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SCI. TECHNOL. Vol. 46, No. 6, pp. 743~749 (2014)

http://dx.doi.org/10.9721/KJFST.2014.46.6.743

743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수경재배 인삼으로 제조한 식초가 고지방 식이를 섭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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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hydroponic-cultured ginseng vinegar (HGV) containing ginsenoside Rg2
in order to its anti-obesity and anti-hyperlipidemic effects in C57BL/6J mice. HGV was prepared by two-stage
fermentation. The ginsenoside Rg2 contained in acetic acid-fermented HGV increased by 4.0 times compared to that in
pre-fermented HGV. To measure the anti-obesity effect of HGV, thirty two mice were randomly divided into four groups:
normal diet group (ND), high-fat diet group (HFD), high-fat diet-supplemented with HGV group (HGV), and high-fat diet-
supplemented with green tea extract group (GT). Body weight, fat weight, and liver weight decreased in the HGV group.
The HGV group also showed lower plasma levels of low-density lipoprotein (LDL)-cholesterol and triglycerides, and
higher levels of high-density lipoprotein (HDL)-cholesterol compared to the corresponding levels in the HFD group.
Furthermore, there were significant decreases in plasma aspartase aminotransferase (AST) and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levels in the HGV group compared to the corresponding levels in the HFD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HGV
can be used as an anti-obesity therapeutic agent or functional in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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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경제발전으로 생활양식이 편리해지고 식생활의 서구화 및

운동부족으로 인해 과체중이나 비만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비만

발생 요인으로는 과도한 식이섭취, 신체활동 부족, 잘못된 생활

습관, 내분비기능 이상 질환 및 유전적인 소인 등이 있으며, 이

로 인해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질환 등의 유병율은 해마다 증

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

료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반면, 현재 시판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들의 부작용들이 보고되면서 사용 기준이

강화되는 등의 논란이 일고 있어 우수한 효능과 함께 안전성이

높은 물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특히 천연 유래 소재로

부터 독성 및 부작용이 없는 항비만 효능 보유 소재를 발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2-4).

식초는 전통발효식품 중 하나로 오랜 역사를 가지며, 시즈닝, 보

존료, 조미식품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알코올성 간 손상

예방(5), 혈압강하(6), 항콜레스테롤 작용(7), 식후 혈당 상승 억제

(8) 등 다양한 기능성이 보고되어 건강음료로 이용되고 있다.

Yamashita 등(9)의 보고에 의하면 아세트산은 fatty acid synthase

(FAS)와 acetyl-CoA carboxylase (ACC)와 같은 지방합성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여 비만 쥐의 체중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으

며, Lee 등(10)은 토마토로 제조한 식초가 3T3-L1 지방 세포의 분

화를 억제하고 지방축적을 억제함으로써 체중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식초를 이용한 임상시험 결과 하루 15 mL

의 식초(750 mg 아세트산)를 12주간 섭취 시 복부지방 감소, 허리

둘레 감소 및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으며, 생화학적 분석 결과 혈

중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체중 조절식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11).

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오가피과(Araliaceae) 인삼속

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류로서 한방에서는 그 뿌리를 주로 이용

하고 있는 대표적인 약용작물이다. 인삼의 주요 생리활성 성분으

로는 사포닌을 비롯하여 정유성분, 폴리아세틸렌, 페놀성분, 배당

체 및 산성펩타이드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비타민, 당류, 무기

질과 같은 다양한 영양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다(12). 인삼의 효능

으로는 항산화 및 항스트레스 활성(13,14), 면역기능조절(15), 중

추신경계 작용(16), 항암활성(17-19), 항당뇨 효과(20) 등이 보고

되었다. 특히, ginsenoside Rg3는 간 세포에서 sterol regulatory ele-

ment binding protein-2 (SREBP-2)와 3-hydroxy-3-methyl-glutaryl-

CoA reductase (HMGCR) 발현을 억제하고, 5' AMP-activated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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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in kinase (AMPK) 활성을 촉진시켜 간에서 지방 축적을 억제

함으로써 이상지혈증을 조절하여 비만 및 관상동맥경화 위험 요

인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1). 또한, ginsenoside Rb1은

c-Fos 발현을 촉진하여 에너지 항상성을 유지시키고, phosphati-

dylinositol 3-kinase/Akt signaling pathway와 시상하부에서 neu-

ropeptide Y gene expression을 억제하여 체중 감량 효과와 항당

뇨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2). 최근 수경재배 방법

을 이용한 인삼 재배가 시도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는데(23), 이

방법으로 인삼을 재배할 경우 생육기간이 단축되고, 휴작 기간이

없으며,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24).

수경재배 방식이란 노지에서 무농약으로 1년 이상 재배한 묘삼

을 비닐하우스에서 4개월 이상 수경 및 양액 재배하는 방식을 말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인삼 재배 시, 친환경적 무농약 청정

재배 및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 2년근 크기의 수삼을 4개월에 이

내에 생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노지 재배한 인삼과 수경재배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 비교 결과 Re 성분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인삼은 주로 뿌리를 한약재 또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이용하

고 있는데, 수경재배로 재배된 인삼의 경우, 쌈 채소, 잎차 등 인

삼 잎의 이용가능성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삼의 잎은 뿌리에 비하여 주요 약리성분인 사포닌 함량

이 높다고 보고되었고(25), 뿌리에는 함유되어있지 않은 ginseno-

side-F1, ginsenoside-F2 및 ginsenoside-F3등과 같은 성분이 함유되

어 있음이 보고되었다(26). 또 인삼의 식물체 부위별 linoleic acid

의 자동산화반응은 잎, 줄기, 뿌리의 순으로 항산화작용을 나타

내었고, 총페놀 화합물도 잎, 줄기, 뿌리 순으로 높게 보고 되어

인삼 지상부를 활용한 가공식품 이용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

고 있다(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경재배 인삼의 전초를 이용하여 식초

를 제조하여 진세노사이드의 패턴 및 함량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

였으며, 고지방 식이로 유도된 비만 쥐에 수경재배 인삼 식초를

투여하여 체중, 체지방 및 지질대사를 분석함으로써 항비만 식품

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수경재배 인삼은 120일간 재배된 인삼 전초

로 전라남도 장성군에 위치한 재배농가(임선호 농가)에서 구매하

여 사용하였다(Fig. 1).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녹차추출물(50%≥

catechin, 5%≤caffeine) 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 (주)네오팜텍

(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식초 제조에 사용한 종

균은 Saccharomycess cerevisiae 와 Acetobacter sp.를 사용하였으

며 (주)생생초(Cheongdo, Gyeongbuk)에서 공급 받아 사용하였다.

진세노사이드 분석을 위해 11개의 표준품인 Rg1, Re, Rg2, Rh2,

Rb1, Rc, Rb2, Rd, compound K, Rg3s, Rg3r 는 Sigma 사(St.

Louis, MO,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순도는 97.31-

99.85% 로 나타났으며 모든 표준품의 기원은 Panax ginseng C.A.

Meyer에서부터 정제된 물질이다. 추출 용매 및 이동상은 Merck

사 (Darmstadt, Germany)의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

tography (HPLC) grade를 사용하였다.

수경재배 인삼 식초 제조

수경재배 인삼 식초는 알코올과 초산발효 단계를 거쳐 획득하

였다. 알코올 발효 수행 전 120일간 재배된 수경재배 인삼 전초

를 정제수로 깨끗이 수세한 후 습식 분쇄하여 분쇄물을 준비하

였으며, 분쇄된 수경재배 인삼 100 mL에 증류수 650 mL을 넣고

현미농축액 250 mL을 첨가하여 최종 15oBx가 되도록 배양물을

구성하였다. 알코올 발효는 종균 (5%, v/v)을 첨가하고 30oC에서

3일간 정치 배양하였으며, 알코올 발효 완료 후 배양물을 여과

한 뒤, 여액에 Acetobacter sp. (10%, v/v)을 접종하여 7일간 호기

배양시켰다(30oC, 200 rpm). 배양이 완료된 후 1,700×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여 종균을 분리시켰으며, 그 상층액을 시험 시료로 사

용하였다.

pH, 당도, 총산

pH 측정은 pH meter (AR50,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산은 식초 10 mL를 취하고, 이

에 끓여서 식힌 물을 가하여 100 mL로 하고 그 20 mL를 phenol-

phthalein을 지시약으로 하여 0.1 N NaOH 용액으로 중화 적정하

여 초산 함량(%)으로 환산하였다(3). 일반당도는 휴대용 굴절당

도계(ATC-1E, Atago, Tokyo, Japan)로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28)을 응용하여 10배 희석한

식초 2 mL에 2 N Folin-Ciocalteu’s 시액(Junsei Chemical Co.,

Ltd., Tokyo, Japan) 2 mL를 혼합하여 3분간 방치한 후, 10%

Na2CO3 2 mL를 서서히 첨가하고 암소에서 1시간 방치한 후 700

nm (UV/VIS Spectrophotometer, Lamda 25, Perkin Elmer, Shel-

ton, CT, USA)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gallic acid를 이용

하여 0, 25, 50, 100, 200 µg/m 의 농도로 표준곡선을 작성한 후

함량을 구하였다.

진세노사이드 함량 분석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진세노사이드 표준물질 11종을 이용하여

HPLC 정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HPLC 장치는 Agilent Technologies 1200 series (Agilent Tech-

nologies Inc., Santa Clara, CA, USA)으로 UV 검출기(203 nm)를

사용하였으며, HPLC 컬럼은 Capcellpak C18 MG (4.6×250 mm,

Fig. 1. Figure of hydroponic-cultured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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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µm)을 사용하였다. 이동상은 acetonitrile (A)과 water (B)을 사

용하였으며, solvent A의 비율을 0 min (15%), 10 min (15%),

36 min (20%), 56 min (42%), 60 min (42%), 62 min (100%),

68 min (100%), 70 min (15%), 80 min (15%)으로 변화를 주었으

며 column 온도는 30oC, 유속은 0.8 mL/min으로 설정하였다.

실험식이 및 실험동물 사육

실험동물은 4주령의 수컷 C57BL/6J 마우스를 (주)두열바이오

테크(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고형사료로 1주일간 사육환경에

적응시킨 뒤, 난괴법(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에 의해

실험군을 나누었다. 즉, 실험군은 정상대조군(ND)과 비만 유발군

으로 나누고, 비만 유발 그룹은 대조군(HFD), 수경재배 인삼초

0.8 mL/kg BW 섭취군(HGV), 양성대조군으로 녹차추출물 0.4g/

kg BW 섭취군(GT)으로 나누어 8주간 사육하였다(Table 1). 실험

에 사용한 정상 식이(AIN-76 diet) 및 고지방 식이(AIN-76 diet

#101772, Dyets Inc., Bethlehm, PA, USA)의 조성은 Table 2와

같다. 시험 사료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경구투여 하였으며, 그룹

간 식이효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체중과 식이 섭취량을 1주일 간

격으로 측정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물과 식이는 자유롭게 섭취하

도록 하였다. 사육실의 온도는 231oC, 습도는 50-60%로 유지하

였으며 명암은 12시간 주기(09:00-21:00)로 하였다. 모든 동물실

험은 풀무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등록번호: AEC-20080514-0001)

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다.

체지방 함량 측정

체지방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식이 종료 후 전산화단층촬

영(computerized tomography (CT), GE healthcare, Livingston,

NJ, USA)을 실시하였고, CT 촬영 완료 후 개복하여 복부 장기

에 있는 지방 함량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전산화단층촬영은 마우

스에게 ketamine (Yuhan Co., Seoul, Korea)과 Rompun (Bayer

Korea, Seoul, Korea)을 1:1로 혼합하여 제조한 마취약을 0.8 mL/

kg의 농도로 근육 주사하여 전신 마취하였고, 촬영 시 같은 자세

를 유지시키기 위해 안전 고정장치에 대상 마우스를 고정하였다.

전산화단층촬영은 2 mm 두께, 3 mm 간격과 pitch 1.5, 120 kVp,

150 mAs의 조건으로 scan하였다.

혈액 및 장기 채취

사육이 끝난 실험동물은 12시간 절식시킨 후 희생시켰으며, 혈

액은 1,100×g, 4oC에서 15 min간 원심분리 후 혈청을 분리하여

분석 전까지 −80oC에 보관하였다. 간 및 부고환 지방은 채혈 후

즉시 적출하여 생리식염수로 씻은 다음 여과지로 물기를 제거하

고 무게를 측정한 후 −80oC에서 보관하였다.

혈중 지질 농도 및 간 기능 효소 검사

혈중 중성지방(TG) 및 총콜레스테롤(TC)은 효소법(Asan Pharm.

Co., Seoul, Korea), HDL-콜레스테롤은 phosphotungstic acid/

MG2+ 침전효소법(Asan Pharm. Co., Seoul, Korea)으로 분석하였

다. LDL 콜레스테롤은 Friedewald 등(29)의 방법에 따라 총콜레

스테롤 함량에서 H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5를 합한 값을 제

하여 산출하였다. 혈중 Aspartic acid transaminase (AST), Alanine

transaminase (ALT)의 측정은 효소법(Asan Pharm. Co., Seoul,

Korea)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처리

각 실험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SAS software

package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로 통계처리 하였으며,

시료간의 유의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경재배 인삼 식초 제조 특성

수경재배 인삼 전초를 이용하여 알코올 발효 및 초산 발효 진

행하여 Table 3과 같은 품질 특성의 기능성 초를 제조하였다. 알

코올 및 초산발효 진행 결과 산도 5.6%의 식초를 제조할 수 있

었으며, 국내 식품공전에 의한 품질 규격이 초산으로서 4-29%

(감식초는 2.6% 이상)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30).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종

류의 과실 및 곡물 식초의 산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초산으

로서 4.3-6.6% 수준으로 본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31). 수경재배 인삼 식초의 총폴리페놀 함량 분석 결과

22.5±1.18 mg% 함유되어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인삼의 비사포닌

성분으로 ferulic acid, caffeic acid, gentisic acid, cinnamic acid

등 10여종의 페놀 화합물의 구조가 밝혀진 바 있어 이에 기인된

것으로 추측된다(32,33).

Table 1. Experimental design

Groups Diet

ND (N=8) Normal diet

HFD (N=8) High-fat diet

HGV (N=8)
High-fat diet+hydroponic-cultured ginseng
(0.8 mL/kg BW) 

GT (N=8) High-fat diet+green tea extract (0.4 g/kg BW)

Table 2. Composition of the experimental diet

 
Normal diet
(g/kg diet)

High-fat diet
(g/kg diet)

Casein 200 200

DL-Methionine 3 3

Corn starch 150 150

Sucrose 500 150

Cellulose 50  50

Corn oil 50  -

Beef tallow  - 400

Mineral mixture1) 35 35

Vitamin mixture2) 10 10

Choline barbitrate 2 2

Total 1000 1000

1)Mineral mixture according to AIN-76
2)Vitamin mixture according to AIN-76

Table 3. The characteristics of HGV by two-step fermentation

Hydroponic-cultured vinegar

oBx 6.50±0.36

Acidity (%, of acetic acid) 5.60±0.24

pH 03.3±0.12

Total polyphenol contents (mg/100 mL) 22.5±1.18

Data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SE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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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재배 인삼 식초 진세노사이드 함량

식초 제조 과정에 따른 진세노사이드 패턴 변화를 확인하기 위

하여, 수경재배 인삼을 첨가한 발효전 배양조성물(PRE), 알코올

발효물(ALC)과 초산 발효물(ACE)에서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분

석하였다(Fig 2). 총 11종의 진세노사이드를 분석하였으며, 수경

재배 인삼의 발효전 배양 조성물(PRE)에는 ginsenoside Re>Rg1>

Rb2>Rg2 순으로 함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인

삼 뿌리에는 Rg1과 Rb1 성분이 주요 진세노사이드 성분인 것과

비교하여 인삼 잎의 주요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Re, Rg1, Rd이며

(34), 수경재배 인삼 뿌리 및 잎에는 Re 성분의 비중이 높은 것

으로 보고된 선행연구 결과(23)를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수

경재배 인삼 전초를 사용함으로써 ginsenoside Re가 수경재배 인

삼 식초의 주요 진세노사이드로 분석된 것으로 추측된다. 식초

제조 공정 중 진세노사이드 패턴 변화를 측정한 결과, 발효전과

알코올 발효물에서는 진세노사이드 패턴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

찰되었으나, 초산 발효에 의해 진세노사이드 패턴 변화가 발생함

을 알 수 있었다. 즉, 초산 발효물(ACE)의 경우 발효전(PRE)과

비교하여 ginsenoside Re가 감소하고, ginsenoside Rg2가 4배 수

준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인삼 잎을 이용하여 발효

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Re 성분이 감소되고 Rg2 함량

이 약 4.7배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34)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인

삼 열매를 microwave와 식초로 가공 시 Re, Rd, Rg1 성분이 감

소하고, Rg2, Rg3, Rh1, F1과 같은 prosapogenin이 증가한다는 연

구결과와도 일치된다(23). 일반적으로 prosapogenin은 열이나 산

등에 의해 생성되는 진세노사이드 가수분해물로 배당체 형태의

진세노사이드 보다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생리활성이 더 우수할

것으로 예측가능하며, 따라서 수경재배 인삼을 이용한 식초의 이

용은 ginsenoside Rg2 성분이 강화되어 우수한 약리활성을 기대

할 수 있겠다.

고지방 식이 섭취에 따른 체중 변화

수경재배 인삼식초의 항비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8주간 고

지방 식이와 시험물질을 투여하면서, 매주 체중과 사료 섭취량을

측정하였다. 초기체중은 모든 군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고, 식이섭취 8주 후 체중은 고지방첨가식이군(HFD)에서 정상

식이군(ND)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p<0.05), 수경

재배 인삼초섭취군(HGV) 및 녹차추출물섭취군(GT)은 고지방식이

군(HFD)과 비교하여 각각 86.6, 91.5%으로 유의적으로 낮아졌다

(Table 3). 이는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 쥐에서 토마토초(10)

또는 흑초(11) 식이군이 고지방식이군의 체중증가량보다 낮게 나

타났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식초의 유기산이 지방 연소를

촉진하며(4), 수경재배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지방의 합성을 억

제시켜 비만을 예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36). 식이효율의 경우

고지방식이군(HFD)은 정상식이군(ND)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

았으며, 수경재배 인삼초섭취군(HGV) 및 녹차추출물섭취군(GT)

은 비만식이군(HFD)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체성분 분석 및 장기 무게

체지방 분석을 위해 실험식이 종료 후 전산화단층촬영(comput-

erized tomography (CT), GE healthcare, Livingston, NJ, US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과 같다. 정상대조군(ND)과 비교하

여 고지방식이군(HFD)은 복부, 피하, 내장 지방 분포도가 높았으

며, 수경재배 인삼초섭취군(HGV) 및 녹차추출물섭취군(GT)는 고

지방식이군(HFD)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체지방 축적이 억제됨

Fig. 2. Ginsenoside contents in hydroponic-cultured ginseng vinegar (mg/100 mL). Data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E (n=3). Data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PRE, pre-fermentation of
hydroponic-cultured ginseng; ALC, alcohol fermentation of hydroponic-cultured ginseng; ACE, acetic acid fermentation of hydroponic-
cultured ginseng 

Table 4. Effect of hydroponic-cultured vinegar on weight gain, food intake, and FER1)

Groups2) Initial weight
(g)

Final weight
(g)

Weight gain
(g/8 week)

Food intake
(g/8 week)

FER3)

ND 00019.9±0.91NS4) 031.4±1.19a5) 11.5±0.58a 219.8±10.99c 0.052±0.006a

HFD 19.6±1.27 42.5±2.66c 22.9±1.60c 158.1±12.65a 0.145±0.011c

HGV 19.5±0.85 36.8±1.47b 17.3±0.87b 166.1±8.31ab 00.105±0.009 b

GT 20.1±0.78 38.9±1.51bc 18.8±1.37b 0182.1±10.93bc 00.104±0.009 b

1)Data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E (n=8).
2)ND, normal diet; HFD, high-fat diet; GT, green tea extract; HGV, hydroponic-cultured ginseng vinegar
3)FER (food efficiency ratio): weight gain (g/day)/food intake (g/day).
4)Not significantly different 
5)Data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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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었다. CT 촬영 완료 후 개복하여 복부 장기에

있는 지방 함량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복부를 중심으로 주요 장기를 덮고 있는 지방의 무게는 정상

대조군(ND) 0.69±0.13 g, 고지방식이군(HFD) 1.79±0.33 g으로 고

지방 식이로 약 2.6배 증가하였으며, 수경재배 인삼초섭취군(HGV)

과 녹차추출물섭취군(GT)은 고지방식이군(HFD)와 비교하여 각각

85.5, 83.8%로 유의적인 감소 효과가 관찰되었다(p<0.05). 그 외

장기 조직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간 조직의 무게가 고지방식이

섭취로 약 18% 증가하였으며(p<0.05), 수경재배 인삼초섭취군

(HGV) 및 녹차추출물섭취군(GT)은 고지방식이군(HFD)과 비교하

여 각각 81.7, 77.1% 으로 정상대조군(ND)과 유사한 수준인 것

으로 관찰되었다(Table 5). 수경재배 인삼초에는 초산 발효에 의

한 유기산인 아세트산이 5.6% 함유되는데, Yamashita 등(9)의 보

고에 의하면 아세트산은 fatty acid synthase (FAS)와 acetyl-CoA

carboxylase (ACC)와 같은 지방합성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여

비만 쥐의 체중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어 이와 같은 기전

으로 체지방 함량을 억제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Lee 등(10)

의 연구에 의하면 토마토로 제조한 식초가 3T3-L1 cell에서 지방

분화를 억제하고, 고지방으로 유도한 흰쥐의 간 무게 감소와 간

의 지방 및 콜레스테롤 함량을 억제시켜 주는 것으로 보고된 연

구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고지방식이의 섭취는 각

장기와 피하에 지방을 축적하고 지질 대사에도 이상을 초래하여

각종 대사 장애와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37). 따

라서 수경재배 인삼초 섭취로 지방 축적을 억제하여 대사증후군

과 같은 만성 질환 유병율을 낮출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혈중 지질 프로파일

혈중 지질 농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혈중 중성지

방은 고지방식이군(HFD)과 비교하여 수경재배 인삼초섭취군(HGV)

과 녹차추출물섭취군(GT)에서 각각 74.0, 75.11% 낮아졌다(p<0.05).

또한, 혈중 총 콜레스테롤은 고지방식이군(HFD) 대비 수경재배

인삼초섭취군(HGV)이 82.4%, 녹차추출물섭취군(GT)이 88.5%로

유의적으로 낮아졌다(p<0.05). 고지방식이 섭취는 혈청 중성지방

과 콜레스테롤 함량을 증가시키는데, Kondo 등(11)과 Cho 등(38)

은 식초 섭취 시 증가된 혈중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이 감소시

키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HDL-콜레스

테롤의 증가는 단순한 고지혈증 억제작용뿐만 아니라 관상동맥

경화증을 비롯한 각종 동맥경화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여주는데(39), 본 연구에서 수경재배 인삼초가 HDL-콜레스테롤

을 증가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나 수경재배 인삼 식초의 섭취를 통

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삼에 함

유된 ginseonside Re는 항고지혈증 및 항당뇨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다양한 논문을 통해 보고되고 있으며, 그 기전으로는 간에서

glucose 의 생성을 억제하고,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1c

(SREBP-1c)을 억제하여 지질생합성을 억제하는데, 이는 AMPK

pathway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36). 본 연구에서 수경재배 인

Fig. 3. Effects of HGV on morphology visualized by CT. ND, normal diet; HFD, high-fat diet; GT, green tea extract; HGV, hydroponic-
cultured ginseng vinegar

Table 5. Fat weight, liver weight and kidney weight of mice fed

experimental diets for 8 weeks

 
Epididymal

fat weight (g)
Liver weight

(g)
Kidney weight

(g)

ND 0.69±0.13a 1.44±0.12a 0.0.45±0.11NS 

HFD 1.79±0.33c 1.70±0.34b 0.48±0.15

HGV 1.53±0.18b 1.39±0.19a 0.43±0.09

GT 1.50±0.22b 1.31±0.18a 0.45±0.10

Data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E (n=8). Data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ND, normal diet; HFD,
high-fat diet; GT, green tea extract; HGV, hydroponic-cultured ginseng
vinegar
Not significant

Table 6. Effect of HGV on plasma lipid profiles in mice fed high-fat diet

　 ND HFD HGV GT

Total cholesterol (mg/dL) 127.7±12.85a 0227.3±19.56c 187.0±14.32b 191.2±8.73b

LDL-cholesterol (mg/dL) 58.07±4.02a0 164.4±9.17d 110.16±8.86b00 137.4±9.16c

HDL-cholesterol (mg/dL) 52.97±9.97a0 38.60±8.71b 058.8±13.27a 057.21±10.11a

Triglyceride (mg/dL) 083.3±10.07a 121.7±7.89b 090.2±10.07a 091.4±7.50a

Data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E (n=8). Data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ND, normal diet; HFD, high-fat diet; GT, green tea extract; HGV, hydroponic-cultured ginseng vine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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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식초는 고지방 식이로 유도된 혈중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는데, 이는 수경재배 인삼 식초에

ginsenoside Re 와 그 대사체인 ginsenoside Rg2에 기인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용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작

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간 효소 활성

AST, ALT 효소는 간세포 내에 존재하는 효소로 세포가 파괴

되거나 사멸하면 혈액 속으로 분비되어 혈액 내에서도 일정량이

검출 될 수 있다. 지방간이나 알코올의 섭취, 과체중 등의 이유

로 간에 염증이나 세포의 파괴가 일어나면 정상적인 양 보다 더

많은 AST, ALT가 혈액속으로 분비된다. 혈액 내에 존재하는 AST

및 ALT 의 양을 관찰한 결과, 고지방 식이로 인하여 모두 정상

범위 이상으로 상승하였으며, 수경재배 인삼초섭취군(HGV) 및

녹차추출물섭취군(GT)에서 AST 활성은 고지방대조군(HFD) 대비

각각 67.3, 68.4%으로 개선된 효과가 관찰되었으며(p<0.05), ALT

활성의 경우에도 고지방대조군(HFD)과 비교하여 수경재배 인삼

초섭취군(HGV) 및 녹차추출물섭취군(GT)에서 각각 75.1, 75.1%

수준으로 낮아진 결과가 관찰되었다(Fig. 4). 이는 간 조직 무게

와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유기산 일종인 아세트산은

AMPKα signaling pathway를 통해 지방 산화를 증가시키고, 지질

생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40), 수경재배 인삼식

초에 함유된 아세트산이 지방 대사를 개선하여 간 지방 축적을

억제함으로써 간 기능의 손상을 예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수경재배 인삼의 전초를 이용하여 식초를 제조

하여 진세노사이드의 패턴 및 함량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고지방 식이로 유도된 비만 쥐에 수경재배 인삼 식초를 투여하

여 체중, 체지방 및 지질대사를 분석함으로써 항비만 식품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수경재배 인삼으로 식초

제조 시 산도는 5.60±0.24%이었으며, 초산 발효 과정에서 진세노

사이드 Re가 감소하고 진세노사이드 Rg2가 약 4배 수준 증가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경재배 인삼 식초의 항비만 효과를 확

인하기 위해 4주령 C57BL/6J mice에 고지방 식이를 투여하면서

수경재배 인삼 식초 및 녹차추출물을 8주간 투여하였다. 실험식

이 종료 후 체중 변화를 비교한 결과 수경재배 인삼초투여군

(HGV) 및 녹차추출물투여군(GT)은 고지방식이군(HFD)과 비교하

여 유의적인 체중감소효과가 관찰되었다. 체성분 분석결과 복부

지방 및 피하지방의 함량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복

후 복부 주위의 지방을 적출하여 무게 측정 시 고지방식이군

(HFD)과 비교하여 수경재배 인삼초투여군(HGT) 및 녹차추출물

투여군(GT)은 각각 85.5, 83.3%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혈중

지질프로파일 분석 결과 수경재배 인삼초투여군(HGV) 및 녹차

추출물투여군(GT)은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고지방식이군(HFD)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낮아졌으며, HDL 콜

레스테롤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지방 식이에 의한 간

독성을 관찰하기 위해 AST 및 ALT 효소 활성을 측정하였으며,

수경재배 인삼초투여군(HGV)은 고지방식이군(HFD)과 비교하여

각각 67.3, 75.1%, 녹차추출물투여군(GT)은 각각 68.4, 75.1% 감

소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수경재배 인삼으

로 식초 제조 시 흡수율이 우수한 proginseonside Rg2의 함량이

증가되어 생리활성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체지방 축적

을 억제하고 혈청 지질 조성을 개선시킴으로써 항비만 식품소재

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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