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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observed optimal conditions and suitable bacteria for the fermentation of steam-dried ginseng
berry extracts (SGB) and determined antioxidant effects of the fermented extracts. Five bacteria (Lactobacillus
fermentarum, L. plantarum, L. brevis, L. casei, Bacillus subtillis) were examined on their growth activities and viabilities
in various culture temperatures (25-35oC) and concentrations (25-100%). L. plantarum was considered to be the most
suitable bacteria for the fermentation in both growth activity and viability. Moreover, the extracts fermented with L.
plantarum showed more potent antioxidant efficacy in both 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and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ssay.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analysis revealed that fermentation with L. plantarum changed
the contents and components of ginsenosides. In conclusion, these data suggest that L. plantarum efficiently ferment SGB
and the fermented extracts may have therapeutical values against oxidative stress and be a good candidate in adjuvant
therapy where ginsenoside would be the main composition.

Keywords: steam-dried ginseng berry, fermentation, Lactobacillus plantarum, growth activity, viability

서 론

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두릅나무과(Araliaceae)에 속

하며 느리게 자라는 다년생초로서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

천년동안 사용되어온 약초이다(1). 인삼의 뿌리로 가을에 캐서 물

에 씻고 외피를 벗겨 햇볕에 건조시킨 것을 백삼, 고온으로 쪄서

말린 것을 홍삼, 굽게 만든 모형을 곡삼, 바르게 말린 모형을 직

삼이라 하며, 인삼의 대표적 약효성분은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

ginseng+glycoside)로서 다른 식물에서 발견되는 사포닌과 다른 독

특한 구조 및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약리활성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의 모든 부위에 존재하

며 약 30여종 이상이 보고되어 있으나, 특히 인삼뿌리에 존재하

는 진세노사이드가 질병치료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어왔다(3-5). 반

면 인삼열매가 인삼뿌리에 비해 약리효능에 대한 입증이 미약한

실정이다. 인삼열매는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이 인삼뿌리와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인삼열매에서 Re와 Rd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인삼뿌리에서 Rb1과 Rc가 높게 관찰 된다(6). 이와 같은

성분 및 함량의 특징으로 항당뇨 및 항비만 효능이 보다 우수할

뿐 아니라, 암세포에 대한 항증식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7,8). 인삼 중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수삼을 증숙한 후 건조하여

제조한 홍삼은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성분의 입체적 화학변화를

유도하여 비가공의 수준보다 높은 진세노사이드를 얻을 수 있다

(9). Rho 등(10)은 수삼을 구중구포 원리를 이용하여 9번 찌고 말

리는 과정을 반복하여 진세노사이드 Re, Rf, Rg1, Rg2, Rh1, Rh2

등의 함량이 백삼과 홍삼보다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인삼열

매를 증포할 때 나타나는 성분의 변화(Rg3 함량 증가)로부터 항

암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증포에 의한 약리활성의 증

대가 예상되었다(11). 이러한 약리활성의 효능은 체내에서 잘 흡

수되어 분포 및 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 높은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 인삼 사포닌인 진세노사이드의 화학구조는 크게 당부분

(glycon)과 비당부분(aglycon)으로 구성된 배당체이며, 이들이 체

내에 흡수될 때 사람의 장내에 있는 특유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

어야 한다. 하지만 진세노사이드를 분해하는 장내 세균은 사람마

다 다르며 분해능이 매우 저조한 경우 저마다의 효능차가 나타

나게 된다(12,13). 따라서 진세노사이드의 흡수율 증대로 인한 효

능의 극대화를 위해 발효과정이 요구되며 최적의 균주와 발효조

건 구축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당뇨모델인 C57BL/6J ob/ob 모델 및 고혈당 동물모델에서 인

삼열매가 인삼뿌리보다 우수한 항 당뇨활성과 항 고혈당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고 진세노사이드 함량 비교 시 인삼열매에서 높

게 증가한 Re를 인삼열매의 특징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며(3,7), 이

차 가공 형태인 증기가열 후 얻어진 진세노사이드의 성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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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3 증가)가 항암활성이 있음을 입증하여 인삼열매의 다양한 약

리학적 적용성을 제시하였다(11). 본 연구에서는 익지 않은 인삼

열매를 수확하여 7번 찌고 말리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 증포 산

물로부터 열수추출물을 얻고 진세노사이드를 포함한 추출물의 활

성물질의 생리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비배당화(당 제거)에 적합

한 생체친화성 균주를 선발하고 최적의 발효조건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선발된 균주에서 최적의 조건 하에 발효된 인삼열매증

포 추출물의 증대된 항산화능을 확인하고자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물질 및 사용균주

실험물질은 4년생 이상의 익기직전의 인삼열매를 경기도 연천

군 인삼재배지에서 수확하여 70% 에탄올 처리 후 건조시킨 뒤

7증7포의 증포과정을 거친 열매를 원료로 사용하였고(Korea Genetic

Pharm Co. Ltd., Gyeonggi, Korea), 실험물질에 대한 증거표본

(Specimen voucher: KWNU80942)은 강원대학교 식물표본관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erbarium; KWNU)에 보관하였다.

실험물질 확보를 위해 수행한 증포 횟 수는 4-9회의 다양한 증

포실험결과 7회 반복 증포 시 Rg3를 포함한 진세노사이드의 함

량이 가장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 후 미미한 함량증가가 관찰되

어 최종적으로 7증7포의 조건을 본 실험에 적용하였다(data not

shown). 추출은 비증포열매(GB)와 증포열매(SGB)를 각각 100 g

씩 취하여 미립분쇄기 미세파쇄 후 잡균의 성장을 막기 위해

autoclave에서 감압 멸균하고 1.5 L 멸균 3차 증류수와 함께 약탕

기를 이용하여 100oC에서 2시간 동안 끓여 열수추출을 하였다.

각 균에 의한 추출물 발효에 앞서 추출원액을 Watmann No. 1

필터로 거른 후 고농도(100%) 및 저농도(추출원액 25%:멸균증류

수 75%)로 분류하여 원료 실험군으로 사용하였다. 열수추출물의

발효를 위해 생체친화성이 높은 식물계 유산균 2종(L. plantarum;

KCCM 11322, L. brevis; KCCM 11509), 장관계 유산균 2종(L.

casei; KCCM 12452, L. fermentarum; KCCM 35461) 및 청국장

균(Bacillus subtillis; KCCM 41459)을 사용하였다. 각 균의 배양

은 KCCM(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s, Seoul,

Korea)의 지침에 따라 1차 계대배양 후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발효 및 발효조건

총 5종 균의 계대배양은 Lactobacillus 와 Bacillus균으로 구분

하여 각각 MRS(deMan, Rogosa and Sharpe, BD, Franklin

Lakes, NJ, USA) broth 및 Nutrient broth(BD)를 사용하였으며, 고

체배지에는 agarose를 첨가하여 실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될 균주들을 MRS-agar plate에 접종하여 stock plate

를 만들고 MRS broth에 3회 계대 배양 후 원심분리(3,000×g,

20 min)한 다음 cell pellet을 준비 하였다. 배양 발효실험은 멸균

시험물질 mL 당 107-108 cfu수준으로 유산균을 접종하여 20-45oC

에서 12, 24, 36, 48시간 동안 최적 배양 조건을 확보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25oC와 35oC에서 비교할 수준의 결과로부터 두 지점

의 온도와 0, 12, 24, 48, 72시간의 경시적 변화를 두고 최적의

발효조건을 탐색하였다. 최적발효조건은 균주의 생장능을 관찰하

기 위해 발효 중인 균을 각 시간별로 취하여 고체배지에 dropping

후 생장 수준과 streaking 후 생장패턴을 비교하여 탐색하였다.

발효균주의 생장능 및 활성능 평가

본 연구에 사용된 발효균주의 생장능 평가를 위해 각 균을

25oC와 35oC군으로 나누고 저농도/고농도 및 0-72시간 별 균주의

생장 및 생장억제 여부는 spectrophotometer(absorbance 600 nm)를

이용하여 판단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추출물은 시료에 107-108

수준으로 접종하여 각 시간별 발효가 종료된 시점에서 확보하였

다. 각 발효균주의 발효 중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고체배지

위에 dropping을 한 후 각 온도별(25oC 및 35oC) 동일한 성장조

건에서 생장하는 패턴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고체배지위에 각 발

효 균주를 streaking하여 colonization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금속이온촉매 산화억제효과(BSA 분해)

BSA(bovine serum albumin, Sigma-Aldrich, MO, USA) 분해는

reactive oxygen species(ROS)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단백질이나 효

소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의 효과를 금속이온촉매반응을 이용

해 확인하는 방법이다(14,15). Target protein으로서 BSA를 0.5 µg/

mL 농도가 되도록 하고 Cu2+(100 µM), H2O2(2.5 mM)을 첨가하여

실험물질(FGB; fermented ginseng berry, FSGB; fermented steam-

dried ginseng berry) 100 µg/mL를 함께 혼합 및 반응 후 12%

SDS-polyacrylamide gel에 전기 영동하여 BSA 단백질의 degrada-

tion 저해정도를 확인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서 항산화 효과가 우

수한 ascorbic acid(50 µM)를 사용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효과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은 화학적으로 안정화된 수

용성 free radical로서 517 nm에서 특징적인 광흡수를 나타내는 보

라색 화합물이다. 이 radical 은 알코올 등의 유기용매에서 매우

안정하며 항산화활성이 있는 물질과 만나면 전자를 내어주면서

라디칼(DPPH)이 소멸되어 최초 용액의 보라색빛깔에서 노란색으

로 색깔이 변화하여 산화 활성을 육안으로도 쉽게 관찰할 수 있

는 대표적인 항산화 활성실험법이다. 라디칼은 DPPH 0.3 mM을

함유한 methanol 용액을 제조하여 100 µg/mL 시험물질을 혼합한

후 실온에서 10분간 반응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실

험물질 간 라디칼 소거능을 비교분석하였다.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

발효, 비발효 증포인삼열매의 ginsenoside 의 구성성분과 함량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HPLC(HP 1100 series, Agilent, CA,

USA)로 분석하였다. 분석 조건은 시료의 경우 증류수를 사용하

여 희석하였고 water(A)과 acetonitrile(B)(HPLC grade,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를 이동상으로 하여 유속은

1.0 mL/min으로 하였으며 흡광도는 203 nm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에 사용한 column으로는 Zorbax SB-Aq C18 column(4.615 mm,

5 µm)으로 column 온도를 35oC로 설정하여 측정하였고, 시료 10

µL를 주입하였다. 이동상의 조건으로는 79%의 A로 시작하여 0-

10 min(79-78%A, 21-22%B), 10-11 min(78-77%A, 22-23%B), 11-

29 min(77-76%A, 23-24%B), 29-34 min(76-70%A, 24-30%B), 34-

44 min(70-68%A, 30-32%B), 44-49 min(68-50%A, 32-50%B), 49-

64 min(50-35%A, 50-65%B), 64-78 min(35-0%A, 65-100%B), 78-

80 min(0-79%A, 100-21%B)을 사용하였다.

통계처리

결과분석은 GraphPad Prizm 5.01 software(GraphPad Software

Inc., La Jolla, CA, USA)를 이용하여 p<0.05일 때 통계적 유의성

(One-Way ANOVA)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gel electrophoresis는

MiniBIS Pro GelDoc program(BioSystem atica, Wales, UK)을 통

해 band intensity의 상대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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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7증7포 및 열수추출의 과정을 거쳐 얻어진 추출물에 5종의 생

체친화형 균주를 각각 접종하여 각각 다른 배양온도(25oC 및

35oC) 및 농도(25% 및 100%) 조건하에서 발효를 하였다. Fig.

1A-D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총 72시간을 발효하는 동안 각 시

점별(12, 24, 48 및 72시간) 배양액을 취하여 흡광도 600 nm에서

측정한 결과 균의 생장성은 모든 조건하에서 L. plantarum과 B.

subtilis에 의해 발효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생장조

건은 각 균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특히 발효의 최적 시점

은 48시간 이내일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추출물 농도가 생장에 미

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L. plantarum과 B. subtilis

는 각각 김치균 및 청국장균으로 알려진 생체친화형 균주이며 L.

plantarum의 경우 plantaricins과 같은 항균물질을 분비하여 김치

발효 시 자신 외에 다른 해로운 균의 생장을 저해하는 특징을 가

지며 B. subtilis는 콩 발효에 최적화된 균주로서 타 균주에 비해

단백분해능이 뛰어나 발효 후 소화흡수가 잘 되도록 돕는 발효

균주이다(16,17). 연구결과에 따라 FSGB 발효에 적합한 유익균으

로서 L. plantarum과 B. subtilis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효균주의 생장활성 및 생존력 탐색을 위해 FSGB를 각 균주

와 함께 배양하여 각 시점별(0, 12, 24, 48 및 72시간) 균의 생장

활성(growth activity)을 관찰한 결과 L. fermentum, L. plantarum

및 L. brevis는 25 배양조건 및 각 농도(25% 및 100%)에서 균 생

장이 잘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Fig. 2A-C), B. subtilis 및 L.

casei 경우 발효시간, 온도 및 농도에 의해 생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되었다(Fig. 2D-E). 1차 발효조건 탐색 시 L. plan-

tarum과 함께 적합한 발효균주로서 B. subtilis를 고려하였으나 최

종 발효 후 균활성이 다소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 B. subtilis을

발효균주로 사용 시 미세조건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5oC 발효조건은 본 연구에 사용된 5종의 균 모두에서 생장활성

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L. plantarum에서 상대적으로

안정한 생장활성을 나타내었다. 5종의 실험균주의 발효 후 생존

력(viability)을 확인하기 위해 72시간 발효 후 각 균을 solid agar

plate에 streaking 하여 균의 최대 성장 시점까지 배양 후 관찰을

하였다(Fig. 3). 이 실험의 결과로부터 FSGB 발효 시 생존력이

강한 균 종을 선발하고자 하였으며, Fig. 3B의 L. plantarum에서

온도 및 농도의 주어진 조건하에서 매우 양호한 생존력을 가짐

이 확인되었다. 반면, B. subtilis의 경우 농도 100%와 배양온도

25oC에서 생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배양조건의 다양성이 적

을 것으로 예측되었다(Fig. 3D). 다른 균종에서는 모두 생장저해

를 받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FSGB에 적합한 발효균주로 사료되는 L. plantarum과 B. subtilis

발효추출물의 2차 효능으로서 항산화활성을 측정하였으며, 실험

물질은 동일한 농도(100%)와 배양온도(25oC 및 35oC) 하에서 발

효하고 배양액을 감압 농축하여 멸균증류수에 용해 후 본 실험

에 사용하였다. 항산화효능검색은 DPPH 라디칼 소거능과 hydroxyl

라디칼의 단백질 분해억제능을 통해 확인하였다. 즉, DPPH는 화

학적으로 안정화 된 수용성 자유기로서 517 nm에서 특징적인 광

흡수를 나타내는 보라색 화합물이며, 항산화활성이 있는 물질과

만나면 전자를 내어주면서 라디칼(DPPH)이 소멸되어 보라색빛깔

에서 노란색으로 색깔이 변하게 되어 산화 활성을 육안으로도 쉽

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증포발효물과 비증포발

효물의 항산화활성을 비교하여 증포 후 발효의 과정이 항산화활

성을 증진시키는지의 여부와 L. plantarum과 B. subtilis 중 항산

화활성 증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균주를 선발하고자 하였다.

비증포발효물을 사용한 DPPH 소거능 분석에서 유의한 수준의

항산화활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나(Fig. 4A), 증포발효물(Fig. 4B)의

경우 L. plantarum과 B. subtilis 발효 시 25oC의 배양조건에서 매

Fig. 1. Determination of fermenting conditions in FSGB. Five bacteria were incubated with 25 or 100% steam-dried ginseng berry extracts
which were uniformly cultured at 25 or 35oC for 72 h. A and B showed the growth patterns at different concentration (25 or 100%) with the
same temperature (25oC), whereas C and D showed the growth patterns at different concentration (25 or 100%) with the same temperature
(25oC).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triplicate, and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p<0.05; **p<0.01; ***p<0.001 vs. 1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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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owth activities of bacteria during fermentation with FSGB at each concentratation and temperature (dropping on solid agar

plate). Bacteria were taken from culture media at each time point (0-72 h) and dropped a cultured solution on a solid agar plate until cells
growed in circular form.

Fig. 3. Determination of cell viability after 72 h fermentation (streaking on solid agar). Bacteria were collected after the fermentation for 72
h with FSGB. Then, bacteria were taken from culture media at 72 h and streaked on a solid agar plate until cells completely g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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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우수한 항산화활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L. plantarum의 경우

B. subtilis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성되는 hydroxyl 라디칼에 의한

단백질 분해억제능에서 재확인되었다(Fig. 4C). 즉, L. plantarum

유래의 증포발효물(FSGB)에 의한 라디칼의 단백질 분해가 비증

포발효물(FGB)보다 효과적으로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B.

subtilis 유래의 물질에 의한 항산화활성 증진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다. 더욱이 35oC 배양조건에서 발효되는 경우 B. subtilis 유

래의 물질에 의한 hydroxyl 라디칼의 단백질 분해억제는 나타나

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인삼열매 증포 후 1차적 발효

의 조건을 충족하는 균주는 L. plantarum과 B. subtilis인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2차적 약물학적 특징을 가지는 물질을 도출하기 위

해서는 L. plantarum 사용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L. plantarum을 이용한

발효 추출물과 비발효 추출물간 성분변화를 HPLC를 통하여 분

석한 결과 발효 추출물에서 진세노사이드 Rh1, Rg2, Rd, Rg3 및

Rh2가 관찰되었고 특히 비발효 추출물에서 미세량이 관찰되었던

Rg3가 다량 관찰되어 L. plantarum 발효 시 진세노사이드의 성분

및 함량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1, Fig. 5A). Attele

등(3)은 Panax ginseng 열매의 진세노사이드는 그 뿌리와 비교하

여 Re, Rb2 및 Rd에서 함량이 매우 높게 존재함을 밝혔고, 이

중 Re성분이 항당뇨 효능을 가지는 활성 성분일 것으로 보고하

였다. 또한 Shao 등(18)은 급성 산화스트레스 조건하에서 인삼열

매가 효과적으로 항산화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

는 Re, Rb2 및 Rd와 더불어 항산화 효과를 가지는 성분이 시너

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수행한 연구결

과 인삼열매를 증포하는 경우 라디칼소거능을 가지는 2,3-dihydro-

3,5-dihydroxy-6-methyl-4H-pyran-4-one(DDMP)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 물질은 라디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활

성이 있어 발효 추출물내의 진세노사이드와 함께 항산화활성을

증진시키는 물질인 것으로 사료되었다(19). 특히 선행연구에서 증

포전후 성분분석결과 증포후 acetic acid methyl ester(0.45%),

dehydro-2(3H)-furanone(0.40%), pyrrolidine(0.41%), 및 glycerol

monostearate(1.97%) 등의 새로운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DDMP 및

sitosterol의 경우 각각 3.6배, 1.8배의 함량 증가가 관찰되었다(19).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항산화실험에서 DPPH 소거능은 25oC 유래

FSGB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금속이온촉매 산화억제실

험(BSA 분해)에서는 35oC 유래 FSGB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활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적으로 항산화물질에 의해 DPPH

분자가 전자 또는 수소라디칼을 받아들여 안정한 diamagnetic(반

자성) 분자를 유도하는 직접적인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는 방법

인 반면, 금속이온 촉매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hydroxyl 라디칼 소

거에 따른 단백질 분해는 이차적 단백질과의 반응에 대한 결과

를 반영한다. 또한 이전의 연구(19)에서 30oC 발효 조건 유래 SGB

에 의한 단백질 분해억제능이 일정농도 이상(10 µg/mL)에서 우수

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어 본 연구의 결과는 hydroxyl 라

디칼 특이적 반응인 것으로 사료된다.

인삼의 활성 성분은 스테로이드계 사포닌인 진세노사이드로 알

려져 있으며, 이 성분은 인삼의 뿌리, 잎 및 열매에 분포하고 있

Fig. 4. Comparison of antioxidant activities between fermented

steam-dried and non steam-dried extracts. Both 100% steam-
dried (FSGB) and non steam-dried ginseng berry extracts (FGB)
were fermented with L. plantarum or B. subtilis for 48 h and
examined their antioxidant activities by treating 100 µg/mL of each
sample. A and B showe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nd C
showed hydroxyl radical inhibition activities. Ctrl, control; Asc,
ascorbic acid (50 µM); NF, non-fermented; BSA, bovine serum
albumin.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triplicate, and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p<0.001 vs. Ctrl.

Table 1. Percentage weight (%,w/w) of eight ginsenosides in FSGB vs. SGB as determined by HPLC analysis

Ginsenosides

Re Rh1 Rg2 Rb1 Rb2 Rd Rg3 Rh2

FSGB1) - 1.02 0.74 - - 0.83 1.18 1.41

SGB2) 1.70 0.31 0.22 0.62 1.21 1.15 0.15 -

1)FSGB: fermented steam-dried ginseng berry extract
2)SGB: steam-dried ginseng berry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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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종류에 따라 약리학적 활성이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 동양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삼의 주 효능 부위로서 뿌리

를 사용하고 있으며, 2차적인 가공법을 적용하여 이들에 존재하

는 활성성분인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을 높여 효능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연구가 많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삼뿌리에

존재하는 주 효능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성분의 종류와 함량이 다

른 열매를 7증7포 및 열수추출을 한 후 효능의 극대화를 위해

비당화과정인 발효수행의 최적균주 및 최적조건을 확인하고 최

적균주로 선발된 균발효 전후 얻어진 증포 실험물질 간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여 최적의 발효조건과 더불어 증진된 2차적 생리

활성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삼열매와 더

불어 증포의 과정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며, 결론적으로 앞

서 보고된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가 일관된 과학적배경

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인 인삼열

매증포, 추출 및 발효과정을 통해 보다 개선된 약물학적 효능효

과를 가지는 기능성소재로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인삼의 뿌리보다 활성성분의 함량 및 종류가 많

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인삼열매를 7증7포 증숙처리 후 확보

한 열수추출물에 대한 발효에 적합한 발효균주의 선발과 발효의

조건을 탐색하여 효능이 개선된 기능성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

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5종의 생체친화형 세균(L. fermentarum,

L. plantarum, L. brevis, L. casei, B. subtillis) 중 L. plantarum에

서 우수한 발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L. plantarum

으로 증포인삼열매 추출물을 발효 시 효과적인 항산화활성이 관

찰되었다. 더욱이, L. plantarum으로 발효 시 인삼의 중요 활성성

분인 진세노사이드의 함량 및 성분의 변화가 관찰되었고 비발효

시 관찰되지 않았던 높은 수준의 Rg3를 포함한 Rh1, Rg2, Rd,

및 Rh2가 관찰되어 발효물의 약리학적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사

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증포인삼열매추출물은 L.

plantarum에 의해 효과적으로 발효가 되며, 발효 후 나타나는 항

산화활성 및 진세노사이드의 성분/함량의 변화가 치료적 수준에

적합한 후보물질로의 개발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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