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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new method for enhancing ginsenoside Rg3, which is abundant in black
ginseng. The cognition-enhancing effect of black ginseng extract was investigated via the assay of acetylcholinesterase
(AChE) activity. Black ginseng I was prepared through the traditional method (by steaming and drying nine times rep-
etitions). Black ginseng II, on the other hand, was prepared by steaming the ginseng three times at 120oC for 30 min after
soaking it in grape juice for 24 h. The ginsenosides of white, red, and black ginseng I, and II were investigated using the
HPLC method, respectively. In black ginseng II, the ginsenoside Rg3 contents, which cannot be found in white ginseng,
amounted to 10.91 mg/g, approximately 18 times more than that in red ginseng. In the in-vivo study, black ginseng extract
(200 mg/kg, p.o.) inhibited the AChE activity after 24 h by a single administration in the brain. Thus, the new man-
ufacturing method for black ginseng was found to more effective in the conversion of ginsenoside Rg3 compared to the
traditional method. Black ginseng may also have the effect of preventing the cognitive impairment induced by cholinergic
dys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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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려인삼 (Panax ginseng C.A. Meyer)은 오갈피나무과

(Arali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류로 아시아, 러시아를 비롯

하여 유럽에서도 진귀한 약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1)

인삼에는 ginseonside, phenol compounds, polyacethyl-

ene, polysaccharide 등과 같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다양

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6) 특히, ginse-

noside는 생화학 및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인삼의 주요 성분으

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기능성 물질을 다량 함유하는 인

삼가공제품 개발의 일환으로 한약의 전통적인 가공방법이 적

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숙지황과 같이 구증구포 방법

을 인삼에 적용하여 특정 사포닌 Rg3를 대량 함유하는 흑삼

제조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흑삼 제조시 변환된 주요 사포닌

인 Rg3는 뇌신경보호,7) 항빈혈,8) 항암,9) 면역증강작용,10) 항

통증,11) 비만 억제12) 등 많은 효능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백삼에는 없고, 홍삼에 미량 존재하는 사포닌 Rg3

성분을 대량 생산하여 제품화하는데 성공하여 ‘Shey-yi

capsule’, ‘Li-Li capsule’로 상품화하여 항암 치료제로 사용

하고 있다.13)*Corresponding author. E-mail: kchsung@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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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증구포 방법으로 흑삼을 제조할 경우에는 다단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조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대량생산과

가격경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조방법을 찾

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삼 사포닌을 변환시

키는 방법으로는 산·염기에 의한 화학적 전환, 기질 특이성

을 이용한 효소적 전환, Smit 방법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 실

용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Kim 등14)은 증숙 온도와 시간을

달리하여 흑삼 제조시간을 단축하고, 대량생산을 위한 표준화

된 제조방법 개발하여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흑삼 제조시 인삼 사포닌의 변환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산에 의한 화학적 변환 방법을 이용하여 흑삼을

제조하였다. 즉, 포도주스에 함유된 저 농도 유기산에 의한 당

의 가수분해와 고온 증숙에 의한 사포닌 변환 원리를 이용하여

흑삼을 속성 제조하고, 특정 ginsenoside Rg3 함량을 극대화시

키는 제조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뇌조직의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인 acetylcholine을 분해하는 효소로 기억 및 인지력

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인 acetylcholinesterase (AChE)의 억

제효과를 통해 흑삼의 기억력 개선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백삼 및 홍삼시료

본 연구에 사용한 홍삼은 금산 수삼센터에서 구매한 4년근

수삼을 세척하여 98oC에서 2시간 30분간 증숙한 후 65oC에

서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백삼은 수삼을 65oC에서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흑삼제조 및 시료 추출

4년근 수삼을 Sun 등15)의 방법에 따라 98oC에서 3시간

증숙한 후 65oC에서 18시간 건조하는 과정을 9번 반복하여

구증구포 흑삼을 제조하였다 (흑삼I). Sun의16) 연구에서 유기

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사과주스, 파인애플 주스, 포도주스

중 ginsenoside Rg3 함량이 높았던 포도주스를 선택하여 흑

삼II를 제조하였다. 백삼을 포도주스에 4oC에서 24시간 침지

시켜 120oC에서 30분간 증숙한 후 65oC에서 24시간 건조하

였다. 증숙과 건조과정을 3번 반복하였다. 흑삼II 추출물은 흑

삼 분말에 80% 에탄올을 10배량 가하여 60oC에서 1시간 동

안 ultrasonication한 후 여과하였고, 추출과정은 3회 반복 실

시하였다. 추출 여액은 감압 농축한 후 동결 건조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추출 수율은 44.50%이었다. 

조사포닌 추출 

사포닌 추출은 Shi 등17)의 논문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백

삼, 홍삼, 흑삼 분말 1 g에 80% 에탄올 20 mL을 첨가하여

50oC에서 1시간 동안 ultrasonication (60kHz, heat power

330W)을 실시하였다. 추출은 3회 반복하였다. 추출 여액은

회수하여 감압 농축한 후 20 mL의 증류수에 녹여 분액 여

두에 옮기고 동량의 ethyl ether를 넣고 3회 반복하여 지질

성분을 제거하였다. 추출액에 수포화 부탄올 20 mL 을 넣고

3회 반복하여 수포화 부탄올 층을 추출한 후, 감압 농축하여

조사포닌을 얻었다. 80% 메탄올 10 mL을 가하여 조사포닌

을 녹인 후 0.45 µ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HPLC

분석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사포닌 분석 

사포닌 함량 측정은 HPLC (SPD 20A, SIMADZU, Japan)

를 이용하였다. 컬럼은 ACE 5 C18 (250×0.4 mm, 5 µm)

을 이용하였으며, 검출기는 UV detector (203 nm)를 사용

하였다. 이동상은 물 (A)과 acetonitrile (B)의 gradient sys-

tem을 사용하였다. 용출조건은 B를 기준으로 0-30분; 20%,

30-60분; 20-45%, 60-78분; 45-75%, 78-80분; 75-80%, 80-

100분; 80-100% 이었다. 이동상의 유속은 1 mL/mim 이었

으며, 시료는 10 µL를 주입하였다. 11종의 ginsenoside

standards (Rg1, Re, Rf, Rg2, Rb1, Rc, Rb2, Rb3, Rd,

20(S)-Rg3, 20(R)-Rg3)는 98% 이상의 순도는 갖는 것으로

Hongjiu Biotech Co. Ltd (Jilin, China)에서 구입하였다. 

실험 동물

체중이 25-30 g의 수컷 ICR mice을 (주) 대한 바이오링크

에서 구입하여 온도 23±2oC, 습도 55±5oC, 12시간 dark/light

cycle 조건의 사육실에서 일주일간 적응시켰다. 물과 사료섭

취는 제한하지 않고 공급하였다. 흑삼II 추출물의 단회투여 농

도는 Ahn 등18)의 연구를 참고하여 200 mg/kg을 경구투여

하였다. 투여 1시간, 6시간, 24시간 경과 후에 각 그룹의

(n=5) 뇌를 적출하여 AChE 활성을 측정하였다. 대조군은 생

리식염수를 투여하였다. 실험과 관련된 동물 사육은 미국 국

립보건원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 제시한

기준 (No. 85-23, revised 1985)을 준수하였고, 충남대학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수행되었다. 

AChE activity

AChE 활성은 acetylcholine iodide를 기질로 사용하는

Ellman의 방법19)을 변형하여 활성을 측정하였다. 적출한 뇌에

10배의 homogenization buffer (12.5 mM sodium phos-

phate buffer pH 7.0, 400 mM NaCl)로 균질화하여 1,0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효소원으로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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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방법은 0.1 M phosphate buffer (pH 8.0) 2 mL,

10 mM Ellman's 용액 (10 mM DTNB, 15 mM sodium

bicarbonate) 50 µL, 뇌조직액 0.1 mL을 cuvette에 넣고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75 mM acetylthiocholine

iodide 10 µL를 첨가하여 410 nm에서 2분간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 통계 package pro-

gram (statistical package social science, version 15.0)을

이용하여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고, 처리군 간의 유

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흑삼의 사포닌 변화

 구증구포 방법으로 제조한 흑삼과 본 연구에서 적용한 포

도주스 침지방법을 이용한 흑삼II의 사포닌 함량은 HPLC로

정량 분석한 결과와 chromatogram을 Table 1과 Fig. 1에

나타내었다. Ginsenoside Rg3는 백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

며, 포도주스에 침지하여 제조한 흑삼II에서 10.91 mg/g으로

전체 사포닌의 73%를 차지하는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흑

삼II의 ginsenoside Rg3 함량은 홍삼의 17.6배 (0.62 mg/g),

흑삼I의 1.8배 (6.12 mg/g)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01). 11종의 총 사포닌 함량은 백삼 10.47±0.86 mg/

g, 홍삼 12.80±0.35 mg/g, 흑삼I 12.79±1.15 mg/g, 흑삼II

14.97±0.68 mg/g로 포도주스에 침지하여 제조한 흑삼II의 총

사포닌 함량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다 (p<0.05). 

흑삼의 ginsenoside Rg3 함량이 증가한 이유는 가열 증숙

과정시 열에 불안정한 수용성 malonyl ginsenosides의 (m-

Rb1, m-Rb2, m-Rb3, m-Rc, m-Rd) malonyl 기가 떨어져서

Rb1, Rb2, Rb3, Rc, Rd와 같은 PPD계 사포닌이 생성되고,

열에 의해서 C-20에 결합되어 있는 당이 가수분해되거나, C-

20 위치의 OH 기가 이성화되어 ginsenoside Rg3로 새롭게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20) 반면, 포도주스에 침지한 흑삼

의 ginsenoside Rg3 함량이 흑삼보다 높은 이유는 포도 주

스에 함유되어 있는 malate, citrate, lactate, phosphate 등

의 유기산 성분이 인삼 증숙시 산 촉매 가수분해를 촉진하여

ginsenoside Rg3 의 함량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21)

Ginsenoside Rb1을 열처리하였을 때 생성된 ginsenoside

Rg3의 두 이성체 20(S)-Rg3와 20(R)-Rg3의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을 비교한 Lee 등의22) 결과에 의하면 20(S)-Rg3의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이 훨씬 크고, 안전성이 높아 더

많은 양이 생성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항염증 및 항산화 효

과가 있는 ginsenoside Rb1보다도 20(S)-Rg3의 hydroxyl rad-

ical 소거활성이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흑삼의 ginsenoside Rg3 10.91 mg/kg 중 20(S)-Rg3는 6.73

Table 1. Comparison of ginsenoside contents in Korean white, red, black ginseng

Ginsenoside
mg/g dry wt1) White ginseng Red ginseng

Black ginseng
I2) I3)

Rg1 2.54±0.17a 2.31±0.04b 0.71±0.09c 0.41±0.05d

Re 2.02±0.26a 1.35±0.04b 0.36±0.05c 0.14±0.04c

Rf 0.32±0.02a 0.30±0.01b 0.30±0.01b 0.35±0.01b

Rg2 0.12±0.02c 0.68±0.01a 0.53±0.06b 0.16±0.02c

Rb1 2.03±0.13b 2.60±0.20a 1.43±0.11c 1.37±0.02c

Rc 1.81±0.11b 2.34±0.10a 1.24±0.13c 1.00±0.04d

Rb2 1.14±0.07b 1.45±0.06a 1.20±0.11b 0.32±0.05c

Rb3 0.39±0.07a 0.47±0.02a 0.37±0.08a 0.01±0.00b

Rd 0.40±0.01c 0.68±0.02a 0.53±0.06b 0.30±0.04d

Rg3(S) ND 0.47±0.01c 4.43±0.32b 6.73±0.16a

Rg3(R) ND 0.15±0.02c 1.69±0.13b 4.18±0.25a

PPD4) 5.77±0.39d 8.16±0.25c 10.89±0.94b 13.91±0.56a

PPT5) 5.00±0.47a 4.64±0.10b 1.90±0.21c 1.06±0.12d

Total 10.47±0.86c 12.80±0.35b 12.79±1.15b 14.97±0.68a

1) Values were expressed as the means ± SD (n=3). ND : not detecte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lin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2) 9 times steaming at 98oC for 3 h
3) 3 times steaming at 120oC for 30 min after soaking into grape juice for 24 h
4) PPD (Protopanaxdiol type ginsenosides) : Rb1+Rc+Rb2+Rb3+Rd+Rg35) PPT (Protopanaxtriol type ginsenosides) : Rg1+Rg2+Re+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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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g으로 총 사포닌의 45%를 차지하였다. 

AChE 활성 억제

흑삼II 추출물의 단회투여 (200 mg/kg, p.o.) 후 시간 경과

에 따른 뇌조직의 AChE 활성 억제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대조군의 AChE 활성은 1.57±0.16 Unit/mg protein (100%)

이었으며, 투여 1시간, 6시간 후에는 각각 대조군의 97%

(1.53±0.16 Unit/mg protein), 96% (1.51±0.20 Unit/mg pro-

tein)로 대조군의 활성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4

시간 경과 후에는 뇌조직 AChE 활성이 1.29±0.18 Unit/mg

protein로 감소하여 대조군 대비 82%의 유의적인 억제효과를

보여 주었다 (p<0.05).

Acetylcholine은 인지기능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물질이며, 콜린성 신경 전달은 시냅스 말단에서

AChE에 의해 acetylcholine이 acetate와 choline으로 가수

분해되므로 종결된다.23) 콜린성 가설에 따르면, 노인성 치매

와 같은 기억손상 환자는 뇌 조직의 콜린성 기능이 선택적

혹은 비가역적 손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24) 위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흑삼은 콜린성 장애로 인한 기억손상 질환에

잠재적인 보호효과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1. HPLC-UV chromatograms of ginsenosides in Korean white ginseng (A), red ginseng (B), black ginsengI (C), and black ginsengII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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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흑삼의 속성제조와 ginsenoside Rg3 함량을 극대화하고자

흑삼 제조시 포도주스에 24시간 침지한 후 120oC에서 30분

간 3회 반복 증숙하여 흑삼을 제조한 후 HPLC 방법을 이

용하여 ginsenosides를 분석하였다. 포도주스에 침지하여 제

조한 흑삼의 ginsenoside Rg3 함량은 10.91 mg/g으로 구증

구포 방법으로 제조한 흑삼보다 약 2배 가량 함량이 증가되었

다. 총 사포닌 함량은 14.97 mg/g으로 전통적인 구증구포 방

식으로 제조한 흑삼 (12.79 mg)보다 그 함량이 높았다. 흑삼

의 단회투여 (200 mg/kg, p.o.)에 의한 뇌조직 AChE 활성은

투여 24시간 후에 유의적으로 억제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적용한 새로운 제조방법은 ginsenoside

Rg3를 강화하는 흑삼의 속성제조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

된다. 또한, AChE 활성억제를 통해 흑삼이 뇌기능 개선에

대한 잠재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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