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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tioxidant properties of red ginseng extracts prepared under different extraction conditions were evaluated by a 
variety of antioxidant assays, including DPPH‧ radical scavenging, ABTS+‧ radical scavenging, superoxide anion 
scavenging, nitrite scavenging and reducing power activities. The contents of total phenolic compounds and flavonoids 
were also determined. The various antioxidant activities were compared to positive controls such as Trolox, tannic acid 
and ascorbic acid.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all of the extracts were shown to be the highest in the ethanol extract.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the red ginseng powder were the lowest among the samples. The amounts of total phenolic 
compounds and flavonoids were at a maximum in the ethanol extract. Correlation analysis demonstrated the existence of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nd the phenolic compounds contents of extracts. The 
antioxidant activity of yogurt was increased as the result of the addition of red ginseng extract. The quality charac-
teristics of the yogurt to which red ginseng extract was added were similar to those of yogurt without red ginseng extract. 
The overall sensory score and color of yogurt made from 0.5% red ginseng was the best of the tested yogurts. In accor-
dance with the antioxidant activity and quality characteristics, the optimal concentration of red ginseng extract was 
approximately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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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동양에서는 
불로장생 또는 무병장수를 위하여 자연에서 그 실마리를 

찾으려고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강

장을 위한 약재가 많이 알려지고 있다. 그 중에서 한국의 
인삼은 강장제로서 ‘체내의 오장을 보하며, 정신을 안정시

키고, 장복하면 몸이 가뿐하게 되어 수명이 연장 된다’고 

많은 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

스(Lee SH 등 2006), 피로(Hartz AT 등 2004), 우울증(Hartley 
DE 등 2004), 심부전(You JS 등 2005), 동맥경화(Zhou W 

등 2005), 빈혈(Lim JH와 Lu AY 1998), 당뇨(Lee WK 
등 2006), 궤양(Jeong CS 등 2003) 등에도 인삼은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특히, 인삼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 사포닌은 항 피로

(Hartz AT 등 2004), 혈당치 강하(Attele AS 등 2002), 용
혈작용(Kimura Y 등 1988) 등 약리적 효능에 성기능 강화

(Choi HK 등 1995)도 있고 항암작용(Li G 등 2006) 또
한 탁월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사포닌 이외에도 페놀

류, 폴리아세틸렌과 산성다당체 등의 유효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암세포 증식억제(Shin HJ 등 2004)와 암환자의 체중

감소 및 식욕감퇴억제(Nschtiqual MC 등 2005), 면역기능 

증진(Shin JY 등 2002), 항산화활성(Lee SE 등 2004)에도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효능들이 여러 실험

을 통해 알려지면서 증삼한 홍삼을 이용한 식품들이 나오

고 있으나 홍삼의 향미와 맛이 진해 아직은 조리에 유용

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고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



홍삼 추출물을 첨가한 요구르트의 항산화능 359

Korean J. Food Cookery Sci. Vol. 24, No. 3 (2008)

정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주요 홍삼의 효능을 보면 고혈

압, 간질환, 당뇨병, 암, 피로, 스트레스, 수족냉증, 고지혈

증 등에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증삼공정에서 생성되는 홍삼의 갈변물질이 식품

의 가공 및 저장 중에 변색과 산패 등의 다양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 홍삼의 갈변반응이 그 제

조과정 중 100℃ 부근에서 증삼하고, 일광 건조하는 홍삼

제조 특성상 비효소적 갈색화 반응, 특히 amino-carbonyl 
반응이 주된 반응이라고 보고된 이후(Kim DY 1973) 홍
삼의 갈변반응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Kim SD 등 1981). 또한 인삼의 활성검증 및 효능연구

는 주로 유기용매 추출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Lee JW 
등(2005)은 홍삼으로부터 수용성 갈변물질을 분리하여 항

산화능을 검사한 결과 수용성 갈변물질이 높은 항산화능

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유용한 홍삼과 인삼을 전통식품에 응용한 

선행연구를 보면 인삼식초, 홍삼 약과(Hyun JS와 Kim MA 
2005), 홍삼 다식(Yun GY와 Kim MA 2006) 등이 보고되

어 있다. 또한 홍삼이 유산균 및 식중독균의 생육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보고되어 있다. 하지만 홍삼을 상

식으로 실용화할 수 있는 제품개발에 관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약리작용이 있는 홍삼을 

에탄올과 물로 추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항산화능을 검

색하고, 효능이 높게 나타난 홍삼 추출물을 남녀노소 쉽

게 상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홍삼 요구르트

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및 추출방법

시험에 사용한 홍삼은 (주)한국인삼공사에서 제조 판매

하는 홍삼분을 구입하여 재료로 사용하였다. 홍삼분은 국

내산 6년근 홍삼근 70%와 홍미삼 30%로 구성된 것이다. 
홍삼의 효능은 시판되고 있는 홍삼분(Powder)과 추출방법

에 따른 홍삼 추출물을 제조하여 측정하였다. 추출방법에 
따른 효능을 검사하기 위해 홍삼분을 70% 에탄올로 80℃
에서 3시간 추출(EtOH-ext), 100℃에서 3시간 열수 추출

(Hot-ext) 및 실온에서 24시간 물 추출(Water ext)하여 농

축 후 동결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2. 항산화능 평가

1) DPPH‧ radical 소거활성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소거작용은 광범

위하게 쓰이는 간단한 항산화 검색법으로 특히 phenol과 

aromatic amines의 항산화 활성 측정에 많이 사용하는 방

법이다. 각 시료의 DPPH․ radical에 대한 소거 효과 측

정은 각 농도별로 시료를 에탄올에 용해한 4 mL와 1.5 × 
10-4 M 농도로 에탄올에 용해한 DPPH․ 용액 1 mL와 잘 
혼합하였다. 혼합액을 실온의 암소에서 30분간 방치 한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백분율로 나

타내었다. 또한 농도별 활성을 측정하여 50% 저해농도를 

IC50으로 나타내었다.

2) ABTS+‧ radical 소거활성

ABTS+․에 의한 시료의 항산화능 측정은 Re R 등(1999)
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ABTS 시약을 7 mM 농도로 
증류수에 용해한 다음 2.45 mM의 potassium persulfate를 

가하여 ABTS+․ 라디컬을 생성시켜 실온의 암소에서 12～
16시간 동안 방치 후 사용하였다. 라디컬이 생성된 ABTS+․ 

용액을 absolute ethanol로 희석하여 734 nm에서 흡광도가 
0.70 ± 0.02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소거능은 ABTS+․ 용액 

900 µL와 시료 100 µL를 혼합하여 6분간 반응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으로 absolute ethanol
을 사용하였고 비교군으로 Trolox를 사용하였다. 결과는 

TEAC(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mM/g으로 

나타내었다.

3) Superoxide anion 소거활성

Superoxide anion scavenging activity는 Liu F 등(1997)
과 Zhao GR 등(2006)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150 
µM NBT 0.75 mL에 468 µM NADH 0.75 mL와 시료 0.3 
mL을 첨가하고 100 mM Tris-HCl buffer(pH 7.4)를 최종

부피가 3 mL가 되도록 가한 다음 60 µM PMS 0.75 mL
를 첨가하여 5분 후 실온에서 56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4) Nitrite 소거활성

Nitrite scavenging activity는 Kato H 등(1987)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1 mM NaNO2 용액 1 mL에 시료 

1 mL을 가한 후 0.1 N HCl을 사용하여 pH를 1.2가 되도

록 조정하였다. 반응용액에 증류수를 가하여 10 mL가 되

도록 한 다음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test tube에 
1 mL씩 취한다음 2% acetic acid 5 mL를 첨가하고 Griess 
시약(30% acetic acid로 조제한 1% sulfanlic acid와 1% 
naphthylamine을 1 : 1로 혼합)을 사용직전에 조제하여 0.4 
mL 가하여 교반한 후 15분간 방치하고 52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여 잔존하는 아질산량을 구하였다. 대조구는 

Griess 시약대신 증류수 0.4 mL를 가하여 상기의 방법으

로 실시하였다.

5) Reducing power

Reducing power는 Sun Y 등(2007)의 방법에 준하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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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증류수에 용해한 시료 2.5 mL에 0.2 M sodium 
phosphate buffer(pH 6.6) 2.5 mL와 1% potassium ferricya-
nide 2.5 mL을 가한다음 50℃ 수욕조에서 20분간 반응시

켰다. 10% Trichloroacetic acid 2.5 mL를 첨가하여 반응

액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고 상청액 5 mL를 
취하여 증류수 5 mL와 혼합한 다음 0.1% Ferric chloride 
1 mL를 가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환원력을 
나타내었다.

6) 홍삼 추출물의 phenol 함량과 flavonoid 함량

홍삼 추출물의 phenol 함량은 Folin-Ciocalteu reagent 방
법으로 측정하였다. standard로는 Tannic Acid를 사용하여 

결과는 mg TAE/g으로 나타내었다. flavonoid 함량은 Davis 
변법으로 측정하였는데 이 때 standard로는 hesperidin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mg HE/g으로 나타내었다.

3. 홍삼요구르트의 품질평가

1) 요구르트 제조

홍삼 추출물 중 높은 항산화능을 보인 에탄올 추출물

을 첨가하여 요구르트를 제조하였다. 요구르트는 예비실험

에서 결정된 발효액과 시럽액을 83.5:16.5의 비율로 혼합

하여 제조하였다. 먼저 시판 우유 80%에 탈지분유 2%와 

포도당 1.5%를 섞어 85℃에서 10분간 살균한 후 약 40℃
로 식히고 스타터 균주(Yomix 321, Denisco)를 접종하여 

42℃ 인큐베이터에서 6시간 발효하여 발효액을 제조하였

다. 정수에 0%, 0.25%, 0.5%와 1%의 농도로 홍삼 추출물

을 첨가하여 95℃에서 10분간 살균 후 냉각한 다음 올리

고당과 액상과당을 가한 시럽액과 먼저 제조한 발효액을 

혼합하여 요구르트를 제조하였다.

2) 홍삼요구르트의 항산화능

제조한 홍삼요구르트의 항산화능은 홍삼요구르트를 에

탄올로 10배 희석하여 원심분리(10,000 rpm, 10분)한 다음 
상청액을 취하여 시료액으로 사용하였다. 방법은 추출물의 
항산화능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3) 홍삼요구르트 품질특성

홍삼요구르트의 품질특성은 pH, 적정산도, 젖산균수, 색
도, 점도,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평가하였다. 요구르트의 pH
는 pH meter(Corning 340, Mettler Toledo, UK)로 측정하

였으며 적정 산도는 기술표준원 국가 표준 종합 정보센터

에서 제시한 전위차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시료 

10 g을 취하여 증류수 10 mL를 가한 후 균질화하여 0.1 
N NaOH(Factor = 1.002)로 적정하면서 pH가 8.3이 되었을 
때의 lactic acid 농도로 표시하였다.
젖산균수는 표준평판배양법으로 BCP 첨가 평판측정용

배지(Dico Lab., USA)를 이용하여 37℃의 인큐베이터에

서 72시간 배양한 후 발생한 황색의 집락을 유산균의 집

락으로 계측하였다.
요구르트의 색은 색차계(Colormeter CR-300, Minolta Co. 

Japan)를 사용하여 L(Lightness, 명도), a(Redness, 적색도), 
b(Yellowness, 황색도)의 색채 값을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한 표준 백색판(Standard 
Plate)의 L, a, b값은 각각 97.75, -0.38, +1.88이었다. 점
도는 요구르트를 실온에서 Brookfield DV-II+ viscometer 
(Brookfield Engineering Laboratories, Inc. Middleboro, MA, 
USA)의 3번 spindle을 사용하여 60 rpm에서 1분에서 5분
까지 1분 간격으로 측정하여 평균치를 data로 나타내었다.
제조한 홍삼요구르트의 관능검사는 숙명여자대학교 식

품영양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충분한 지식과 용어, 평가기준 등을 숙지시킨 후 동일한 

홍삼요구르트 시료를 3회 반복하여 관능검사를 행한 후 

차이식별 능력이 우수한 10명을 패널로 선정하여 실험에 

응하도록 하였다. 관능검사는 오전 10～11시 사이에 이루

어 졌으며 칸막이가 있는 관능검사실에서 각 패널에게 4
개씩 제공하였다. 한 개의 시료를 평가 후 반드시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고 다른 시료를 시식하도록 하였다. 평
가 항목은 색(color), 풍미(flavor), 점도(viscosity), 단맛(sweet-
ness), 쓴맛(bitterness), 떫은 맛(astringent), 전반적인 기호

도(overall palatability)에 대하여 7에 가까울수록 큰 기호

도를 나타내는 7점 기호 척도법으로 평가하였다. 관능평

가는 3회 반복실험 하였으며 각 처리에 대하여 평균값을 

결과로 나타내었다.

4. 통계처리

본 연구의 모든 결과는 SAS package(Version 9.1)를 이

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각 실험군간의 유

의성 검증을 위하여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으

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검증하였다. 홍삼

추출물의 항산화능과 phenol 및 flavonoid 함량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로 나타내었다.

III. 결과 및 고찰

1. 추출방법에 따른 홍삼 추출물의 항산화능

1) DPPH․ radical 소거능

안정한 free radical을 함유하는 DPPH 분자는 항산화제

의 radical 소거능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생체내의 유해 활성 산소, 유리기 등은 불포화 지방산을 

공격하여 alcohol류, aldehyde류, ketone류 등의 과산화물

을 만들어 피로와 노화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원인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연쇄반응 차단 항산화제로 산패

의 기본물질인 lipid radical과 반응하여 안정한 물질로 

전환시키거나 연쇄반응 개시 속도를 연장시킨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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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red ginseng ex-
tract according to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Different superscript at the same concentration means signifi-

cantly different(p < 0.001).

DPPH․ radical 소거능을 물과 에탄올로 추출한 홍삼 추출

물로 살펴본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모든 홍삼 추출

물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

다. 에탄올 추출이 물 추출에 비해 높은 항산화능을 보인 
반면 홍삼 분말의 항산화능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DPPH․ radical을 50% 소거하는 농도인 IC50은 에탄올 추

출물이 485.18 ± 30.44 µg/mL로 열수 추출물과 물 추출물

의 IC50인 715 µg/mL와 775 µg/mL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

은 활성을 보였다. 또한 열수 추출물과 물 추출물의 IC50

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홍삼분의 경우 859.69 ± 
34.78 µg/mL로 DPPH․radical 소거능이 유의적으로 가장 낮
았다. Kweon DJ 등(2006)은 상황버섯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

출하여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본 연구결과

와 같이 물 추출보다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능이 높게 나

타났다고 보고하였다. Bae HC 등(2005)도 구기자를 물과 

메탄올로 추출하여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메탄올 추출이 물 추출보다 월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2) ABTS+․ radical 소거능

ABTS+․ radical 소거능은 항산화제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radical을 생성하는 ABTS 존재시 hydrogen peroxide
와 metmyoglobin의 활성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다 빠른 

항산화 반응을 일으켜 myoglobin radical을 감소시키는 기

전이라고 할 수 있다(RE R 등 1999). Fig. 2에 홍삼 추출

물의 ABTS+․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positive control
로 Trolox를 사용하였으며 활성은 TEAC(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로 나타내었다. 추출물들의 ABTS+․ 소
거능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2.5 mg/mL의 농도

에서 에탄올 추출물은 TEAC 0.103 mM, 열수 추출물과 물

Fig.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red ginseng ex-
tract according to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IC50 of Trolox is 0.094 mM. IC50 of EtOH-ext is 2.347 mg/ 

mL.

Different superscript at the same concentration means signi-

ficantly different(p < 0.001)

추출물은 TEAC 0.05 mM과 0.065 mM, 홍삼분말은 TEAC 
0.037 mM로 나타나 에탄올 추출물이 물 추출물이나 분말

에 비해 ABTS+․ radical 소거능이 2～3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IC50은 Trolox의 경우 0.094 mM로 나타났는데 이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농도로는 에탄올 추출물은 

2.35 mg/mL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에탄올 추

출물>물 추출물>열수 추출물>홍삼 분말 순으로 ABTS+․ 
radical 소거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또한 앞서 살펴 
본 DPPH․ radical 소거능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3) Superoxide anion radical 소거능

ROS(reactive oxygen species)의 전구체인 superoxide anion 
radical은 생물계의 세포에게는 매우 유해하다. 따라서 홍

삼 추출물이 이러한 radical을 어느 정도 소거하는지 알아

보기 위해 PMS-NADH 방법으로 superoxide anion radical 
소거능을 살펴보았다. Fig. 3과 같이 추출방법에 따른 홍

삼 추출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소거능이 증가하였는데 물 

추출물의 소거능은 1 mg/mL에서 65%로 나타난 반면 홍

삼 열수 추출물은 51%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홍
삼 에탄올 추출물과 홍삼 분말과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홍삼의 superoxide anion radical 소거능의 이

러한 결과는 Zhao GR 등(2006)의 중국 인삼 연구 결과

와 비교하여 볼 때 높은 항산화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

났다. 중국인삼의 경우 3 mg/mL의 농도에서도 20% 정도

의 낮은 소거능을 보였고 단삼의 경우 IC50이 1.76 mg/ 
mL라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경우 IC50이 물 추출물

과 에탄올 추출물은 각각 0.60과 0.67 mg/mL로 나타나 홍

삼 추출물이 중국 인삼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항산화능

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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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peroxide anion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red gin-
seng extract according to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Different superscript at the same concentration mean signifi-

cantly different(p < 0.001)

4) Nitrite 소거능

추출물의 발암성 nitrosamine 생성의 전구물질인 아질산

염을 소거하는 작용을 알아보았다. 에탄올 추출과 물 추출

에 따른 홍삼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Fig.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홍삼 에탄올 추출물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홍삼 에탄올 추출물은 24.78% 소거능을 보였고, 
홍삼 물 추출물은 19.8%의 소거능을 보인 반면 열수 추출

물과 홍삼 분말은 3～5%의 소거능을 보였으며 농도 증가

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Kweon DJ 
등(2006)의 용매 추출과 열수 추출에 의한 상황버섯의 아

질산염 소거능에서도 나타났듯이 열수 보다는 에탄올 추

출을 하였을 때 더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와도 일치한다.

Fig. 4. Nitrite scavenging activity of red ginseng extract accor-
ding to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Different superscript at the same concentration mean signifi-

cantly different(p < 0.001)

5) 환원력

항산화능이 있는 물질 존재 시 Fe3+가 Fe2+로의 환원되

는 정도를 흡광도로 측정하여 나타내는 환원력을 살펴보

았다. Fig. 5에서와 같이 환원력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

하였다. 홍삼 에탄올 추출물의 환원력이 가장 강하게 나

타났다. 3 mg/mL의 농도에서 에탄올 추출물은 1.01의 값

을 보이는데 반해 물 추출물은 0.87, 분말은 0.77 그리고 

열수 추출물은 0.48로 나타나 실온 추출이 열수 추출물

의 경우보다 환원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Zhao GR 등
(2006)은 환원력의 IC50을 OD값이 0.5일 때의 농도로 나

타내어 보고하였는데 그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단삼은 

0.35 mg/mL인 반면 인삼은 OD 값이 0.05를 유지하여 환

원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홍

삼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IC50은 1.06 mg/mL, 물 추출물

은 1.36 mg/mL. 열수 추출물은 3.08 mg/mL로 나타나 중

국 인삼의 경우보다 홍삼 추출물의 환원력이 강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홍삼 추출물의 항

산화력은 에탄올을 사용하여 추출하였을 때 항산화력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에탄올 추출

로 인해 항산화능을 보유한 유효 성분이 유출되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것은 구기자 추

출물의 항산화력을 살펴본 결과 물 추출물보다 유기 용

매 추출물의 항산화력이 높게 나타났다는 Bae HC 등

(2005)의 보고와도 일치한다.

6) Phenolic compound와 flavonoid 함량

Osawa T(1994)는 phenolic compound는 가용성 식물류

에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항산화능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

학적 효능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이들의 효능은 주로 

산화환원력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추출방법에 따른 홍

Fig. 5. Reducing power of red ginseng extract according to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Different superscript at the same concentration mean signifi-

cantly different(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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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 between the antioxidant properties and contents of total polyphenol or flavonoid in red ginseng extract

Total phenol
content

Flavonoid
content

Antioxidant activitya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Superoxide anion 
scavenging activity

Reducing 
power

Nitrite scavenging
activity

Total phenol content 1.000
Flavonoid content 0.933*** 1.000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0.932*** 0.889*** 1.000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0.913*** 0.908*** 0.919*** 1.000

Superoxide anion
scavenging activity 0.480 0.338 0.355 0.298 1.000

Reducing power 0.675* 0.721** 0.560 0.580* 0.733** 1.000
Nitrite scavenging 
activity 0.953*** 0.869** 0.875** 0.814** 0.668* 0.813** 1.000
a

The concentrations of red ginseng extracts in the scavenging activity of DPPH
‧
 radical, ABTS

+‧
 radicals, superoxide anion and nitrite, and 

reducing power used for correlation analysis were 1, 2.5, 1, 0.3 and 3 mg/mL, respectively.
*

P < 0.05 
**

P < 0.01 
***

P < 0.001.

Fig. 6. Contents of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in red gin-
seng extract according to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Bars having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01).

삼 추출물의 phenolic compound와 flavonoid 함량을 Fig. 
6에 나타내었다. phenolic compound와 flavonoid 함량은 

홍삼 에탄올 추출물이 각각 18.7 mgTAE/g과 9.87 mgHE/g
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물 추출물이

었다. 홍삼 분말의 phenolic compound와 flavonoid 함량이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항산화능과 이들 phenolic 
compound와 flavonoid 함량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DPPH․, ABTS+․, Nitrite 소거능과 phenolic compound간
에 상관계수 r2 = 0.932, 0.913, 0.953의 높은 상관관계(p < 
0.001)를 보였다(Table 1). 또한 flavonoid 함량과 DPPH․

와 ABTS+․ 소거능과의 상관관계도 r2 = 0.889와 0.908(p < 
0.001)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Nitrite 소거능과도 r2 = 
0.869(p < 0.01)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환원력은 p < 
0.05 수준에서 phenolic compound와 flavonoid와의 상관성

을 보였다. 또한 Holasova M 등(2002)은 phenol 함량이 

높을수록 항산화력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Gheldof N
과 Engeseth NJ(2002)는 이들 함량과 항산화력간에 상관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추출물의 

phenolic compound와 flavonoid 함량이 높게 나타난 에탄

올 추출물, 물 추출물, 열수추출물 그리고 분말 순으로 

항산화능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와의 일치함을 보였다.

2. 홍삼요구르트의 항산화능

홍삼 에탄올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홍삼요구르트의 
항산화능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소거능

은 홍삼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다. 홍삼 무첨가 요구르트의 DPPH․ radical 소거

능은 45%인데 비해 0.25% 홍삼 요구르트는 73%, 0.5 홍
삼 요구르트는 78% 그리고 1% 홍삼 요구르트는 DPPH․ 
radical을 84% 소거하였다. ABTS+․ radical 소거능과 환원

력 또한 홍삼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Nitrite 소거능도 홍삼 추출물이 첨가할수록 

증가하였다. 구기자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요구르트

의 항산화능을 보고한 Bae HC 등(2005)은 구기엽 추출물 
4% 첨가 요구르트에서 83%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는 항산화능을 나타내는 phenol 성
분 함량이 구기엽에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Cho 
YS 등(2003)은 단감분말 첨가 발효유의 항산화능은 단감

분말 속에 함유된 polyphenol 화합물에 의하여 항산화능

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홍삼 추

출물 첨가 요구르트가 홍삼 무첨가 요구르트보다 높은 항

산화능을 보이는 것은 홍삼 추출물에 함유된 높은 함량

의 phenol과 flavonoid가 이러한 효능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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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Quality characteristics of red ginseng yogurt added with red ginseng extract

Item
Red Ginseng Yogurt

0% 0.25% 0.5% 1.0% F value
pH 4.45±0.01 4.46±0.01 4.45±0.01 4.46±0.01 4.56
Titratable acidity 0.72±0.01 0.72±0.01 0.72±0.01 0.72±0.0 0.33
Viscosity 1287±63.66 1356±50.36 1383±17.39 1490±54.44 8.66
Viable cell count 8.92±0.09 8.88±0.15 8.89±0.01 8.78±0.11 0.90

Color
L value 75.79±5.17 66.70±1.15 67.38±2.18 67.96±3.50 4.38
a value -2.99±0.27c2) -2.30±0.05b -2.13±0.03ab -1.70±0.01a 45.38
b value 4.52±0.52c 5.18±0.39bc 6.70±0.44b 9.38±0.65a 54.19

All values are Mean±S.D.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p < 0.001)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Antioxidant activity of red ginseng yogurt added with red ginseng extract

Antioxidant activity
Red Ginseng Yogurt

0% 0.25% 0.5% 1.0% F valu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45.07±0.91d 73.18±0.68c 78.24±0.08b 84.46±1.57a 872.65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14.85±0.60d 24.55±0.40c 27.95±1.00b 37.55±0.95a 437.83
Superoxide anion scavenging activity(%) 76.46±1.58 77.77±0.36 79.37±0.73 77.93±0.74 3.71
Nitrite scavenging activity(%) 3.08±3.47b 5.81±3.12b 9.81±1.71ab 17.12±0.57a 17.9
Reducing power(O.D) 0.116±0.004d 0.2022±0.003c 0.274±0.002b 0.3077±0.003a 2215.39
All values are Mean±S.D.
a～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p < 0.001)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홍삼요구르트의 품질특성

홍삼 추출물을 0%, 0.25%, 0.5% 그리고 1.0% 첨가한 

요구르트의 품질평가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pH는 4.45～
4.46으로 나타났으며 산도는 0.72로 나타났다. 요구르트

의 바람직한 pH 범위를 Kroger M과 Weaver JC(1973)와 

Chamber JV(1979)은 pH 3.80～4.53의 범위라고 하였으며, 
정상적인 제품의 적정산도를 Davis JG(1970)은 0.70～1.20%
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홍삼 요구르트의 경우 정상제품

의 pH와 산도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홍삼 첨가 농도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홍삼 추출물은 요구르트의 pH와 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색도는 redness와 

yellowness는 홍삼 추출물의 색상에 의해 홍삼 추출물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점도 또한 홍

삼 추출물 첨가에 따른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요구르

트의 유산균수는 모두 108 CFU/mL 수준으로 나타나 홍

삼추출물이 요구르트의 유산균 생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 발효음료의 

규격은 신선한 액상 및 호상 요구르트의 유산균수는 106 
CFU/g 이상(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 2007)으로 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홍삼요구르트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렐라(Sung YM 등 2005)나 알로에(Shin YS 
등 1995) 등은 유산균 생육을 촉진시킨다는 연구 보고도 

있으나 마늘 분말과 같이 유산균의 생육을 억제한다는 Cho 

JR 등(2007)의 연구보고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홍삼 추출물이 유산균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나 홍삼을 발효유 제품개발에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홍삼 첨가에 의한 요구르트의 관능평가 

결과는 Fig. 7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기호도는 0.25%와 

Fig. 7. Sensory evaluation of Red Ginseng Yogurt added with 
red ginseng extract.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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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홍삼 요구르트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1.0% 
홍삼 요구르트는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기호도를 보였다. 
이는 홍삼 특유의 떫은맛과 쓴맛의 강도가 높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홍

삼 추출물 0.5% 첨가가 요구르트 제조에 적합한 범위임을 
알 수 있었다.

IV. 요 약

홍삼으로부터 추출방법을 달리하여 획득한 추출물로부

터 항산화능을 비교하고 항산화능이 강한 추출물을 첨가

한 홍삼요구르트를 제조하여 항산화능 및 요구르트 품질 

특성을 비교하였다. 홍삼분말을 이용하여 에탄올 추출, 물 
추출, 그리고 열수 추출을 실시하여 DPPH․, ABTS+․, 
Superoxide anion radical 소거능, Nitrite 소거능 및 환원

력을 측정하여 항산화력을 비교한 결과 모든 측정방법에

서 에탄올 추출물이 가장 강력한 항산화력을 보유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탄올 추출물은 DPPH․와 ABTS+․ 
radical 소거능 그리고 환원력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력을 

보였는데 50% 효능을 나타내는 농도인 IC50은 각각 0.48 
mg/mL, 2.35 mg/mL 그리고 1.06 mg/mL로 나타났다. 홍
삼 추출물의 항산화력과 phenolic compound와 flavonoid 함
량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홍삼 에탄올 추출

물을 0, 0.25, 0.5, 그리고 1.0% 첨가한 홍삼요구르트의 항

산화력은 홍삼 첨가량 농도 의존적으로 항산화력이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DPPH․ radical 소거능은 홍삼 

무첨가군은 45%인데 비해 홍삼요구르트는 73～84%까지 

증가하였다. 홍삼 추출물의 첨가 농도에 따른 홍삼요구르

트의 품질 평가 결과 pH, 산도, 점도, 유산균 수 등은 홍

삼 무첨가 요구르트와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관능평가 결과 전체적인 기호도는 0.25%와 0.5% 홍
삼 추출물 첨가 요구르트가 높게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

로 볼 때 홍삼 추출물 첨가농도는 0.5% 첨가가 적합한 범

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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