가하였다.

인삼에서 ginsenoside 구성은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Rb 그룹에는 Rb1, Rb2, Rc,

Rd가, Rg 그룹에는 Re, Rf, Rg1이 있다 . 본 실험에서 알수 있었던 것은 인삼에서

적변발생은 ginsenoside 구성 성분중에 Rb1과 Re 함량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이는

미국삼이 Rb1과 Re의 함량이 다른 성분보다 매우 높은 것과 또 하나는 적변발생 뿌리에서

높은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한다고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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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

Fig. 1. Total ginsenoside content to rusty degree in the Panax ginseng root.
*
Significant at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2. Contents of ginsenosides of rusty root in Panax ginseng C. A. Meyer.
*Significant at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3. Ginsenoside synthesis pathway

in Panax ginseng C. A. Meyer.

Table 1. Ginsenosides comparison of Panax

quinqueforius L. and Panax ginseng C. A. Meyer.

unit : ㎎/g

Ginsenosides　
Panax

quinqueforius L.
Panax

ginseng C. A. Meyer

Rg1 2.02 4.72

Re 21.28 5.13

Rf - 7.76

Rb1 29.10 5.64

Rc 4.39 2.39

Rg2 0.62 0.59

Rb2 0.74 1.35

Rd 3.53 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