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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근 인삼의 효소적 가수분해 조건에 따른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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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quality characteristics of 4 year-old ginseng by enzymatic hydrolysis conditions to
increase utilization. Ginseng was ground after steaming and was each treated with hydrolase A, B, C and D.
When quality characteristics by the enzymes were examined,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with pH
of 5.5～5.6 and the sugar content of 4.0～4.33. The crude saponin content was the highest in ginseng treated
with D, followed by B, C and A. The crude saponin, the reducing sugar and the total sugar contents increased
until 0.3% (w/w) concentration in enzyme D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its concentration. Although active
ingredients increased with time passage of hydrolysis, no significant change was found after three hours and
the crude saponin content was the highest when ginseng was treated at 60

o
C. From these results, optimum

conditions for 4 year-old ginseng were 60oC for 3 hours with 0.3% (w/w) enzyme D, and under these conditions
the reducing sugar, the total sugar and the crude saponin contents recorded 18.11, 36.21 and 4.23 mg/g,
respectively. Therefore, enzymatic hydrolysis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increasing active ingredients of 4
year-old ginseng with various usages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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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려인삼(Panax ginseng C. A. Meyer)은 오가과

(Arali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약

용식물이다. 인삼의 주요 약리성분은 인삼 사포닌(gin-

senoside)과 비사포닌계의 페놀성 성분, 폴리아세틸렌, 알칼

로이드, 산성펩티드 및 항산화성 방향족화합물 등이 보고되

어 있다(1). 인삼 사포닌은 triterpenoid 배당체로 비당부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20(S)-protopanaxadiol(PPD)계, 20(S)-

protopanaxatriol(PPT)계 및 oleanolic acid로 구분되며 비당

부분인 PPD와 PPT의 일정부분에 glucose, xylose, arab-

inose 및 rhamnose와 같은 당류가 에테르 결합을 하고 있다

(2). 인삼은 한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보기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트레스 및 피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삼의 약리효능에 관한 연구들은 약효성분인 사포닌을 중

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까지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

간기능 강화, 스트레스, 고혈압, 갱년기 질환 및 심혈관 질환

개선작용 등에 관해 약리작용이 밝혀졌다(3-6). 최근에는 비

사포닌계에 대한 약리효능으로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 간보

호 효과, 항바이러스 작용 등이 보고되었다(7,8).

인삼은 가공방법에 따라 수삼, 백삼 및 홍삼으로 나누어지

며, 수삼은 모든 인삼의 원료로서 원형 그대로 유통되거나

가공처리 하여 사용된다. 수삼은 수분함량이 70% 내외로

부패 및 손상이 쉽기 때문에 장기저장 및 유통의 목적으로

일광건조 및 증숙건조 하여 백삼 및 홍삼이 가공되고, 가공

과정 중에서 화학적 변화가 수반되어 약리효능이 증가한다

(9). 인삼은 외관 형태에 따라 직삼, 곡삼 및 반곡삼으로 분류

되며, 5년근 이상 6년근 이하 직삼은 대부분 홍삼제품의 원

료로 사용된다. 곡삼 및 반곡삼은 4년근 이하로 고급홍삼

원료로 사용되지 못하여 가공제품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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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근 인․홍삼제품은 건강기능성식품시장에서 각광받

으며 시장규모가 늘어나고 1인당 인삼소비량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나, 인삼제품류는 홍삼제품류에 비해 연간 총생산

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11). 인삼의 기호성 증진을

위해서 증숙 및 건조 형태에서 벗어나 볶음처리, 발효, 팽화

등과 같은 다양한 가공공정이 시도되고 있으며 수요층의 기

호성향과 요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가공방법에 대한 연구

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12).

최근에는 진세노사이드의 생물전환 및 대사체의 분자구

조 전환을 위하여 산가수분해, 알칼리, 열처리, 효소처리 등

의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13-17). 산가수분해 및 알

칼리 분해 방법은 무작위로 당을 가수분해 시켜 인삼 중 활

성이 뛰어난 미량의 진세노사이드와 산성 다당체를 분해한

다. 미생물 유래의 효소분해 방법은 효소가 당의 특정부분만

을 가수분해하여 사포닌 구조를 전환시켜 특이성분을 생산

하고, 인삼 배당체에 작용 및 유용성분의 추출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Kim 등(18)은 백삼의 추출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효소처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Quan 등(19)

은 미생물이 생산하는 효소를 사용하여 특정 인삼 사포닌을

전환하여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황기(20), 함초(21), 표고버

섯(22) 등에 효소처리 한 경우 유효성분의 추출수율이 증가

되고 생리활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5～6년근 인삼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품성

이 낮은 4년근 인삼의 효소적 가수분해조건에 따른 품질특

성을 조사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인삼은 2009년 경상북도 영주에서 재배

한 4년근 수삼을 풍기인삼농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전분 가수분해효소(A, 30,000 unit/g; B, 50,000 unit/g; C,

45,000 unit/g)는 (주)이앤바이오택(E&Bio Co., Ltd., Daegu,

Korea)에서, 전분가수분해 및 pectinase 혼합효소(D, 30,000

unit/g)는 (주)KMF(KMF Co., Ltd., Daegu, Korea)에서 제

공받아 사용하였다.

효소제 선별

인삼은 세척 후 고압추출기(HB-506-6, Hanbaek scien-

tific Co., Bucheon, Korea)로 121oC에서 15분간 증숙한 다음

인삼 중량의 2배량의 물을 넣고 homogenizer(HF-93, SMT

Co., Tokyo, Japan)로 10,000 rpm에서 10분간 균질화 하였다

(1). 인삼 중량에 대비해 효소제 4종을 각각 첨가하여 60oC에

서 6시간 동안 처리하였고, 85oC에서 24시간 추출한 후

10,000 rpm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 하여 품질특성 분석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효소적 가수분해 조건 설정

인삼은 세척 후 고압추출기(HB-506-6, Hanbaek scien-

tific Co.)로 121
o
C에서 15분간 증숙한 다음 인삼 중량의 3배

량의 물을 넣고 homogenizer(HF-93, SMT Co.)로 10,000

rpm에서 10분간 균질화 하여 효소분해 조건에 따라 제조하

였다. 선별된 효소제의 농도를 0.1, 0.2, 0.3, 0.4 및 0.5%

(w/w), 가수분해시간을 1, 3, 5 및 7시간, 가수분해온도를

50, 60, 70 및 80oC로 각각 처리해 85oC에서 24시간 추출한

후 10,000 rpm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 하여 품질특성 분석

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pH 및 당도

pH는 pH meter(Metrohm 691, Metrohm Ltd., Herisau,

Swiss), 당도는 digital refractometer(PR-101, ATAGO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환원당 및 총당 함량

환원당은 dinitrosalicylic acid(DNS)법(23)으로 측정하였

다. 시료액 1 mL에 DNS시약 1 mL을 가하여 진탕 수욕조에

서 10분간 가열시킨 후 급냉하고 여기에 증류수 3 mL을 첨

가하여 UV-Visible spectrophotometer(UV-1601, Shimad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546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이때 당 정량은 glucose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상기의

방법으로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환산하였다. 총당은 시

료액 10 mL과 HCl 4 mL을 넣고 80oC에서 10분간 반응시켜

실온에서 냉각한 후 증류수로 희석하여 환원당과 동일한 방

법으로 정량하였다.

조사포닌 함량

조사포닌 함량은 n-butanol 추출법(24)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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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 3회 추출하여 여과지(No. 41, Whatman, Maidstone,

England)로 여과하였다. 여과액은 10,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55oC에서 감압농축 한 다음 30 mL

의 증류수에 용해하여 30 mL diethyl ether로 3회 반복 추출

하여 지용성 성분들을 제거하였다. 수층을 수포화 n-bu-

tanol로 3회 추출한 후 감압농축 하여 105oC에서 건조시켜

시료에 대한 건물량(mg/g)으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인삼 효소처리 추출액의 성분분석은 3회 반복하여 측정한

평균치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효소제 종류에 따른 품질특성

인삼을 증숙 후 균질화시켜 인삼 중량에 대비하여 효소제

농도를 0.1%(w/w) 첨가하고 추출한 다음 효소제 종류에 따

른 품질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Table 1과 같이 pH는

효소제 종류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당도는 대조구와 비교

하여 모든 구간에서 0.3～0.4oBrix 정도 증가하였으나 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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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in pH, sugar and crude saponin contents from steamed Korean ginseng with different enzymes

Items Control A B C D

pH
o
Brix
Crude saponins (mg/g)

5.6±0.01)
8.7±0.0
7.23±1.36

5.5±0.0
9.0±0.1
7.71±0.55

5.6±0.1
9.1±0.1
8.42±0.71

5.5±0.0
9.1±0.1
8.26±1.09

5.6±0.0
9.1±0.1
8.87±0.02

1)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Table 2. Changes in pH, sugar and crude saponin contents from steamed Korean ginseng with enzyme concentration

Items
Enzyme concentration (%, w/w)

0 0.1 0.2 0.3 0.4 0.5

pH
Sugar content (oBrix)
Crude saponins (mg/g)

5.8±0.01)
5.0±0.2
3.14±0.18

5.5±0.0
5.5±0.2
4.11±0.03

5.4±0.0
5.6±0.0
4.22±0.08

5.5±0.0
5.6±0.3
4.23±0.06

5.5±0.0
5.5±0.2
4.14±0.14

5.5±0.1
5.5±0.2
4.11±0.34

1)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Table 3. Changes in pH, sugar and crude saponin contents from steamed Korean ginseng with enzymatic hydrolysis time

Items
Hydrolysis time (hr)

0 1 3 5 7

pH
Sugar content (°Brix)
Crude saponins (mg/g)

5.8±0.01)
5.1±0.2
3.14±0.18

5.5±0.0
5.6±0.1
4.13±0.25

5.5±0.0
5.6±0.1
4.23±0.06

5.5±0.0
5.6±0.0
4.20±0.11

5.5±0.0
5.5±0.3
4.01±0.01

1)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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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reducing sugar and total sugar contents
from steamed Korean ginseng with enzyme concentration.

제 종류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조사포닌 분석 결과, 모든

효소제 처리구에서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D

처리구가 8.87 mg/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B, C 및 A

순으로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o 등

(16)이 Peninillium sp.로부터 생산되는 효소를 이용하여 미

량 사포닌 성분을 강화하였다는 연구보고와 Jeong(25)이 효

소를 이용하여 인삼사포닌을 전환하고 생산량을 증가시켰

다는 연구보고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As-

pergillus niger, Rhizopus japonicaus 유래의 가수분해효소

인 β-glucosidase가 인삼사포닌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6,27).

효소제 농도에 따른 인삼의 품질 특성

상기의 결과에서 설정된 D의 농도에 따른 인삼의 품질특

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Table 2와 같이 pH는 효소 농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당도는 효소처리구가 무처리구에

비해 0.5
o
Brix 정도 높게 나타났다. 조사포닌 함량은 Table

2와 같이 효소 처리구간이 무처리구에 비해 높게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효소 농도 0.3%(w/w)까지 증가한 후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나 최적 효소 농도는 0.3%

(w/w)로 설정하였다. 환원당 및 총당을 조사한 결과 Fig.

1과 같이 효소처리구가 무처리구에 비해 환원당 및 총당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환원당은 효소 농도 0.3%(w/w), 총당은

효소 농도 0.4%(w/w) 이상에서는 조금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Jang 등(28)이 당분해 효소를 이용

하여 환원당 함량이 증가되었다는 연구보고와 유사한 경향

으로 나타났다.

가수분해시간에 따른 인삼의 품질 특성

인삼을 증숙 후 균질화 시켜 인삼의 중량에 대비하여 효소

제 0.3%(w/w)를 첨가하고, 1, 3, 5 및 7시간 각각 처리하여

추출한 다음 가수분해시간에 따른 품질 특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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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reducing sugar and total sugar contents
from steamed Korean ginseng with enzymatic hydrolysis
time.

Table 4. Changes in pH, sugar and crude saponin contents from steamed Korean ginseng with enzymatic hydrolysis temperature

Hydrolysis temperature (
o
C)

Control 50 60 70 80

pH
Sugar content (oBrix)
Crude saponins (mg/g)

5.8±0.01)
5.1±0.0
3.14±0.18

5.4±0.0
5.6±0.1
3.92±0.08

5.4±0.0
5.6±0.1
4.12±0.21

5.4±0.0
5.4±0.0
3.78±0.36

5.4±0.0
5.4±0.0
3.71±0.02

1)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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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reducing sugar and total sugar contents
from steamed Korean ginseng with enzymatic hydrolysis
temperature.

가수분해시간에 따른 pH 및 당도는 Table 3과 같이 pH는

가수분해시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당도는 가수분해

1시간에서 0.5oBrix 증가한 이후 큰 변화는 없었다. 가수분해

시간에 따른 조사포닌 함량은 가수분해 1시간째 급격히 증

가하였으며 이후 처리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

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조사포닌 함량은 가수분해 3시간째

4.23 mg/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가수분해 1시간에서 조사포닌 함량은

효소 농도 0.1%(w/w), 3시간 처리한 조사포닌 함량과 유사

한 경향으로 나타나 가수분해시간이 조사포닌 함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효소 농도

0.3%(w/w)에서 3시간 처리하였을 때 조사포닌 함량이 높게

나타나 최적 가수분해시간은 3시간으로 설정하였다. 환원당

및 총당을 조사한 결과 Fig. 2와 같이 환원당은 효소처리

3 및 5시간에서 181.1, 182.3 mg/g으로 증가하였으며, 총당

은 효소처리 3 및 5시간에서 362.1, 369.1 mg/g으로 증가하

여 이후 조금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수분해

시간에 따른 환원당 및 총당 함량의 변화는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가수분해온도에 따른 인삼의 품질특성

인삼을 증숙 후 균질화 시켜 효소제 0.3%(w/w)를 첨가하

여 3시간 동안 50, 60, 70 및 80oC에서 각각 처리하여 가수분

해 온도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Table 4와 같이

pH는 처리온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당도는 대조구에

비해 효소처리구가 0.5oBrix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가수분

해온도 60oC에서 5.6oBrix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수분해

온도에 따른 조사포닌 함량은 Table 4와 같이 가수분해온도

60oC에서 4.12 mg/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높은

온도에서는 모두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환원당 및 총당

함량은 Fig. 3과 같이 가수분해 온도에 의해 모두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환원당 및 총당 함량은 효소처리 온도

60oC에서 181.1 및 362.1 mg/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

었다. 효소에 의한 반응은 온도가 낮으면 반응에 필요한 에



4년근 인삼의 효소적 가수분해 조건에 따른 품질특성 233

너지가 부족하여 촉매작용을 할 수 없고, 높은 온도에서는

효소가 열 변성으로 활성을 잃어 일반 화학반응에 비해 온도

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18). 즉, 60
o
C에서 효소제가 가장 높

은 활성을 나타내어 조사포닌 함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효소처리 조건은 효소 농도 0.3%

(w/w), 3시간 및 가수분해온도 60
o
C로 하였을 때 가장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4년근 인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효

소적 가수분해 조건에 따른 품질 특성을 조사하였다. 인삼은

증숙 후 분쇄하여 가수분해 효소제 A, B, C 및 D 4종에 처리

에 따른 품질특성을 조사한 결과 pH 5.5～5.6, 당도 4.0～4.33

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조사포닌 함량은 D 효소제에서 가장

높았으며, B, C 및 A 순으로 나타났다. D 효소제의 농도

0.3%(w/w)까지 조사포닌, 환원당 및 총당 함량이 증가하였

으며 이후에는 농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가수분해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효성분이 증가하였으나 3시간 이후 큰 변

화는 없었으며, 60oC로 처리하였을 때 조사포닌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실험결과 D 효소제, 효소제 농도 0.3%

(w/w)로 60oC에서 3시간의 조건이 가장 적합한 나타났으며

이때 환원당, 총당 및 조사포닌 함량은 각각 18.11, 36.21 및

4.23 mg/g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효소적 가수분해 방법은

4년근 인삼의 유효성분 증가에 효과적으로 다양한 활용 방

법이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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