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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ompositional changes of ginsenosides and phenolic acids of
ginseng leaf by ferment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ginseng leaf. The chief ginsenosides in
non-fermented ginseng leaf (NFGL) were ginsenoside-Rg1 (26.0 mg/g), -Re (47.3 mg/g) and -Rd (23.9 mg/g).
By fermentation, ginsenoside-Rg1, -Rb1, -Rb2, -Rb3, -Rc and -Re were decreased tremendously and new gin-
senoside-Rh2, -Rh1, -Rg2 and -Rg3 appeared. Especially, ginsenoside-Rg3 (3.7 mg/g) on FGL was increased
15-fold compared to that of NFGL (0.2 mg/g). Total phenolic compound content of NFGL and FGL measured
by colorimetric analysis was 350.4 and 312.5 mg%, respectively. There were 8 free and 6 ester forms of phenolic
acids in NFGL. Among them, content of ferulic acid was the highest, comprised of 12.6 and 50.7 mg%, respectively.
In FGL, total content of protocatechuic acid, p-hydroxybenzoic acid, and vanillic acid were increased by 28,
5 and 7.8 fold and ferulic acid was decreased greatly.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of FGL was stronger than
NFGL, while electron donating abilities of FGL were similar to NF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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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식물체는 폴리페놀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페놀물질은 구조상 phenolic acids, coumarins

및 flavonoids로 대별되며 이들은 식물체내에서 각각의 특성

에 맞게 유리형, 에스테르형 또는 결합형으로 존재하게 된

다. 특히 phenolic acid류는 benzoic acid와 cinnamic acid류

로 나뉘며 이들은 신선과실류나 채소류의 맛과 향기에 관여

하며 물질에 따라서는 생리기능성을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1,2). 이에 따라 페놀성 물질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

면, 울릉도산 산채류 추출물에서 폴리페놀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능(3), 광나무 잎의 페놀성 화합물(4), 검정콩의 페놀

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효과(5), 배의 페놀성물질의 변화, 특

성 및 구조결정 등(6-8), 장뇌삼 잎에서 폴리페놀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효과(9)를 검토한 보고가 있다. 특히 폴리페놀성

물질은 적절한 고온처리에 의하면 폴리페놀성 물질의 함량

이 증가하게 되어 항산화효과도 동시에 향상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6,10). 그동안 인삼은 약용으로 알려져 최근까지 그

기능성을 진세노사이드 조성 및 함량에 대한 측면에서 연구

한 보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11). 그러나 사포

닌 성분 이외에도 백삼 내 페놀산 조성과 항산화활성(12),

수삼 증숙 횟수에 따른 페놀산 함량변화와 라디칼 소거활성

(10), 유기산 처리에 따른 홍삼추출물의 페놀성 물질의 변화

(13)를 검토하는 등 인삼의 페놀성 물질에 대한 연구가 보고

되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인삼은 주로 뿌리를 이용한 식품이

지만 인삼 잎에서도 뿌리에 못지않게 많은 사포닌이 함유되

어 있다고 보고되어짐으로써(14) 인삼 잎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9,15-19). 이와 같이 인삼 잎은 인삼지하

부보다 사포닌 함량이 더 높아 인삼 잎에서 사포닌을 추출한

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삼뿌리 추출물과 같은 부류인 인삼

추출물을 관세분류 품목으로 인정하게 된 바(20), 인삼 잎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삼 잎을

잎차로 활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삼 잎을 일정기간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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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시킨 후 진세노사이드와 페놀산 물질의 조성의 변화 및

그 침출액에 대한 DPPH radical 소거능과 tyrosinase 저해

활성에 대한 생리기능성을 살펴보았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인삼 잎은 충남 금산군 소재 유기농 재

배농가에서 재배한 4년근 인삼밭에서 재배되어진 인삼 잎을

9월 말경에 수확하여 세척한 후 건조한 것을 실험에 사용하

였다. Ginsenosides와 phenolic acids의 표준품으로는 Sigma

사(St. Louis, MO, USA)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ginsenoside

는 ginsenoside-Rg3를 포함한 12종 표준품을, phenolic acid

는 benzoic acids로 gallic acid, protocatechuic acid, gentisic

acid, p-hydroxy benzoic acid, vanillic acid, syringic acid

및 salicylic acid 등 7종과 cinammic acids로 caffeic acid,

p-coumaric acid, ferulic acid, sinapic acid, trans-cinnamic

acid 등 5종을 이용하여 총 12종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발효 인삼잎 제조

발효 인삼잎은 건조한 인삼잎을 수분함량이 20±2%가 되

도록 살수한 다음 일정한 중량의 크기로 압착한 것에 발효종

균(P&F-1, (주)보문 피엔에프, Geumsan, Korea)을 접종하

여 37 oC에서 15일간 발효하였다. 발효한 인삼잎을 다시 냉

풍건조 하여 최종 발효인삼잎의 수분함량을 13% 이하가 되

도록 건조하여 제조하였다.

Ginsenosides 조성 및 함량

In 등(21) 및 Ando 등(22)의 수포화부탄올 추출법으로 조

사포닌을 추출 정량하였으며, 진세노사이드 조성 및 함량은

조사포닌 추출한 것을 HPLC용 MeOH에 용해한 후 이를

membrane filter(0.20 μm pore size)로 여과, HPLC(Agilent

1200,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에 10

μL씩 주입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조건은 Lee 등(23)의 방

법과 같이 Carbohydrate ES column을 장착한 HPLC sys-

tem(Agilent 1200 series system with DAD detector at 203

nm and ELS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조건은 이동상

으로 용매 A(acetonitrile 80 : water 5 : isopropyl alcohol 15)

와 용매 B(acetonitrile 80 : water 25 : isopropyl alcohol 15)

를 이용하여 용매 A를 0분(75%), 28분(15%), 35분(0%), 50

분(75%)의 조건하에 유속 0.8 mL/min으로 흘려주었다.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 및 phenolic acids 조성

인삼잎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24)으로 표

준물질 tannic acid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고, 인삼잎의

phenolic acid의 추출은 Krygier 등(25)의 방법을 이용하여

유리형, 에스테르형 및 결합형의 phenolic acid를 추출 분리

하였다. 우선 분말의 인삼 잎을 hexane으로 탈지처리한 후

분석시료로 이용하였다. 즉 유리형은 탈지한 인삼 잎 10 g을

증류수로 3회 반복추출 하여 추출액을 얻은 다음, 이 여과액

을 1 N HCl을 이용하여 pH를 2.0으로 조정한 다음 dieth-

ylether : ethylacetate(1:1) 혼합액을 이용하여 phenolic acid

를 분리 용출하였고, 에스테르형 phenolic acid는 분쇄한 인

삼 잎을 물로 3회 추출하여 얻은 여액에 NaOH를 첨가하여

최종 NaOH 농도가 2 N이 되도록 조절한 다음 실온에서 4시

간 이상 가수분해 시킨 후 가수분해 되어진 용액을 다시 HCl

용액으로 pH가 2.0이 되도록 조절하여 유리형 phenolic acid

를 분리 용출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분리 용출하였으며, 결합

형 phenolic acid는 유리형 phenolic acids를 추출하고 남은

잔사를 가지고 2 N NaOH 250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가수

분해 한 후 HCl용액으로 pH를 2.0으로 조절하여 유리형

phenolic acid를 분리 용출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용

출하였다. 각각 분리 용출하여 얻어진 phenolic aicd를 30
o
C

이하의 온도에서 감압 농축하여 건고한 다음 HPLC용

methanol 용액으로 일정량 용해한해 후 membrane filter

(0.20 μm pore size)로 여과하여 HPL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조건은 ZORBAX SB C-18을 장착한 HPLC system

(Agilent 1200 series system with DAD detector at 280 nm,

320 n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동상으로 용매 A(1%

acetic acid)와 용매 B(methanol)를 이용하여 용매 A를 0분

(100%), 25분(70%), 40분(40%), 50분(0%), 55분(100%)의

조건하에 유속 0.8 mL/min으로 흘려주었다.

발효 인삼잎의 생리활성

인삼잎의 전자공여능과 tyrosinase 저해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발효 전후의 인삼잎 분말 1 g을 90±2oC의 온도에서

10분간 침출시킨 것을 검액으로 사용하였다. 전자공여능은

DPPH radical에 대한 소거능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1.5×10-4 M DPPH(2,2-diphenyl-1-picryl-hydrazyl)용액 mL

당 인삼잎 침출액을 50, 125 및 250 μL의 농도가 되도록 첨가

혼합하여 37oC의 온도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전자공여능을 비교 검토하였다(26). Ty-

rosinase 저해활성은 Yagi 등(27)의 방법에 준하였다. 즉, 2.0

mL의 0.175 M sodium phosphate buffer(pH 6.0)에 침출액

이 250 및 500 μL/mL가 되도록 첨가하고 기질로서 0.2 mL의

10 mM L-DOPA와 100 unit의 tyrosinase를 0.1 mL 첨가하

여 35oC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4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여 침출액 무첨가구와 비교하여 표시하였다. 대조구로 시

판되는 S사의 녹차를 인삼잎과 같은 방법으로 침출시켜 전

자공여능과 tyrosinase 저해활성을 비교하였다.

Activity(%)＝(1－
absorbance of added sample

)×100absorbance of no added sample

결과 및 고찰

Ginsenoside 조성 및 함량

인삼잎과 발효 인삼잎의 진세노사이드 조성 및 함량을 분



1196 이가순․성봉재․김관후․김선익․한승호․김현호․백남두

Table 1. Changes of ginsenosides composition in ginseng leaf by fermentation

Ginseng
leaf1)

Ginsenosides (mg/g, drybasis)

Rh2 Rh1 Rg2 Rg3 Rg1 Re Rd Rc Rb2 Rb3 Rb1 Total

NFGL
FGL

－
1.4±0.2

1.3±0.22)
6.6±0.4

3.6±0.8
17.0±1.1

0.2±0.0
3.7±0.4

26.0±1.3
0.5±0.2

47.3±2.4
－

23.9±1.1
11.0±0.5

3.0±1.2
1.8±0.2

6.0±0.9
0.2±0.1

0.5±0.3
0.1±0.1

2.8±0.4
－

114.6±1.2
42.3±0.2

1)NFGL: non fermented ginseng leaf, FGL: fermented ginseng leaf.
2)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인삼잎은 일반적으로 많이 식

용되고 있는 뿌리부분보다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은 것으

로 보고(14)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도 뿌리보

다 그 함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date not shown)

또 뿌리에서는 인삼의 재배조건에 따라 진세노사이드 조성

에 따른 함량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지만(28,29)

대부분 Rg1, Rb1, Rb2, Rc 및 Re를 주로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11). 본 연구결과 인삼잎에서 주된 진세

노사이드는 Re로 분석된 진세노사이드 조성 중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이 Rg1,

Rd를 많이 함유하고 있었다. 이는 Seog 등(15)이 장뇌삼 잎

에 대한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분석한 결과, Re의 함량이 높

았다고 보고하였으며 Chang(17)은 인삼잎의 채엽 시기에

따른 사포닌 성분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Re, Rd, Rg1 등이

전체 사포닌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한 것 등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인삼잎에는 홍삼

뿌리에서 검출되는 진세노사이드인 Rh1, Rg2 및 Rg3가 각

각 1.3, 3.6 및 0.2 mg/g의 함량으로 검출되었다. 이는 Eom

등(30)이 보고한 인삼잎 중 진세노사이드를 분석한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발효한 인삼잎에서는 대부분 인삼

뿌리에서 많이 검출되는 Rg1, Rb1, Rb2, Rb3, Rc 및 Re의

함량은 대부분 소실되었으며, 홍삼에서 검출되는 특유 진세

노사이드인 Rh2, Rh1, Rg2 및 Rg3의 함량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Rh2는 일반 인삼잎에서는 검출되지 않던

것이 생성되었으며, Rh1, Rg2 및 Rg3는 각각 5, 4 및 15배

정도로 상당량 증가됨을 볼 수 있었다. 이 발효는 균의 특성

상 수삼에서 많이 검출되는 진세노사이드 조성은 감소하면

서 홍삼 특유 진세노사이드 조성 물질이 증가되었다고 보고

한 바 있는데(31), 인삼잎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Kim 등(32)은 Bacillus 균주와 lactic acid bacteria 균주를

이용하여 인삼을 발효시킨 결과, Bacillus 균의 몇 종이 Rc,

Rb1 및 Rb2의 ginsenoside가 Rd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하였

으며, Kim 등(33)은 ginsenoside Rg3를 강화시킬 수 있는

효모를 제조하는 등 미생물을 이용하여 진세노사이드를 전

환한 것을 보고하였으며, Quan 등(34)은 Lactobacillus brevis

LH8을 이용하여 진세노사이드 Rd를 compound K로 전환한

연구가 보고되어지고 있는 것 등을 보면 특정 미생물 균주를

이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본 실험결

과, 발효한 인삼잎에서 검출되어진 Rh2, Rh1, Rg2 및 Rg3의

대표적인 기능성으로는 각각 암세포증식억제작용, 간상해

Table 2. Total polyphenol compound content in ginseng leaf
by fermentation

Ginseng leaf
1)

NFGL FGL

Total polyphenol
compound content
(mg%, dry basis)

350.4±32.12) 312.5±20.7

1)NFGL: non fermented ginseng leaf, FGL: fermented ginseng
leaf.
2)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억제작용, 혈소판응집억제작용 및 암세포전이억제작용 등

이 있다고 보고되어진다(11). 따라서 Rg3와 같은 특정 진세

노사이드 물질을 다량 생산하기 위하여 본 실험에 이용된

발효종균의 생리적 특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총 폴리페놀 함량

인삼잎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Table 2와 같다. 인삼잎에

서는 350.4 mg%, 발효 인삼잎에서는 312.5 mg%를 함유하

는 것으로 발효과정에 의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은 다소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og 등(9,15)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장뇌삼 잎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856 mg%이라고 보고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함량을 보여주었다.

Phenolic acids의 조성 및 함량

인삼잎 중 유리형, 에스테르형 및 결합형 phenolic acids의

조성 및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인삼잎에서

는 결합형 phenolic acid는 검출되지 않았고, 유리형과 에스

테르형의 phenolic acid만 검출되었다. 유리형에서는 8종, 에

스테르형에서는 6종이 검출되었으며 두 형태 모두 ferulic

acid가 각각 12.6 및 50.7 mg%로 가장 많이 검출되어 있었으

며 뒤이어 유리형에서는 p-hydroxybenzoic acid가 3.7 mg%,

caffeic acid가 2.3 mg%, vanillic acid가 2.2 mg% 및 pro-

tocatecuic acid가 1.2 mg%를, 에스테르형에서는 caffeic

acid가 9.2 mg%, p-hydroxybenzoic acid가 5.7 mg%, vanillic

acid가 3.8 mg%를 함유하고 있었다. 이는 Seog 등(9)은 장

뇌삼에서 주된 유리형 phenolic acid는 syringic acid와 sinapic

acid이라고 보고한 것과는 차이가 크게 남을 볼 수 있었고,

Table 2에서 나타낸 비색법에 의한 총 폴리페놀 함량과

phenolic acid 조성간의 함량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효를 한 인삼잎에서는 유리형 phenolic acid가

79.7 mg%, 에스테르형 phenolic acid가 57 mg%로, 발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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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of phenolic acid composition in ginseng leaf by fermentation. (mg%, drybasis)

Ginseng leaf1)

NFGL FGL

FPA
2)

EPA BPA Total FPA EPA BPA Total

Gallic acid
Protocatechuic acid
p-Hydroxybenzoic acid
Vanillic acid
Caffeic acid
Syringic acid
p-Coumaric acid
Ferulic acid
Salicylic acid
trans-Cinnamic acid

－
1.2±0.2
3.7±1.0
2.2±0.2
2.3±0.4
0.2±0.1
0.8±0.2
12.6±2.4
－

0.6±0.1

－
0.7±0.2
5.7±1.1
3.8±0.1
9.2±1.0
0.6±0.3
－

50.7±7.6
－

1.0±0.2

－
－
－
－
－
－
－
－
－
－

1.9±0.4
9.4±1.1
6.0±0.2
11.5±0.8
0.8±0.3
0.8±0.2
63.3±6.4

1.6±0.2

1.3±0.33)
29.8±2.4
21.5±1.9
20.1±1.1
1.2±0.4
1.2±0.2
0.6±0.1
1.0±0.1
2.5±0.2
0.5±0.2

－
18.8±3.0
15.6±1.3
16.1±0.9
0.6±0.2
1.0±0.3
1.0±0.2
3.9±0.0
－
－

－
4.4±1.7
10.3±1.1
10.9±1.2

1.1±0.1
2.8±0.1
－
－

1.3±0.3
53±2.5
47.4±1.6
47.1±1.0
1.8±0.5
2.2±0.2
2.7±0.1
7.7±0.1
2.5±0.2
0.5±0.2

25±1.4 71.7±3.8 93.7±3.6 79.2±1.2 57.0±0.8 29.5±0.7 165.7±1.3
1)
NFGL: non fermented ginseng leaf, FGL: fermented ginseng leaf.
2)FPA: free type phenolic acid, EPA: ester type phenolic acid, BPA: bounded type phenolic acid.
3)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의하여 유리형은 약 3.4배 증가하였고, 에스테르형은 약

20% 감소하였으나 발효하지 않은 인삼잎에서 검출되지 않

던 결합형 phenolic acid가 29.5 mg%로 총 phenolic acid의

함량이 166.2 mg%를 함유하고 있어 발효에 의하여 총 함량

이 약 1.7배 이상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또 각각의 phenolic

acid의 변화를 보면 인삼잎에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던

ferulic acid는 발효에 의하여 급격히 감소하여 그 함량이 상

당히 적은 값을 가지는 경향이었으나, protocatechuic acid는

약 28배, p-hydroxybenzoic acid는 약 5배, vanillic acid는

약 7.8배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RT 32분대에서 미지의 phenolic acid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ferulic acid는 진통

작용, 평활근 이완작용 등(35), protocatechuic acid는 항산화

작용(36) 및 항혈전작용 등(37), p-hydroxybenzoic acid는

혈당저하작용, 지혈작용 등(38), vanillic acid는 항암작용 등

(39), 생리적으로 기능성이 우수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

서 인삼잎을 발효함으로써 얻어지는 protocatechuic acid,

p-hydroxybenzoic acid 및 vanillic acid 등의 phenolic acid

의 함량이 증가된 것을 보면 발효 인삼잎이 가지는 생리적

특성도 또한 넓어질 것으로 생각되어 이러한 기능성을 검토

할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

전자공여능 및 tyrosinase 저해활성

발효 전후의 인삼잎을 시판 녹차와 같은 방법으로 90±2
o
C의 온도에서 10분간 침출한 액을 이용하여 DPPH용액을

이용한 전자공여능과 tyrosinase 억제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공여능은 DPPH용액에 대하

여 침출액 50 μL를 첨가할 경우는 전자공여능이 30% 정도로

미약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250 μL 첨가 시는 시판 녹차보

다는 약간 낮았지만 거의 비슷한 활성을 나타내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전자공여능이 비례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었

으며, 발효처리에 의한 전자공여능의 증가 효과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페놀산 함량이 발

효에 의하여 증가하였으나 Table 2에서 총 폴리페놀성 함량

이 무발효 인삼잎에서 높은 것을 보면 인삼잎에 함유되어있

는 총 폴리페놀성 물질이 전자공여능에 관여함을 알 수 있었

고, 발효 후 증가된 종류의 페놀산 물질보다 그 외의 다른

플라보노이드 물질이 더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tyrosinase

활성은 시판녹차를 대조구로 비교한 결과 시판녹차보다는

억제활성이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발효 처리를 한 인삼

잎을 500 μL/mL로 첨가하였을 경우 시판녹차는 48.6%, 발

효 인삼잎은 46.5%로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어 발효처

리에 의하여 활성이 증가됨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인삼

잎에 대한 활용도가 식품개발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화장품

개발 소재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인삼잎이 인삼뿌리보다 사포닌 함량이 높

은 부위로서 식품 소재로 이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인삼잎을 이용하여 차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삼

잎을 발효시켜 진세노사이드 조성 및 형태별 페놀산 조성의

변화를 분석하고 인삼잎을 침출시켜 침출액에 대한 전자공

여능과 tyrosinase 저해활성을 측정하였다. 인삼잎에서 진세

노사이드는 10종이 검출되었고 주된 진세노사이드는 gin-

senoside-Rg1(26.0 mg/g), -Re(47.3 mg/g) 및 -Rd(23.9

mg/g)이었고 발효에 의하여 ginsenoside-Rh2, -Rh1, -Rg2

및 -Rg3는 증가하였으며 특히 Rg3는 15배가 증가하였다.

인삼잎의 총 폴리페놀성 함량은 350.4 mg%이었고 발효인삼

잎은 312.5 mg%으로 발효에 의해서는 약간 감소하였다. 인

삼잎의 페놀산은 결합형은 검출되지 않았고, 유리형과 에스

테르형이 각각 8 및 6종이 검출되었으며 그중에서 ferulic



1198 이가순․성봉재․김관후․김선익․한승호․김현호․백남두

Fig. 1. Chromatogram of phenolic acid on standard phenolic acids, free type phenolic acid of non-fermented and fermented
ginseng leaf. (1A) and (1B): Std chromatogram. (2A) and (2B): Chromatogram of free type phenolic acid on non-fermented ginseng
leaf. (3A) and (3B): Chromatogram of free type phenolic acid on fermented ginseng leaf at 280 nm (A) and 320 nm (B),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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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lectron donating abilities and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ies of ginseng leaf by fermentation. NFGL: non fermented
ginseng leaf, FGL: fermented ginseng leaf.



발효처리가 인삼잎의 진세노사이드 및 페놀산 조성 변화와 생리활성에 미치는 영향 1199

acid가 각각 12.6 및 50.7 mg%로 가장 많은 함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발효인삼잎에서는 ferulic acid는 상당량이 감소하였

으나 protocatechuic acid, p-hydroxybenzoic acid, vanillic

acid의 3종의 페놀산이 유리형, 에스테르형 및 결합형 모두

에서 상당량 증가하여 총 함량이 각각 28배, 5배 및 7.8배

증가하였다. 인삼잎을 침출시킨 액을 이용하여 전자공여능

과 tyrosinase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전자공여능은 발효에

의하여 활성이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tyrosinase 저해활성은

증가하여 500 μL/mL 농도로 첨가 시 46.5%를 나타내어 무

발효인삼잎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여 시판녹차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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