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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인삼 잎의 이용증대를 위해 마이크로웨이브에 의한 인삼 잎의 잔류농약 추출효과와 
발효 인삼 잎의 ginsenoside 유용 유도체의 전환 검토 및 품질 특성을 분석 하였다. 인삼 잎에 잔류되어 있
는 tolclofos-methyl와 azoxystrobin을 microwave로 추출하기 위한 용매는 hexane이 가장 효율적 이었다. 
tolclofos-methyl와 azoxystrobin이 잔류되어 있는 인삼 잎에서의 microwave를 이용한 추출 최적 조건은 
power 50∼95 watts, 추출용매는 hexane, 추출시간은 3분으로 나타났다. 인삼 잎 추출물의 발효에서 발효
전과 비교하여 Rg1과 Rb1은 감소한 반면 Rh1, Rg3, Rk1 및 Rh2는 발효 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삼에서 대표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Rg3의 경우 발효전 2.77 ㎍/g에서 발효 후 균주의 종류에 
따라 70.62∼77.61 ㎍/g으로 증가하였다. 7일간 발효 후 인삼 잎의 총 페놀성 화합물 및 전자공여능은 일
부 균주에서는 발효전과 비교하여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주제어 : 인삼 잎, 잔류농약, 진세노사이드, 총 페놀성 화합물, 전자자공여능 

  Abstract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extraction efficiency by microwave for 
extraction of pesticide residues and the bioconversion of  ginsenosides of ginseng leaf by using various 
lactic acid bacteria in order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ginseng leaf. The hexane extraction by 
microwave of tolclofos-methyl and azoxystrobin in ginseng leaf was efficient. The optimal condition 
for extraction of tolclofos-methyl and azoxystrobin in ginseng leaf by microwave was 50 to 95 watts 
of power supply, 3 minutes of extraction.The gisenosides Rg1 and Rb1 contents have decreased,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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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h1, Rg3, Rk1 and Rh2 have increased due to fermentation. The ginsenosides Rg3 of the 
fermented ginseng leaf has increased and the contents were 70.62∼77.61 ㎍/g(control 2.77 ㎍/g). The 
total phenolic acid content and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the ginseng leaf have totally decreased after 
7 days of fermentation. The total phenolic acid contents of the fermented ginseng leaf with various 
lactic acid bacteria did not show any tendency as different strains.  

Keywords : Ginseng leaf, Pesticide residues,  Ginsenosides, Total phenolic acid, Electron donating 
ability

1. 서 론
  
  한약재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권 국가에서 치료제, 보약 및 가정에서는 건강식 
등으로 다량 소비되어 왔다. 이중 우리나라의 전
통적인 주요 한약재의 하나인 고려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중국 본초학의 원전인 
신농본초경에 불로장생의 약효를 지닌 상약으로 
등재된 이래 수천 년간 민간과 한방의학에서 널
리 사용되고 있다[1]. 특히, 고려인삼은 타국의 
인삼보다 탁월한 효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국․내외 시장에서 기능성 건강식품 
및 의약품으로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게 이용되
고 있다[2]. 인삼의 약효성분에 대한 과학적인 연
구는 1957년 Brekhman이 사포닌성분이라고 발
표한 이래 인삼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인삼뿌리
에 국한되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3]. 하지
만, 최근에 들어 인삼뿌리 뿐만 아니라 인삼 생
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인삼 잎 및 인삼열
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인삼의 
부위별 사포닌 함량 비교에서 인삼 잎은 인삼 뿌
리보다 약 4-5배 줄기 보다는 9배 이상 높고, 
ginsenoside의 구성도 인삼 뿌리와 유사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새로운 자원으로 인삼 잎의 이용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4.5]. 인삼은 파종
에서 수확까지 4년에서 6년간 한 곳에서 재배되
는 다년생 작물로 각종 병해충에 다른 작물에 비
하여 노출되는 기간이 길다[6]. 이로 인해 적기에 
병해충을 방제하는 것이 고품질의 인삼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또한 인
삼의 경우 재배기간이 오래될수록 높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재배 농민들은 살균제와 살충제의 
사용량을 늘려 가는 추세이다. 하지만 살포된 농
약 중 일부는 인삼뿐만 아니라 인삼 잎 등에 잔
류하여 안전성에 논란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잔류

농약으로 인한 무역장벽의 발생은 수출 장애에 
이르게 하면서 결국에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
다[7]. Lim 등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전북에
서 재배되는 인삼의 농약잔류 실태를 조사한 결
과 검출된 성분은 총 31종이었으며, 검출수는 
tolclofos-methyl이 525회로 가장 많았으며, 
azoxystrobin 80, thifluzamide 43, boscalid 22, 
difenoconazole 17, cypermethrin 13회 등의 순
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8].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인삼뿌리에 비해 인삼의 활성이 우수한 인
삼 잎은 기능성 식품 및 소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삼 잎 활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잔류농약 검출 문제로 인해 대부
분 사료로 사용되거나 혹은 폐기되는 실정이다. 
특히 tolclofos-methyl은 2012년에 사용이 금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삼의 모니터링 및 안전성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성분으
로 검출되고 있으며, 검출빈도 또한 높아 잔류성
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9,10].
  한편, 인삼 ginsenoside에 대한 다양한 효능이 
밝혀짐에 따라 산처리, 염기처리, 열처리, 미생물 
및 효소를 사용하여 소량이지만 뛰어난 약리 효
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ginsenoside로 전환하여 
인삼 및 인삼함유 제품을 제조함으로써 인삼에서 
섭취할 수 있는 사포닌 보다 효율이 높은 사포닌
을 섭취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는 있다[11-13]. 특히 유산균 등을 이용한 인삼
의 발효는 살아 있는 유용한 미생물을 프로바이
오틱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다양한 미생물이 존
재하는 사람의 장내에서 우점종으로 분포하여 체
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는 생균 활성제로서 
역할을 담당한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년간 4,500∼5,000톤으
로 추정되고 있는 국내 인삼 잎을 활용한 식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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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서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일환으로 잔류
성이 가장 높은 tolclofos-methyl와 azoxystrobin
의 적절한 제거 기술을 확립하고 β-glucosidase 
활성이 있는 유산균주를 이용하여 발효한 인삼 
잎의 ginsenoside 유용 유도체의 전환 검토 및 발
효에 의한 품질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인삼 잎은 2015년 9월에 수
삼 채굴시 폐기되어지는 인삼잎 약 5 kg을 채집
하여 세척 한 후 자연 건조하여 4℃의 냉장고에 
보관하여 사용 하였다. 김치로부터 유산균을 분리
하기 위해 사용된 김치는 충남 금산군 금산읍 지
역에서 수집한 16종의 김치(배추김치 13종, 씀바
귀 김치 1종, 깍두기 김치 2종)를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사용된 시약 중 hexane, tolclofos- 
methyl 및azoxystrobin의 표준품은 Wako사( 
Wake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Japan)에
서 구입하였으며, ginsenoside-Rg3을 포함한 6종 
표준품, tannic aci 등은 Sigma사(St. Louis, MO,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2.2. Microwave 추출 및 분석방법 

  인삼 잎에 잔류하는 tolclofos-methyl와 
azoxystrobin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 
microwave 추출장치는 2,450 MHz의 주파수와 
최대 에너지강도 300 watts, 5∼100% 범위에서 
에너지 강도 조절이 가능한 Soxwave 100 
microwave extraction unit(Prolabo, France)를 
이용하였다. 추출용매는 예비실험을 결과를 바탕
으로 hexane으로 하였으며(Fig. 1), 인삼 잎 분말 
3.0 g을 평량하여 용매량은 20 mL, 인삼 잎 분
말은 15%으로 고정시킨 후 microwave로 1, 3, 
5, 7, 9분 간격으로 추출하였다. Tolclofos- 
methyl와 azoxystrobin의 잔류분석은 microwave
으로 추출된 추출액을 여과하고 물을 첨가한 후 
n-hexane에 분배시키고 n-hexane 분배액을 감
압농축 시켰다. 감압 농축된 농축액을 florisil 5 g
이 충진된 유리 칼럼(1 cm I.D. × 22cm L.)에 
건식 충전한 후 약 2 g의 무수 황산나트륨을 
florisil 상부에 넣고 50 mL의 n-hexane으로 칼
럼을 세척하여 안정화 시켰다. 상기 농축시료 잔
사를 5 mL의 n-hexane: dichloromethane 

(80:20, v/v) 혼합용매에 녹여 칼럼 상부에 가하
여 흘려버리고 동 용매 5 mL로 씻어버린 후 30 
mL의 n-hexane:dichloromethane:acetonitrile 
(45:50:5, v/v/v)혼합용매로 흘려버렸으며, 50 
mL의 dichloromethane:acetonitrile(50:50, v/v) 
혼합용매로 tolclofos-methyl, azoxystrobin을 각
각 용출하여 35℃에서 감압 농축하였다. 각 농축
물은 4 mL의 acetone에 재용해하여 GLC-ECD 
(Agilent Technologies, 7890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사용된 칼럼은 HP-5 capillary 
column(30 mL × 0.25 mm I.D., 0.25 μm 
film thickness)이며, 오븐 온도는 최초 230℃에
서 분당 10℃씩 300℃까지 승온 시킨 후 7분간 
유지하는 방법으로 programing하였고, 주입구와 
검출기의 온도는 각각 250℃와 310℃이었다. 또
한 이동상의 유속은 1 mL/min이었으며, 50:1의 
분할비 조건에서 1 μL씩 시료를 주입하여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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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Heating curve of hexane solvents by 
         microwave at 100 watts of power 
         supply.  

2.3 β-glucosidase 활성 균주 선발

  16종의 김치시료로부터 유산균의 분리는 멸균
생리식염수로 10-2~10-4배 희석한 후 PCA-BCP 
배지(0.006% bromocresol purple 첨가)에 100 
μL 씩 도말한 다음 37℃에서 48 hr 배양하였다. 
보라색에서 노란색으로 색 변화가 나타나는 균주 
중에서 집락의 크기, 외형, 색, 투명도, 표면 등을 
관찰하여 다른 균의 종류로 판단되는 균은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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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에 streaking하여 단독 콜로니를 순수 분리하
였다. 순수 분리된 균주는 20% glycerol stock 
solution을 만들어 -70℃deep freezer에 보관하였
다. β-glucosidase 활성이 있는 균주를 스크리닝 
하기 위하여 esculin agar 법을 이용하였다[15]. 
한편 분리된 유산균주를 esculin agar 배지에 
tooth-picking 하여 37℃에서 48 hr 배양한 후 
colony 주위의 생성되는 검은색 환이 생성되는 
균주들을 β-glucosidase 활성을 가지는 균주로 
판단하였다.

2.4. β-glucosidase 활성균주에 의한 인삼잎 

    추출물의 발효

  인삼 잎의 발효는 37℃에서 24시간 전배양한 
유산균 100 μL을 추출물 1 mL을 포함하는 
MRS 배지(Lactobacilli MRS broth, Difco, 
Detroit, USA) 6 mL에 접종하여 37℃에서 65시
간 동안 혐기적으로 배양하여 TLC 및 
ginsenoside 함량을 분석 하였다. 발효기간에 따
른 인삼 잎의 품질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인삼 잎 
추출물에 대한 유산균 발효는 37℃에서 7일간 실
시하였다.

2.5.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및 전자공여능 

    측정

  김치로부터 분리된 유산균 발효에 의한 인삼 
잎 발효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 
Denis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6]. 시험용액을 
일정하게 희석한 검액 1 mL에 Folin-Ciocalteu 
시약 1 mL를 가해 혼합하고, 3분 후 10% 
Na2CO3 2 mL를 넣어 진탕하고 1시간 실온에서 
방치한 다음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tannic acid를 5∼50 μg/mL의 농
도로 조제하여 검량 곡선의 작성에 사용하였다.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시험
은 α,α-diphenyl-β-picrylhydrazyl (DPPH)를 
사용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DPPH 시약 12 mg
을 absolute ethanol 100 mL에 용해한 후 증류
수 100 mL를 가하고 50% ethanol용액을 blank
로 하여 517 nm에서 DPPH 용액의 흡광도를 약 
1.0으로 조정한 후 이 용액 5 mL를 취하여 추출
물 0.5 mL와 혼합한 후 상온에서 10분간 방치시
킨 다음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시료 
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서 표시하여 전자공여능으로 하였다.

전자공여능(%) =

       
(1-

시료 첨가군 흡광도 ) 

×100무첨가군 흠광도 

2.6. TLC 분석 및 ginsenoside 조성 및 함량 

     분석

  배양액 1 mL에 수포화 부탄올 200 μL를 첨
가하여 진탕한 후 분리된 부탄올 층을 이용하여 
TLC 분석에 이용하였다. 진세노사이드의 TLC 
분석은 인삼 잎 발효액을 80℃에서 4시간 열수추
출한 후 부탄올로 추출한 시료를 silica gel TLC 
판(TLC aluminium sheet silica gel 60F254, 
Merck, Darmstadt, Germany)에 점적하여 부탄
올/에틸아세테이트/물(5:1:4, 혼합용매의 상층사
용)로 전개한 다음 10% H2SO4용액을 분무한 후 
110℃에서 5분간 가열하여 발색시켜 표준품 대비 
시료 중의 ginsenosides pattern을 비교 확인하였
다. 진세노사이드 조성 및 함량은 조사포닌 추출
한 것을 HPLC용 MeOH에 용해한 후 이를 
membrane filter(0.20 μm pore size)로 여과, 
HPLC(Agilent 1200,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에 2 μL씩 주입하여 분
석하였으며, 분석조건은 Lee 등[17]의 방법과 같
이 Carbohydrate ES column을 장착한 HPLC 
system(Agilent 1200 series system with DAD 
detector at 203nm and ELSD)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조건은 이동상으로 용매 
A(acetonitrile 80 : water 5 : isopropyl alcohol 
15)와 용매 B(acetonitrile 80 : water 25 : 
isopropyl alcohol 15)를 이용하여 용매 A를 0분
(75%), 28분(15%), 35분(0%), 50분(75%)의 조
건하에 칼럼온도 40℃에서 유속 0.6 mL/min으로 
흘려주었다.

2.7.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3회 반복실험의 평균±표준편
차로 나타내었고, 유의성 검증은 SPSS(Ver. 12,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를 이용
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행하였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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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Pesticide
Recovery 

(mean ±SD1), %)
LOD (mg/kg)

 Ginseng leaf 
 Tolclofos-methyl 100.5±4.7 0.007

 Azoxystrobin 97.9±2.3 0.008

 1)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 

Table 1. Limits of detection(LODs) and recoveries tolclofos-methyl and azoxystrobin 

        from ginseng leaf

Sample Pesticide

Extraction concentration (mg/kg)

Microwave (min)

1 3 5 7 9

Ginseng leaf 
 Tolclofos-methyl 0.28±0.021) 0.25±0.03 0.37±0.04 0.36±0.01 0.38±0.06

 Azoxystrobin 0.07±0.02 0.05±0.01 0.07±0.02 0.12±0.08 0.09±0.04

1)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 

Table 2. Residue amounts of tolclofos-methyl and azoxystrobin after microwave extraction

3. 결과 및 고찰 

3.1. 회수율 및 검출한계 

  인삼 잎에 잔류되어 있는 tolclofos-methyl 및 
azoxystrobin의 검출한계는 실험에 사용된 시료
량, 최종 희석액의 양, 시료 주입량 등을 고려할 
때 각각 0.007 mg/kg, 0.008 mg/kg이었다. 인삼 
잎으로 부터 잔류농약의 회수율은 Table 1에 나
타난 바와 같이 97∼100.5% 이었다. 이는 검출 
한계 0.05 mg/kg 이하, 회수율 70∼120%, 변이 
계수 10% 이하를 권장[18]하고 있는 기준을 감
안할 때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인삼 
잎의 tolclofos-methyl 및 azoxystrobin의 
microwave에 의한 최적 추출효율을 분석하고자 
추출시간에 따른 잔류농약의 양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tolclofos-methyl 및 azoxystrobin 두 
농약의 추출 효율은 microwave 추출 시간이 3분
으로 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microwave 추출은 분석시료의 상태, 
즉 시료의 함수율에 따라 추출 효율이 다른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19]. 따라서 수분의 영향을 고
려한 추출효율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류가 다른 
두 농약의 추출 효율을 비교해 볼 때 
azoxystrobin 보다 tolclofos-methyl이 추출효율
이 더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이는 농약의 
종류에 따른 최적 추출조건이 다르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3.2. 김치로부터 유산균 분리 및 

     β-glucosidase 활성균주 screening

  6종의 김치(배추김치 13종, 씀바귀 김치 1종, 
깍두기 김치 2종) 시료로부터 38종의 유산균을 
분리하였다. 김치로부터 분리한 균주는 KC-1～
KC-38로 명명하였으며, 분리한 균주는 계대 배
양을 실시하여 단독 콜로니를 순수 분리하였다
(Fig. 2). 김치의 종류와 숙성도에 따른 colony의 
분포는 달랐으며 희석배수가 10-3~10-5일 때 균
주의 분리가 가장 용이하였다. β-glucosidase는 
esculin의 β-glucose를 절단하고, 이 때 생성된 
esculetin이 배지 내에 있던 ferric ammonium 
citrate와 반응하여 plate상의 colony 주위에 
black complex를 형성하게 된다[20]. 이에 김치
에서 분리한 유산균주 등을 Esculin agar를 이용
하여 배양을 실시한 후 colony 주변에 black 
complex를 형성한 균주를 β-glucosidase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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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reening of lactic acid bacteria producing β-glucosidase.

 1) GLE: ginseng leaf extract

 Fig. 4. Activity of lactic acid strains on ginseng leaf medium.

균주로 간주하였다(Fig. 3). 전체 38여종의 유산
균주 중에서 29 종의 균주가 β-glucosidase 활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KC-1, 
KC-2, KC-3, KC-5 및 KC-35가 가장 활성이 
가장 높아 인삼 잎 발효공정에 활용하였다.

Fig. 2. Screening of lactic acid bacteria on 
MRS medium from Kimchi. 

3.3. 김치에서 분리된 유산균주의 생육능 검토

  김치로부터 분리한 유산균주와 기타 유산균주
들에 대한 인삼 배지에서의 생육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인삼잎 추출액 10 °Bx를 MRS 배지에 
대하여 20% 첨가한 것, 인삼잎 추출액 10 °Bx 
20% 만을 첨가한 배지에 tooth-picking을 실시
한 후 37℃ incubator에서 48시간 배양하여 콜로
니 생육 정도를 관찰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MRS 배지에 인삼잎 추출액을 첨가한 배지의 경
우 MRS만을 사용하여 배양한 경우와 비교하여 
콜로니의 크기 등 생육 정도에서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으나, 인삼잎 추출액 배지만을 첨가하여 
배양한 경우 48 시간 배양하였을 시에는 콜로니 
생육이 거의 되지 않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Kim 
등[21]의 ginsenoside 전환이 가능한 인삼 발효 
미생물의 선별 연구에서 인삼 분말이 1% 첨가된 
인삼분말 배지에 유산균을 접종하여 액체배양을 
실시한 결과 사용한 유산균 12종 모두 인삼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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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에서 107CFU/mL 이상의 생장능을 보였다고 
하였다. 반면, 2.5%(w/v) 인삼분말 배지에서는 
생장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인삼 분말에 함유
된 사포닌이나 다른 성분들에 의해 생장이 저해
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유산균 
발효 시 인삼 및 홍삼 성분만을 이용할 경우 적
정 농도를 최적화 하거나 다른 영양원을 첨가하
여 배양조건에 맞게 공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3.4. 인삼잎 추출물의 발효전후 TLC patten 

     및 ginsenoside 유도체 함량 변화 

  발효시 사용한 균주는 esculin agar 법을 이용
하여 β-glucosidase 활성 유무를 검색한 후 활
성이 높은 KC-1, KC-2, KC-3, KC-5 및 
KC-35 균주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β
-glucosidase 활성이 있는 유산균주를 이용하여 
인삼잎 추출물의 발효를 실시한 후 발효액을 다
시 부탄올로 추출한 다음 부탄올 층을 이용하여 
TLC를 실시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발효를 실
시하지 않은 blank와 비교하였을 때 발효 전후 
패턴 상에서 사포닌 성분의 선택적 유실이나 새
로운 진세노사이드로의 전환은 TLC상에서 육안
적으로 쉽게 구분되게 관찰되지 않았다. 

Fig. 5. TLC pattern of ginsenoside from 
fermented ginseng leaf extract by lactic 
bacteria.  

       (S standard, L non fermented ginseng 
leaf, 1 KC-1, 2 KC-2, 3 KC-3, 4 
KC-5. 5 KC-35)

  발효에 의한 ginsenoside 전환 확인을 위하여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주 5종에 의해 발효한 인
삼잎 발효액의 발효에 따른 ginsenoside 함량 변
화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인삼 잎의 무발효,  김치로부터 분리한 5종의 유
산균을 이용한 발효처리 등 6군 인삼잎 추출물을 
이용하여 표준물질로는 PD계의 ginsenoside Rb1, 
Rg3, Rk1, Rh2와 PT계의 gisenoside Rg1, Rh1 등 
총 6종류의 ginsenoside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인삼 잎의 경우 약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뿌리보다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2]. 본 연구의 결과도 
인삼 잎의 경우 인삼 뿌리에 비해 그 함량이 높
은 것으로 알 수 있었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삼잎 추출물의 발효에서 발효전과 비교하
여 Rg1과 Rb1은 감소한 반면 Rh1, Rg3, Rk1 및 
Rh2는 발효 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홍삼에서 대표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Rg3

의 경우 발효전 2.77 ㎍/g에서 70.62∼77.61 ㎍
/g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인삼잎 중 진세노사이드
를 분석한 결과와 같은 결과[23]를 나타내고 있
으며 인삼 잎의 고분자 ginsenoside가 유산균 발
효에 의해 저분자 ginsenoside로 전환되었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인삼 및 홍삼의 발효
에 있어 균의 특성에 따라 수삼에서 많이 검출되
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감소하는 대신에 홍삼 
특유의 진세노사이드 조성이 증가 되었다고 보고
[24]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3.5. 인삼잎 발효공정에 따른 총 페놀성 

     화합물 및 전자공여능 

  김치로부터 분리한 유산균 5종을 이용하여 인
삼 잎을 발효함에 있어 발효시간에 따른 유효성
분을 분석하기 위해 인삼잎 추출액 10°Bx를 각
각 MRS 배지 대비 10%, 20%로 첨가하여 72시
간 동안 발효를 실시한 후 총 페놀성 화합물 함
량 전자공여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6, 7과 같
다. 사용균주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부 균주에서
는 발효전과 비교하여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발효가 0～7일차까
지 진행됨에 따라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 및 
전자공여능은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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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Changes of ginsenoside composition in ginseng leaf by various lactic acid bacteria 

Samples
Content (㎍/g)

Rg1 Rh1 Rb1 Rg3 Rk1 Rh2

11) 379.32±0.302)a3) 26.37±3.23c 25.81±0.12a 2.77±0.13c 9.35±0.11d 0.16±0.16d

2 120.41±0.11b 411.45±1.90b 24.92±0.09a 75.26±0.95a 142.48±0.51bc 15.46±0.09bc

3 115.63±0.09b 425.97±0.16b 24.52±1.75a 72.46±1.17ab 145.34±1.48b 15.61±0.17bc

4 100.77±0.06b 421.65±0.34b 20.19±0.23b 70.62±0.45b 140.81±0.62c 16.37±0.21b

5 90.22±10.21c 431.73±0.21a 24.62±0.03a 77.61±0.71a 157.27±0.07a 18.79±1.43a

6 103.43±0.05b 420.47±0,09b 23.66±0.09ab 73.53±0.21ab 146.42±1.56b 16.23±0.26b

    1) 1. Non fermented ginseng leaf, 2. Fermented ginseng leaf by KC-1, 3. Fermented ginseng  leaf by      
KC-2, 3. Fermented ginseng leaf by KC-3,  4. Fermented ginseng leaf by KC-4, 5. Fermented ginseng  
leaf by KC-5,  6. Fermented ginseng leaf by KC-35

    2)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 
    3)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p<0.05) 

 

                          (A)                                          (B)

              Fig. 6. Changes of total phenol content of fermented ginseng leaf extract by 
                     various lactic bacteria.
                     (A) Ginseng leaf extract(10°Bx) 10% in MRS broth 
                        (B) Ginseng leaf extract(20°Bx) 10% in MRS br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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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7. Changes of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fermented ginseng leaf extract by 
                      various lactic bacteria.
                      (A) Ginseng leaf extract(10°Bx) 10% in MRS broth  
                      (B) Ginseng leaf extract(20°Bx) 10% in MRS broth

4. 결 론 

  국내 인삼잎을 활용한 식품소재로서의 가능성
을 분석하고자 잔류성이 높은 tolclofos-methyl와 
azoxystrobin의 제거 기술을 제시하고 김치로부
터 분리된 β-glucosidase 활성이 높은 유산균주
를 인삼잎 발효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인삼 잎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 인삼 잎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microwave을 이용한 결과 
tolclofos-methyl 및 azoxystrobin의 검출한
계는 0.007 mg/kg, 0.008 mg/kg이었고 잔
류농약의 회수율은 97∼100.5% 이었다. 한
편 tolclofos-methyl 및 azoxystrobin 두 농
약의 추출 효율은 microwave 추출 시간이 
3분으로 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하지만 microwave 추출의 경우 시
료의 함수율에 따라 추출 효율이 다른 것으
로 보고되고 있어 수분의 영향을 고려한 추
출효율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6종의 김치시료로 부터 총 38종의 유산균을 
분리한 후 계대 배양을 실시하여 단독 콜로
니를 순수 분리하여 β-glucosidase 활성이 
있는 29 종의 균주를 선별하였으며 이중 
KC-1, KC-2, KC-3, KC-5 및 KC-35가 
가장 활성이 가장 높아 인삼 잎 발효공정에 
이용하였다.

  3. 유산균주 5종에 의해 발효한 인삼잎 발효액
의 발효에 따른 ginsenoside 조성은 Rg1과 
Rb1은 감소한 반면 Rh1, Rg3, Rk1 및 Rh2

는 발효 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삼에서 대표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Rg3 성분도 무발효 인삼 잎 보다 35배 이
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인
삼 잎을 발효함으로써 식품뿐만 아니라 다
양한 제품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 된다.

  4. 발효시간에 따른 인삼잎 발효 추출액의 총 
페놀성 화합물 및 전자공여능은 일부 균주
에서는 발효전과 비교하여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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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0일에서 7일간 진행됨에 따라 발효
시간이 증가할수록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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