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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fermentation characteristics of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and root hair of red ginseng. Also, pH, acidity, brix, reducing sugar, 
total sugar, and alcohol were analyzed. The extrusion conditions were barrel temperature of 110 and 140oC 
and moisture content of 25 and 35%. Fermentation temperature was 27

o
C for 15 days and the cultivation was 

fixed with Saccharomyces cerevisiae, Aspergillus usamii, and Rhizopus japonicus.  The results showed that 
pH, brix, reducing sugar content, and total sugar content of fermented broths were decreased after 5 days 
and then maintained steadily for the following 10 days. Acidity of final fermented broths were 1.12% (root 
hair of red ginseng), 1.19%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and 0.97～1.02%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respectively. Alcohol content of final fermented broths were 3.82% (root hair of red 
ginseng), 0.91%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and 1.86～2.18%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The fermentation efficiency of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barrel temperature 140oC, 
moisture content 25%) were the highest. In conclusion, the fermentation efficiency was increased by extrusion 
process.

Key words: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fermentation, extrusion process

†Corresponding author. E-mail: ghryu@kongju.ac.kr
†Phone: 82-41-330-1484, Fax: 82-41-335-5944

서   론

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두릅나무과(Aralia-

ceae)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자생, 는 재배되고 있다. 

인삼은 자연 상태에서 생육하고 있었으나 뛰어난 약효로 인

해 오랜 기간의 순화기간을 거쳐 이를 재배하게 되었는데, 

자를 산삼이라 하고 후자를 재배인삼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산삼은 다시 천종, 지종, 장뇌로 구분한다(2). 산삼은 생

장속도가 느려서 최소 10～15년 된 것을 이용하고 있으며 

산삼의 약효가 재배인삼에 비해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3). 그러나 재배가능 면 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수한 

시설 조건하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이러한 재배인삼의 문제

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식물의 조직배양 기술을 이용하여 

인삼을 량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pilot plant 시설에 

의해 량의 산삼배양근이 생산되고 있어 많은 심을 끌고 

있다(4). 이와 같이 생산된 산삼배양근은 천연 산삼과 성분

에서 매우 유사하며, 체로 인삼보다 사포닌 함량이 높고 

인삼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약리성분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개발이 시도되

고 있다(5).

한편, 발효식품은 각 지역의 토착미생물이 식품원료에 자

연 종된 결과 생성된 것으로 독특한 능특성을 갖는 식문

화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 다(6). 더욱이 최근에는 발효

식품의 생리활성 작용이 알려지면서 세계 으로 건강기능

성 장수식품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인삼은 60% 이상

의 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발효소재로서 많은 가능성이 있

지만, 산삼은 발효소재로서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압출성형공정은 혼합, 분쇄, 가열, 성형, 건조와 같은 단

조작이 단시간에 일어나는 단일공정으로, 다른 열처리 가공

공정과 비교하여 효율 이고 경제 인 공정으로서(7), 분

의 수화, 팽윤, 호화, 무정형화  덱스트린화, 단백질의 변

성, 효소의 불활성화, 미생물의 사멸  살균, 냄새의 제거, 

조직 팽창, 도 조   갈색화 반응 등이 단시간에 일어나

고(8), 원료투입속도, 수분함량, 스크루 회 속도, 사출구의 

구조, 스크루 배열에 따라 목 하는 제품의 특성을 조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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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rew configuration for ex-
truding cultured mountain ginseng 
(model THK 31T).

다(9). 인삼의 압출성형에 한 연구는 배럴온도와 스크루 

회 속도에 따른 압출성형 백삼의 이화학  특성을 비교하

을 때 홍삼화가 가능함을 보여  연구(10)가 있었고, 압출

성형 미삼분말을 제조하여 수용성 성분의 추출수율과 추출

물의 성분 분석에 한 연구(11)결과가 발표되었다. 최근에

는 인삼 분의 처리로 압출성형공정을 이용하 을 때 효

소처리에 의한 분의 액화와 당화율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

과가 발표되었다(12). 그러나 압출성형 공정을 통한 인삼  

기타 발효소재 개발에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고, 압출성

형을 통한 산삼배양근의 알코올 발효특성에 한 연구는 진

행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삼배양근을 이용한 발효소재 개발과 

산삼배양근의 홍삼화를 목 으로 압출성형 산삼배양근 발

효액의 pH  산도측정, 당도, 총당, 환원당, 알코올 함량의 

변화를 홍삼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재료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인삼은 4년근 홍삼분말(Dongjin pha-

macy Co., Gumsan-gun, Korea)을 이용하 고 산삼배양근

을(CBN Biotech Co., Cheongju, Korea) 사용하 다.

균주

발효에 사용된 룩은 Aspergillus usamii와 Rhizopus 

japonicus가 포함된 바이오 룩(Koreaenzyme, Hwaseong, 

Korea)을 사용하 으며, 효모는 Saccharomyces cerevisiae 

(Koreaenzyme)를 사용하 다.

압출성형 산삼배양근

압출성형 산삼배양근 제조에 사용된 압출성형기는 자체 

제작한 실험용 축압출성형기(THK 31T, Inchon Machinery 

Co., Incheon, Korea)이며 압출성형기의 스크루 직경은 29.0 

mm, 직경과 길이의 비(L/D ratio)는 25:1이며 스크루 배열은 

Fig. 1과 같다. 압출성형공정에 따른 산삼배양근의 발효특성

을 알아보기 하여 배럴온도는 110/110/80
oC, 140/140/80oC 

(배럴순서 1/2/3)로 조 하 으며, 수분함량은 25, 35%로 조

하 다. 스크루 회 속도는 200 rpm, 원료 사입량 100 

g/min로 고정하 으며, 사출구 직경 1.0 mm 사출구 3개로 

고정하여 사용하 다. 산삼배양근을 압출성형하여 제조한 

시료는 Table 1과 같다.

압출성형된 산삼배양근 시료는 열풍건조기(HB-502MP, 

Han Beak Co., Bucheon, Korea)를 사용하여 50
oC에서 8시

간 건조하 으며, 건조된 시료는 가정용 분쇄기(FM-681, 

Hanil, Haman, Korea)로 분쇄한 다음, 35 mesh 표 체

(Testing sieve, Chung-gye Sanggong Co., Seoul, Korea)

를 통과한 분말을 분석  발효용 시료로 사용하 다.

발효액의 제조

산삼배양근 분말 10 g에 증류수를 50 mL씩을 가하여 혼

합한 후 각각의 혼합액에 룩 0.13 g과 효모 0.05 g을 종

하여 각각 7개의 시료를 만들었다. 발효조건은 27oC에서 정

치배양을 하 으며, 15일간 발효하 다. 시료의 채취는 발효

시작 후 0, 1, 2, 3, 4, 10, 15일에 한 개씩 채취하 으며, 발효

시간에 따른 발효액은 원심분리기(Mega 21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Incheon, Korea)에서 7,121×g로 20분간 원심

분리 하여 상등액을 분석시료로 사용하고 4
oC에서 보 하 다.

pH  산도

발효액의 pH는 Microprocessor pH meter(pH 213, 

Hanna instruments,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발효액의 산도는 식품공 (13)의 조미식품 식  시험방법에 

하여 측정하 다. 10% 발효액 25 mL에 1% phenolph-

thalein alcohol 0.5 mL을 가한 후 0.1 N NaOH 용액으로 

정하여 엷은 홍색이 30  유지되는 시 에서의 소비량을 

Table 1. Sample of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
seng

Sample 
No.

Raw materials
Moisture 
content (%) 

Barrel 
temperature (oC)

RG
Root hair of red 

ginseng
－ －

MG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 －

MG1
MG2
MG3
MG4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25
25
35
35

110
140
11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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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여 acetic acid percentage(%)로 환산하 다.

당도

발효액의 당도는 아날로그 당도계(Hand Refractometer, 

ATAGO N1,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총당

발효액의 총당 함량은 Phenol-H2SO4법(14)으로 정량하

다. 1% 발효액 1 mL에 5% 페놀수용액 1 mL를 가한 다음 

진한 황산(98%, v/v) 5 mL를 가하여 혼합하고 15분간 상온

에서 방치하여 반응시킨 후 분 도계(Libra S35, Bio-

chrom Co., Cambridge, England)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검량곡선을 이용해 정량하 다. 총당 함

량의 검량곡선은 루코오스를 이용하여 작성하 다.

환원당

발효액의 환원당 함량은 DNS법(15)으로 정량하 다. 2% 

발효액 1 mL에 DNS 시약 3 mL를 혼합하여 끓는 물에서 

5분간 반응시키고, 얼음물에서 15분간 속 냉각하 다. 냉

각된 반응액에 증류수를 가하여 25 mL로 정용한 후 분

도계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검량곡선

을 이용하여 정량하 다. 환원당 함량의 검량곡선은 루코

오스를 이용하여 작성하 다.

알코올 함량

발효액의 알코올 함량은 국세청기술연구소 주류분석규정

(16)에 의한 주정분 분석법과 산화․환원법(17)을 응용하여 

측정하 다. 발효액 1 mL과 CaCO3 1 g, 증류수 200 mL를 

혼합한 후 가열증류를 하 다. 증류액이 70～80 mL 정도 

채워진 후 증류수를 이용해 100 mL로 정용하 다. 증류액 

1 mL에 0.2 N 크롬산칼륨용액 2 mL와 진한 황산(98%, 

v/v) 1 mL를 혼합 후 냉암소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분 도계를 이용하여 590 nm 장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알코올 함량의 검량곡선은 에틸알코올을 이용하여 작

성하 다.

결과  고찰

pH  산도

발효과정에서 생성되는 유기산, 탄산가스  기타 산 물질

은 pH에 향을 미친다(18). 발효액의 발효시간에 따른 pH

의 변화는 Fig. 2와 같다. pH는 발효시작 시 홍삼이 4.87 

±0.00, 산삼배양근이 5.62±0.00, 산삼배양근 압출성형물이 

5.15±0.00～5.51±0.00의 범 로 압출성형물 에서 MG2

(배럴온도 140
oC, 수분함량 25%)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

며, MG3(배럴온도 110
oC, 수분함량 35%)가 가장 낮게 측정

되었다. 발효시작 후 pH는 발효시작 후 2일까지 크게 낮아졌

으며, 이후 15일까지 완만하게 감소하여 안정된 상태를 나타

내었다. 산삼배양근 압출성형물에서 MG2(배럴온도 14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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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pH of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fermentation product during fermentation at 27oC.
-◆-, root hair of red ginseng; -■-, tissue cultured mountain gin-
seng; -▲-,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barrel 
temperature 110oC, moisture content 25%); -□-,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barrel temperature 140

o
C, moisture 

content 25%); -Ж-,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barrel temperature 110oC, moisture content 35%); -●-,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barrel temperature 140

o
C, 

moisture content 35%).

수분함량 25%)가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5.51± 
0.00～4.28±0.00), MG3(배럴온도 110

oC, 수분함량 35%)가 

5.15±0.00～4.20±0.00으로 가장 은 감소폭을 나타내었

다. 발효 15일에서의 pH는 홍삼이 4.13±0.00, 산삼배양근이 

4.06±0.00, 산삼배양근 압출성형물이 4.20±0.00～4.28± 
0.00로 압출성형 공정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Min과 Cho 

(19)의 연구결과에서 발효 인삼주의 pH가 3.8～4.2로 보고된 

결과와 비교하 을 때,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발효시간에 따른 발효액의 산도 변화는 Fig. 3과 같다. 최

종 인삼발효액 산도는 홍삼이 1.12±0.06%, 산삼배양근이 

1.19±0.06%, 산삼배양근 압출성형물이 0.97±0.01～1.02± 
0.01%로 측정되어 압출성형 공정 간의 산도에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Han 등(20)의 연구결과에서 압출성형백삼

의 산도는 20일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 다고 하 을 때, 본 

연구에서 압출성형 공정 간의 산도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은 이유는 발효시간이 상 으로 짧아 각종 미생물에 의

한 유기산 생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산도의 증가는 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증가하 고, 발효 

기 2일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하 다.

pH의 감소에 따라 산도는 증가하 는데 4일 이후의 산도

의 증가와 비교하여 pH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발효

기간 에 생성되는 아미노산 등에 의한 완충작용으로 인하

여 pH의 범 가 안정한 것으로 단되었다(21).

당도

발효 시간에 따른 당도의 변화는 Fig. 4와 같다. 발효  

인삼발효액의 당도는 홍삼 11.6±0.00oBrix, 산삼배양근 8.3 

±0.00oBrix, 산삼배양근 압출성형물 9.8～10.0±0.00oBrix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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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acidity of tissue cultured mountain gin-
seng fermentation product during fermentation at 27oC.
-◆-, root hair of red ginseng; -■-, tissue cultured mountain gin-
seng; -▲-,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barrel 
temperature 110oC, moisture content 25%); -□-,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barrel temperature 140

o
C, moisture 

content 25%); -Ж-,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barrel temperature 110oC, moisture content 35%); -●-,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barrel temperature 140

o
C, 

moisture content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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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in oBrix of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fermentation product during fermentation at 27oC.
-◆-, root hair of red ginseng; -■-, tissue cultured mountain gin-
seng; -▲-,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barrel 
temperature 110oC, moisture content 25%); -□-,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barrel temperature 140

o
C, moisture 

content 25%); -Ж-,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barrel temperature 110oC, moisture content 35%); -●-,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barrel temperature 140

o
C, 

moisture content 35%).

홍삼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산삼배양근을 압출성형 하

을 때 탁액의 당도는 최  10.0±0.00oBrix(배럴온도 110oC, 

수분함량 35%)까지 증가하 다. 발효액의 당도는 발효 기 

2일 동안 격하게 감소하 고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 안

정된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는 Jung 등(22)이 산삼배양근을 첨가한 발효주의 당도

가 발효시간에 따라 낮아지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

지만 당도가 감소하는 시간이 20일 동안 계속된 것과 비교하

여 본 연구에서는 발효 2일만에 격히 감소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발효시작 시 효모만을 종한 Jung 등(22)의 

연구와는 달리 룩을 혼합하여 첨가에 의해 당류의 환이 

빨리 일어나 알코올 환율이 증가한 것으로 단되었다.

최  당도는 발효 10～15일에 나타났으며, 홍삼이 7.9± 
0.00

oBrix, 산삼배양근 8.0±0.00oBrix, 산삼배양근 압출성형

물이 7.8～8.0±0.00oBrix로 홍삼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총당

발효시간에 따른 총당의 변화는 Fig. 5에 나타내었다. 발

효  탁액의 총당 함량은 홍삼 133.92±6.81 mg/mL, 산삼

배양근 49.68±0.71 mg/mL, 산삼배양근 압출성형물 79.23 

±4.17～84.25±1.10 mg/mL로 측정되었다. 압출성형물에서

는 MG2(배럴온도 140oC, 수분함량 25%)가 84.25±1.10 
mg/mL로 총당 함량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MG1(배럴온

도 110oC, 수분함량25%)가 79.23±4.17 mg/mL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산삼배양근이 압출성형공정을 통하여 최고 

70%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Kim 등(18)은 팽화미분을 첨가한 탁주 양조 제조에서 팽

화미분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총당의 함량이 높아졌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압출성형물의 경우 고온․고압

에서 압출성형 하여 팽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압출성형 탁

액의 총당 함량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 발효 기에 

총당의 함량이 격히 감소하 다는 보고와도 동일한 결과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효액의 총당 함량 변화는 발효 2일까지 격히 감소하

다가 발효 15일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당도의 감소 패턴과도 유사하 다. 최종 발효

액의 총당 함량은 홍삼이 24.34±1.51 mg/mL, 산삼배양근이 

18.61±0.47 mg/mL로 측정되었고, 산삼배양근 압출성형물

에서는 MG1(배럴온도 110
oC, 수분함량 25%)가 24.2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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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in total sugar of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fermentation product during fermentation at 27

o
C.

-◆-, root hair of red ginseng; -■-, tissue cultured mountain gin-
seng; -▲-,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barrel 
temperature 110

o
C, moisture content 25%); -□-,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barrel temperature 140oC, moisture 
content 25%); -Ж-,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barrel temperature 110

o
C, moisture content 35%); -●-,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barrel temperature 140oC, 
moisture content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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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mL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MG2(배럴온도 140oC, 

수분함량 25%)가 19.09±4.03 mg/mL로 가장 낮게 측정되어 

MG2(배럴온도 140
oC, 수분함량 25%)가 가장 발효 성이 

좋은 것으로 명되었다.

환원당

발효  탁액의 환원당 함량은 홍삼이 53.12±1.42 mg/ 
mL, 산삼배양근이 11.23±0.22 mg/mL, 압출성형산삼배양

근이 21.67±0.58～25.96±0.55 mg/mL로 측정되었다(Fig. 6).

압출성형물에서는 MG2(배럴온도 140
oC, 수분함량 25%)

가 25.96±0.55 mg/mL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MG1(배럴

온도 110
oC, 수분함량 25%)이 21.67±0.58 mg/mL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산삼배양근과 산삼배양근 압출성형물을 

비교하 을 때 산삼배양근은 압출성형공정을 통해서 2배 정

도의 환원당 함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압출성형공정을 통해 인삼 분의 호화와 함께 분의 사슬

이 단되어 환원당 함량이 증가한다는 Ha와 Ryu(23)의 연

구와 유사한 결과 다. 발효액의 환원당은 발효 2일까지 

격히 감소하 고, 이후 발효 종료 시까지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양상은 당도와 총당의 패턴과도 

유사하 다.

환원당의 감소량은 홍삼 발효액이 43.00±0.29 mg/mL로 

가장 컸으며, 산삼배양근 발효액의 경우 발효 기 환원당 

함량의 감소량이 7.00±0.48 mg/mL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

는데 이는 기 환원당 농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었

다. 압출성형물에서는 MG2(배럴온도 140
oC, 수분함량 25%)

가 24.00±0.39 mg/mL 감소되어 가장 많은 환원당을 소모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 환원당의 함량은 홍삼 발효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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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in reducing sugar of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fermentation product during fermentation at 27oC.
-◆- Root hair of red ginseng, -■- Tissue cultured mountain gin-
seng, -▲-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barrel 
temperature 110oC, moisture content 25%), -□-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barrel temperature 140

o
C, moisture 

content 25%), -Ж-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barrel temperature 110oC, moisture content 35%),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barrel temperature 140

o
C, 

moisture content 35%).

9.83±0.01 mg/mL, 산삼배양근 발효액이 0.41±0.02 mg/ 
mL, 산삼배양근 압출성형물이 1.57±0.34～2.17±0.12 mg/ 
mL로 측정되었다.

알코올 함량

인삼 발효액의 알코올 함량은 발효 기 4일까지 꾸 한 

증가를 보이다가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Fig. 7). 반면, 산삼배양근을 제외한 산삼배양근 압출성형

물, 홍삼 발효액에서는 발효 10일 이후에 알코올 함량이 약

간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장기간의 발효기간 

 알코올의 부분 인 휘발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단되었다.

인삼발효액의 최  알코올 함량은 홍삼 3.82±0.10%, 산
삼배양근 0.91±0.06%, 산삼배양근 압출성형물 1.86±0.10 
～2.28±0.06%로 측정되었다. 압출성형물에서는 MG2(배럴

온도 110
oC, 수분함량 25%)가 2.28±0.06%로 가장 높게 측

정되었다. 산삼배양근은 압출성형을 통해 알코올 함량이 

2～3배로 증가하 는데 이로써 산삼배양근을 압출성형 함

으로써, 발효효율을 높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Moon 등

(24)은 고온․고압 압출성형 공정을 통하여 알코올 발효를 

하 을 때 비처리구에 비하여 18% 이상 알코올 수율이 증가

하 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산삼배양근이 홍삼에 비해 알코올 함량이 비

교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산삼배양근이 홍삼에 비해 

알코올 발효의 기질이 되는 분의 양이 기 때문에 액화 

당화가 느리고 수율이 낮은 것으로 단되었다. 발효가 진행

될수록 알코올이 생성됨에 따라 당은  어드는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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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nges in alcohol of tissue cultured mountain gin-
seng fermentation product during fermentation at 27

o
C.

-◆- Root hair of red ginseng, -■- Tissue cultured mountain gin-
seng, -▲-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barrel 
temperature 110

o
C, moisture content 25%), -□-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barrel temperature 140
o
C, moisture 

content 25%), -Ж-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barrel temperature 110

o
C, moisture content 35%), -●-Extruded 

tissue cultured mountain ginseng (barrel temperature 140
o
C, 

moisture content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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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알코올이 생성됨에 따라 당도, 총당, 환원당이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산삼배양근과 압출성형 산산배양근의 발

효특성을 알아보기 해 발효액의 pH  산도, 당도, 총당, 

환원당, 알코올 함량의 변화를 홍삼발효액과 비교하 다. 

Saccharomyces cerevisiae와 Aspergillus usamii, Rhizopus 

japonicus를 함유한 룩을 종하여 15일간 발효시킨 알코

올 발효액의 pH, 당도, 환원당, 총당은 발효 시간 5일 에 

격히 감소하여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 안정된 상태를 보

여주었다. 한, 산삼배양근을 압출성형 시킴으로써 환원당, 

총당, 알코올 함량이 2배 이상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효액의 최종 산도는 홍삼 1.12±0.06%, 산삼배양근 1.19 

±0.06%, 압출성형 산삼배양근 0.97±0.01～1.02±0.01%로 

측정되었다. 알코올 발효를 시킨 발효액의 최  알코올 함량

은 홍삼 3.82±0.10% 산삼배양근 0.91±0.06%, 압출성형 산

삼배양근 1.86±0.10～2.18±0.06%로 측정되어 산삼배양근

을 압출성형 시킴으로써 최  2.5배 알코올 함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압출성형물 에서도 배럴온도 140oC, 수분함량 

25%로 압출성형 시킨 산삼배양근이 환원당, 총당, 알코올 

함량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 압출

성형공정을 통하여 산삼배양근 발효 성의 향상과 함께 새

로운 산삼발효제품과 식품개발의 가능성을 발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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