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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의 입자크기에 따른 사포닌 및 산성다당체의 추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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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ffect of pulverization on total solid, crude saponin, and acidic polysaccharide contents of dried red ginseng
main root were tested. Several particle size samples, including red ginseng main root (non pulverized), 10~40 mesh pow-
der, 40~100 mesh powder, and >100 mesh powder were used in the extraction. The sequential solvent extraction method
(1st: 70% EtOH at 70oC for 12 hr, 2nd: 70% EtOH at 70oC for 12 hr, 3rd: water at 70oC for 12 hr) was applied to extract
the saponins and acidic polysaccharide. Extraction yield of total solid of pulverized red ginseng (10~40 mesh size) was
increased to 20% compared with that of non-pulverized. Especially, the crude saponin content of pulverized red ginseng
(10~40 mesh size) showed an increase of 47% over non-pulverized. No difference in the component ratio was observed
by pulverization, when the individual ginsenosides were quantified by HPLC. Also, extraction yield of acidic polysac-
charide of pulverized red ginseng (10~40 mesh size) was increased 57% compared with that of non-pulverized. The
results suggested that pulverization might be useful for increasing the extraction yield of red ginseng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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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人蔘, Panax ginseng C.A. Meyer)은 오가피나무과

인삼속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류로서 한방에서는 그 뿌리를 주

로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약용작물 중에 하나이다1,2). 그

중에서도 고려인삼(高麗人蔘) 즉 국내에서 재배되는 인삼의

경우 중국, 일본, 미국 등에서 생산되는 인삼에 비해 그 약효

가 훨씬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려인삼은 대한민국

의 주요 특산품이며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주요 수출품목

중의 하나로 백삼과 홍삼 등의 건삼제품이 있다. 

인삼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1854년 미국의 Garrigues3)가

캐나다산의 화기삼 (Panax quinquefolium L.)으로부터 배당체

(진세노사이드)를 분리하여 panaguilon (C32H56O14)으로 명명하

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뒤 Brekhman4)이 인삼의 유효성분을

사포닌이라고 발표하여, 인삼사포닌이 유효성분으로 인정되고

Hohrhammer 등5), Wagner와 Roth6), Shibata 등7)에 의하여 인

삼사포닌 성분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가공학적

인 측면에서의 인삼성분에 관한 연구는 처리온도 및 시간에 따

른 ginsenoside의 반응속도론적 연구8), 인삼제품의 사포닌 추출

방법에 관한 연구9), 가공방법에 따른 몇가지 백삼 제품의 사포

닌 및 유리당 조성 변화에 관한 연구10), 인삼 조사포닌의 새로

운 분리 방법11), 고온고압처리에 의한 인삼의 성분 변화12) 등이

보고되어져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인삼 및 홍삼추출시의 처리

온도, 처리시간, 추출용매에 따른 인삼 성분들의 추출효율 및 성

분변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성분추출에 있어서 원료 자체

의 전처리에 의한 추출수율 및 성분변화에 관한 연구는 볶음처

리에 의한 추출성분들의 물리화학적 변화가 박 등13)에 의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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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었으며, 한 등14)이 홍미삼을 팽화처리한 후 그에 따른 홍삼

성분들의 추출수율 및 성분변화에 관하여 보고한 바 있다. 그러

나 홍삼 및 인삼의 분쇄에 의한 사포닌과 기타 유용성분의 신속

추출등과 같은 추출공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보통 인삼과 홍삼제품들을 제조할 경우 추출 및 농축을 통

해서 농축액을 제조한 후, 필요한 제품의 유형에 따라 농축액,

농축액 분말, 그리고 음료 등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때, 기본이 되는 홍삼 농축액을 제조하기 위하여 추출용매로

열수 또는 주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홍삼의 원형 그대

로 열수 또는 주정에 침지하여 유효성분을 추출해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대부분의 인삼가공 업체에서는 인삼 동체를

그대로 침지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추출함으로서 긴 추출시

간 및 유효성분의 최대 추출을 이루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

고 있다. 또한 추출 후 남은 홍삼박이 많은 용매를 함유하고

있어 건조 및 처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

서 기존의 추출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추출공

정의 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삼성분의 추출시간 및 최대추출효율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홍삼의 분말화가 홍삼성분의 추

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의 홍

삼동체로부터 홍삼성분을 추출하는 방법과 홍삼을 분말화하

여 추출하는 방법을 비교 시험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

홍삼 및 홍삼 분말시료는 구안산업(주)으로부터 제공받아 사

용하였다. 추출실험을 위한 홍삼분말시료는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쇄한 후 mesh 사이즈별로 분급하여 총 3종의 입도분포

(10~40, 40~100, >100 mesh)를 가지는 시료를 사용하였다.

2. 입도분석

미세 분쇄된 홍삼분말의 입도 분석은 laser 입도 분석기

(CILAS 1064, CILAS, Franc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추출

홍삼 및 홍삼분말은 70oC의 항온수욕조에서 환류냉각 추출

하였다. 이때 홍삼 시료와 추출용매 (70% 에탄올 또는 증류

수)의 혼합비는 1:5(w/v)이었다. 

 

4. 추출수율 비교

1) 가용성 고형분 함량

홍삼 및 홍삼분말시료의 추출수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 시

간대별로 추출액을 sampling하여 Refractor meter (PAL-1,

ATAGO, Japan)를 이용 추출액의 Brix(%)를 측정하였다.

70%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한 추출물은 70% 에탄올 용액의

Brix(%)값을 영점으로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2) 고형분 함량 

추출액의 고형분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칭량된

증발접시에 추출액 일정량을 취한 후 50oC의 건조기에서 건

조하였다. 건조가 끝난 홍삼 추출물을 105oC의 건조기에서

30분간 최종 건조시킨 후 desiccator안에서 방냉하였다. 방냉

이 끝난 증발접시의 최종 무게를 칭량한 후 최초 무게를 감

하여 홍삼추출액의 고형분 함량을 측정하였다. 

5. 사포닌 분석

1) 조사포닌 함량

분말시료의 경우 시료 2 g에 80% 메탄올 100 ml을 첨가하

고 환류냉각 장치를 이용하여 80oC에서 2회 반복하여 추출한

다음 추출물을 모아 감압 농축한 후 농축물을 20 ml의 증류

수에 녹여 사포닌 추출에 이용하였다. 70% 에탄올추출 액상

시료의 경우 일정량을 취해 감압 농축시킨 후 동일양의 증류

수에 녹여 사포닌 추출에 사용하였다. 분말시료 추출물 또는

액상시료를 250 ml 분액여두에 옮기고 에틸에테르 20 ml을

이용하여 농축물의 지질성분등을 제거한 후 수포화 부탄올

20 ml을 이용하여 3회 반복하여 추출하였다. 추출된 수포화

부탄올 층을 함께 모아 분액여두에 옮기고 15 ml 증류수로 2

회 세척하였다. 이후 부탄올 층을 농축수기에 옮기고 감압농

축한 후 농축물의 무게를 칭량하여 조사포닌 함량을 측정하

였다. 이를 다시 5 ml 메탄올에 녹이고 0.45 µm 막필터로

여과하여 총 사포닌 함량과 사포닌 조성 분석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2) 총사포닌 함량

상기에서 얻어진 사포닌 추출물 100 µl에 8% 바닐린용액

0.3 ml을 첨가한 후 냉수조에서 75% 황산용액 4 ml을 첨가

하였다. 이후 60oC에서 10 분 가온하여 발색시키고 545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표준곡선으로부터 총사포닌 함량을 구

하였다. 표준곡선은 ginsenoside Re (WAKO Chem., Japan)

을 0.2~1.0 mg/ml 농도로 순차적으로 조제한 후 시료용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시킨 후 흡광도를 측정하여 작성하였다.

3) 사포닌 조성14)

상기에서 얻어진 사포닌 추출물중의 사포닌조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HPL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컬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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µBondapakTM C18 Column (10 µm, 3.9×300 mm, Waters)

을, 검출기는 Jasco UV detector (203 nm)를 사용하였다. 이

동상으로는 물(A)과 acetonitrile(B)의 gradient system을 사

용하였으며 B를 기준으로 20%(0분), 20%(5분), 33%(38분),

80%(63분), 80%(75분), 20%(77분), 20%(90분)이었다. 이동

상의 유속은 분당 1.0 ml이었으며 시료주입량은 20 µl, 분석온

도는 35oC이었다.

6. 산성다당체

분말시료의 경우 시료 2 g에 증류수 50 ml을 첨가하고 환

류냉각 장치를 이용하여 80oC에서 3시간 추출한 다음 추출액

을 100 ml로 정용한 후 4oC, 10,000×g에서 20분간 원심분

리한 후 상징액을 얻었다. 상징액을 0.45 µm 막필터로 여과

한 여액을 산성다당체 측정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증류수추출

액상시료의 경우 일정량을 취해 동일한 조건으로 원심분리한

후 사용하였다. 산성다당체 분석을 위하여 여과된 추출물

20 ml을 취하고 cold 에탄올 80 ml를 첨가하여 다당체 성분

을 침전시킨 후 4oC, 10,0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침

전물을 얻었다. 이후 첨전물을 일정량의 증류수로 현탁시킨

후 산성다당체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산성다당체의 함량은

β-D-galacturonic acid를 표준물질로 하여 carbazole-sulfuric

acid방법15)으로 정량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홍삼분말 시료의 입도분석

실험에 사용된 홍삼분말을 laser 입도분석기를 이용하여 입

도분석한 결과 40~100 mesh 분말시료의 입도분포는

X10=28.95µm, X50(평균입도크기)=170.54µm, X90=268.01µm

이었고 100 mesh 이상분말시료의 입도분포는 X10=9.98µm,

X50(평균입도크기)=60.00µm, X90=135.47µm이었다 (Fig. 1).

10~40 mesh 홍삼분말시료의 경우 입도분석기의 최대 분석 한

계치(500µm)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홍삼분말 입도 및 추출시간에 따른 추출수율 비교

홍삼분말 입도 및 추출시간에 따른 추출수율은 Fig. 2와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홍삼분말 시료들을 추출에 사용

한 경우 원형홍삼에 비해 단축된 추출시간과 높은 추출수율

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2시간 추출시의

10~40 mesh 홍삼분말 추출물의 Brix는 3.6%로 원형삼 추

출물의 Brix (2.3%)와 비교하여 1.56배 높은 추출수율을 나

타내었다. 분쇄는 압축, 전단, 충격, 마찰, 비틀림 등의 물리

적 힘에 의해 여러 가지 작용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A) 40~100 mesh
Mean diameter: 162.90 µm
Diameter at 10%: 28.95 µm, Diameter at 50%: 170.54 µm,
Diameter at 90%: 268.01 µm

(B) >100 mesh
Mean diameter: 67.92 µm
Diameter at 10%: 9.88 µm, Diameter at 50%: 60.00 µm,
Diameter at 90%: 135.47 µm

Fig. 1. Particle size analysis of the pulverized red ginseng powder.

Fig. 2. The effect of different particle size of pulverized red
ginseng on soluble solid extraction yield (extraction
condition: 70% EtOH at 7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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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정도에 따라 분쇄물들의 체적 당 표면적(surface area to

volume ration)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물리화학적 측면

으로 체적 당 높은 표면적을 가지는 물질들은 높은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삼성분의 추출은 확산메카니즘에 의해 일어

난다는 이전의 보고16)를 고려해 보았을 때, 홍삼의 분말화에

의한 추출수율의 증가는 분쇄에 의한 표면적의 증가에 의해

추출액내로의 인삼성분확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사료

되었다. 홍삼분말 시료들 중에는 입도크기가 가장 큰 10~40

mesh 홍삼분말 추출물의 추출수율이 가장 좋았다. 미세 분쇄

된 40 mesh 이상의 홍삼분말의 경우 추출용매를 첨가하였을

때 미세한 입자크기로 인하여 추출용매에 대한 보수력(water

holding capacity)이 높아져 분말들끼리 뭉치는 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의해 추출용매로의 성분확산이 줄어들

어 입자의 크기가 큰 홍삼분말에 비해 추출수율이 감소한 것

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미세한 홍삼분말에 의한 보수력 증가

로 인해 추출액의 여과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 등17)은 보리

의 제분 시 가루의 입자크기가 작거나 전분 손상도가 높은

보리가루에서 보수력이 높아진다고 보고한바 있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해 보았을 때 홍삼 분말의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표

면적 증가와 기계적 파쇄에 의한 인삼전분의 손상 등 물리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 수분의 침투와 흡착이 용이해져 보수력

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3. 홍삼분말 입도에 따른 단계별 추출실험

1) 추출 수율비교

홍삼의 분말화가 일반 엑기스 제조 공정에 사용되어지는 단

계별 추출방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원형홍삼 및 홍삼분말을 이용하여 연속 3차 용매 추출을 행

하였다 (1차 추출: 70oC 에탄올 12시간, 2차 추출: 70oC 에

탄올 12시간, 3차 추출: 70oC 열수 12시간). 홍삼 입도별 추

출수율은 Fig. 3과 같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3차 추출까

지 끝낸 상태에서의 고형분 추출수율은 10~40 mesh 홍삼분

말이 36.2%로서 원형삼의 29.9%에 비해 약 20% 이상의 수

율 증가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0~100 mesh 홍

삼분말과 >100 mesh 홍삼분말의 경우 각각 32.7 및 35.9%

의 추출수율을 보여 원형삼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으나 10~40

mesh 홍삼분말에 비해서는 낮은 추출수율을 나타내었다. 홍

삼의 분말화에 의한 추출용매에 대한 보수력 증가현상으로 3차

열수 추출이 종료되었을 때 40~100 및 >100 mesh 의 홍삼

분말의 경우 원심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출액을 회수하

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성상을 보였다. 반면 10~40 mesh

홍삼분말의 경우에는 원심분리 없이도 큰 손실 없이 추출액

의 회수가 가능하였다. 

2) 조사포닌 수율 분석

사포닌(saponin)은 인삼내의 주요 유효성분으로 Shibata 등18)

이 인삼의 메탄올 추출물로 13종을 분리한 이후 최근까지 30

여종이 분리, 동정되었으며19,20) 항통증, 항암, 항당뇨, 간기능

항진작용, 항혈전, 항염증 등의21-26)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

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홍삼의 분말화가 이러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는 유용성분

인 사포닌의 추출 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1,

2차 에탄올 추출물의 조사포닌 추출수율을 분석해 본 결과는

Fig. 4와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0~40 mesh 홍삼분

Fig. 3. The effect of different particle size of pulverized red ginseng
on total solid extraction yield (extraction condition: 1st: 70%
EtOH at 70oC for 12 hr, 2nd: 70% EtOH at 70oC for 12 hr,
3rd: water at 70oC for 12 hr).

Fig. 4. The effect of different particle size of pulverized red ginseng
on crude saponin extraction yield (extraction condition: 1st:
70% EtOH at 70oC for 12 hr, 2nd: 70% EtOH at 70oC for
12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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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추출물의 조사포닌 수율은 2.6%로서 원형삼 추출물의

1.77%보다 약 47%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0~100

및 >100 mesh 의 홍삼분말 추출물의 경우 각각 2.37 및

2.29%의 조사포닌 수율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는 원형삼에

비해서는 높았으나 10~40 mesh 홍삼분말에 비해서는 낮은

수율이었다. 이러한 조사포닌 추출수율 경향은 앞선 고형분

추출수율 경향 (Fig. 3)과 일치하였다.

3) 총사포닌 수율 분석

바닐린 황산법을 이용하여 추출액의 총사포닌 수율을 분석

해 본 결과는 Fig. 5와 같다. 1, 2차 에탄올 추출에 의한 총사

포닌 수율은 원형삼 1.45%, 10~40 mesh 홍삼분말 1.96%,

40~100 mesh 홍삼분말 1.62%, >100 mesh 홍삼분말 1.61%

로 10~40 mesh 홍삼분말 추출물이 가장 높았다. 또한 조사포

닌 수율에서의 총 사포닌 수율 비율은 모든 추출물에서 약

70~80%를 나타내었다.

4) 사포닌 조성 분석

수삼은 Rg1, Rb1을 포함한 18종의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

다. 그러나 수삼을 홍삼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포닌의 열

분해에 의한 부분 구조 변화로 기존 수삼에선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성분 즉 Rg5, Rh2, Rh4, Rs1등 14가지 사포닌성분

이 추가로 생성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19). 또한 고려인삼

은 서양삼에 비하여 사포닌 성분중 Rb1, Rd, Re 성분의 함

유량이 낮은 반면에 Rg3, Rh2, Rf와 같은 특정 사포닌은 서

양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되어졌다27).  

Fig. 6은 HPLC로 확인한 사포닌 표준품 12종의 크로마토

그램 프로파일이다. 홍삼 및 홍삼 분말 추출물의 사포닌 조성

을 HPLC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추출물에서 고려인삼 특이성분인 Rf와 홍삼 특

이 사포닌인 Rh2가 검출되었다. 또한 모든 추출조건에서 사

포닌 조성 및 함량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

전에 보고되었던 홍삼의 전처리 방법인 볶음처리13)나 팽화처

리14)가 일부 극성 사포닌을 분해한다는 결과와는 다른 것으

로서, 홍삼분말화가 홍삼 추출물의 사포닌 조성에는 크게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결과였다.

5) 산성다당체 추출수율 분석

산성다당체는 분자량이 34,600의 펙틴 유사물질로서

galacturonic acid가 60% 정도를 차지하고 그 외 arabinose,

Fig. 5. The effect of different particle size of pulverized red ginseng
on total saponin extraction yield (extraction condition: 1st:
70% EtOH at 70oC for 12 hr, 2nd: 70% EtOH at 70oC for
12 hr).

Fig. 6. HPLC chromatogram of the ginsenosid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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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amnose, glucose 및 galactose 등이 측쇄를 구성하고 있

으며, galacturonic acid moeity의 28.7%가 methyl ester로

서 존재하고 있다28). 산성다당체는 암 환자의 지방분해 억제,

식욕부진 증상의 개선효과 외에 pancreatic lipase의 활성을

저해하여 소장에서의 지방흡수를 지연시켜 혈장 triglyceride

수준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산성다당체가 강력한

항암 면역 증강 작용이 있다는 보고29)에 따라 사포닌에 이은

인삼내의 주요 유용성분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산성다당체 추출수율 분석 시 1, 2차 에탄올 추출물의 경

우 모든 추출조건에서 0.02% 이하의 무시할 수 있는 추출수

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70% 이상의 에탄올로 추출을 행하였

을 경우 물추출에 비해 1/38 정도로 산성다당체의 추출수율

이 감소한다는 이전의 결과와 일치한다30). 따라서 3차 열수

추출에 의해 추출되어지는 산성다당체의 수율을 분석한 결과

는 Fig. 7과 같다. 10~40 mesh 홍삼분말 추출액의 산성다

당체 수율은 2.15%로 원형삼 추출액의 1.37%보다는 높았지

만 >100 mesh 홍삼분말 추출물의 2.9% 보다는 낮았다. 이

러한 결과는 알코올 또는 물로 추출하고 남은 홍삼박을 분쇄

하여 산성다당체를 추출할 경우 홍삼박 입자의 크기가 작을

수록 산성다당체의 추출효율이 증가하였다는 이 와 도31)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요 약

홍삼의 분말화가 홍삼성분의 추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의 홍삼동체로부터 유용성분을 추

출하는 방법과 홍삼을 분말화하여 추출하는 방법을 비교 시

험하였다. 서로 다른 입도분포를 가지는 3종의 홍삼분말

(10~40, 40~100, 100 mesh 이상)을 제조한 후 원형홍삼

및 홍삼분말을 이용하여 48시간 추출실험을 한 결과 입도의

크기가 가장 큰 10~40 mesh 홍삼분말이 가장 높은 추출수

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짧은 추출시간 (12시간)대에서 원형홍

삼과 비교하여 큰 수율차이를 보였다. 홍삼의 분말화가 일반

적인 연속추출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3차의

용매변경 연속추출방법(1차 추출: 70oC 에탄올 12시간, 2차

추출: 70oC 에탄올 12시간, 3차 추출: 70oC 열수 12시간)을

이용하여 추출을 수행한 결과 3차 추출까지 끝낸 상태에서의

고형분 추출수율은 10~40 mesh 홍삼분말이 36.2%로서 원

형삼의 29.9%에 비해 약 20% 이상의 수율 증가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홍삼분말 추출물내의 유용성분 분석

결과 조사포닌, 총사포닌 모두 10~40 mesh 홍삼분말에서

추출수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사포닌

의 경우 10~40 mesh 홍삼분말 추출물의 수율이 2.6%로서

원형삼 추출물의 1.77%보다 약 47%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PLC를 이용한 사포닌 조성분석결과 모든 홍삼분말

추출물들이 비슷한 사포닌 조성을 나타낸 것으로 미루어 보

아 분말화에 의한 사포닌 조성 변성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홍삼내의 다른 유용성분인 산성다당체의 경우에

는 기존 원형홍삼에 비해 분말화된 홍삼들의 추출수율이 높

아졌으며 가장 미세 분쇄된 100 mesh 이상의 홍삼분말에서

2.9%의 추출수율을 보여 원형삼 추출액의 1.37%에 비해 2배

Table 1. The effect of pulverization on ginsenoside contents in red ginseng

Sample
Ginsenoside content, mg/g

Rg1 Re Rf +Rg2
+Rh1 Rb1 Rc Rb2 Rb3 Rd Rg3 Rh2 Sum

Red ginseng 1.27 
(14.67%) 

0.84 
(9.67%)

0.37
(4.28%) 

0.40
(4.58%) 

2.18
(25.20%)

1.17
(13.56%) 

0.92
(10.70%) 

0.26
(3.03%) 

0.66
(7.62%) 

0.41 
(4.75%) 

0.17
(1.93%) 

8.64
(100%)

10~40 1.54
(14.08%) 

1.19
(10.81%) 

0.49
(4.49%)

0.57
(5.16%) 

2.84
(25.86%) 

1.39
(12.70%) 

1.19
(10.88%)

0.40
(3.61%)

0.76
(6.89%) 

0.47
(4.28%)

0.14
(1.25%) 

10.97
(100%) 

40~100 1.48 
(13.55%)

1.19
(10.94%) 

0.48
(4.45%) 

0.56
(5.16%) 

2.77
(25.46%)

1.39
(12.76%)

1.20
(10.98%) 

0.38
(3.48%) 

0.76
(7.01%) 

0.49
(4.54%) 

0.18
(1.67%) 

10.89
(100%)

>100 1.16
(11.30%)

1.17
(11.34%) 

0.43
(4.18%) 

0.54
(5.28%) 

2.75 
(26.74%)

1.37
(13.30%) 

1.17
(11.38%) 

0.39
(3.79%) 

0.74
(7.22%) 

0.47
(4.57%) 

0.09
(0.91%) 

10.30
(100%) 

Fig. 7. The effect of different particle size of pulverized red ginseng
on acidic polysaccharide extraction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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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높은 추출수율을 나타내었다. 본 결과는 추출공정에 분

말화된 홍삼을 이용할 경우 추출시간의 단축 및 홍삼성분의

추출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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