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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steaming and wet grinding conditions to save effective composi-
tions and to utilize whole roots of ginseng. The sweetness at the 3 different steaming conditions of non steaming
group (A), 95oC/3 hr group (B) and 121oC/15 min group (C) resulted in 7.7, 10.7 and 11.2oBrix, and the browning
intensity of 0.37, 1.97 and 1.50, respectively. The contents of crude saponin at the different steam heat treatments
were 7.19 (A), 6.99 (B) and 8.83 mg/g (C). When sensory evaluation was conducted, the ginseng products proc-
essed at C condition showed the highest scores in the evaluation categories of bitter taste reduction, sweetness
and overall accepta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sensory characteristics of ginseng could be enhanced by
the steam heat treatments. When the wet grinding with water addition volume to the steamed ginseng treated
at 121oC for 15 min was also investigated, the smallest particle size resulted from the water addition volume
of 300%. The grinding efficiency of ginseng was found to be high at 30 min of grinding time and 3 times of
grinding frequency with the mean particle size of 67.66 μm. The content of effective component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y grinding time and grinding frequency. Based on the results, the steam heat treatments
(121

o
C/15 min) and wet grinding procedures were found to be effective in utilizing whole roots and saving

the effective compositions of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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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려인삼(Panax ginseng C. A. Meyer)은 오가피과(Ara-

liaceae) 인삼속(Panax)에 속하는 다년생 숙근초로 여러 가

지 질병의 생약 보조식품으로 사용되어 왔다(1). 고려인삼은

형태나 성분에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품질로 평가되며 연차

및 채굴시기 등에 따라 구성성분 함량에 차이가 발생한다

(2). 고려인삼의 구성성분은 탄수화물(60∼70%), 질소화합

물(12～16%), 사포닌(3～6%), 지용성 성분(1～2%), 회분(4

～6%) 및 비타민(0.05%) 등으로 보고되었으며, 주요 약리성

분으로는 인삼 사포닌(ginsenoside), 산성다당체, 폴리아세

틸렌, 알칼로이드, 항산화성 방향족화합물, 고미신(gomisin-

N과 A) 등이 보고되어 있다(3). 인삼은 사포닌계와 비사포

닌계의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추신경억제, 항당

뇨,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 촉진, 암전이 및 암세포 증식억제,

항스트레스 및 항피로효과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를 가

지고 있다(1,4-6).

인삼은 가공방법에 따라 말리지 않은 수삼, 건조한 반백

삼, 잔뿌리를 자르고 껍질을 벗겨 만든 백삼, 수삼을 수증기

나 기타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홍삼으로 구분하고 있다

(7). 수삼은 75% 내외의 수분을 함유하여 장기적 보존이나

유통이 어려워 대부분 백삼 및 홍삼류로 가공되는데,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본삼류와 원형이 유지되지 않는 가공제품

으로 나뉜다. 홍삼은 수삼을 증숙, 건조 및 정형하여 제조하

며, 이러한 가공처리 중 열처리에 의해 사포닌과 아미노산

변화, 갈변반응, 전분 호화 등 다양한 화학적인 변화를 수반

하여 수삼 및 백삼보다 약리효과가 증가한다(8). 수삼의 열

처리는 내․외부 조직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12).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병의 예방과 치료

를 위한 목적으로 인삼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13). 인삼

의 연구방향은 소비자의 요구수준에 맞추어 약리 효능평가

에서 효능효과 발현에 대한 연구로 전환되고 있으며, 인삼

제품개발은 증숙과 건조에 의한 홍삼가공뿐만 아니라 팽화,

발효, 고온 및 고압처리 등 다양한 가공공정을 적용한 새로

운 제형의 제품개발이 시도되고 있다(14,15). 이러한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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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증숙조건에 따라 유효성분의 변화가 발생되며 관능적으

로 쓴맛이 감소된 증숙조건의 설정은 인삼가공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분쇄방법은 입도를 미세화 하여 맛,

향기 및 식감 등의 관능적 특성을 향상시키고, 식품소재를

섭취하기 쉬운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16). 특히 습식분쇄는 건식분쇄보다 입자 미립화 시간이 짧

고 분쇄입자 조절이 용이하여 다양한 식품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17,18).

본 연구에서는 6년근 홍삼에 비하여 활용도가 낮은 4년근

인삼의 효율적 활용방안으로 유효성분을 강화하고, 관능적

특성을 개선하고자 증숙 및 습식분쇄에 따른 인삼의 이화학

적 및 관능적 특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인삼은 2009년 경상북도 영주지역에서

재배된 4년근 인삼을 풍기인삼농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증숙

인삼의 증숙조건은 상업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산업

화가 용이한 상압조건(95
o
C에서 3시간)과 가압조건(121

o
C

에서 15분)으로 나누어 제조하였다. 인삼은 세척 후 고압추

출기(HB-506-6, Hanbaek Co., Bucheon, Korea)를 사용하

여 각각의 조건으로 증숙 후 인삼 중량 대비 2배량의 물을

넣고 homogenizer(HF-93, SMT Co., Ltd., Tokyo, Japan)로

10,000 rpm에서 10분 동안 균질화 시켜 시료로 사용하였다.

습식분쇄 조건 설정

인삼을 상기에서 설정된 121oC에서 15분으로 증숙 후 중

량에 대비하여 3, 5 및 7배로 각각 물을 넣고 homogenizer로

10,000 rpm에서 10분 동안 균질화 시켜 습식분쇄기(LSI,

NETZSCH, Selb Bavaria, Germany)로 bead size 0.4 mm,

rotor speed 3,000 rpm의 조건으로 분쇄하여 입도를 조사하

였다(19). 습식분쇄시간 및 횟수에 따른 입도 및 품질특성은

인삼 중량 대비 3배의 물을 넣어 균질화 시킨 후 분쇄시간

0, 10, 20, 30 및 40분, 분쇄횟수는 30분 동안 분쇄된 시료를

1회, 동일과정으로 반복하여 2회 및 3회로 분쇄하여 조사하

였다.

입도분석

습식분쇄한 인삼을 증류수에 분산시켜 입도분석기(LS

13320C, Beckman Coulter, Inc., Fullerton, CA, USA)를 이

용하여 입도를 분석하였다.

당도

당도는 digital refractometer(PR-101, Atage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색도 및 갈색도

색도 및 갈색도는 시료를 12,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

리한 후 상등액을 1시간 동안 정치한 여액을 UV-Visible

spectrophotometer(UV Spectrophotometer 1601, Shimadzu,

Kyot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0). 갈색도는 420

nm, 색도는 명도(L), 적색도(a), 황색도(b)값을 측정하여

Hunter's color value로 나타내었으며 대조구는 증류수(L=

100.00, a=0.06, b=-0.09)를 사용하였다.

환원당 및 총당 함량

환원당은 dinitrosalicylic acid(DNS)법으로 측정하였다

(21,22). 시료액 1 mL에 DNS시약 1 mL을 가하여 진탕 수욕

조(HB 205SWM, Hanbaek Co.)에서 10분간 가열시킨 후 급

냉하고 증류수 3 mL을 첨가하여 UV-Visible spectropho-

tometer를 이용하여 546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당 정량은 glucose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상기의 방법으로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환산하였다. 총당도 DNS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시료액 10 mL에 HCl 4 mL을 넣고 80oC에서

10분간 반응시키고, 냉각 후 증류수로 희석하여 환원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량하였다.

조사포닌 함량

조사포닌 함량은 n-butanol추출법으로 측정하였다(20).

시료 10 g에 80% methanol 50 mL를 가하여 75oC에서 1시간

씩 3회 가온 추출하여 여과지(No. 41, Whatman Interna-

tional Ltd., Maidstone, England)로 여과하였다. 여과액을

10,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55oC에서 감

압농축 한 다음 30 mL의 증류수에 용해하고, 30 mL diethyl

ether로 3회 반복 추출하여 지용성 성분들을 제거하였다. 수

층을 수포화 n-butanol로 3회 추출한 후 감압농축 하여 105
oC에서 건조시켜 시료에 대한 건물량(mg/g)으로 나타내었다.

관능적 특성

증숙처리에 따른 관능적 특성은 식품가공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관능검사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거치게 한

후 신뢰성과 실험에 대한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15명의 검사

요원을 선발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관능검사는 오후

3시에 실시하였으며 시료는 증숙된 인삼을 5 mm 두께로 절

단하여 똑같은 그릇에 각각 담아서 제공하였다. 평가방법은

향(flavor), 단맛(sweetness), 쓴맛(bitterness)의 강도 및 전

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를 7점 채점법을 이용

하여 실시하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의 실험결과는 3회 반복하여 실험군당 평균과 표

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관능검사 결과는 SAS(statistical anal-

ysis system)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분석과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성을 검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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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gar content, brown color and Hunter's color value of Korean ginseng with steaming conditions

Steaming
conditions1)

Sugar content
(°Brix)

Brown color
Hunter's color value

L a b

A
B
C

7.7±0.322)
10.7±0.4
11.2±1.0

0.37±0.04
1.97±0.29
1.50±0.17

89.38±0.52
35.83±6.89
58.56±4.73

3.24±0.11
5.91±1.48
5.67±3.09

17.75±1.79
16.81±4.77
29.75±1.45

1)
A: Non steaming, B: 95

o
C/3 hr, C: 121

o
C/15 min.

2)Values are mean±SD (n=3).

결과 및 고찰

증숙조건에 따른 인삼의 품질특성

인삼의 증숙조건에 따른 당도, 갈색도 및 색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당도는 C 조건(121oC/15 min)에서

11.2oBrix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B 조건(95oC/3 hr)에서는

10.7oBrix로 A 조건(증숙 무처리)보다 약 3～4oBrix 정도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갈색도는 B 및 C 조건에서 각각

1.97 및 1.50으로 나타나 증숙 후 갈색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숙조건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색도 중 L값

은 A 조건에서 89.3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B

및 C 조건에서는 각각 35.83 및 58.56으로 A 조건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B 및 C 조건에서 a값은 5.91 및 5.67, b값은

16.81 및 29.75로 나타나 A 조건에 비해서 a값은 조금 증가하

고, b값은 C 조건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

은 60oC 이상의 증숙과정을 거치면서 효소적 및 비효소적

갈변반응이 진행되며, 증숙과정에서의 인삼 갈변반응은 비

효소적 갈변반응이 주된 작용으로 보고(23)된 바 있으며 상

기조건에서 색도의 변화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의 증숙조건에 따른 조사포닌 함량은 Fig. 1과 같이,

C 조건에서 8.83 mg/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B와 A

조건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Kim 등(24)은 상압조건

에서 조사포닌 함량은 증자시간에 따른 유의적인 변화가 없

었으나, ginsenoside Rg1, Re, Rf 및 Rb2 등은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어 이에 따른 연구가 요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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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ude saponin contents from Korean ginseng with
steaming conditions. A: non steaming, B: 95oC/3 hr, C: 121oC/15
min.

증숙처리에 따른 관능적 특성

인삼의 증숙조건에 따른 관능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증숙조건에 따른 인삼향의 강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B 조건에서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단맛

강도는 C 조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쓴맛 강도는 A

조건에서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증숙 무처리 조건에서 쓴맛

이 강하였으나 증숙하였을 때 인삼 특유의 쓴맛이 감소하고

단맛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C 조건에서 쓴맛 강도가

가장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기호도는 시료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C 조건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

었다. 인삼은 고유의 쓴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 쓴맛에 익숙

하지 않은 소비자층의 기호성과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제형개

발이 필요하다. 가압조건으로 증숙한 인삼은 단맛이 증가하

고 쓴맛은 완화되어 관능적인 특성을 개선할 수 있었으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습식분쇄에 따른 인삼의 품질특성

인삼을 증숙 최적조건인 C 조건(121oC에서 15분간 처리)

으로 증숙한 후 3배의 물을 넣고 균질화시켜 습식분쇄시간

에 따른 품질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습식분

쇄시간에 따른 pH는 차이가 없었으며, 당도도 습식분쇄 처

리구가 조금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환원당 및 총당

함량은 습식분쇄시간이 증가할수록 조금 증가하는 경향으

로, 30분 이후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습식분쇄횟수

에 따른 품질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습식분쇄횟수에 따른 pH는 차이가 없었으며, 당도는 분쇄횟

수가 증가할수록 조금 높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환원당

및 총당은 분쇄횟수가 증가할수록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2

회 및 3회에서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2. Sensory evaluations of Korean ginseng with steam-
ing conditions

Items
Steaming conditions1)

A B C

Flavor strength
Sweetness strength
Bitterness strength
Overall acceptability

3.80±1.42a2)
3.60±1.24b
5.13±1.20a
4.00±1.31a

4.13±1.41a
3.93±1.16b
4.27±1.28a
4.13±1.24a

3.47±1.25a
5.33±0.90a
3.27±1.33b
4.80±1.32a

1)Refer to Table 1.
2)
Values are mean±SD (n=15). Value with different super-
scripts (a,b)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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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pH, and sugar, reducing sugar and total sugar contents with wet grinding time of the steamed Korean
ginseng treated at 121oC for 15 min (water addition volume of 300%)

Items
Grinding time (min)

0 10 20 30 40

pH
Sugar content (°Brix)
Reducing sugar content (mg/g)
Total sugar content (mg/g)

5.5±0.01)
4.8±0.0
4.62±0.14
28.5±0.3

5.5±0.0
4.9±0.1
4.85±0.10
29.5±0.2

5.5±0.0
5.0±0.0
4.89±0.24
30.4±0.7

5.5±0.0
4.9±0.1
4.96±0.18
31.1±0.3

5.5±0.0
5.0±0.1
4.95±0.15
30.3±0.4

1)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Table 4. Changes in pH, and sugar, reducing sugar and total
sugar contents with wet grinding frequency of the steamed
Korean ginseng treated at 121

o
C for 15 min

Items
Wet grinding frequency

0 1 2 3

pH
Sugar content
(°Brix)
Reducing sugar
content (mg/g)
Total sugar
content (mg/g)

5.5±0.01)
4.8±0.0

4.62±0.14

28.5±0.3

5.5±0.0
4.9±0.1

5.13±0.13

31.1±0.3

5.5±0.0
5.1±0.1

5.34±0.01

31.4±0.3

5.5±0.0
5.2±0.1

5.35±0.33

31.8±0.2

1)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Cho 등(25)이 홍삼입자가 작을수록 높은 추출수율을 나타내

어 당도가 증가하였다는 보고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인삼의 습식분쇄시간 및 분쇄횟수에 따른 조사포닌 함량

을 조사한 결과 Fig. 2와 같다. 습식분쇄시간에 따른 조사포

닌 함량은 큰 차이가 없었다. 분쇄횟수 2회까지는 조사포닌

의 함량이 조금 증가하였으며, 3회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홍삼의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전분의 보수력(water holding capacity)이 용이하여 조사포

닌 추출수율이 원형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26)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습식분쇄에 따른 인삼의 입자크기

식품소재의 입자크기는 수분결합 능력 및 호화 특성 등에

영향을 주며(25), 식감 개선, 소화․흡수 개선 및 관능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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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rude saponin contents with wet grinding conditions
of the steamed Korean ginseng treated at 121oC for 15 min.

을 향상시켜 분쇄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식품소재 개발이 가

능하다. 인삼의 습식분쇄 가수량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가수

량 300, 500 및 700%에 대한 평균입도를 조사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인삼의 습식분쇄 가수량을 300%로 하였을 때 평

균입자크기가 139.3 μm로 가장 작았으며, 가수량이 많을수

록 입자크기는 증가하였다. 이는 가수량이 많을수록 분쇄기

내부의 bead와 인삼과의 접촉이 감소되어 분쇄효과가 감소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인삼을 증숙하여 습식분쇄 가수량 300%로 분쇄시간에 따

른 평균입자크기 및 누적분포를 조사한 결과는 Fig. 4와 같

다. 초기 평균입자가 177.2 μm에서 습식분쇄시간이 증가할

수록 입자는 감소하며, 분쇄 30분에서 평균입자크기는 94.3

μm, 40분에서 92.2 μm로 분쇄 30분 이상에서는 입자 크기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쇄시간에 따른 입자 누

적분포는 분쇄시간이 증가할수록 분쇄 효율이 높아져 입자

분포가 좁아졌으나 30분 이상에서는 분쇄효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은 많은 섬유질이 함유되어 건식

분쇄 할 때 240분에서 15 μm의 최저 분쇄한계점을 나타내었

고(16), 홍삼은 건식분쇄방식의 차이에 따라 18∼47 μm의 평

균입자크기로 보고된 바 있어(19), 인삼을 습식분쇄를 할 경

우에는 건식분쇄보다는 입도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쇄횟수에 따른 평균입도를 조사한 결과 Fig. 5와 같이 평

균입자크기는 분쇄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작아졌으며, 3회

분쇄할 때 67.66 μm의 입자크기를 나타내었다. 분쇄횟수에

따른 입자 누적분포는 분쇄횟수가 증가할수록 분쇄 효율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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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article size with water addition volume to the
steamed Korean ginseng for wet gr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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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nding time under water addition volume of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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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article size and cumulative distribution size with
grinding frequency under water addition volume of 300% and
grinding time of 30 min.

가로 인해 입자분포가 좁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Han과 Yoon(19)이 반복적인 분쇄처리가 입도분포

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분쇄횟수가 증가되면서 작은 크기의

입자비율이 높아졌다는 보고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미분쇄의 입자크기는 약 10～150 μm, 초미분쇄

는 약 10 μm 이하로 나뉘며, 입자가 작아질수록 입자간 응집

현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27,28). 따라서 식품유형 및

기호도에 따라 선호되는 입자크기는 다르므로 품질기준을

결정하여(29) 최적 분쇄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인삼의 유용성분 강화 및 인삼 전근 활용을

위한 증숙 및 습식분쇄 조건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무처리

(A), 95
o
C/3 hr(B) 및 121

o
C/15 min(C)의 증숙조건에 의해

각각의 당도는 7.7, 10.7 및 11.2oBrix, 갈색도 0.37, 1.97 및

1.50로 증숙구간에서 당도 및 갈색도가 높게 나타났다. 조사

포닌 함량은 7.19(A), 6.99(B) 및 8.83 mg/g(C)으로 C 조건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C 조건에서

쓴맛 감소, 단맛 강도 및 전반적 기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증숙처리 조건에서 관능적인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가수량에 따른 습식분쇄 조건을 조사한 결과 가수량 300%

에서 입자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인삼의 습식분쇄조건은

분쇄 30분 및 3회에서 분쇄효율이 높았으며 평균입자크기는

67.66 μm로 미세화되었다. 분쇄시간 및 횟수에 따른 유효성

분 함량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 증숙처리(121oC/

15 min) 및 습식분쇄는 인삼의 전근 활용 및 유효성분 강화

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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