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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삼 증자 시 생성되는 유출액을 이용한 ginsenoside-R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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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produce ginsenoside-Rg3 enriched edible yeast, ginseng steaming effluent (GSE) was used for yeast cul-
tivation in this study. Four kinds of edible yeasts were cultured in sterilized GSE (2% w/v, pH 6.5), without any nutrient,
for 48 h at 30oC, and their growth and ginsenoside compositions were determined. Among the yeasts, Saccharomyces cer-
evisiae showed the highest growth in the GSE medium. 267.1 mg of Saccharomyces cerevisiae biomass was produced
from 1 g of GSE solid and ginsenoside-Rg3 contents was determined with 0.033 mg. Saccharomyces cerevisiae also
showed the best overall acceptability, with a herbal and fermentative flavor and a slightly bitter taste. From these data, we
conclude that Saccharomyces cerevisiae is the excellent strain for production of ginsenoside-Rg3 enriched edible yeast
using G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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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용 효모는 오래 전부터 발효 식품에 유용하게 이용되어

왔으며, Saccharomyces cerevisiae, Zygosaccharomyces rouxii,

Saccharomyces pastofianus, Kluyveromyces flagilis 등은 빵

이나 맥주 발효, 청주 숙성, 간장 숙성 등에 사용된 대표적인

식용 효모로 알려져 있다. 식용 효모는 자체적으로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기능

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효모는 당과 유기산을 이용하여 단백질이 풍부한 biomass

를 생산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1) 채소나 과일의 제조 부

산물에서 잘 자라므로 Chinese cabbage juice,2) 김치,3) 탈

단백 leaf juice,4) corn silage juice5) 등의 가공 부산물을 영

양원으로 사용하여 yeast를 생산하는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

또한, 효모의 영양학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무기형태의

selenium6)이나 germanium7)을 배지에 첨가하여 증식된 효모

중에 selenium 이나 germanium이 축적되도록 하는 효모

배양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때 효모는 selenium8)이나

germanium9)을 축적하기도 하고, selenomethione 등과 같은

유기 형태로 전환시켜 유용성을 증대시키며10) 무기 상태 셀레

늄이나 게르마늄의 독성을 없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이

러한 효모의 대사특성을 이용하여 selenium이나 germanium

이 강화된 효모가 생산, 판매되고 있다.

고려 인삼의 성분 중 ginsenoside-Rg3 는 수삼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성분으로서12) 혈관내피성장인자 (VEGF)의

발현억제,13) AP-1 및 JNK 활성 억제 작용에 의한 항암효과14)

가 보고되어 있고,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이완작용,15) 내피세

포 비의존성 혈관이완작용,16) 흰 쥐의 배양한 피질세포에서

glutamate에 의한 신경변성 보호 작용,17) 뇌혈류 개선에 의한

뇌 보호 작용,18) β-amyloid 단백질 침착 억제 작용19)에 의한

알츠하이머성 치매예방 효과, putrescine 감소 작용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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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스트레스 효과20)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홍삼은 수삼을 증자 한 후 건조시켜 제조하는데 수삼을 증

자할 때 떨어지는 유출액은 회수 및 보관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수삼 증자 유출액에는 수증기에 의해 추출되는 당류

나 사포닌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미생물의 배지로

이용될 수 있다. 수삼 증자 유출액을 미생물 배지로 이용하여

유용 자원을 생산한 연구로는 Hansenula anomala로 부터

ribonucleotide의 생산21), Mucor miehei로 부터 Chitosan의

생산22), Pichia anomala23)와 Saccharomyces cerevisiae24)로

부터 Angiotensin I converting enzyme inhibitor의 생산

등의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보아 수삼

증자유출액은 식용 효모의 배양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배

양된 효모 중에 홍삼 성분이 축적되면 selenium이나

germanium 함유 효모와 같이 홍삼 성분이 함유된 효모를

생산하여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러한 연

구 결과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삼 성분

이 함유된 식용 효모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삼 증자 유출액을

이용하여 몇 가지 식용 효모를 배양한 후 효모의 증식율과

ginsenoside 함량, 향미를 비교하여 최적 효모를 선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사용균주

실험에 사용된 효모는 Saccharomyces cerevisiae KCTC

7904, Saccharomyces pastorianus KCTC 7919, Kluyveromyces

flagilis KCTC 7260, Zygosaccharomyces rouxii KCCM 12066

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Daejeon, Korea)에서

분양받은 균주를 사용하였다.

수삼 증자 유출액

2007년도에 고려인삼창에서 6년근 수삼을 증자할 때 생성

된 유출액을 수분함량이 35% 되도록 농축하여 보관한 것을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수삼증자 유출액은 고형분 함량으로서

탄수화물 63.8%, 조단백질 34.2%, 조회분 1.8%, 조지방

0.2%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배지 및 시약

YEPD 배지는 Difco사 (Detroit, USA) 제품을 사용하였고,

ginsenoside 분석용 시약은 Sigma사 (St. Louis, USA)와

Merck사 (Darmstadt, Germany)제품을 사용하였다. Gin-

senoside 표준품은 KT&G 중앙연구원 인삼연구소 (Daejeon,

Korea)에서 분리한 것을 사용하였다.

균주 종배양

YEPD 배지 100 ml에 시험균주를 각각 접종한 후 30oC

에서 1~2일간 배양하여 4~5.0 × 107 cell/ml의 농도가 되도

록 종균액을 만들었다.

본배양

예비 실험을 통하여 수삼 증자 유출액의 농도 (1~5%), 종

균 농도 (1~3%), 배양 시간 (24~72 시간) 을 달리하여 배

양 조건을 검토하였고, 수삼 증자 유출액의 농도 2%, 종균

농도 1%, 배양 시간 48 시간을 적정 배양 조건으로 선정하

였다 (data 제시하지 않음).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수삼 증자

유출액에 정제수 (pH 6.5)를 가하여 고형분 함량이 2%가 되

도록 희석하고 멸균 (121oC, 20분) 한 후 종균액을 1%의

농도로 접종하였다. 대조군으로 수삼 증자 유출액 대신

YEPD 배지를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효모를 배양하였다.

접종 후 shaking incubator에서 온도 30oC에서 150 rpm

속도로 교반하면서 2일간 배양하였다.

효모의 생육도 측정 및 균체 회수

2일간 배양한 배양액의 흡광도를 660 nm에서 측정하여 상

대적인 생육도를 측정하였다. 배양액을 원심분리 (10,000 × g,

실온, 20분)하여 침전물을 회수하고 20 ml의 정제수를 첨가

하여 원심분리를 2회 반복하여 균체를 세척하고 회수, 동결

건조하여 건조 균체량을 측정하였으며, ginsenoside 함량과

향미 평가를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효모의 ginsenosides 함량 측정 

효모의 건조물에 50% MeOH 100 ml를 가하여 85oC에

서 1시간 추출하기를 2회 반복하였으며, 이를 원심분리

(5,000 × g, 실온, 20분)하여 상징액을 농축하였다. 농축액을

Sep-pak plus C18 cartridge (Waters, Part No, WAT020515)

를 통하여 흡착, 정제한 후 HPLC로 분석하였으며, HPLC의

분석조건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Operation conditions of HPLC for determination of
ginsenosides

HPLC Column Discovery C18, 4.6 mm × 25 cm, 5 µm
Column temp. 35oC

Sample injection vol. 20 µl

Solvent for analysis
(A) water

(B) acetonitrile
Elution rate of solvent 1.6 ml/min

Detector uv 203 nm

Solvent gradient rate
A-80%, B-20% for 72 min and then adjust

A-10%, B-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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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모의 향미 평가

동결건조 한 효모를 정제수에 10% (w/v) 용액으로 희석하

여 관능평가원 10명에게 제공하고 향과 맛을 평가하게 하였으

며, 전체적인 기호도는 5점 척도법으로 평가하게 한 후 평균

값을 구하여 순위를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효모의 생육도

수삼 증자 유출액 (2% w/v)을 배지로 사용하여 식용효모를

배양한 후 효모의 생육도를 660 nm에서의 흡광도와 건조 균

체량으로 나타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수삼 증자 유출액

을 YEPD 배지 대신으로 사용하여 4종의 효모를 배양했을 때

상대적인 생육정도는 Saccharomyces cerevisiae KCTC 7904

가 가장 높았고, Saccharomyces pastorianus, Kluyveromyces

flagilis, Zygosaccharomyces rouxii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육도

가 가장 높은 Saccharomyces cerevisiae의 경우 수삼 증자

유출액 배지 50 ml와 YEPD배지 50 ml에 배양한 효모의

균체량은 동결건조 했을 때 건조중량이 각각 276.1 mg과

367.8 mg으로서, 수삼 증자 유출액 배지에서는 YEPD 배지

에 비하여 약 75% 정도 생육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ee

등25)은 Saccharomyces cerevisiae를 YM Broth 배지로 배양

했을 때 sodium selenate를 10~100 ppm 농도로 첨가하면

무 첨가구에 비하여 효모 생육량이 대조군의 36~37% 정도

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Ali 등26)은 질소원이 다른

배지를 사용했을 때 효모 생육량이 0.03~4.32 g/l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여 양양성분이 효모 생육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에 사용된 수삼 증자 유출액은

탄수화물이 약 64%, 조단백질이 약 34% 정도 함유되어 있

으며 실제 효모배양 배지는 이를 2% 용액으로 희석하여 사

용하였으므로 탄소원이 약 1.28%, 질소원이 약 0.68%의 농

도로 함유되어 있었다. 이에 비하여 YEPD 배지는 yeast

extract 0.1%, peptone 1%, dextrose 1%로 구성되어 있으

며, YEPD 배지와 수삼 증자 유출액의 성분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생육도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효모의 Ginsenosides 함량

수삼 증자 유출액에서 배양한 효모 중의 ginsenoside 함량

을 조사하였다. Fig. 1의 a)는 ginsenoside 12종의 표준품,

b)는 수삼 증자 유출액의 ginsenosides를 나타낸 그림이다.

c)는 수삼 증자 유출액에서 배양한 Saccharomyces cerevisiae

의 HPLC chromatogram으로 ginsenoside-Rg3가 확인되었

으며, 다른 ginsenoside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YEPD 배지에 배양한 Saccharomyces cerevisiae 그림 d)에서

는 ginsenoside가 확인되지 않았다. 

효모 4종의 ginsenoside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이들 효모 중의 ginsenoside-Rg3 함량은 유출액

건조중량 1 g을 사용하여 효모를 배양했을 때의 값으로 나

타내었으며, 수삼 증자 유출액 자체에는 ginsenoside-Rg3가

9.66 mg/g 함유되어 있었고, 유출액 1 g을 배지로 사용하여

배양한 효모 중에는 0.014~0.033 mg 정도의 ginsenoside-

Rg3가 함유되어 있었다. Saccharomyces cerevisiae가 가장

높았고, Kluyveromyces flagilis, Zygosaccharomyces rouxii,

Saccharomyces pastorianus의 순으로 나타났다. ginsenoside-

Rg3는 Rb1, Rb2, Rc에서 부터 약산성 조건이나 100oC, 20

분 이상의 가열에 의하여 분해되어 Rg3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27) 본 실험에 사용된 유출액은 121oC에서 15

분 간 멸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ginsenoside-Rb1, Rb2, Rc

가 분해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함량이 높아진 ginsenoside-

Rg3를 효모가 직접 이용하거나, 효모의 대사 작용에 의하여

ginsenoside-Rb1, Rb2, Rc 등을 ginsenoside-Rg3로 conversion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의 구명을 위한 추가 연구

가 필요하다.

효모의 향미 평가

수삼 증자 유출액에 배양한 4종의 식용효모의 식품으로의

활용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식용효모 건조중량 대비 10% 용액

에 대한 향미를 평가하였다. 10명의 관능평가원을 대상으로

느껴지는 향미 특성을 기록하게 하여 공통적으로 표현된 향미

특성을 나타냈으며, 기호도는 1~5점 사이의 점수로 기록하게

한 후 평균값을 구하여 순위를 정하였다. Saccharomyces

cerevisiae는 특유의 향긋한 허브 향취와 발효 향취, 구수한 향

Table 2. Growth of the yeasts cultivated in the ginseng steaming effluent

Yeasts Absorbance (A660) Weight (mg)1)

Saccharomyces cerevisiae KCTC 7904 1.33 276.1
Zygosaccharomyces rouxii KCTC 12066 1.02 166.2
Saccharomyces pastorianus KCTC 7919 1.24 226.5
Kluyveromyces flagilis KCTC 7260 1.12 181.4

1)Amounts of freeze dried biomass cultured from 1 g of GSE solid.



186 김나미·이성계·조해현·소승호·장동필·한성태·이종수 J. Ginseng Res.

Fig. 1. HPLC chromatogram of ginsenosides.
a) ginsenosides standard.
b) ginseng steaming effluent.
c) Saccharomyces cerevisiae KCTC 7904 cultivated in ginseng steaming effluent.
d) Saccharomyces cerevisiae KCTC 7904 cultivated in YEPD broth.

Table 3. Ginsenosides contents of the biomass from yeasts cultivated in the ginseng steaming effluent (mg/g solid)

Ginsenosides
Rb1 Rb2 Rc Rd Re Rf Rg1 Rg3 Rh2 Total

 GSE1) 29.91 15.19 16.78 7.99 4.68 2.28 2.25 9.66 1.92 90.66

YEPD
Saccharomyces
cerevisiae 
KCTC 7904

- - - - - - - - - -

GSE1)

Saccharomyces
cerevisiae 
KCTC 7904

- - - - - - - 0.033 - 0.033

Saccharomyces
pastorianus 
KCTC 7919

- - - - - - - 0.014 - 0.014

Kluyveromyces
flagilis KCTC 7260 - - - - - - - 0.019 - 0.019

Zygosaccharomyces rouxii 
KCTC 12066 - - - - - - - 0.017 - 0.017

1)Ginseng steaming effl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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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가 있으며 쓴맛이 약하여 기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Zygosaccharomyces rouxii는 쓴맛과 특유의 후미가 강

하여 기호도가 낮았으므로, 수삼 증자 유출액에 배양한 효모

를 식용으로 그대로 섭취하기에는 Saccharomyces cerevisiae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홍삼의 유효성분인 ginsenoside-Rg3가 강화된 식용 효모를

제조하기 위하여 수삼 증자 유출액을 이용하여 4종의 식용효

모를 배양하였다. 효모의 생육도는 Saccharomyces cerevisiae

가 가장 높았으며, YEPD 배지에 배양한 경우에 비하여 약

75%의 생육도를 나타내었다. YEPD 배지에 배양한

Saccharomyces cerevisiae에는 ginsenoside가 함유되어있지 않

았으나 수삼 증자 유출액에 배양한 Saccharomyces cerevisiae

에는 ginsenoside-Rg3가 0.033 mg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종의 효모 중 Saccharomyces cerevisiae가 향긋

하고 구수한 향취를 나타내어 기호도가 가장 우수하였다. 이

러한 결과로 보아 수삼 증자 유출액에 식용 효모를 배양하

면 ginsenoside-Rg3가 강화된 효모를 제조할 수 있으며,

Saccharomyces cerevisiae가 생육율과 ginsenoside-Rg3 함량

이 높고 향미의 기호도가 우수하여 식용 효모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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