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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antibacterial and antiviral activities of ginseng fine root in
order to search for antibacterial substances. Among 8 kinds of fermentation strains, Lactobacillus plan-
tarum was selected based on viable cell count and antibacterial activities during incubation.
Optimum conditions of ginseng fine root fermentation for L. plantarum were incubation at 35℃ for
48 hr in 5% ginseng fine root broth. That methanolic extract of fermented ginseng fine root broth
was observed to be antibacterial and have antiviral activities. The results of paper disc method of
non-fermented extract and fermented extract measured against E. coli was 11 mm and 20 mm, S. aur-
eus was 15 mm and 22 mm, respectively. Shaking flask method was observed to inhibit the growth
E. coli and S. aureus in fermented extract by 99.9%. However, antiviral activity of Feline calicivirus
(FCV) was mostly activated. Fermented extract was used to investigate the compositional changes of
ginsenosides on HPLC analysis. By fermentation, ginsenoside Rg1, Re and Rd were increased, with
Rd showing a significant increase of 50 μg/g. These results suggest that ginseng fine root extract is
a useful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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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Panax ginseng)은 C.A. Meyer가 1843년에 ‘만병을 치

료한다.’는 뜻으로 Panax ginseng C.A. Meyer로 명명 하였으며,

한국에서 생산되는 고려인삼(Korea ginseng)의 품질이 가장 좋

은 것으로 인지되어 동, 서양에서 약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고려인삼은 오가피나무과(Araliaceae) 인삼 속(Panax)에 속하

는 다년생 초본류로서 형태는 지상부인 꽃(열매), 잎, 줄기와

지하부인 뇌두, 주근(굵은 동체부위), 지근(동체의 아래쪽으로

뻗어 나온 굵은 다리), 세근(지근에서 발생 된 가는 뿌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9], 동양권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하부인 뿌리

부분을 약초로서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왔다[19,20,26].

고려인삼의 주요 약리작용으로는 중추신경계의 흥분 진정

작용[2], 항암 작용[13], 혈압조절 작용[12], 항당뇨 작용[8], 항

산화 작용[10], 항균 작용[7]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고려인삼의 주요 성분인 40여 종 이상의 사포닌

(saponin)을 비롯하여 비사포닌(non-saponin) 계열인 poly-

acetylene, polysaccharides, alkaloids, phenolic compounds

등에 의한 약효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유효성분들 중 가장

중요한 약리활성 성분인 사포닌은 triterpenoid계의 dammar-

ane계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다른 식물 사포닌과는 달리 과량

투여에 의한 독성이 없을 뿐 아니라 용혈작용이 거의 없는

중성 배당체로 보고되고 있다[3]. 약용 대상이 되는 지하부 즉

뿌리의 부위별 사포닌 함량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총 사포

닌의 함량은 주근과 지근이 각각 1.02%, 3.94%이며, 세근은

8.31%가 함유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7]. 이처럼 세근에

는 약재로 이용되는 주근과 지근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사포닌

을 함유하고 있으나 사포닌의 질적 비율이 양적 비율보다 중

시되고 있어 세근의 약재 및 상품적 가치가 인정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세근의 일부만이 캔디, 젤리, 비누[4] 등에 이용되고

대부분 폐기되는 실정이다. 또한, 세근의 상품적 가치 증대를

위한 유효성 및 기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미미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근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의 항균성 및

항바이러스 분석과 발효에 적합한 유용 미생물을 선별하여

이를 발효시킨 결과 항균성 및 항바이러스 작용에 영향을 주

는 인자의 성분 변화를 확인하였기에 이를 보고자 하며, 이

결과를 통해 세근의 약재 및 상품적 가치의 증대를 위한 기초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인삼은 국내산 고려인삼으로 충남 금산

지역에서 재배된 4년생 인삼을 구입하여, 실험실에서 2차 증

류수로 2~3회 세척 후 자연 건조하였다. 건조된 인삼은 세근만

을 분리하여 분쇄기로 마쇄하여 분말로 만들어 -20℃에 보관

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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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rious microorganisms used for this study

Strains for fermentation Antibacterial activity Antiviral activity

Lactobacillus plantarum (KCTC 3103)

Lactobacillus brevis (KCTC 3498)

Lactobacillus rhamnosus (KCTC 3237)

Enterococcus feacium (KCCM 12118)

Aspergillus oryzae (KCTC 6291)

Candida utilis (ATCC 16321)

Bacillus subtilis (KCTC 1024)

Bacillus megaterium (KCTC 1098)

Escherichia coli (KCTC 12006)

Staphylococcus aureus (KCTC 1621)
Feline calicivirus (ATCC VR-782)

사용 균주 및 전 배양

인삼 세근 발효를 위해 인삼의 배당체 분해에 적절한 세균

6 종, 곰팡이 1종, 효모 1종[5,15]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곰팡이와 효모는 Potato

dextrose broth (Difco, U.S.A.)와 Yeast Mold broth (Difco,

U.S.A.)를 사용하여 25℃, 150 rpm, 48시간 동안 교반 배양

하였다. 유산균은 MRS broth (Difco, U.S.A.), 그 외 모든 세균

은 Nutrient broth (Difco, U.S.A.)를 이용하여 35℃, 150 rpm,

24 시간 동안 교반 배양 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일반성분 분석을 위해 식품공전[18]에 나와 있는 방법을 사

용하여, 수분은 105℃ 상압가열건조법, 조단백질은 semi-mi-

cro Kjeldahl법, 조지방 함량은 Soxhlet법, 조회분은 550℃ 직

접 회화법으로 측정하였다. 탄수화물은 총 100에서 수분, 조단

백질, 조지방 및 조회분을 뺀 값으로 계산하여 구하였다.

인삼 세근 발효를 위한 균주 선별 및 배지 제조

인삼 세근의 발효에 적합한 균주를 선별하기 위해 세근 분

말 배지(DW 100 ml, 세근 분말 5%)를 제조하여 Table 1에

표시된 각각의 발효 균주를 1% (6.0 log CFU/ml) 접종하고

전 배양과 동일한 조건으로 72시간 배양하며 생균수 및 배양

액의 항균성(paper disc)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선정된 균

주의 최적 발효를 위하여 세근 분말을 배지에 각각 2.5~30%

(w/v)로 첨가하여 균주 선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배양하며 생

균수 및 배양액의 항균성(paper disc)을 평가하였다.

항균성 물질 추출법

발효 된 세근 분말 배지를methanol과 1:10 비율로 혼합하고

70℃에서 3시간 동안 3회 교반 추출하여 이를 여과한 뒤 45℃

항온수조에서 rotary evaporator로 감압 농축하였다. 이를 di-

methyl sulfoxide (DMSO; Kanto, Japan)에 녹인 후 -20℃에

보관하여 항균성 및 항바이러스 활성 실험에 사용하였다.

추출물의 항균성 측정

추출물의 항균성 분석은 paper disc법[16]과 shaking flask

법[21]을 이용하여 Escherichia coli와 Staphylococcus aureus를 대

상으로 측정하였다. Paper disc법은 disc (8 mm; Tokyo,

Japan)에 추출물을 5 mg/disc로 흡수시켜 35℃, 24시간 배양

후 clear zone의 직경을 측정하여 항균성을 평가하였다.

Shaking flask법은 중화용액(0.2% Nutrient broth)에 각각 5

mg/ml의 추출물과 초기 균수 5.0 log CFU/ml 정도의 시험균

(E. coli, S. aureus)을 접종하여 35℃, 150 rpm으로 12시간 단위

로 두번 반응 시킨 후 pour-plate 법으로 균의 감소율을 확인하

였다. 감소율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여 항균활성을 측정하였

다. 이때 추출액을 첨가하지 않고 동일 조건에서 일정시간 배

양된 시험 균액을 대조구(control)로 비교 분석하였다.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실시하여 이의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Bacterial reduction rate (%)={1-(Me/Mc)}×100

Me: Microorganism number of experiment

Mc: Microorganism number of control.

추출물의 항바이러스 활성

추출물의 항바이러스 활성 분석을 위하여 50% tissue cul-

ture infectious dose (TCID50) 방법으로 Feline calicivirus (FCV)

의 감염가를 측정하였다[6]. 숙주세포인 Crandall-reese Feline

kidney cell (CrFK cell, ATCC CCL-94)은 2% Fetal bovine

serum (FBS), 100 U/ml Penicillin과 100 μg/ml Streptomycin

이 포함된 Dulbecco modified eagle medium (DMEM)을 이용

하여 96 well plate에 37℃, 5% CO2, 48시간 배양하여 mono-

layer를 얻었다. 5.0 TCID50/ml로 희석된 FCV와 추출물을 1:1

로 혼합하고 실온에서 1, 6, 12, 24 시간별로 반응하여 50 μl씩

4개의 well에 접종하고 90분간 방치하여 FCV를 CrFK cell에

감염시켰다. 그 후 growth medium을 aspirate로 제거하고

100 μl의 maintenance medium (DMEM + 2% FBS)을 다시

첨가하여 37℃, 5% CO2 조건으로 3~4일 배양하며 세포병변효

과(cytopathic effects)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배양이 완료

되면 3.4% formaldehyde 용액으로 cell을 고정하고 0.1% crys-

tal violet으로 가시화하였다. 이때 대조구로는 추출물 대신

maintenance medium을 희석된 FCV와 혼합한 것으로 비교

분석 하였고, 바이러스 감염가는 Reed-Muench method로

50% 이상 CPE가 나타난 well의 희석단계를 산정하여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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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ID50/ml로 표기하였다[11].

추출물의 HPLC 분석

인삼 세근 추출물의 분석을 위해 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HPLC장비는

Agilent 1100 (Agilent Tech, U.S.A.)를 이용하였으며, Column

은 Shiseido C18 (5 μm, 4.6 mm x 250 mm, Japan)를 사용하였

고, column 온도는 35℃이다. 각각의 시료는 10 μl를 주입하였

고, 이동상으로는 acetonitrile과 water를 사용하여 Table 2와

같은 gradient 조건에 의해 1 ml/min의 유속으로 총 65분간

분리하였다. 분리된 추출물은 UV detector로 203 nm에서 측

정하여 표준물질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표준물질인 ginseno-

side Rg1, Re, Rb1, Rc, Rb2, Rd는 Extrasynthese S.A (France)

에서 구입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충남 금산 지역 4년근 인삼 세근의 성분

분석 결과는 수분 10.8%, 조회분 5.7%, 조지방 1.2%, 조단백질

15.8%와 탄수화물 66.5%가 함유된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이

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Lee [24]가 보고한

강화도 지역 6년생 인삼 근의 성분 결과 비교 시 조회분을

제외한 다수의 다른 성분들과는 함량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인삼의 영양성분이 재배지 및 재배 년수 등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구성 성분의 함량 비율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인삼의 일반성분 분석 결과 대부분이 탄수화

물로 구성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인삼의 주요 기능(항산

화 활성, 항균성 등)을 나타내는 성분이 사포닌 또는 진세노사

이드(ginsenosides)라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복합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인삼 전체 구성 성분 중 탄수화물 함량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인삼 세근 발효에 적합한 균주 및 배지 농도 선정

인삼 세근 발효를 위한 균주를 선별하기 위해 균 성장에

따른 항균력을 분석하여 발효에 적합한 균주를 선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삼 세근을 유일한 영양원으로 하는 5% 세근

분말 배지를 제조한 다음 Table 1에 제시된 균주를 72시간 동

Table 2. Solvent gradient program of HPLC analysis

Time Water (%) Acetonitrile (%)

0 80 20

17 80 20

27 70 30

44 65 35

54 70 30

65 80 20

Table 3. Proximate compositions of ginseng fine root

(dry base, %)

Components Fine root

Moisture 10.8±0.3

Crude ash 5.7±0.3

Crude lipid 1.2±0.1

Crude protein 15.8±0.7

Carbohydrate 66.5±0.5
*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안 배양하여 생장능과 배양액의 항균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

생장률은 48시간 이였으며, 동일 배양 시간에서 세균과 진균

류의 생장능 및 항균력은 세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

산균과 Bacillus 속을 비교 시 유산균의 생장능 및 항균력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Kim 등[14]이 유산균과

Bacillus속의 인삼 발효능을 비교한 연구에서 유산균이 Bacillus

속에 비해 단시간에 우수한 증식을 나타낸다는 보고와 일치하

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산균 중 생장능 및 항균력이

가장 뛰어난 종은 Lactobacillus plantarum으로 초기 접종 균수

대비 1,000배 이상의 생장능과 약 2배 정도 높은 항균력을 나

타내고 있으며, 이는 Park 등[25]의 인삼 배지에서 증식 가능한

유산균주의 선별 중 L. plantarum이 초기 접종 균수 대비 800배

이상의 우수한 증식률을 나타낸 보고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

은 결과로 인삼 세근 발효를 위한 최적 균주로 L. plantarum을

선정 하였다. 또한, L. plantarum의 발효능 증대를 위한 세근

분말 배지 조성을 선정하기 위해 세근 분말농도를 각각

2.5~30% (w/v)로 첨가하여 균주 선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72

시간 배양하며 생장능과 항균력을 분석하였으며 이 결과를

Table 5에 요약 정리 하였다. 각각의 세근 분말 농도에서 L.

plantarum은 48시간대에 최대 증식률을 보였으며, 5%와 10%

에서 최대 항균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인삼 세근 발효에 적합한 조건으

로 최적 균주는 L. plantarum이며 세근 분말 배지의 분말 농도

는 5%인 것으로 분석되어 이후의 실험은 선정된 조건으로 진

행하였다.

인삼 세근 발효 추출물의 항균 및 항바이러스 분석

인삼 세근 발효 추출물의 항균 활성 분석을 위해 paper disc

법과 shaking flask법을 이용하였다. Paper disc법에 의한 항균

활성은 5 mg/disc의 세근 분말 배지를 이용한 비발효 추출물

과 발효 추출물을 비교 분석 하였다. Fig. 1A는 E. coli에 대한

생육 저해환으로 직경이 각각 11 mm (1; 비발효)와 20 mm

(2; 발효)로 나타났으며, Fig. 1B는 S. aureus에 대한 결과로 생

육 저해환의 직경이 각각 15 mm (1; 비발효)와 22 mm (2;

발효)로 나타났다. 또한, shaking flask법에 대한 결과는 24시

간 반응 후 발효 추출액 5 mg/ml에서 E. coli 와 S. aureu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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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 of viable cells count and antibacterial activity in ginseng fine root broth incubated by various microorganisms

during incubation

Microorganism
Incubation time (hr)

0 24 48 72

Lactobacillus plantarum
6.36±0.4

1)
8.64±0.3 9.85±0.4 9.67±0.4

8 2) 13 15 14.5

Lactobacillus brevis
6.52±0.3 6.99±0.2 6.69±0.4 6.63±0.3

8 10 12 12

Lactobacillus rhamnosus
6.68±0.4 7.98±0.1 8.28±0.3 7.96±0.2

8 12 12.5 12

Enterococcus feacium
6.70±0.4 6.88±0.1 6.53±0.5 6.34±0.2

8 11.5 12 11

Aspergillus oryzae
6.15±0.3 6.93±0.3 6.80±0.1 6.72±0.2

8 8 8 8

Candida utilis
6.81±0.2 7.76±0.3 8.04±0.2 8.00±0.4

8 8 8 8

Bacillus subtilis
6.97±0.2 7.70±0.3 8.96±0.1 8.81±0.2

8 8 8 8

Bacillus megaterium
6.94±0.1 8.28±0.4 7.08±0.5 7.04±0.4

8 8 8 8
1)Viable cell count is average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log CFU/ml).
2)

Antibacterial activity of Escherichia coli (mm). Paper disc dimeter (8 mm) was included.

Table 5. Change of viable cell counts and antibacterial activity in ginseng fine root broth incubated by various concentration during

incubation

Concentration (%)
Incubation time (hr)

0 24 48 72

2.5
6.57±0.41) 7.73±0.3 7.26±0.5 7.23±0.4

8 2) 11.5 12.5 12.5

5
6.65±0.3 8.59±0.4 9.72±0.2 9.66±0.3

8 13 15 15

10
6.32±0.1 8.88±0.3 9.32±0.4 9.15±0.3

8 12 15 14.5

20
6.56±0.5 7.71±0.3 8.18±0.3 7.99±0.2

8 13 14 13.5

30
6.79±0.2 7.87±0.3 8.15±0.2 8.00±0.2

8 12.5 14 13.5
1), 2)

The same as Table 1.

성장을 99.9% 억제시키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이를 Table

6에 정리하였다. 이상의 두 실험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면 인삼

세근 발효 추출물이 비발효 추출물 보다 항균 활성력이 뛰어

난 것으로 분석되며, Gram negative균과 Gram positive균에

대한 항균 활성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Gram positive균

에 대한 활성이 좀 더 뛰어나다고 사료된다.

항바이러스 활성 분석은 최근 식중독 바이러스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를 대체한 모델인 FCV의 감염가로

분석하였으며 재료 및 방법에 서술 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항바이러스 활성 효과는 log TCID50/ml 값이 4 log 이상 감소

하였을 때 virucidal activity가 인정된다[1]. 하지만 인삼 세근

의 발효 및 비발효 추출물에서는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TCID50/ml 값이 최대 약 1 log 감소되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활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삼 세근 발효 추출물의 HPLC 분석

인삼 세근 발효 추출물의 항균 및 항바이러스 분석 결과

항균성만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추출물의 성분 분석을 위해

HPLC 분석을 실시하였다. Kwak 등[22]은 홍삼 사포닌이 병

원성 미생물인 S. aureus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사포닌에 농도 의존적으로 균의 성장이 크게 억제되는 것을

보고하였고, Jun 등[7]은 세균의 생육에 미치는 인삼 성분을

조사한 결과 ginsenoside Rg1과 Rd가 항균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인삼 세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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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ntibacterial effect of L. plantarum fermentation on shaking flask method of ginseng fine root methanol extract

(CFU/ml)
1)

Sample
E. coli S. aureus

0 hr 12 hr 24 hr 0 hr 12 hr 24 hr

Control
2)

4.7×10⁵ 2.2×10⁸ 4.2×10⁸ 1.2×10⁵ 6.2×10
7

5.4×10⁸
NFG

3) 4.7×10⁵ 1.8×10⁸ 1.1×10⁸ 1.2×10⁵ 6.8×106 9.9×105

- 18.18%
5)

73.81% - 89.03% 99.82%

FG
4) 4.7×10⁵ 5.0×10

2
1.9×10

1
1.2×10⁵ 9.5×10

3
1.7×10

1

- 99.99% 99.99% - 99.98% 99.99%
1)

Average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2)

Ginseng fine root extract was not added.
3)

Non Fermented Ginseng,
4)

Fermented Ginseng (Fermented for 48 hr by L. plantarum).
5)Bacterial reduction rate (%)={1-(Me/Mc)}×100

Me: Microorganism number of experiment, Mc: Microorganism number of control.

Table 7. Virucidal activity of ginseng fine root extract against Feline calicivirus (TCID50 /ml)1)

Ginseng
Concentration

(mg/ml)

log TCID50 /ml

0 hr 1 hr 6 hr 12 hr 24 hr

NFG2)

20

5.6

5.6 5.6 5.1 4.1

10 5.6 5.6 5.2 4.1

5 5.6 5.6 5.2 4.6

2.5 5.6 5.6 5.2 5.1

1.25 5.6 5.6 5.2 5.2

FG3)

20

5.6

5.6 5.6 5.1 4.6

10 5.6 5.6 5.1 4.9

5 5.6 5.6 5.2 5.1

2.5 5.6 5.6 5.2 5.1

1.25 5.6 5.6 5.2 5.1

Control4) - 5.6 5.6 5.6 5.2 5.1
1)

Average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2)Non Fermented Ginseng, 3)Fermented Ginseng (Fermented for 48 hr by L. plantarum).
4)

Ginseng fine root extract was not added.

A) B)

Fig. 1. Effect of L. plantarum fermentation on paper disc method

of ginseng fine root methanol extract. (A) Antibacterial

activity of Escherichia coli; (B) Antibacterial activity of

Staphylococcus aureus.1, non fermentation; 2, fermented

ginseng fine root by L. plantarum.

추출물의 항균 활성은 세근에 다량 함유된 ginsenoside에 영

향인 것으로 추정되어, 인삼 세근 발효 추출물과 6종의

ginsenoside 표준물질을 HPLC로 비교 분석하여 Fig. 2에 나타

내었다. Fig. 2A는 6종의 ginsenoside 표준물질을 분석한 결과

이며, Fig. 2B, C는 비발효 추출물 및 발효 추출물을 분석한

결과로 동일 시간대에서 표준물질과 같은 peak가 나타나기

때문에 비발효 및 발효 추출물의 주된 성분은 표준물질과 동

일한 물질이라 추정된다. 또한, 인삼 세근 분말 배지의 발효

시 성분 변화는 protopanaxadiol (PD) 계열의 Rd와

protopanaxtriol (PT) 계열의 Rg1, Re가 선택적으로 증가하였

고 그 외 PD계열의 Rb1, Rc, Rb2는 감소되어 6가지 성분들 간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Kim 등[14]에 따르면 인삼분말을

Bacillus spp.로 발효시킨 결과 Rc, Rb1 및 Rb2가 ginsenoside-α

-arabinofuranase에 의해 Rd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 또한 PD계열의 Rb1, Rc, Rb2가 감소되고 Rd가 증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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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PLC profiles of transfomiation of ginsenoside Rg1, Re, Rb1, Rc, Rb2 and Rd by L. plantarum. (A) standard; (B) non fermenta-

tion; (C) fermented ginseng fine root by L. plantarum. Ginsenosides; 1, Rg1; 2, Re; 3, Rb1; 4, Rc; 5, Rb2; 6, Rd.

Table 8. Changes of ginsenosides composition in ginseng fine root by L. plantarum

Sample
Content (μg/g)

Rg1 Re Rb1 Rc Rb2 Rd

NFG
1)

74.14 136.85 627.50 413.91 252.90 261.91

FG2) 86.01 148.81 514.82 188.33 213.24 311.84
1)Non Fermented Ginseng, 2)Fermented Ginseng (Fermented for 48 hr by L. plantarum).

어 ginsenoside-α-arabinofuranase효소의 영향인 것으로 사료

된다. 인삼 세근 발효 추출물의 ginsenoside 정량 분석 결과는

Table 8에 정리하였으며, 이 중 가장 많은 함량 변화를 보인

성분은 Rd로 약 50 μg/g이 증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세근 발효 추출액의 항균활성은 ginsenoside Rd 성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세근으로 발효된 추출액이 정제된 물질이

아닌 점을 고려한다면, ginsenoside Rd에 상당한 항균기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삼의 주근과 지근 못지 않게 다량의 사포닌이 함

유된 세근을 부산물로 취급하여 폐기 하기 보다는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인삼 세근 분말 농도 5%와

Lactobacillus plantarum으로 발효하여 항균성이 뛰어난 ginse-

noside Rd를 생산한다면 인삼 세근의 새로운 이용 방법을 제

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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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고려인삼의 세근을 이용한 항균성 물질 탐색

김아름․이명숙*

(부경대학교 미생물학과)

인삼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 부산물로 취급되어 대부분 폐기되는 세근을 발효공학적 기법으로 항균성 물질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발효에 적합한 균주의 선별과 발효에 사용될 인삼 세근 분말의 농도를 선별하

여 발효 시킨 후 항균성 물질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8종의 유용 미생물 중 L. plantarum이 가장 적절한 균주로

선정 되었으며, 영양원인 인삼 세근 분말의 농도는 5%로 밝혀졌다. 또한, 발효 추출물의 항균 및 항바이러스 활성

분석 결과 항균성은 있으나 항바이러스 활성은 미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균 활성의 경우 비발효 추출물 보다

발효 추출물이 약 2배 정도 증가되었고, Gram Positive 균주에서 활성이 더 좋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발효에

의한 항균 활성 물질의 성분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서 HPLC 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ginsenoside Rg1,

Re, Rd 성분의 함량이 증가되었고, 이 중 가장 많은 함량 변화를 보인 성분은 Rd로 약 50 μg/g이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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