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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ntioxidant activities of black ginseng prepared by nine repeated
steaming-drying cycles. Ethanol extracts from each cycle of ginseng showed 33.5～41.0% of yields, 36.2～44.5%
of moisture content and 64～66

o
Brix of soluble solids. As the number of steaming-drying cycles increased, pH

decreased, while the absorbance at 420 nm increased remarkably after the 4th cycle. Although the amounts
of Rg1 and Rb1 contents quite decreased, the total phenol content of black ginseng (the final cycle of ginseng)
was increased to 126%, compared with that of white ginseng. Antioxidant activities, determined by ferric-re-
ducing antioxidant potential (FRAP), 2,2'-azinobis(3 ethy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radical scav-
enging activity, 1,1-diphenyl-2-picrydrazyl (DPPH) and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increased re-
markably as the number of steaming-drying cycles increased. Especially, FRAP value increased 155.6%. Also,
IC50 values for DPPH and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the final 9th-cycling product, decreased
4.5 folds and 9.7 folds,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ose of white ginseng.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sug-
gested that antioxidant activities of black ginseng improve according to the increasing number of steam-
ing-drying cycles, which was derived from increase of total pheno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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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한의학적으로 기허

(氣虛)에 사용되는 중요한 보기약(補氣藥) 중의 하나이며,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많은 한방의서에서 체력 증강,

소화기, 신경, 대사, 순환기 계통 등의 기능 조절을 위한 단미

제 또는 복방제의 주요 구성생약으로 이용되어 왔다(1,2). 인

삼의 성분은 탄수화물(60～70%), 함질소화합물(12～16%),

사포닌(3～6%), 지용성성분(1～2%), 회분(4～6%), 비타민

(0.05%) 등을 함유하고 있다(3). 인삼 제품 중 수삼은 가공하

지 않은 상태의 인삼을 말하며, 백삼은 4년근 이상의 수삼을

원료로 하여 표피를 제거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건조하여 수

분 함량이 15% 이하가 되도록 가공한 원형 유지 제품을 뜻

하며, 홍삼은 수삼을 증숙한 후 건조하여 제조한 것으로 열

을 가하기 때문에 입체적인 화학 변화를 받은 것이다(4). 최

근에는 ginsenoside의 함량을 더 증강시키고자 하는 노력으

로 흑삼이라는 새로운 원형 삼류 신제품이 개발되어 인삼

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흑삼은 한약재 수치법

중의 하나인 구증구포(九蒸九曝)의 원리를 이용해 수삼을

9번 찌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여 제조된 것으로 색깔은 흑

색을 띤다(5). 흑삼은 수삼의 새로운 가공인삼으로 화학성분

은 ginsenoside Re, Rf, Rg1, Rg2, Rh1 함량이 백삼 홍삼보다

증가되며, 열처리에 의해 ginsenoside Rg1, Rg2, Rh1, Rh2

등은 홍삼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낸다(6). 또한, 기존의 백삼

이나 홍삼에 비해서 월등히 항암 효과 및 비만 억제 효과가

우수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7). 그러나 흑삼은 제조

과정이 아홉 번 쪄서 말린다는 기본 원칙만 있을 뿐,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얼마 동안 찔 것인지, 건조는 어떻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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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할 것인지 등 표준화된 공정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은

채 파우치나 농축액으로 가공하여 홍삼 가공 식품류로 유통

되고 있어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8). 또한 흑삼 제조

시 시루를 이용하여 찌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

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부직삼을 증삼기

를 이용하여 구증구포 하여 흑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항

산화 특성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흑삼 제조

충남 금산 인삼 농가포장에서 재래종 4년근을 수확하여

사용하였다. 4년근의 원료수삼을 피부직삼으로 제조한 후에

사판에 배열한 후 무압식 증삼기(1.6×2.0×2.0 m, 아성공업

사, 경기 부천시) 내에서 96oC에서 3시간 증삼한 후 50oC에

서 24시간 열풍건조를 각각 0～9번씩 반복하여 가공인삼을

제조하였다. 증포 별 가공인삼은 고려바이오 홍삼(주)에서

제조하였다.

인삼 농축액 제조

용매와 흑삼시료 비율은 8:1 배수를 넣어 80oC에서 8시간

씩 3차까지 추출하였다. 용매는 95%알코올(식음용발효주

정, (주)주정판매월드, 전라북도 전주)을 사용하였고 1차는

70%알코올, 2차는 60%알코올, 3차는 50%알코올을 사용하

여 추출한 후 5 μm 정성여과지(No.1, Advantec, Tampa, FL,

USA)를 사용하여 여과하였다. 위의 3차까지 추출한 추출액

을 모두 혼합하여 감압농축기(MG-2100, Buchi, Flawil,

Switzerland)를 이용하여, 65oBrix까지 농축하여 농축액을

제조하였으며 당도는 당도계(N-3E, ATAGO, Tokyo, Ja-

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분함량, pH 및 흡광도 측정

수분측정은 공전상의 상압가열건조법으로 시험하였다.

칭량접시에 유리봉과 해사를 함께 넣어 항량하여, 검체 약

3 g을 넣어 잘 섞은 후 뚜껑을 약간 열어 넣고 5시간 건조한

후 데시케이터 중에서 약 30분간 식히고 무게를 달고 다시

칭량접시를 1～2시간 건조하여 항량이 될 때까지 같은 조작

을 반복하여 값을 구하였다. pH는 시료에 10배량의 물을 가

하여 균질화한 다음 pH meter(SP-701, Suntex, Taipei,

Taiwan)를 사용하여 pH를 측정하였다. 흡광도는 시료를

100배 희석하였으며 UV-Spectrophotometer(UVmini-1240,

Shimadzu, Tokyo, Japan)를 사용하여 갈색색소 측정범위인

420 nm에서 측정하였다.

Ginsenoside Rg1 및 Rb1의 분석

흑삼 농축액을 제조하기 전 흑삼 증포 횟수별 ginsenoside

Rg1, Rb1 분석 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준용액은 Rg1(LKT

Inc, St. Paul, MN, USA), Rb1(Wako Ltd., Tokyo, Japan)

표준품 각각을 메탄올에 녹여 여과(0.45 μm)하여 각각 표준

원액(1 mg/mL)을 만들고, 표준원액을 메탄올로 10배 희석

하여 표준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시료는 약 2 g씩을 50 mL

플라스크에 취하여 HPLC용 물(Honeywell Burdick &

Jackson, New York, USA)로 50배 희석하여 3,000 rpm에서

15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만 0.45 μm 필터로 여과한 후

시험용액으로 HPLC(Acquity UPLC, Waters, Milford, MA,

USA)에 20 μL를 주입하여 결과를 얻어내었다. 기기분석 조

건에서 칼럼은 Waters Acquity UPLC BEH C18(50×2.1
mm, 1.7 μm)을 사용하였으며 wavelength는 202 nm, 용매는

0.6 mL/min의 유속으로 column temperature는 25
o
C에서 실

시하였다. 검출기는 UV detector(Smartline 2500, KNAUER,

Berlin, Germany)에서 분석조건은 acetonitrile 20%(0분),

20.3%(25분), 26.8분(54분), 35.6%(74분), 50%(85분), 68%

(95분), 95%(99분), 20%(110분)로 실시하였다.

진세노사이드 Rg1

함량(mg/g)
＝S× a×b × 1

시료채취량(g) 1,000

S: 시험용액 중 개별 진세노사이드 농도(μg/mL)

a: 시험용액의 전량(mL)

b: 희석배수

벤조피렌 함량

흑삼의 벤조피렌 분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청(2007) “건강

기능식품(소위 흑삼)중 벤조피렌 시험법지침”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실험하였다. 시료 5 g을 증류수 20 mL에 1시간

침지시킨 후 헥산을 10 mL 넣어 헥산층을 추출하였다. 추출

한 헥산층을 감압농축기(MG-2100, Buchi)를 이용하여 농축

한 후 MeOH 100 μL에 녹여 GC-MS(6890series, Agilent,

Santa Clara, CA, USA)에 주입하여 결과를 얻어내었다. 기

기분석조건에서 칼럼은 HP-5MS(60 m×250 mm×0.25 μm)
을 사용하였고 Split mode에서 split ratio는 5:1로 하였다.

오븐 조건은 초기 50
o
C에서 1분간 유지시키고 분당 10

o
C씩

상승시켜서 310
o
C까지 올린 후 15분 유지하였다. Injector

port의 온도는 300
o
C로 사용하였으며 이동기체는 헬륨을 이

용하여 결과를 얻어내었다.

총 페놀 함량

페놀성 물질이 phosphomolybic acid와 반응하여 청색을

나타내는 현상을 이용한 방법으로 Folin-Denis법(9)에 의해

측정하였다. 추출물 100 mg당 1 mL PBS Buffer를 첨가하여

100 mg/mL 농도의 추출물 용액을 제조하여 시료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증류수 2.5 mL에 시료 0.33 mL, Folin- Denis

0.16 mL, NO2CO3 0.3 mL을 넣고 암실에서 30분 발색시킨

후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standard는 tannic

acid를 사용하였다.

DPPH(1,1-diphenyl-2-picryl hydrazyl) radical 소거능

추출물 100 mg 당 1 mL methanol을 첨가하여 100 mg/

mL 농도의 추출물 용액을 제조하여 시료 용액으로 사용하

였다. 시료용액 50 μL에 1.5×10-4 mM DPPH용액 150 μ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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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Yield and moisture content of ethanol extracts of ginseng prepared by different steaming-drying times

01) 12) 2 3 4 5 6 7 8 9

Yield (%)
Moisture content (%)

36.8
44.5±
0.55

c3)

39.0
43.9±
0.70

c

37.3
43.2±
1.70

b

39.0
43.5±
1.10

ab

34.8
41.7±
1.30

ab

33.5
42.9±
2.30

ab

38.0
42.2±
2.00

ab

38.8
44.1±
0.75

ab

40.3
36.2±
0.76

ab

41.0
36.6±
0.76

a

Moisture content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1)0: dried ginseng with skin. 2)1～9: steam and dry-processing times.
3)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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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 of ethanol extracts of ginseng prepared by differ-
ent steaming-drying times. 0: dried ginseng with skin. 1～9:
steam and dry-processing times. All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a-d) are significantly differ-
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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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bsorbance (420 nm) of ethanol extracts of ginseng
prepared by different steaming-drying times. 0: dried ginseng
with skin. 1～9: steam and dry-processing times. All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a-g)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가한 후 30분 후에 5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라디

칼 소거능(%)을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후 각 농도별 라디칼

소거능에 대한 검량선에서 라디칼 소거능이 50%가 되는 농

도인 IC50을 구하였다(10).

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
＝
AbsDPPH－Abssample ×100

AbsDPPH

FRAP(ferric-reducing antioxidant potential) value

측정

FRAP 측정은 Benzie와 Strain의 방법(11)을 참고하여 측

정하였다. 추출물 100 mg당 1 mL methanol을 첨가하여 100

mg/mL 농도의 추출물 용액을 제조하여 시료 용액으로 사용

하였다. 제조된 0.9 mL FRAP reagent에 시료 0.03 mL과

증류수 0.09 mL을 넣은 후 37
o
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59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radical 소거능

ABTS[2,2'-azinobis(3 ethy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의 측정은 Pellegrini 등

의 방법(12)에 의해 측정하였다. 추출물 100 mg 당 1 mL

methanol을 첨가하여 100 mg/mL 농도의 추출물 용액을 제

조하여 시료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시료 용액 50 μL와 ABTS

solution 1 mL를 30초 동안 섞은 후 2.5분간 incubation하여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아래의 식에 의해 저해율을

계산하였다.

Inhibition rate (%)＝
1－sample O.D ×100
control O.D

Hydroxyl radical 소거능

추출물 100 mg당 1 mL PBS buffer를 첨가하여 100 mg/

mL 농도의 추출물 용액을 제조하여 시료 용액으로 사용하

였다. 시료용액 0.15 mL에 buffer 0.35 mL, 3 mM deoxy-

ribose용액 0.1 mL, 0.1 mM ascorbic acid 용액 0.1 mL, 0.1

mM EDTA용액, 0.1 mM FeCl3용액, 1 mM H2O2용액 0.1

mL을 넣어 잘 교반한 후 37
o
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2% TCA용액과 1% TBA용액을 잘 섞은

후 100oC에서 20분간 반응한 후 냉각하여 원심분리 하였다.

상등액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흑삼 주정 추출물의 수율, 수분함량, 당도 및 흡광도 측정

피부직삼에서부터 구증구포를 거쳐 제조한 각 단계별 흑

삼 주정 추출물의 수율, 수분함량, 당도의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수율은 33.5～41.0%이었으며, 수분함량은 36.2

～44.5%, 가용성고형물 함량은 64～66oBrix로 동일하게 제

조하였다. 피부직삼에서부터 구증구포를 거쳐 제조한 각 단

계별 흑삼 추출물의 pH와 420 nm에서의 흡광도 측정 결과

는 Fig. 1, 2에 나타내었다. 피부직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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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b1 and Rg1 content of ethanol extracts of ginseng prepared by different steaming-drying times

0
1)

1
2) 2 3 4 5 6 7 8 9

Rb1 and Rg1 content (mg/g) 19.07 15.01 12.50 6.46 5.89 4.50 2.99 2.79 1.80 1.70
1)
0: dried ginseng with skin.

2)
1～9: steam and dry-processing times.

Table 3. Total phenol content of ethanol extracts of ginseng prepared by different steaming-drying times

0
1)

1
2) 2 3 4 5 6 7 8 9

Total phenol content (mg/mL)

Rate of increase (%)

0.38±
0.01

f3)

0

0.59±
0.02

e

55.7

0.60±
0.02

d

59.2

0.66±
0.00

d

74.3

0.68±
0.04

cd

78.1

0.69±
0.06

c

82.4

0.79±
0.01

b

106.7

0.79±
0.01

b

107.8

0.84±
0.01

a

120.5

0.86±
0.01

a

126.2

All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1)0: dried ginseng with skin. 2)1～9: steam and dry-processing times.
3)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반복함에 따라 pH는 4.8에서 4.1로 증포 횟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갈색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결과, 피부직삼

의 경우 0.6에서 구증구포한 흑삼은 3.0으로 5배 정도 증가하

여 갈색이 진하여졌다. 이 같은 결과는 피부직삼을 구증구포

법을 이용하여 만드는 과정에서 갈변반응 일어난 것으로 갈

변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pH값이 저하된다는 보고와 일치하

였으며 인삼을 증포하면 갈변물질이 형성되며 생성원인은

amino-carbonyl 반응에 의한 melanoidine계 색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약리효능으로는 항돌연

변이 효과와 항산화 활성이 알려져 있다(13).

Ginsenoside Rg1 및 Rb1의 분석

흑삼 농축액을 제조하기 전 흑삼 증포 횟수별 Ginseno-

side Rg1 및 Rb1을 분석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Han

등(14)은 추출 용매에 따른 흑삼의 사포닌 함량의 변화에

대하여 실험하여 흑삼을 대상으로 할 경우 95%에탄올의 추

출물이 가장 높은 총사포닌 함량을 나타내어 가장 효율적인

추출 용매로 사료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주정(95%에탄올)으로 추출하였을 때 증포 횟수별 Rg1 및

Rb1 함량은 19.07 mg/g에서 1.70 mg/g으로 증포 횟수에 따

라 함량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인삼을 이용하여 구증구포

방법으로 제조한 흑삼이 인삼보다 높은 Rg1 및 Rb1 함량을

함유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벤조피렌 분석

벤조피렌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화합물(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이하 PAHs)로써 내분비계의 장애

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것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식품

이나 유기물이 탄화될 때 생기는 tar상 물질의 구성 성분으

로써 PAHs 화합물 중에서도 벤조피렌은 피부암, 폐암, 간암

을 일으키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보고되어 있다(15,16). 본

연구에서 사용된 흑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벤조피

렌 분석 결과 구증구포 과정 중 8증에서 0.04 ppb, 9증에서

0.04 ppb를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조피렌의 허용 함

량은 올리브유, 식용유, 참기름, 들기름, 대두유, 옥수수유

등의 식물 유지류에서 2 pp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의 식품에서는 숙지황의 벤조피렌 함량 기준은 5 ppb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다(17). 따라서 본 실험방법에 의해 제

조된 흑삼은 벤조피렌 함량이 낮아 식품 소재로서의 안전한

제품으로 사료된다.

총 페놀 함량

흑삼 주정 추출물에 대한 총 페놀 함량 측정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증포 과정에 따른 흑삼의 총 페놀 함량은

피부직삼이 0.38 mg/mL, 1회 증포 시 0.59 mg/mL, 6회 증포

시 0.79 mg/mL, 9회 증포 시 0.86 mg/mL로 증포 과정이

반복될수록 총 페놀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특히, 6회 증포 시 증가율이 100%였으며 9회 증포 시 126.2%

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피부직삼을 이용하여 흑삼을

만들면 증포 과정의 반복에 따라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Woo 등(18)의 연구에 의하면 생지황을 구

증구포 방법으로 숙지황을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총 페놀 함

량을 측정하였으며, 처리증수가 증가할수록 총 페놀 함량이

증가하는 본 실험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페놀 화합물

은 항산화작용과 관련하여 최근 생체 내에서의 산소 free

radical 반응이 생체조직의 노화나 질병과 관련이 있고, 페놀

성 물질의 hydroxyl 기는 유지의 유리기 수용체로서 유지

산패의 초기단계에 생성된 유리기들이 안정된 화합물을 형

성하도록 하여 산화 억제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20). 따라서 증포 과정이 반복됨에 항산화능이 증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DPPH radical 소거능

흑삼 주정 추출물에 대한 DPPH radical 소거능의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흑삼 증포 과정에 따른 DPPH radical

소거능 IC50 값(DPPH 라디칼을 50% 소거시키는데 필요한

농도)은 피부직삼이 14.09 mg/mL, 1회 증포 시 13.04 mg/

mL, 3회 증포 시 8.55 mg/mL, 9회 증포 시 3.12 mg/mL로

증포 과정이 증가할수록 4.5배 이상 감소하였다. 이는 피부

직삼을 증포하여 흑삼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증포 과정이 반

복됨에 따라 흑삼의 항산화능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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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thanol extracts
of ginseng prepared by different steaming-drying times. 0:
dried ginseng with skin. 1～9: steam and dry-processing times.

Table 4. FRAP value of ethanol extracts of ginseng prepared by different steaming-drying times

01) 12) 2 3 4 5 6 7 8 9

FRAP value (mg/mL)

Rate of increase (%)

3.05±
0.28f3)

0

5.01±
0.38e

64.1

5.13±
0.07e

68.1

5.44±
0.17d

78.6

5.47±
0.07de

79.5

5.65±
0.10d

85.4

6.53±
0.14c

114.2

7.30±
0.47b

139.5

7.51±
0.26a

146.3

7.79±
0.33a

155.6

All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1)
0: dried ginseng with skin.

2)
1～9: steam and dry-processing times.

3)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5.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thanol extracts of ginseng prepared by different steaming-drying times

01) 12) 2 3 4 5 6 7 8 9

% 51.12±2.48d3) 69.34±5.90c 78.42±1.92b 83.01±0.46a 83.22±0.18a 83.22±0.77a 83.42±0.39a 84.49±1.95a 84.28±3.80a 84.13±1.53a
All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1)0: dried ginseng with skin. 2)1～9: steam and dry-processing times.
3)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Kim 등(21)의 연구에서는 인삼을 구증구포의 계속적인 증

포 과정을 통하여 홍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DPPH 분석한

결과 항산화력은 증포가 진행될수록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본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You 등(22)은 목단피

추출액이 높은 DPPH radical 소거작용이 있다고 하였고, 약

용식물 수용성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은 1.0 mg/mL(0.1%) 농

도에서 당귀 15.8%, 감초 13.3%, 옥죽 5.4%로, 종자류 추출

물의 1.0 mg/mL 농도에서 사인 42.12%, 팔각향 26.45%, 흑

두 12.75%, 진피 10.2%, 결명자 6.7%, 오매 5.6% 및 감초

39.26%, 갈근 18.36%, 곽향 34.47%, 박하 26.27% 등, 머위

잎 에탄올 추출물 34.9% 등과 비교해 보면 흑삼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이 1.0 mg/mL 농도에서 28%로 다른

약용식물 추출물보다 우수하게 나타났으나, 사인 42.12%, 곽

향 34.47%, 감초 39.26%보다는 낮았다(23-25).

FRAP(ferric-reducing antioxidant potential) value

측정

흑삼 주정 추출물에 대한 FRAP value의 측정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증포 과정에 따른 FRAP value는 피

부직삼이 3.05 mg/mL, 1회 증포 시 5.01 mg/mL, 3회 증포

시 5.44 mg/mL, 7회 증포 시 7.30 mg/mL, 9회 증포 시 7.79

mg/mL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이 결과는 3회

증포 시 증가율이 78.6%, 6회 증포 시 114.2%, 9회 증포 시

155.6%로 증가하였다. 이는 피부직삼으로 흑삼을 만드는 과

정에서 증포를 거듭할수록 FRAP value가 증가하여, 피부직

삼에 비하여 9회 증포한 흑삼의 FRAP value가 155.6%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피부직삼의 증포를 거듭할수록

흑삼의 항산화능이 증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흑삼 주정 추출물에 대한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

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피부직삼을 9회 증포하여 흑삼을

만드는 과정의 ABTS radical 소거능은 각각 피부직삼이

51.12%, 1회 증포 시 69.34%, 3회 증포 시 83.01%, 7회 증포

시 84.49%, 9회 증포 시 84.13%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p<0.05). 이는 피부직삼을 이용하여 구증구포 방법으로 흑

삼을 제조하는 방법에서 증포 횟수에 따라 항산화능이 증가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Kim 등(26)의 연구에서 인삼의 용매

추출물에 따른 ABTS 라디칼 소거능을 검토하였으며 에탄

올 추출물이 50%, 75% 에탄올 추출물이 40%의 소거능을

보여 이는 본 실험에서의 피부직삼의 활성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구증구포 방법으로 제조한 흑삼이 인삼 추출

물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Hydroxyl radical 소거능 측정

흑삼 주정 추출물에 대한 hydroxyl radical 소거능 IC50값

을 측정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피부직삼을 이용하

여 9회 증포 과정의 hydroxyl radical IC50 측정값은 피부직

삼이 29.34 mg/mL, 3회 증포 시 14.63 mg/mL, 7회 증포 시

4.39 mg/mL, 9회 증포 시 3.20 mg/mL로 증포 횟수가 증가

할수록 IC50값이 9.7배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피부직삼의

IC50값보다 4회 증포 시 55.4%, 7회 증포 시 85.0%, 9회 증포

시 89.1%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증포 횟수가 증가

할수록 IC50 값이 감소하여 항산화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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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thanol ex-
tracts of ginseng prepared by different steaming-drying
times. 0: dried ginseng with skin. 1～9: steam and dry-process-
ing times.

료된다. Hydroxyl radical(․OH)은 활성산소 중 반응성이

매우 강하여 생체 산화에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Manian 등(28)은 hydroxyl radical이 DNA의 핵산

과 결합함으로써 손상을 일으켜 발암성, 돌연변이 및 세포독

성을 유발하게 되며, 지질과산화 과정에서 빠른 개시제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은 지질과산화

과정의 진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활성화된 산소 종을

소거함으로써 연쇄반응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요 약

세근을 제거한 피부직삼을 흑삼제조 시 구증구포의 각 증

별로 얻어진 인삼을 주정으로 추출한 추출물의 품질학적 특

성과 항산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피부직삼의 증포 횟수가

증가할수록 pH가 감소하였으며, 흡광도는 증가하였는데 특

히 4회째부터 크게 증가하여 갈색도가 진해졌다. 벤조피렌

분석 결과 8증과 9증에서 0.04 ppb로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

으며 Rg1 및 Rb1 함량은 증포 횟수에 따라 19.07 mg/g에서

1.70 mg/g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흑삼 추출물의 항산화활성

은 DPPH radical 소거능, hydroxy radical 소거능, ABTS

radical 소거능, FRAP으로 분석하였으며 총 페놀함량을 측

정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 IC50값은 피부직삼이 14.09

mg/mL, 1회 증포 시 12.20 mg/mL, 3회 증포 시 7.63 mg/

mL, 9회 증포 시 3.12 mg/mL로 증포 과정이 증가할수록

IC50값은 4.5배 감소하였으며, FRAP value는 피부직삼으로

흑삼 제조 시 증포 횟수의 증가에 따라 155.6% 증가하였다.

ABTS radical 소거능은 각각 피부직삼 51.12%, 1회 증포

69.34%, 9회 증포 84.13%로 증포 과정이 반복될수록 증가하

였다. Hydroxyl radical IC50 측정값은 1회 증포 31.24 mg/

mL, 9회 증포 3.04 mg/mL로 증포 횟수가 증가할수록

hydroxyl radical IC50 값이 9.7배 감소하였다. Total phenol

함량은 1회 증포 시 0.61 mg/mL, 6회 증포 시 0.79 mg/mL,

9회 증포 시 0.83 mg/mL로 total phenol 함량이 증포 횟수의

증가에 따라 126% 증가하였다. 따라서 피부직삼을 이용하

여 흑삼 제조 시 증포를 9회 반복함에 따라 항산화활성은

78～155.6% 증가하였는데, 이는 phenol 함량이 168%까지

증대된데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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