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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활수 의향상으로고령화사회진입, 식습 에기인하

는만성질환의 증가로식물체가 가지고 있는 생리 활성물질

(phytochemicals)에 의한 노화 방․지연 효과 질병 방

의효과등에 한 심이고조되면서한약재를이용한건강

기능성 식품에 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1). 

그 가운데인삼의 효능은생화학, 약리학, 양학등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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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physiological evaluation of Korean Ginseng pickles with added 

Chija and Omija pigment. Prior to the processing of 3 different colors of pickles, SOD-liked activity,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otal phenolic acid contents, and lecithin oxidation inhibitory effects of Korean Ginseng, Chija and 

Omija water extracts were assessed. After processing the 3 colors of pickles, sensory evaluation and color values were 

conducted. SOD-liked activity of Korean Ginseng(42.58%) and Chija(41.88%) water extracts were similar to those of 

tocopherol(54.62%), but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Omija(29.01%). The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inseng water extract(87.85%) was similar to that of BHT(83.13%) and tocopherol(71.57%), but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Chija(68.01%) and Omija(37.15%). The total phenolic acid contents of Korean Ginseng, Chija, and Omija 

water extracts were measured at 1.01～1.66 ㎎/㎖, levels similar to those of tocopherol(1.26 ㎎/㎖) but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BHT(3.89 ㎎/㎖)(p<0.05). The lecithin oxidation inhibitory effects of Ginseng water extract(98.86%) was similar 

to that of BHT(92.82%) and tocopherol(89.13%), bu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Chija(64.28%) and Omija 

(53.34%). With regard to the results of sensory evaluation for the 3 colors of Ginseng pickles, the color and overall quality 

of P2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P1 and P3(p<0.05). With regard to luminance, P1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P2 and P3(p<0.05). The a value of P3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P1 and P2, and the b values of P2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P1 and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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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작용기 임상연구를통해면역기능향상, 압조

작용, 항산화활성 노화억제효능, 항스트 스피로회복

작용에효과가있으며, 인삼의화학성분함량은일반 으로

사포닌이 3～6%, 함 질소화합물이 12～16%, 탄수화물 60～

70%, 지용성성분 1～2%, 비타민 0.05%, 회분 4～6%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치자(Gardniae fructus)는 꼭두서니과(Rubiaceae)에 속하는

치자나무(Gardniae jasminoides Ellis)의 열매로, 한방에서 소

염, 해열, 이뇨, 지 , 진정, 이담, 압강화제로사용하여왔다
3). 

치자 성분은 genipin, geniposide, gardenoside 등의 iridoid 배당

체, crocin, crocetin 등의 성분, gardanin의 flavonoid계 성분과

그외에 choline, ursolic acid 등을함유하고있다4). 최근치자에

한생리활성연구로는항균효과
5)
를비롯하여항산화효과

6), 항암 효과7,8) 
등이 밝 져 있어 산업 이용이 기 된다.

오미자(Schizandrae fructus)는 로부터화채, 차 술로가

공하여 리이용되어왔고9), 한방에서정신쇠약, 피로, 기

지염, 신경쇠약, 시력증진에사용되며10), 최근에는 압과뇌

류량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어 기능성 식품으로

활용이 가능한 재료로 단되고 있다
9). 

생활수 의향상과건강에 한 심이높아지면서인삼

에 한 심이확산되어식품가공기술의발달과함께소비

자의기호에 부응하는다양한가공제품이개발되어 제품에

한 수요가 격히 늘어나고 있다
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과한방에서 리사용되고있는인삼에치자, 오미자를

이용하여슬로푸드의일종인피클을제조하여품질특성을알

아보고자 하 다.

재료 방법

1. 실험재료 추출방법

본연구에사용된인삼, 치자, 오미자는 2008년 1월에충청

남도홍성군에소재한한약재상회(Hongsung, Korea)에서구

입하여시료로사용하 으며, 피클소스재료인소 (Saempyo, 

Seoul, Korea), 설탕(JaeilJaedang, Seoul, Korea), 식 (Daesang, 

Osan, Seoul, Korea) 등은마트에서구입하여사용하 다. 항산

화물질의최 추출은각각의인삼, 치자, 오미자 100 g을증

류수를시료 량의약 10배를가하고, 40℃의 water bath에서

10시간 동안 교반(100 rpm)하면서 3회 반복 추출하여 What-

man No. 2 여과지로 여과한 다음 rotary evaporator(EYELA 

N-1000, Tokto, Japan)를이용하여 5 ㎖까지농축하여시료로

사용하 다. 

2. 인삼, 치자 오미자 물 추출물의 항산화 생리 활성

효과 검색

1) SOD-liked Activity 측정

시험 에 Tris-HCl buffer 3 ㎖, 0.2 mM pyrogallol 0.2 ㎖, 인

삼, 치자, 오미자 물 추출물 0.2 ㎖를 가하고 25℃에서 10분

방치한 후, 1N HCl 1 ㎖를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키고 420 

㎚에서흡 도(UV-1601, Shimadzu, Kyoto, Japan)를측정하

다
11). 

2)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시험 에 0.1 mM FeSO4/EDTA 용액 0.2 ㎖, 10 mM 2-deo-

xyribose 0.2 ㎖, 인삼, 치자 오미자물추출물 0.1 ㎖와 0.1 

M phosphate buffer(pH 7.4) 1.3 ㎖, 10 mM H2O2 0.2 ㎖를가하고, 

37℃ water bath에서 2시간반응시킨후 20% TCA(trichloroacetic 

acid) 용액 1 ㎖를 가하여 100℃에서 15분 가열한 후 속히

냉각시켜 532 ㎚에서흡 도(UV-1601, Shimadzu, Kyoto, Japan)

를 측정하 다12). 

3) 총 페놀 함량 측정

인삼, 치자 오미자 물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 측정은

AOAC의 Folin-Denis법
13)
을 일부 변형하여 비색 정량하 다. 

각시료물추출물 0.1 ㎖에 2% Na2CO3 2.0 ㎖를 넣고 2분간

실온에정치한후 50% Folin-ciocaliecic(2 N) 시약을 0.2 ㎖ 가

하고 혼합하여 실온에서 30분정치한 다음 750 ㎚에서 흡

도(UV-1601, Shimadzu, Kyoto, Japan)를 측정하 다.

 

4) Lecithin Oxidation Inhibitory Effect 측정

Chloroform 10 ㎖에 egg yolk lecithin 1 g을녹인후각시험

에 100 ㎕씩 주입시킨 후, 질소가스로용매를 제거하 다. 

인삼, 치자, 오미자 물추출물 0.1 ㎖와 Tris-KCl buffer(0.01 M 

Tris-HCl, 0.175 M KCl(pH 7.4)에 2 mM FeSO4, 2 mM ascorbic 

acid를 녹여 만든 용액을 각 시험 에 2 ㎖를 가하여 37℃ 

water bath에서 2시간 동안 shaking시켰다. 0.7% TBA 1 ㎖, 

1% phosphoric acid 3 ㎖, 5 mM EDTA 0.5 ㎖를가하여 100℃

에서 30분 동안 방치한 후, 냉각시켜 n-buthanol : pyridine(14 

: 1) 4 ㎖를가한후원심분리(3000 rpm, 10 min)하여 532 ㎚에

서흡 도(UV-1601, Shimadzu, Kyoto, Japan)를측정하 다
14).

3. 치자와 오미자 물 추출물을 첨가한 인삼 피클 제조

1) 인삼 피클용 소스 Recipe 제조법

인삼피클제조용소스는 Table 1과같이혼합하여제조하

다. 주재료인 인삼은 0.3 ㎝ 두께로 일정하게 썰어 20 g씩

병조림용병에넣고, 그 에피클용소스를충분히잠기도록

부은후실온에서 5일간 장(Fig. 1)한후품질평가용시료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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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cipe of materials used for the preparation of pickle sauce                                     (g)

Materials

Groups
Vinegar Chija extract Omija extract Sugar Salt Water

P1 100  0  0 50 20 100

P2 100 10  0 50 20 100

P3 100  0 10 50 20 100

P1: Korean Ginseng pickle(control), P2: Korean Ginseng pickle with Chija, P3: Korean Ginseng pickle with Omija.

Fig. 1. The product of 3 color Korean Ginseng pickles.

P1 : Korean Ginseng pickle,

P2 : Korean Ginseng pickle with Chija,

P3 : Korean Ginseng pickle with Omija.

2) 색도

시료는색차계(JX777, CTS Co, Ltd, Tokyo, Japan)를사용하

여표 색 으로보정한후 L값(명도), a값( 색도) b값(황

색도)을 3회 반복 측정하 다.

3) 능평가

식품 양과 학생 10명으로 능검사 요원을 구성하 고, 

사 에실험목 평가항목에 해설명한후 능평가를

실시하 다. 7 척도법을 사용하여 색(Color), 냄새(Flavor), 

맛(Taste), 질감(Texture), 체 기호도(Overall quality) 등을

평가하 다. 

Table 2. SOD liked activity, lecithin oxidation inhibitory effect, total phenolic acid contents, and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Korean Ginseng, Chija and Omija

Variables SOD liked activity(%)
Hydroxy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otal phenolic acid 

contents(㎎/㎖)

Lecithin oxidation 

inhibitory effect(%)

Korean Ginseng extract 42.58±1.77ab 87.85±3.65a 1.66±0.071)b2) 98.86±4.11a

Chija extract 41.88±0.12ab 68.01±0.02b 1.07±0.01b 64.28±0.07b

Omija extract 29.01±0.59c 37.15±0.46c 1.01±0.01b 53.34±0.28c

Vit. E 42.97±0.55ab 71.57±0.87ab 1.26±0.01b 89.13±0.18ab

BHT 54.62±0.07a 83.13±0.06a 3.89±0.05a 92.82±0.09a

1) Values represent mean±SD, 2) Value with different alphabets within the same row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test.

4. 통계처리

본실험에서얻어진모든측정결과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 8.1)를이용하여그유의성을검증하 고, 분석방

법으로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과다 범 검

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사용하 다.

결과 고찰

1. 인삼, 치자 오미자 물 추출물의 항산화 생리 활성

효과 검색

인삼, 치자 오미자물추출물의항산화생리활성효과

검색의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1) SOD 유사 활성 측정

생체내항산화효소 의하나인 superoxide dismutase는세

포내활성산소를과산화산소로 환시키는반응을 매하는

효소이며, SOD에 의해 생성된 과산화수소는 catalase 는

peroxidase에 의해물분자와 산소분자로 환되는 요한효

소 에하나이다(2O2
－+2H+

→H2O2+O2)
15). 인삼과치자물추

출물의 SOD 유사활성(42.58%)은비교구로사용한합성항산화

제 BHT(54.62%), 천연항산화제 tocopherol(42.97%)과유의차가

없을정도로높은활성을보 지만, 오미자(29.01%)의경우는

유의 으로낮은활성을보여(p<0.05) 다른시료들에비해오미

자의 SOD 유사활성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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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ydroxy Radical 소거 활성 측정

Hydroxy radical(․OH)은활성산소 반응성이매우강하

여 생체산화에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인

삼(87.85%)과치자(68.01%)의물 추출물의 hydroxy radical 소

거 활성은 오미자(37.15%)에 비해서 유의 으로 높은 활성

을 나타냈고, BHT(83.13%)와 tocopherol, 페놀(71.57%)과는

유의차이가없을정도로높은활성을보 다. 한국산약 잎

에 한항산화효과를검색한결과, 삼나무, 삽주, 오갈피잎

들은 hydroxy radical 소거능이 90% 이상이었다는 결과16)
와

비교할 때 인삼 물 추출물의 hydroxy radical 소거 활성도 높

다고평가할수있다. 다른시료들에비해오미자의 hydroxy 

radical 소거능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Total Phenolic Acid Contents 측정

페놀성화합물들은생체내에서다양한생리활성을나타

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천연물로부터 항산화 물질을 추출

하려는 연구가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폴리페놀

화합물 flavonoid는 1O2나 O2
－
와반응하며안정한 complex

를형성하여 이들의 소거작용을 가지고 있어 지질의 과산화

에 한항산화제로알려져있다. 항산화효과 인측면에서

볼때총페놀성화합물의함량과항산화효과와는 한

계가있기때문에총페놀성화합물의함량이보다높은품종

이 항산화 효과도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다17). 인삼, 치자

오미자물추출물은 1.01～1.66 ㎎/㎖로, tocopherol(1.26 ㎎

/㎖)과는 유사한 수 이었지만, BHT(3.89 ㎎/㎖)에 비해서는

유의 으로 낮은 수 을 보 다. 

이등18)의연구에의하면국내산식물성식품 곡류 0.14～

0.98 ㎎/㎖, 채소류 0.15～1.67 ㎎/㎖, 과채류 0.10～4.55 ㎎/㎖

의페놀성화합물을함유한것으로보고와비교할때인삼, 치

자, 오미자는곡류와채소류와큰차이를나타내지는않았다.

4) Lecithin Oxidation 해 활성 측정

페놀성 화합물은 지방산의 산화 기 생성물인 hydroper-

oxide와 기타 물질과 반응하여 산화를 억제시키고19) radical 

생성 진 물질인 metal ion 즉, Fe Cu와 쉽게 결합하여

macrophage나 free radical 상태에서 free radical의생성을감소

시킨다고보고되었다20). 인삼물추출물(98.86%)의 lecithin oxi-

dation 해 활성은 BHT(92.82%), 천연 토코페롤(89.13%)과

는 유사한 수 이었으나, 치자(64.28%)와 오미자(53.34%)에

비해서는 유의 으로높은 수 이었다(p<0.05). 치자와 오미

자는인삼에비해 lecithin oxidation 해활성이낮은것으로

보인다.

2. 인삼 피클의 색도

Table 3. Color values of the Korean Ginseng pickles 

with Chija and Omija pigment

Variable L a b

P1 87.37±0.011)a2) －0.64±0.01b 12.96±0.02b

P2 68.44±2.13c   8.00±0.02b 32.38±0.34a

P3 69.04±3.57c  12.60±0.27a  8.04±0.05b

1) Values represent mean±SD,
2) Value with different alphabets within the same row were signi-

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test,

P1: Korean Ginseng pickle(control),

P2: Korean Ginseng pickle with Chija,

P3: Korean Ginseng pickle with Omija.

치자와오미자물추출물을첨가한인삼피클의색도측정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군인 P1의 명도가

P2와 P3에비해유의 으로높게나타났다(p<0.05). 그러나 a

값( 색도)의경우, 붉은색이강한오미자물추출물을첨가

한 P3군이 P1, P2군에 비해 유의 으로 높은 수 을 나타냈

고, b값(황색도)의경우는노란색의치자물추출물을첨가한

P2군이 P1과 P3군에 비해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P< 

0.05). 

3. 인삼 피클의 능평가

치자와오미자물추출물을첨가한인삼피클의 능평가

결과는 Table 4에제시된바와같다. 향, 맛, 질감과 체 인

기호도의경우 3종류간에유의 인차이가나타나지않았지

만색과 체 인기호도의경우치자물추출물을첨가한인

삼피클(P2)이 조군과오미자물 추출물을첨가한 인삼피

클(P3)에비해유의 으로높게나타났다(p<0.05). 이는노란색

Table 4. Sensory evaluation score of Korea Ginseng, 

Deoduk and Doragi pickles

Variable P1 P2 P3

Color 4.33±0.581)b2) 6.23±0.14a 5.33±0.43b

Flavor 4.67±0.58a 4.60±1.00a 4.67±1.15a

Taste 4.67±0.58b 5.33±0.43a 5.13±0.57a

Texture 5.00±1.00a 5.10±1.73a 5.30±1.00a

Overall quality 5.00±1.00b 6.00±1.00a 5.00±1.10b

1) Values represent mean±SD,
2) Value with different alphabets within the same row were signi-

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1: Korean Ginseng pickle,

P2: Korean Ginseng pickle with Chija,

P3: Korean Ginseng pickle with Om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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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가까운인삼과노란색이 강한 치자가오미자의 붉은색에

비해 잘 어울려진 결과로 생각된다. 

요약 결론

민간과한방에서 리사용되고있는인삼, 치자 오미자

를 이용하여 슬로푸드의 일종인 피클을 제조하고자 항산화

생리활성 품질특성을평가한결과의요약 결론은다음

과 같다.

인삼과 치자 물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42.58%, 41.88%)

은 BHT(54.62%), tocopherol(42.97%)과유의차가없을정도로

높은활성을보 지만, 오미자(29.01%)의경우는유의 으로

낮은활성을보 다(p<0.05). 인삼(87.85%)과치자(68.01%)의

물 추출물의 hydroxy radical 소거 활성은 오미자(37.15%)에

비해서유의 으로 높은활성을 나타냈고, BHT(83.13%)와 토

코페놀(71.57%)과는유의차이가없을정도로높은활성을보

다. 인삼, 치자 오미자물추출물은 1.01～1.66 ㎎/㎖로, toco-

pherol(1.81 ㎎/㎖)과는유사한수 이었지만, BHT(3.89 ㎎/㎖)

에비해서는유의 으로낮은수 을보 다. 인삼물추출물

(98.86%)의 lecithin oxidation 해 활성은 BHT(92.82%)와 천

연토코페롤(89.13%)과는유사한수 이었으나, 치자(64.28%)

와 오미자(53.34%)에 비해서는유의 으로 높은 수 이었다

(p<0.05). 

색도의경우는 조군인 P1의명도가 P2와 P3에비해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그러나 a는 색인 P3가 P1, 

P2에 비해 유의 으로 높았고, b의 경우는 노란색의 치자첨

가 P2가 P1과 P3에비해유의 으로높게 나타났다(P<0.05).

능평가의경우, 색과 체 인기호도가치자물추출물

을 첨가한 인삼 피클에서 높은 수가 나왔다. 

종합해보면항산화활성이우수한인삼에치자와오미자

를첨가한피클의경우색깔뿐만아니라항산화활성까지상

승될것으로사료된다. 특히치자의경우는인삼과유사할정

도의항산화활성을나타냈을뿐만아니라인삼과같은부류

의 색깔이어서 더 잘 어울리는 소재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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