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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ffect of puffing treatment on saponins, total sugars, acidic polysaccharide, phenolic compounds, microstructure
and pepsin digestibility of dried red ginseng tail root were tested. Puffing samples of dried red ginsneng tail root were pre-
pared at 20rpm, 15 kg/cm2, 120~150oC, and for 30 min by a rotary type apparatus of 5 L capacity. Crude saponin content
of puffing red ginseng tail root was increased 26.5% compared to non-puffing, especially Rg3 content was increased from
0.49 mg/g to 0.72 mg/g. Total sugar content was not changed, but acidic polysaccharide content was slightly decreased
from 7.15% to 6.44% by puffing treatment. Total phenolic compounds was increased from 7.86% to 9.94% by puffing. In
terms of individual phenolic compounds, salicylic acid was quantified in puffing tail root, but gentisic acid was quantified in
non-puffing. Syringic acid was the most predominant phenolic acid, increased to about 6 times by puffing treatment. On
the other hand, gallic acid, p-coumaric acid, caffeic acid and ferulic acid were highly decreased. Microstructure of cross-
section in puffing tail root was shown to more uniform shape compared to non-puffing. Pepsin digestibilities of puffing
and non puffing red ginseng tail root were 22.4% and 46.2%, respectively (p<0.05). The results indicated that puffing
treatment might be useful increasing the bioactive components, preference and diges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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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려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오갈피나무科

(Araliaceae)의 人蔘屬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류로서 예로부터

그 뿌리를 중요한 약제로 사용하여 왔으며1), 주요 生理活性成

分으로는 사포닌, 페놀성 성분, 폴리아세틸렌 성분, 알칼로이

드 성분, 다당체등이 알려져 있고2),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藥理成分인 사포닌은 스테로이드골격을 갖는 triterpenoid 配

當體3-5)가 처음 알려진 후 최근까지 30여종의 사포닌 성분이

분리되어 그 구조가 구명되어 있다.6-7) 인삼의 비사포닌성분

으로는 항암활성이 우수한 polyacetylene계열과 항당뇨와 혈

압강하와 관련이 있는 유리아미노산, 항산화활성이 우수한 페

놀성 화합물등이 있다.8-9) 인삼의 페놀성 성분은 노화억제에

유효성분으로 10여종 이상의 항산화성 페놀성물질들이 밝혀

졌고10-11), 이들 물질은 고혈압억제, 항암, 항산화, 미백활성등

의 생리활성이 알려져 있다.12-14) 

인삼을 1차 가공한 原形蔘類로는 4~6년간 재배하여 주로

8~10월에 수확한 수삼을 건조한 백삼과 증자, 건조공정을 거

쳐 제조한 홍삼이 대부분이며15) 이들을 원료로 한 2차 가공

품은 농축액제품과 분말제품등이 많이 알려져 있다. 인삼제품

의 생산을 위한 증자, 건조, 농축의 경우 가열처리공정에 의

해서 갈변이나 수용성 고형물의 증가, 주요 유용성분의 변화

등 다양한 이화학적인 품질변화가 일어나게 된다.16) 한편, 식

품가공에서 가열처리방법은 독특한 향미형성이나 기호성을 높

이기 위해 이용된다. 가열처리방법의 일종인 압출성형공정은

혼합, 분쇄, 가열, 성형, 건조와 같은 단위조작이 단시간내에

일어나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식품가공방법17)으로 압출성형

시 발생하는 고온, 고압, 고전단력에 의하여 세포벽 성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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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이 이완되면서 수용성 성분의 용해를 용이하게 한다.18)

인삼의 경우에도 수삼을 압출성형할 경우 사포닌 변형체의 특

유성분인 Rh2, Rg3, Rh1, Rh4 등과 같은 홍삼류 진세노사이

드의 전환이 확인된 바 있다.19) 식품가공방법중 하나인 팽화

(puffing) 역시 짧은 시간에 높은 온도를 처리함으로서 식품중

에 존재하는 전분의 호화, 단백질의 변성 및 조직화, 저장중

지질의 산패 등을 유발시키는 효소의 불활성화, 자연 발생적

인 유해물질의 파괴, 원료성분의 탈취 및 변형과 같은 다양한

품질변화를 일으킨다.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와 생활수준의 향상 및 웰빙의식이 보

편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식품선택이 다양화, 고급화, 건강지향

화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증가

및 신소재를 활용한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인삼제품의 개

발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인삼의 다양한

품질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팽화처리가 건조

홍미삼의 사포닌, 당류, 페놀화합물등 주요활성성분 함량과 미

세구조 및 소화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수행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

인삼시료는 경기도 포천에서 재배한 4년근 건조 홍미삼

(dried red ginseng tail root)을 사용하였다. 팽화장치는 일반

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회전식 (rotary type)으로 회전속도

20rpm, 용량 5 L, 최대압력 15 kg/cm2, 팽화온도 120~150oC,

팽화시간 30분, 열원은 프로판 가스버너를 사용하였다(Fig. 1).

2. 조사포닌 함량 분석20,21)

시료 5 g을 정확하게 칭량하여 추출수기에 옮긴 다음 50

ml 수포화부탄올을 첨가하고 80oC에서 3시간 동안 3회 반복

추출한 후 여과지 (Whatman No 2)로 여과하였다. 여액은

250 ml분액여두에 옮기고 50 ml 증류수를 가한 후 세척하였

다. 이후 부탄올층을 미리 항량을 측정한 농축수기에 옮겨 감

압농축한 후 50 ml 에테르를 가하고 36oC에서 30분간 추출

하여 지질성분등을 제거하고 남은 잔사를 105oC에서 30분간

건조한 후 얻어진 건고물의 중량을 측정하여 조사포닌 함량

으로 하였다. 

3. 진세노사이드 조성분석

상기 조사포닌 함량 측정시 얻어진 건고물을 5 ml HPLC

용 메탄올로 녹여낸 후 0.45 µm의 막필터로 여과하여

HPLC를 이용하여 사포닌 조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컬럼은

u-Bondapak C18 Column (10 µm, 3.9×300cm, Waters)을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검출기는

Jasco UV detector (203 nm)를 사용하였다. 이동상으로는 물

(A)과 acetonitrile(B)의 gradient system을 사용하였으며 A를

기준으로 80% (0분), 80% (10분), 68% (40분), 57% (50분),

20% (65분), 0% (70분)이었다. 이동상의 유속은 분당 1.0 ml

이었으며 시료주입량은 20 µl, 분석온도는 상온이었다.

4. 총당 및 산성다당체 분석

시료 2 g에 증류수 100 ml를 첨가하고 환류냉각장치를 열

수로 추출한 다음 여과지 (Whatman No 2)로 여과하고 100

ml로 정용하였다. 홍삼 열수추출물은 0.45 µm 막필터로 여과

한 후 총당 분석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산성다당체 분석

을 위해 열수추출물 20 ml를 취하고 cold 에탄올 80 ml를

첨가하여 다당체 성분을 침전시킨 후 4oC, 10,000 xg에서 20

분간 원심분리하여 침전물을 얻었다. 이후 침전물을 일정량의

증류수로 현탁시킨 후 산성다당체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총

당은 glucose를 표준물질로 하여 phenol-sulfuric acid법22)

산성다당체함량은 β-D-galacturonic acid를 표준물질로 하여

carbazole-sulfuric acid 방법23)으로 각각 정량하였다. 

5. 총페놀함량 및 페놀산성분 조성분석

시료 2 g에 80% MeOH 50 ml을 가한 후 분쇄하고 열탕

중에서 환류냉각장치를 부착시켜 가용성성분들을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여과한 후 감압농축시키고 증류수 30 ml로 녹인 후

0.45 µm 막필터로 여과한 후 총페놀함량 분석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Total phenol함량은 Folin-ciocalteu법24)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이때 표준물질은 chlorogenic acid를 사용하였

다. 페놀산성분 조성분석을 위해 상기 제조한 추출액을 일정

Fig. 1. Puffing apparatus used for processing of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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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취해 분액여두에 옮기고, 에틸에테르로 2회 반복 추출후

감압농축하였다. 건고농축물에 BSTFA〔bis(trimethylsilyl)tri-

fluoroacetamide)〕/ pyridine (2.5/1, v/v)을 가하여 80oC에서

30분간 반응시켜 TMS 유도체를 조제하였다. 유도체화된 시료

는 ZB-50 capillary column(0.25 mm×30 m, Phenomenex Co.,

USA)을 사용하여 GC (Hewlett Packard 6890 Series, USA)

로 분석하였다. 분석조건은 초기온도 120oC(3분간 유지)에서

250oC까지 분당 6분씩 승온하고 250oC에서 3분간 유지하였

다. 주입구와 검출기 온도는 각각 230oC, 260oC였으며

flame ionization detector로 검출하였다. 운반가스는 질소를

분당 1 ml로 흘렸으며 split ratio는 1:50이었다. 분리된 페놀

산은 표준품 페놀산의 retention time과 비교하였고, 각 페놀

산의 함량은 표준품 페놀산의 peak area로부터 표준곡선을

작성하였다. 

6. 미세구조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2380N,

Hitachi Ltd., Japan)으로 가속전압 20 kV에서 미세구조를 관

찰하였다. 

7. 소화율측정

In vitro 건물소화율: Inoculum 제조를 위해 도살장에서 반

추위 내용물을 39oC로 유지시켜 실험실로 운반한 다음

rubber stopper가 장착된 삼각 플라스크에 반추위 내용물 1 L

당 각각 알팔파와 볏짚 20 g씩을 첨가하고 50:50 McDogall's

buffer25)와 혼합한 후 39oC shaking incubator에서 24시간 계

대배양한 다음 2,500 xg에서 15분동안 원심분리시켜 상층액을

취하여 접종액으로 이용하였다. 50 mL centrifuge tube에 시

료 0.5 g, McDogall's buffer 30 mL, 접종액 1 mL 첨가 후

혐기배양방법으로 접종하고 rubber stopper를 장착 후 39oC

shaking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한 다음 pelleted residue

를 이용하여 건물소화율 (DM digestibility)를 측정하였다.26)

Pepsin 소화율: 시료 1 g을 정확히 취하여 탈지한 다음

200 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0.2% 펩신염산용액 150 ml를

가하고 45oC 항온수조에서 흔들어 주면서 16시간 소화시킨

다음 여과지 (Whatman No 2)로 여과한다. 불소화물을 온수로

세척하고 불소화물과 여과지를 단백질 분해수기에 옮기고 조

단백질 정량법에 준하여 분해, 증류, 적정하고 불소화물의 조

단백질함량을 구하고, 별도로 시료에 대한 조단백질의 함량도

구한 다음 펩신소화율을 측정하였다.

펩신소화율(%) = [(A-B)/A]×100

A : 시료중 조단백질 함량(%)

B : 불소화물중 조단백질 함량(%)

8. 통계분석

총당과 산성다당체 함량 및 소화율에 대한 실험분석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으며, 두 실험군간 차이는 SAS를

이용하여 ANOVA와 t-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포닌과 진세노사이드 함량

물포화부탄올 추출법으로 홍미삼의 조사포닌함량을 측정한

결과 (Table 1) 팽화전 7.86%에서 팽화후 9.94%로 약 26.5%

증가하였다. 사포닌조성에서는 홍미삼의 팽화시 고려인삼 고

유의 주요 진세노사이드인 Rb1, Rb2, Rc, Re, Rg1등의 함량

은 다소 감소한 반면 Rb1의 구조상 20번 위치에서 glucose

가 한개씩 차례로 떨어진 구조를 가진 Rd와 Rg3함량은 증가

하였고, 홍삼 특유의 진세노사이드인 Rg3는 0.49 mg/g에서

0.72 mg/g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에서 분

석한 12종의 진세노사이드의 총함량은 팽화전후 각각 49.35,

49.51 mg으로 차이가 없었다. 가열형태는 다르지만 압출성형

이 조사포닌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하와 류1)에 의하

면 홍삼은 4.02%, 피부백삼과 백삼은 각각 3.56, 3.25%인

반면 수분함량 25%와 30%에서 압출성형한 수삼은 각각

4.77, 4.12%로 조사포닌 함량이 증가하였고, 이는 압출성형

전단력으로 수삼세포벽의 파열로 인해 조사포닌 용해가 용이

하게 세포벽의 구조가 변형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수분함량이

낮을 때 많은 변형을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 윤 등27)의 연구

에서도 인삼가열처리로 추출된 인삼조사포닌 함량이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처리온도 150~170oC이상에서 16~23

분 이상 가열처리시에는 오히려 조사포닌 함량이 다소 감소

Table 1. The effects of puffing on crude saponin and ginsenoside contents of dried red ginseng tail root

Treatment Crude saponin
(%)

Ginsenosides(mg/g)
Rb1 Rb2 Rc Rd Re Rf Rg1 Rg2+Rh1 Rg3 Total

Non-puffing 7.86 9.82 8.68 11.13 4.45 7.35 1.55 3.30 2.58 0.49 49.35
Puffing 9.94 9.50 8.52 10.99 5.40 7.16 1.56 2.95 2.67 0.72 49.51

*The contents are calculated by dry basis. Values are the means of three replicate from one pooled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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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박 등28)도 인삼을 고온에서 볶음처리시 일부 극성

사포닌성분이 분해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개별 진세노사이

드들의 함량변화는 인삼을 고온고압처리시 Rb2, Re, Rg1 등

은 130oC 이상의 고온에서 불안정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Rg3 또는 Rh2의 경우 새로이 생성되거나 그 함량이 증

가하였다는 양 등29)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2. 가용성 총당과 산성다당체 함량

인삼에서 당류는 채굴시기나 연근 및 가공형태 등에 따라

함량 차이를 나타내지만 주요 성분중에서 가장 함량이 높고30)

특히 산성다당체의 경우 면역활성, 항종양, 혈당강하, 항궤양

등의 다양한 활성이 보고되었다.2) 본 연구에서 홍미삼의 팽화

전후의 가용성 총당과 산성다당체 함량은 Table 2와 같다.

팽화전후 가용성 총당은 건물기준으로 각각 76.7, 74.0%로

비슷하였으나 산성다당체 함량은 팽화전후 각각 7.15, 6.44%

로 다소 감소하였다. 하 등은1)는 홍삼, 백삼 및 압출성형 수

삼의 총당함량은 59.26~63.28%, 홍삼, 피부백삼 및 백삼의

산성다당체 함량은 각각 7.23, 2.71, 4.01%, 수분함량 25%

와 30%에서 압출성형한 수삼은 각각 5.73, 6.47%로 보고하

였다. 박 등28)은 홍삼의 산성다당체 함량은 인삼의 크기에 따

라 4.7~7.4%로 보고하였고, 윤 등27)은 가열처리시 가용성

고형물은 감소하는 반면 산성다당체 함량은 다소 증가하는 것

으로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용성당류 함량은

이전의 보고와 유사하지만 산성 다당체 함량은 다소 낮았다. 

3. 총 페놀함량 및 페놀산 조성

인삼의 페놀산성분은 salicylic acid, p-hydroxybenzoic

acid, gentisic acid, protocatechuic acid, vanillic acid, syrin-

gic acid, cinnamic acid, m-coumaric acid, p-coumaric acid,

caffeic acid, ferulic acid, maltol 등이 존재하며31), TMS방법

에 따라 함유량 및 분포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2-34)

본 연구에서 팽화홍미삼의 총페놀함량은 9.94%로 홍미삼의

7.86%에 비해 약 26% 증가하였고(Table 3), 팽화처리 전후

의 페놀산 조성변화는 Table 3에 나타낸 것처럼 전체 페놀산

함량은 팽화처리시 약 76% 증가하였다. 개별 페놀산의 경우

gentisic acid는 팽화처리전 홍미삼에서만, salicylic acid는 팽

화처리후 홍미삼에서만 검출되었으며 gallic acid, p-coumaric

acid, caffeic acid, ferulic acid 등은 팽화처리후 크게 감소한

반면 syringic acid는 팽화후 약 6배 증가하였다. Hydroxy-

benzoic acid와 vanillic acid의 경우 두 시료에서 모두 검출

되지 않았다. 백삼과 홍삼의 quercetin, cinnamic acid, p-cou-

maric acid, maltol, esculetin 함량을 측정한 Hwang 등35)은

백삼은 cinnamic acid가 가장 높았고, 홍삼은 증숙과정중에

열처리에 의해 2차적으로 생성되는 특이성분인 maltol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와 류1)는 수분함량 25%, 배럴온

도 110oC에서 건조수삼을 압출성형한 시료와 홍삼에서만 홍

삼특유성분인 maltol이 관찰되어 말톨이 압출성형공정에 의해

선택적으로 증가함을 보고한 바 있다. 인삼에 함유된 p-

coumaric acid는 혈소판응집을 억제하고 arachidonic acid 대

사를 조절하여 prostaglandin생성을 억제하는 생리활성이 밝

혀졌다.37)

4. 미세구조

회전식 팽화장치를 이용하여 팽화처리한 홍삼분말과 건조

홍미삼의 미세구조 변화를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팽화후 건조미삼의 절단면 미세구조

는 전분과 세포벽이 물리적 전단력과 열에 의해 흐트러

짐과 용해 상태로서 팽화처리전 보다 훨씬 균일화한 입

자모양을 나타내었다. 팽화전 홍삼분말의 400배(A)와

2500배(B) 사진의 경우 전분과 세포벽이 원래상태를 유

지하고 있는 반면, 팽화후 홍삼분말의 경우(C, D) 전분

과 세포벽이 물리적 전단력과 열에 의해 흐트러짐과 용

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팽화전 건조홍미삼의 절단면을

600배와 2500배로 촬영한 결과(E, F)는 거친입자가 단

Table 2. The effects of puffing on water soluble total sugars and
acidic polysaccharide contents of dried red ginseng tail
root

Treatment Total sugars
(%)

Acidic polysaccharides
(%)

 Non-puffing 76.7±0.57 7.15±0.11
 Puffing 74.0±5.01 6.44±0.13

*The contents are calculated by dry basis. Values are mean±SD
(n=3).

Table 3. The effects of puffing on total phenol content and phenolic acid compositions of dried red ginseng tail root

Treatment
Total phenol

content
(%)

Phenolic acid compositions(mg/g)
salicylic

acid
gentisic

acid
gallic
acid

p-coumaric 
acid

syringic
acid

caffeic
acid

ferulic
acid Sum

Non-puffing 7.86 - 2.68 1.14 1.20 1.95 0.62 0.34 7.93
Puffing 9.94 1.04 - 0.28 0.12 12.09 0.22 0.17 13.92

*The contents are calculated by dry basis. Values are the means of three replicate from one pooled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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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분쇄된 느낌인 반면 팽화후 건조홍미삼의 절단면(G,

H)은 팽화전 보다 균일화한 입자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압출성형공정은 혼합, 분쇄, 가열, 성형, 건조와 같은 단위조

작이 단시간내에 일어나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식품가공방

Fig. 2. Microstructure of ginseng tail root before and after puffing. A: Red ginseng powder before puffing (×400), B: Red ginseng
powder before puffing (×2500), C: Red ginseng powder after puffing (×400), D: Red ginseng powder after puffing (×2500), E:
Cutting plane of red ginseng tail root before puffing (×600), F: Cutting plane of red ginseng tail root before puffing (×2500),
G : Cutting plane of red ginseng tail root after puffing(×600), H : Cutting plane of red ginseng tail root after puffing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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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4)으로 압출성형시 발생하는 고온, 고압, 고전단력에 의하

여 세포벽 성분간의 결합이 이완되면서 수용성성분의 용출이

용이해진다.25)

5. 소화율

팽화처리 전후의 홍미삼에 대한 건물(DM)소화율과 펩신소

화율의 비교결과는 Fig. 3과 같다. In vitro 시험으로 발효특

성을 조사한 결과 팽화전후 건물소화율은 각각 19.12,

23.54%, 펩신소화율은 각각 22.37, 46.19%로 나타나 팽화처

리후 홍미삼의 소화율이 팽화처리전 홍미삼에 비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5). 이와 같은 결과는 팽화처리한

건조홍미삼의 미세구조를 관찰한 Fig. 2의 결과에서 전분과

세포벽이 물리적 전단력과 열에 의해 흐트러짐과 용해상태, 조

직팽창 및 밀도조절 등으로 팽화전 보다 훨씬 균일화한 입자

모양을 나타내므로 체내 흡수력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 약

팽화처리가 홍미삼의 사포닌 성분, 당류, 페놀성분, 미세구

조 및 소화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홍미삼의 추출

된 조사포닌 함량은 팽화처리후 약 26.5% 증가하였다. 사포

닌 조성에서 팽화홍미삼은 홍미삼에 비해 Rb1, Rb2, Rc, Re,

Rg1함량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Rd와 Rg3함량은 증가하였고,

특히 Rg3함량은 0.49 mg/g에서 0.72 mg/g로 증가하였다.

가용성 총당은 팽화전후 비슷하였고, 산성다당체 함량은 각각

7.15, 6.44%로 팽화후 다소 감소하였다. 총페놀함량은 7.86%

에서 9.94%로 증가하였다. 개별 페놀산의 경우 gentisic acid

는 홍미삼에서만, salicylic acid는 팽화후 홍미삼에서만 검출

되었고, gallic acid, p-coumaric acid, caffeic acid 및 ferulic

acid 등은 팽화로 크게 감소한 반면 syringic acid는 약 6배

증가하였다. 팽화후 홍미삼의 절단면 미세구조는 팽화전

보다 훨씬 균일화한 입자모양을 나타내었으며, 팽화전후

펩신소화율은 각각 22.4, 46.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p<0.05). 본 결과는 팽화처리에 의해 홍미삼

의 생리활성성분의 증가와 기호성 및 소화율을 높일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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