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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계수 추출에 의한 홍삼 추출물의 진세노사이드 조성 및 이화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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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d ginseng was treated by subcritical water extraction (SWE) whose two parameters were the extraction
temperature (105-150oC) and time (5-20 min) under a high pressure. The oBrix value, solid content, color difference, and
turbidity of the red ginseng extract increased with increasing extraction time and temperature, while the pH decreased. The
total concentration of ginsenosides in the red ginseng extract was maximal at 120oC and 20 min. The concentrations of
ginsenosides Rg3 and Rh1 were maximal at 150oC and 15 min. The concentrations of Rg3 and Rh1 were respectively 3.5-
5 times and 2-2.5 times higher than those treated by conventional extraction methods with hot water, ethanol, and
methanol. SWE is a particularly effective method for the selective extraction of less-polar ginsenosides such as Rg3 which
is well known to exert strong anticanc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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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Panax ginseng C. A. Meyer)은 두릅나무과(Aralliaceae) 인

삼 속에 속하는 다년생 숙근초로 주요 약리 성분으로 알려진 사

포닌의 효능은 항피로, 항산화 및 항스트레스, 면역 기능 조절,

항암 효과 등이 보고되었다(1–5). 인삼은 가공 방법에 따라 수삼,

백삼, 태극삼, 홍삼, 그 밖의 인삼으로 분류되는데 특히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홍삼이 대표적으로 이

용되고 있다. 홍삼은 제조과정 중 열에 의해 아미노산 변화, 갈

변 작용 등 여러 화학 변화가 수반되며 사포닌 변환으로 20 (R)-

ginsenoside Rg2, Rg3, Rh1, Rh2 등이 생성된다(6). 이러한 홍삼

의 특이 사포닌은 암세포의 정상 세포 내 침윤과 혈관 신생 억

제로 암세포 전이 억제와 혈압 저하 기능, 암세포 성장 억제 등

약리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7-9). 최근 Rg3의 전환 방

법으로 산 가수분해, 열처리, 미생물 및 효소 처리에 의한 생물

전환, 초고압 처리 등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10-13). 홍삼

의 추출 방법으로는 환류 냉각 추출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데, 에탄올 사용 시 농도가 증가할수록 사포닌 함량은 증가하나

엑기스 제조 수율은 감소하였고, 높은 제조 경비 및 잔류로 인한

안전성 이슈 등이 존재한다. 물은 안전한 추출 용매로 에탄올 대

비 수율이 높고, 고온에서 장시간 추출 시 총 당 함량과 당도 증

가로 맛을 증진시킴으로써 홍삼 추출액 및 엑기스 제조에 보편

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고온 장시간 추출로 인한 생산성의 저

하, 사포닌 함량의 감소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홍

삼의 유효 성분 추출에는 보다 효과적이며 경제적이고 안전한 추

출 방법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진다(14-16).

추출 공정에 있어 추출하고자 하는 물질의 극성과 유사한 극

성을 가지는 용매의 사용은 용해도를 증가시켜 추출 수율을 극

대화시킨다. 대기압 상태에서의 물은 분자간 매우 강한 수소 결

합으로 융점이나 비점이 높은 특성이 있으며 물질의 전기적 특

성인 유전율(dielectric constant, ε)이 높아(ε>80, at 25oC) 극성 화

합물의 추출에 용이하다. 물은 온도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물

의 표면 장력, 점도, 유전율, 밀도, 용해도 등 특성이 변화하는데,

온도가 210oC로 증가하게 되면 물의 유전율은 25oC에서의 메탄

올(ε=33), 에탄올(ε=27)과 유사하다(17,18). 이러한 물의 특성 변

화는 페놀화합물 같은 저극성 또는 비극성 화합물 추출에 효과

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19). 아임계수(subcritical water, SW)는 물

의 끓는점(100oC)과 임계 온도 (374oC) 사이에 압력이 가해진 상

태(<22.1 MPa)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물로 가압 열수(pressur-

ized hot water) 또는 과열된 물(superheated water)이라고 한다. 아

임계수 추출(subcritical water extraction, SWE)은 기존의 환류 냉

각 추출 등과 비교하여 추출 시간이 짧고 적은 양의 용매가 소

모되며 온도와 압력 조절을 통해 용매의 극성을 폭넓게 조절함

으로써 생리 활성 물질에 대한 선택적 추출을 가능하게 한다

(20,21). Ibanez 등(22)은 아임계수 추출법을 이용하여 로즈마리

잎으로부터 항산화 화합물의 선택적 추출에 대한 온도의 효과를

조사하였으며 Shotipruk 등(23)은 노니(Morinda Citrifolia) 뿌리에

서 안트라퀴논의 아임계수 추출 효율을 확인하였다. 고온, 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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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임계 상태의 물은 낮은 점도와 표면 장력으로 matrix 입자

들에 물질 전달과 침투를 증대시켜 높은 반응성과 유기 화합물

에 대한 용해도 증가, 중합체의 에스테르 및 에테르 결합의 가수

분해 등 특성을 갖는다(19). 또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강

도가 상온 상압의 물에 비해 1,000배 정도 증가하여 산성도와 알

칼리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 또는 염기의 촉매로 작용하여 추출

하고자 하는 물질로부터 생리 활성 성분들의 추출 효율이 증가

하고 기존 성분의 구조가 새로운 유용 성분으로 선택적으로 전

환될 수 있다(24). 따라서, 이러한 고온 고압의 아임계수 추출 특

성은 기존의 진세노사이드 성분 전환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

는 초고압, 열처리, 산 가수분해 등을 대체하여 단점을 보완한 보

다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홍삼의 신규 추출 방법으로서 아임계수 추출

(SWE)을 적용하여 홍삼 추출물의 이화학적 특성 변화 및 진세

노사이드의 추출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최적 추출 조건을 확립하

고, 열수 및 에탄올을 사용한 환류 냉각 추출법과 진세노사이드

조성 및 추출 수율을 비교함으로써 홍삼의 아임계수 추출법 적

용에 대한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전처리

홍삼은 충남 금산 천지 영농 조합으로부터 잔류 농약, 중금속

등 기준 규격에 적합한 4년근 양삼(홍삼근, 40지) 및 세미(홍미

삼, 1등급)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양삼(홍삼근)은 홍삼 절단기

(Jeongseong Machinery Co., Seoul, Korea)를 사용하여 1-2 cm로

1차 절삼한 후 분쇄기(CAU-6000, Charming Art Co., Bucheon,

Korea)를 사용하여 2차 분쇄하였으며, 세미(홍미삼) 또한 양삼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쇄하여 10-20 mesh의 입자 크기로 추출에 사

용하였다(25). 추출에 사용된 용매로 물은 증류수(Direct Q-5,

Millipore Co., Billerica, MA, USA)를 사용하였고 에탄올(Pretha-

nol A, Duksan Science, Seoul, Korea) 및 메탄올(HPLC grade,

J.T. Baker Chemical Co., Center Valley, PA, USA)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모든 시약은 J.T Baker 사에서 구입한 Extra Pure

및 HPLC grade를 사용하였다.

홍삼 추출

아임계수 추출은 아임계 추출 장치(Accelerated Solvent Extrac-

tor; ASE 350, DIONEX Co., Sunnyvale, CA, USA)를 사용하여

온도(105, 120, 135 및 150oC) 및 시간(5분, 10분, 15분 및 20분)

을 변수로 추출을 수행하였다. 분쇄한 홍삼근과 홍미삼을 총 중

량 3 g에 대하여 7:3의 비율로 각각 2.1 g 및 0.9 g을 혼합한 후,

추출 셀(volume of 22 mL)에 충진하고 cellulose filter (Filter

papers, Whatman, Buckinghamshire, UK)를 셀 하부에 부착한 후

오븐에 장착하여 추출하였다. 아임계 추출 장치의 전반적인 모식

도는 Fig. 1과 같다. 추출이 시작되면 약 1 분간 용매인 증류수

가 추출 셀에 채워지고 약 5분 동안 압력은 90 bar 이상까지 도

달한 후, 추출 시간이 시작된다. 지정된 추출 시간 동안에 온도

조절 장치에 의해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며 압력은 relief valve

에 의해 90-131 bar로 유지된다. 지정된 추출 시간이 끝나면 약

30초 내에 추출물이 collection vial에 수집된다. 각각의 홍삼 추출

물은 conical tube에 옮겨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추출은 재현

성 확인을 위하여 각 추출 조건에 대하여 3회 반복하여 수행하였다.

최적 아임계수 추출 조건과 비교하기 위하여 기존 추출법인 환

류 냉각 추출을 수행하였다. 분쇄한 홍삼근 및 홍미삼을 총 중량

300 g에 대해 7:3의 비율로 각각 210 g 및 90 g을 혼합한 후,

extraction flask (volume of 3,000 mL)에 넣고 홍삼의 총 중량 대

비 8배 수의 증류수, 70% 에탄올 및 80% 메탄올을 용매로 하여

80oC의 항온 수조(Water Bath; Jeio Tech Co., Daejeon, Korea)에

서 8 시간 동안 각각 환류 냉각 추출하였다. 각 조건에서 얻어

진 홍삼 추출물은 120 mesh로 여과한 후 rotary evaporator (R-

114, Büchi, Flawil, Switzerland)를 사용하여 60±2oC의 수욕상에서

고형분 60%가 되도록 농축한 후,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16,17).

또한 최적 아임계수 추출 조건에서 얻어진 홍삼 추출물을 상기

와 동일한 방법으로 농축한 후, 비교하였다.

당도, pH, 고형분 함량, 색차 및 탁도 측정

각 아임계수 추출 조건에서 얻은 홍삼 추출물을 분석 시료로

하여 refractometer (RX-5000α, Atago Co., Tokyo, Japan)를 사용

하여 당도(oBrix)를 측정하였고, pH 측정은 pH meter (550A,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를 사용하였다. 고

형분 함량은 할로겐 수분 분석기(HB 43-S, Mettler Toledo, Gre-

ifensee, Zrich, Switzerland)를 사용하여 오븐의 건조 온도는

105±2oC로 고정하여 수분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100-수

분)%로 나타내었다. 홍삼 추출물의 색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색차계(CT-310, Minolta Co., Osaka, Japan)를 사용하여 Hunter’s

value인 L (lightness), a (redness) 및 b (yellowness) 값을 측정하

였다. 측정된 L, a, b 값으로부터 색차(∆E)는 증류수를 표준색(L

Fig. 1. Schematic diagram of subcritical water extra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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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a -0.01 b +0.03)으로 환산하여 다음 식으로부터 산출하였

다(26). 

색차(∆E)=

탁도는 UV spectrophotometer (Metrohm 848 Titrino,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를 사용하여 535 nm에서

증류수를 기준으로 투과도(T%)를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100-T)%

로 표시하였다(27). 모든 시료는 3회 반복하여 측정한 후, 결과를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사포닌 농도 분석

홍삼 추출물의 조 사포닌 정량은 식품공전의 홍삼 성분법(28)

에 따라 수행하였다. 시료 약 5-10 g을 100 mL의 농축 플라스크

에 취하고 수포화 부탄올 50 mL를 가하여 환류 냉각기를 붙인

항온 수조에서 70-80oC로 약 1시간 추출하여 냉각하고 여과한

후, 잔류물에 대하여 같은 조작을 계속 2회 반복한다. 여과지는

수포화 부탄올 10 mL로 세척하고 여액 및 세액을 합하여 250 mL

분액깔때기에 넣고 물 20 mL로 진탕시켜 수세한다. 수포화 부탄

올 추출액 전액을 미리 항량시킨 농축 플라스크에 옮겨 60±2oC

항온 수조에서 감압 농축하여 부탄올을 제거한 다음, 잔류물에

에테르 50 mL를 넣고 환류 냉각기를 붙인 수욕상에서 36oC로 30

분 동안 가열하여 탈지 시킨 후 에테르를 제거하였다. 잔류물은

dry oven (Um-400, Memmert, Schwabach, Germany)에서 105oC

로 20분 동안 건조하고 데시케이터에서 30분간 식혀 무게를 측

정한 후, 조 사포닌을 구하였다. 모든 시료의 분석은 시료 채취

량을 달리하여 3회 반복하여 측정한 후, 결과를 평균값으로 나타

내었다.

진세노사이드 조성 및 농도 분석

진세노사이드의 조성 패턴을 조사하기 위하여, Kim 등(29)의

방법으로 박층크로마토그래피(Thin Layer Chromatography; TLC)

를 수행하였다. TLC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추출 조건에서 얻어

진 홍삼 추출물을 수포화 부탄올과 1:1로 마이크로 튜브에 넣고

볼텍스(vortex)한 후, 원심 분리하여 부탄올 추출액을 제조하였다.

TLC plate (Silica gel 60 F254, Merck, Kenilworth, NJ, USA)를

사용하여 상기에서 제조된 부탄올 추출액과 진세노사이드 혼합

표준 시료를 1 cm 간격으로 3 µL씩 점적한 후, 클로로포름(CHCl3)-

메탄올(MeOH)-증류수(H2O)의 혼합 용매(65:35:10, lower phase)를

이용하여 전개시켰다. 전개시킨 TLC plate는 30% 황산을 분무한

후, 110oC에서 5분 동안 발색시키고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홍

삼 추출물 중 개별 진세노사이드의 농도 및 조성을 확인하고자

Ko 등(30)의 조건을 응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추출 조건

에서 얻어진 홍삼 추출물을 filter (Syringe Filter 0.45 µm, What-

man, Buckinghamshire, UK)로 여과한 후,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

피 장비(HPLC; 1260 system,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3.0×50 mm, ID 5 µm

의 Column (Poroshell 120 EC-18,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을 사용하였고, UV detector (Agilent Technolo-

gies)를 사용하여 파장은 203 nm, column 온도는 40oC, flow rate

는 1.0 mL/min로 설정하였다. Mobile Phase는 증류수(solvent A)

와 acetonitrile (solvent B; HPLC grade, J.T. Baker Chemical

Co., Center Valley, PA, USA)을 사용하여 gradient 조건으로 sol-

vent B의 비율을 초기 6분간 17%로 흘려주고, 9분까지 23%,

23.5%(16.5 분), 31%(19분), 45%(29분), 47%(31분), 90%(33분),

90%(37분), 38분까지 17%, 마지막 40 분까지 동일하게 17%로 순

차적으로 조절하였다. 진세노사이드 표준 물질은 순도 99% 이상

의 Rb1, Rc, Rd, Re, Rf, Rg1, Rg2 (20S), Rg3 (20S), Rg3

(20R), Rh1 (20S), Rh1 (20R) 및 Rh2 (20S)의 12종으로 앰보연

구소(Daejeon, Korea)로부터 구입하였다. 모든 시료는 농도를 달

리하여 3회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각각의 조건에서 3 회 반복 수행하여 평균±표준

편차 값으로 나타내었다. 분산분석은 SPSS 통계 분석 소프트웨

어(Version 22.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Dun-

can test로 p<0.05의 유의수준에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아임계수 추출에 의한 홍삼 추출물의 이화학적 특성

아임계수 추출 온도 및 시간에 의한 홍삼 추출물의 이화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당도(oBrix)는 105oC, 5분에서 1.54oBx로

가장 낮았고 추출 온도가 높아지고 추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50oC, 20분에서 3.57oBx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이는 고온에서 장시간 추출하는 것이 당도를 증가시켰다

는 Li 등(1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으로 홍삼 추출액 제조 시

당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쓴맛은 저감하고 맛을 증진시키는 추출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고형분 함량은 당도와 동일한 경향으

로 추출 온도가 높아지고 추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였으며,

특히 135oC, 20분에서는 3.45%로 측정되어 150oC, 20분의 최대

함량(3.47%)과 비교하여 단지 0.02%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로 135oC, 20분에서 홍삼의 가용성 성분이 대부분 추출

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고온 고압의 아임계수 추출로 인하여

홍삼에 다량으로 함유된 전분질, 다당류, 펙틴질, 단백질 등 수용

성 물질의 추출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형분 함량은 수율

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135oC,

20분 이상으로 추출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pH 변화는 105oC, 5분에서 5.21로 가장 높았고 추출 온도가 높

아지고 추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다가

150oC, 20분에서 4.72로 가장 낮았다. 가열 처리에 의한 pH의 저

하는 비효소적 갈변 반응시 생성되는 전구물질인 carbonyl com-

pounds의 작용과 농축 및 숙성 중 일어나는 당 성분의 변화로 생

성되는 유기산에 의한 것이라는 보고(31) 및 염기성 아미노산인

arginine이 당과 결합하여 갈변 반응에 관여하므로 점차 가용성

아미노산이 감소되어 산성 물질이 생성됨에 따라 pH가 낮아진다

는 보고(32)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고온의 아임계수가 이러한 화

학반응을 촉진시켜 pH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낮은 pH는

홍삼 추출액의 맛을 저하시키고 저장성 및 품질 변화에 영향을

주어 추출 조건 설정 시 특히 고려되어야 한다.

홍삼 추출물의 색도 측정 결과 Table 1에서와 같이 추출 온도

가 높아지고 추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L (lightness)과 b (yel-

lowness)는 감소하고 a (redness)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Li 등

(15)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특히 150oC, 20분에서 L 값과

b 값은 각각 5.44, 9.32로 가장 낮았고 a 값은 1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때 색차는 95.83의 최대 값으로 확인되었다. 즉 추

출 온도가 높아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L 값의 감소와 a 값의

증가가 색차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Lee 등(16)의

보고와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색차 변화는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갈변 물질의 생성은 amino-carbonyl

∆L( )
2

∆a( )
2

∆b(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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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 의한 melanoidine계 색소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Choi등(33)은 홍삼엑기스를 100oC에서 30시간 이상 숙성하면

sucrose가 대부분 분해되고 이때 생성된 glucose와 fructose가 갈

변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L 값의 변화는 탁도 변

화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탁도는 추출 온도가 높아지고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

150oC, 20분에서 최대였다. 각 추출 온도에서 시간의 영향은 10

분 추출 시 탁도가 크게 증가하였고 15분 및 20분에서는 완만한

증가로 색차 변화와 유사한 경향이었으며 특히, 150oC, 10분부터

증가 폭은 크게 감소하여 0.5% 내외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온 고압의 아임계수 처리에 의해 다량 용출된

가용성 물질 및 갈색도 증가 등의 색도 변화가 탁도 증가에 영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임계수 추출에 의한 홍삼 추출물의 조 사포닌 농도

조 사포닌 농도는 120oC, 20분 추출 조건에서 3.24 mg/g으로

가장 높았다. Fig. 2와 같이 105oC 및 120oC의 낮은 아임계수 추

출 온도에서는 추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농도가 증가하여 각 20

분 추출 시간에서 최대를 나타냈고, 135oC에서는 15분까지 증가

하다가 20분에서 감소하였으며, 150oC 추출 온도에서는 10분 추

출 시간까지 증가하였으나 15분부터 감소하였다. 특히 150oC에서

최대 농도인 2.88 mg/g (10분)은 각 온도에서 최대인 3.06 mg/g

(135oC, 15분) 및 3.24 mg/g (120oC, 20분)과 비교하여 낮았다. 이

는 일반적인 가열 조건에서는 조 사포닌 농도가 증가하다가 150oC

이상의 고온에서 일정 시간 이상 가열 시 사포닌 분해가 일어나

농도가 감소하였다는 보고(34)와 유사하였다. 또한 홍삼의 열수

추출 과정 중에 용출된 유기산에 의해 열 안전성이 낮은 일부 진

세노사이드(Rb1 등) C-20 위치에서 glucoside의 에테르 결합이 가

수분해 되어 prosapogenin (Rg3 등)으로 변환되는 것이 사포닌 분

해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한 연구(35)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150oC

이상 고온의 아임계수가 가수분해 촉매로 작용하여 조 사포닌을

분해함으로써 농도 감소에 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임계수 추출에 의한 홍삼 추출물의 진세노사이드 조성

진세노사이드 표준 물질 Rb1, Rb2, Rc, Rd, Re, Rf, Rg1, Rg2

(20S), Rg3 (20S), F2, Rg5, Rk1, Rh1 (20S), Rh2 (20S) 및

Compound-K의 혼합된 표준 시료와 105oC 및 120oC의 온도에서

각각 5분, 10분, 15분 및 20분 추출한 추출물 시료를 TLC plate

에 전개시킨 결과, Fig. 3과 같이 추출 온도가 높아지고 추출 시

간이 길어짐에 따라 개별 진세노사이드의 발색 정도가 진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홍삼의 특이 사포닌으로 알려진 Rg2, Rg3, Rg5,

Rk1 및 Rh1 등(36)은 추출 온도 상승 및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진해지는 경향으로 특히 120oC, 10분 이상에서 발색 정도

가 또렷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135oC 및 150oC에서 5분,

10분, 15분 및 20분 추출한 홍삼 추출물 시료를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TLC plate에 전개시킨 결과, Fig. 4에서와 같이 Rb1,

Rb2, Rc, Rd, Re 및 Rf는 추출 온도 상승 및 시간이 길어짐에

Table 1. Effects of extraction temperature and time on °Brix, solid content, pH, turbidity, and color difference of red ginseng extract

using SWE

Temp
(oC)

Time
(min)

oBrix
Solid

content (%)
pH

Hunter’s value Color difference
(∆E)

Turbidity
(%)L a b

105 5 1.54±0.13 1.40±0.08 5.21±0.07 74.88±0.17 0.59±0.14 39.06±1.20 46.42±0.91 47.02±2.87

10 2.06±0.18 1.97±0.15 5.13±0.06 57.27±4.09 3.78±0.60 42.95±0.53 60.71±3.30 66.37±1.58

15 2.42±0.14 2.40±0.14 5.09±0.05 48.01±4.41 5.35±0.59 42.49±0.88 67.38±2.90 78.38±1.47

20 2.75±0.10 2.72±0.03 5.08±0.03 40.88±3.85 6.04±0.56 41.00±3.35 72.27±1.20 85.80±2.19

120 5 1.61±0.16 1.57±0.17 5.13±0.05 69.65±1.04 1.50±0.13 40.69±2.57 50.79±1.44 53.69±1.05

10 2.41±0.10 2.40±0.07 5.09±0.04 46.80±4.10 5.32±0.40 41.89±1.12 67.95±2.55 80.15±1.52

15 2.60±0.13 2.51±0.08 5.06±0.04 38.82±6.55 5.60±0.05 38.76±3.42 72.77±3.69 87.52±0.99

20 3.02±0.17 2.98±0.09 5.02±0.01 29.39±5.11 7.36±1.22 37.49±4.77 80.41±2.15 94.09±1.33

135 5 1.94±0.15 1.93±0.21 5.08±0.05 55.61±3.43 3.98±0.10 42.00±2.92 61.30±0.48 70.01±0.74

10 2.44±0.13 2.43±0.15 5.02±0.05 35.70±0.15 6.29±0.65 38.49±2.09 75.20±1.25 92.57±0.63

15 2.76±0.27 2.75±0.31 4.96±0.03 25.56±5.67 8.36±1.57 36.04±6.84 83.35±1.95 96.61±1.92

20 3.41±0.19 3.45±0.24 4.88±0.02 14.93±0.58 10.06±1.13 24.16±0.50 89.00±0.55 98.90±0.02

150 5 2.02±0.28 1.97±0.32 5.05±0.06 48.64±3.07 5.49±1.58 41.24±3.73 66.09±4.85 82.54±1.29

10 2.88±0.49 2.84±0.53 4.89±0.05 15.04±1.64 9.43±1.39 24.00±1.80 88.79±1.23 98.61±0.65

15 3.26±0.39 3.30±0.39 4.80±0.05 11.73±4.51 11.62±1.17 19.37±6.92 91.27±3.05 98.95±0.72

20 3.57±0.28 3.47±0.27 4.72±0.01 5.44±0.48 12.42±2.08 9.32±0.83 95.83±0.12 99.56±0.11

Fig. 2. Effects of extraction temperature and time on crude
saponin concentration of red ginseng extract using SWE. Values
represent means±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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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발색 정도가 점점 약해져 특히 150oC, 15분 이상에서는 희

미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홍삼의 특이 사포

닌인 Rg2, Rg3, Rh1 및 Rh2 등은 추출 온도 상승 및 추출 시간

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진해지는 경향으로 나타났고, 특히 Rg5

및 Rk1은 135oC, 5분에서는 거의 발색되지 않았으나 10분부터

발색되기 시작하여 이후 시간 및 150oC에서는 확연히 진해진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홍삼의 고온 고압 처리에 있어 온도

가 높아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부분의 ginsenoside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Rg3 및 Rh2는 새로이 생성되거나 함량이

증가하였다는 Yang 등(37)의 연구 결과 및 수삼을 원료로 120oC

의 고온에서 3시간 증삼하여 제조한 홍삼에서 Rh1, Rh2 및 Rg3

함량이 현저히 증가하였다는 Nam 등(8)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

었다. 또한 홍삼 추출 시 높은 온도에서 처리 시간이 길수록 열

안전성이 낮은 진세노사이드 Rb1, Rb3, Re 및 Rg1 등이 유기산

Fig. 3. Effects of extraction temperature and time on ginsenosides composition of red ginseng extract using SWE (1-8). 1)Standard
mixtures of ginsenoside Rb1, Rb2, Rc, Rd, Re, Rf, Rg1, Rg2, Rg3, F2, Rg5, Rk1, Rh1, Rh2, and Compound-K 2)SWE conditions (temperature/
min): SWE1, 105/5; SWE2, 105/10; SWE3, 105/15; SWE4, 105/20; SWE5, 120/5; SWE6, 120/10; SWE7, 120/15; SWE8, 120/20

Fig. 4. Effects of extraction temperature and time on ginsenosides composition of red ginseng extract using SWE (9-16). 1)Standard
mixtures of ginsenoside Rb1, Rb2, Rc, Rd, Re, Rf, Rg1, Rg2, Rg3, F2, Rg5, Rk1, Rh1, Rh2, and Compound-K 2)SWE conditions (temperature/
min): SWE9, 135/5; SWE10, 135/10; SWE11, 135/15; SWE12, 135/20; SWE13, 150/5; SWE14, 150/10; SWE15, 150/15; SWE16, 1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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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가수분해 되어 prosapogenin 형태(Rg3 등)로 전환된다는

Kim 등(35)의 보고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극성 사포닌인 Rb1,

Rb2, Rc, Rd 및 Re 등은 낮은 아임계수 추출 온도에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되는 경향이지만 추출 온도가 높아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해되어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저극성이며 홍삼의

특이 사포닌인 Rg3, Rg5, Rh1 및 Rh2 등은 아임계수 추출 온도

가 높을수록 특히 150oC 이상에서 추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농도

가 증가하였고 고온의 아임계수가 저극성 진세노사이드의 추출

을 증가시키고 극성 진세노사이드의 가수분해를 촉진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아임계수 추출에 의한 홍삼 추출물의 진세노사이드 농도

진세노사이드 표준 물질은 각각 250, 500, 1,000 및 2,000 ppm

의 4가지 농도에 따른 검량선의 일차방정식(R2=0.9994 Rg1,

R2=0.9996 Re, R2=0.9998 Rf, R2=0.9993 Rh1 (20S), R2=0.9962

Rg2 (20S), R2=0.9989 Rh1 (20R), R2=0.9976 Rb1, R2=0.9940

Rc, R2=0.9997 Rd, R2=0.9999 Rg3 (20S), R2=1 Rg3 (20R),

R2=1 Rh2 (20S))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각 추출물 시료

의 진세노사이드 농도를 구하였다. Table 2에서와 같이, 홍삼 추

출물의 총 진세노사이드 농도는 105oC 및 120oC에서 추출 시간

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 120oC, 20분 추출 시간에서 1.1214

mg/g으로 최대로 나타났고 135oC 및 150oC에서는 10분까지 증가

하였으나 15 분부터는 감소하여 150oC, 20분에서 0.4227 mg/g으

로 최저 농도를 나타냈다. 진세노사이드의 Rg1, Re 및 Rc는 조

성 변화에 있어 105oC 및 120oC에서는 추출 시간이 길어짐에 따

라 증가하였고 135oC에서는 10분까지 증가하다가 15분부터는 감

소하였으며 150oC에서는 추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소하여 총

진세노사이드 농도 변화와 대체로 유사하였다. 또한 Rf는 추출

온도 상승 및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다가 150oC, 15분부터 감

소하였고 Rb1 및 Rd는 105oC, 20분 추출 시간에서 최대였고

120oC, 20분 및 135oC, 15분부터는 감소하였으며 150oC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분 추출 시간에서 Rb1은 0.0280 mg/g, Rd는

Table 2. Effects of extraction temperature and time on ginsenosides concentration of red ginseng extract using SWE

Temp
(oC)

Time
(min)

Ginsenosides concentration (mg/g of red ginseng extract)

Rg1 Re Rf Rg2 (S)
Rh1

(S+R)
Rb1 Rc Rd

Rg3
(S+R)

Rh2 (S) Total

105

5
0.0923

±0.0053c

0.1884cd

±0.0071
0.0225a

±0.0007
0.0031a

±0.0000
N.D.1)

0.1217d

±0.0028
0.0593cd

±0.0046
0.0151c

±0.0008
0.0026a

±0.0002
0.0077a

±0.0004
0.5129b

±0.0219

10
0.1589e

±0.0159
0.2752f

±0.0149
0.0386cd

±0.0030
0.0055ab

±0.0021
N.D.

0.1790i

±0.0035
0.0973fg

±0.0088
0.0238e

±0.0022
0.0045ab

±0.0002
0.0142c

±0.0001
0.7970f

±0.0508

15
0.2088g

±0.0205
0.2979fgh

±0.0160
0.0503gh

±0.0039
0.0060abc

±0.0009
N.D.

0.2044l

±0.0051
0.1173h

±0.0105
0.0281g

±0.0016
0.0077ab

±0.0005
0.0163e

±0.0000
0.9369k

±0.0590

20
0.2332h

±0.0215
0.3283ij

±0.0155
0.0537hi

±0.0002
0.0071bcd

±0.0010
N.D.

0.2390n

±0.0036
0.1439i

±0.0126
0.0347i

±0.0024
0.0101bc

±0.0002
0.0256h

±0.0003
1.0757n

±0.0574

120

5
0.1250d

±0.0140
0.1687c

±0.0220
0.0302b

±0.0023
0.0039a

±0.0018
N.D.

0.1083c

±0.0024
0.0520c

±0.0040
0.0128bc

±0.0007
0.0030a

±0.0004
0.0087b

±0.0001
0.5124b

±0.0475

10
0.1950g

±0.0092
0.3101hi

±0.0121
0.0428de

±0.0015
0.0076bcde

±0.0014
0.0052ab

±0.0004
0.1857i

±0.0020
0.1015fg

±0.0079
0.0247ef

±0.0015
0.0080ab

±0.0005
0.0143c

±0.0001
0.8949j

±0.0366

15
0.2016g

±0.0243
0.3461jk

±0.0203
0.0526ghi

±0.0033
0.0098defg

±0.0016
0.0137cd

±0.0014
0.2266m

±0.0036
0.1381i

±0.0122
0.0314h

±0.0013
0.0162c

±0.0003
0.0225g

±0.0003
1.0586m

±0.0686

20
0.2351h

±0.0211
0.3625k

±0.0124
0.0505gh

±0.0046
0.0102efg

±0.0010
0.0198d

±0.0021
0.2071l

±0.0006
0.1463i

±0.0091
0.0270fg

±0.0014
0.0230d

±0.0010
0.0399i

±0.0004
1.1214o

±0.0538

135

5
0.1489e

±0.0128
0.2838fg

±0.0161
0.0395cd

±0.0015
0.0084cdef

±0.0009
0.0078bc

±0.0006
0.1658h

±0.0035
0.0956f

±0.0083
0.0247ef

±0.0022
0.0079ab

±0.0002
0.0075a

±0.0003
0.7900e

±0.0465

10
0.1838fg

±0.0092
0.3049ghi

±0.0104
0.0480fg

±0.0007
0.0122gh

±0.0001
0.0212d

±0.0023
0.1954k

±0.0014
0.1087gh

±0.0051
0.0307h

±0.0001
0.0242c

±0.0003
0.0191f

±0.0001
0.9482l

±0.0297

15
0.1696ef

±0.0128
0.2069d

±0.0091
0.0484fg

±0.0036
0.0138h

±0.0009
0.0316e

±0.0007
0.1744i

±0.0014
0.0676de

±0.0056
0.0242e

±0.0014
0.0439e

±0.0003
0.0453j

±0.0003
0.8257i

±0.0360

20
0.1164cd

±0.0121
0.1872cd

±0.0101
0.0557i

±0.0024
0.0239i

±0.0019
0.0518g

±0.0035
0.1404f

±0.0025
0.0615cd

±0.0060
0.0197d

±0.0016
0.0839f

±0.0004
0.0631k

±0.0000
0.8035g

±0.0406

150

5
0.1598e

±0.0113
0.2345e

±0.0190
0.0427de

±0.0026
0.0106fg

±0.0024
0.0161d

±0.0022
0.1464g

±0.0040
0.0764e

±0.0053
0.0189d

±0.0010
0.0165c

±0.0009
0.0153d

±0.0001
0.7372d

±0.0487

10
0.1034cd

±0.0087
0.2010d

±0.0116
0.0535hi

±0.0013
0.0253i

±0.0028
0.0447f

±0.0031
0.1350e

±0.0034
0.0648cde

±0.0059
0.0223e

±0.0013
0.0855f

±0.0008
0.0740l

±0.0001
0.8095h

±0.0389

15
0.0457b

±0.0029
0.1017b

±0.0051
0.0458ef

±0.0012
0.0253i

±0.0015
0.0572gh

±0.0052
0.0641b

±0.0011
0.0274b

±0.0024
0.0113b

±0.0004
0.0973g

±0.0018
0.1047n

±0.0003
0.5804c

±0.0219

20
0.0159a

±0.0009
0.0487a

±0.0041
0.0361c

±0.0014
0.0251i

±0.0015
0.0613h

±0.0028
0.0280a

±0.0007
0.0098a

±0.0010
0.0045a

±0.0003
0.0940g

±0.0025
0.0993m

±0.0001
0.4227a

±0.0153

Values represent means±SD (n=3)
1)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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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5 mg/g으로 최대 농도와 비교하여 1/8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Rg2 (S), Rg3 (S+R) 및 Rh2 (S)는 각 추출 온도에서 추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150oC, 15분 추출 시

간에서 각각 최대 농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Rh1 (S+R)은 120oC,

5분까지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10분부터 검출되기 시작하여 이후

추출 온도 및 시간에서는 점차 증가하여 150oC, 20분에서 0.0613

mg/g의 최대 농도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극성 진세노사이드 Rg1, Re, Rf, Rb1, Rc 및 Rd는

120oC 이하의 낮은 아임계수 추출 온도에서는 농도가 증가하다

가 135oC 이상에서는 추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소하였고 총

진세노사이드 농도 변화도 동일한 경향으로 120oC, 20분에서 최

대 농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저극성이며 홍삼

의 특이 사포닌으로 알려진 Rg2 (S), Rg3 (S+R), Rh1 (S+R) 및

Rh2 (S)는 120oC 이하의 낮은 아임계수 온도에서는 추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소폭 증가하다가 135oC 이상에서는 크게 증가하

여 150oC, 15분에서 0.2845 mg/g의 최대 농도였다. 이는 앞서

TLC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으로 극성 진세노사이드의 감소와 저

극성 진세노사이드의 증가 간에 상관 관계가 있었다. Ko 등(38)

의 아임계수 추출과 flavonoids 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aglycon 형

태는 glycoside에 비해 저극성으로 높은 아임계수 추출 온도에 안

정하여 잘 추출된다는 연구와 아임계수는 산 또는 염기의 촉매

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24)와 관련하여, 진세노사이드는 triter-

penoid dammarane 골격에 glucose, arabinose, xylose, rhamnose

등 당이 결합되어 생성된 배당체로 당이 3 개 이상 결합된 형태

인 Re, Rf, Rb1, Rc 및 Rd 등과 비교하여 Rg2 (S), Rg3 (S+R),

Rh1 (S+R) 및 Rh2 (S)는 당이 1-2 개 결합된 형태로 상대적으로

극성이 낮아 높은 아임계수 추출 온도 및 긴 추출 시간에서 다

량 추출되었고 또한 일부는 Re, Rf, Rb1, Rc 및 Rd로부터 당이

가수분해 되어 전환된 결과로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출 방법에 의한 진세노사이드 조성 및 농도 비교

아임계수 추출 및 기존 추출 방법에 의한 진세노사이드 추출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 진세노사이드 및 저극성 진세노사이

드에서 각각 최대 농도를 나타낸 120oC, 20분 및 150oC, 15분을

최적 아임계수 추출 조건으로 결정하고 기존 추출 방법과 비교

하였다. 진세노사이드 Rg1, Re, Rf, Rh1 (20S), Rg2 (20S), Rh1

(20R), Rb1, Rc, Rd, Rg3 (20S), Rg3 (20R) 및 Rh2 (20S)의 12

종을 표준 물질로 사용하여 HPLC 분석한 결과, Fig. 5와 같이

저극성 진세노사이드는 고온의 아임계수 추출 조건(150oC, 15분)

에서 3.094 mg/g으로 최대였으며 특히 Rg3 (S+R)와 Rh1 (S+R)의

농도는 1.059 mg/g 및 0.622 mg/g으로 나타나 열수, 70% 에탄올

및 80% 메탄올을 사용한 기존 추출 방법과 비교하여 Rg3는 3.5-

5배, Rh1은 2-2.5배의 높은 농도로 확인되었다. Rg3는 인삼 중

천연으로 존재하는 성분이 아니라 Rb1과 같은 고분자 사포닌의

성분 변화에 의해 생성되는 prosapogenin으로 알려져 있으며(6)

수삼이나 백삼에는 거의 없거나 홍삼 중에는 극히 미량으로 존

재하기 때문에 Rg3의 대량 생산 방법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모

아지고 있다. Wang 등(39)은 대장 암세포 증식억제 활성 연구에

서 5개의 사포닌(Rb1, Rd, Re, Rg2, Rg3) 중에서 Rg3가 가장 강

력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항암제인 Mitomycin C (MMC)의 항종

양 활성에 미치는 홍삼과 백삼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MMC와

홍삼 엑기스를 병용 투여하면 단독 투여 시 대비 항종양 활성의

증강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40). 또한 Rh1은 항알러지, 피부

염증 질환 치료 효과, 항암 효과 및 여성 호르몬과 유사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1). 아

임계수 추출은 이러한 Rg3 및 Rh1의 선택적 추출 및 전환에 효

과적인 신규 추출 방법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홍삼의 저극성 진

세노사이드 추출 및 나아가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에 응용하여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홍삼의 신규 추출 방법으로 아임계수 추출(subcritical water

extraction, SWE)을 적용하여 홍삼 추출물의 이화화적 특성 및 진

세노사이드 추출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최적 아임계수 추출 조건

을 결정하고 기존 추출 방법과 비교함으로써 산업적 이용 효율

을 평가하였다. 아임계수 추출에 의한 홍삼 추출물의 당도, 고형

분 함량, 색차 및 탁도는 추출 온도가 높아지고 추출 시간이 길

어질수록 증가하였고 pH는 낮아졌으며, 조 사포닌은 120oC, 20

분에서 최대였다. TLC 및 HPLC 분석 결과, 총 및 극성 진세노

사이드 농도는 120oC, 20분에서 최대였고 홍삼 특유의 저극성 진

세노사이드 Rg3, Rh1 등은 150oC, 15분에서 최대 농도였다. 또

한 최적 아임계수 추출과 열수, 에탄올 및 메탄올을 용매로 환류

냉각 추출하여 비교한 결과, 저극성 진세노사이드의 추출 이행률

은 150oC, 15분의 아임계수 추출에서 가장 높았고 특히 Rg3는

3.5-5배, Rh1은 2-2.5배의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홍삼의 특이 사

포닌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Rg3 및 Rh1은 강력한 항암 효과 등

이 보고되면서 최근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전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낮은 선택성과 생산성의 저하,

부 반응으로 인한 환경 공해 및 대량 생산의 한계 등으로 산업

적 적용에 제약이 존재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아임계 상태에

서의 물의 특성 변화를 이용한 아임계수 추출을 적용하여 홍삼

으로부터 특히 저극성 진세노사이드의 선택적 추출 및 전환에 효

과적인 대체 기술로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Fig. 5. Comparison of conventional extraction and SWE on

concentration of less polar ginsenosides extracted from red

ginseng. Values represent means±SD (n =3). 1)Sum of ginsenoside
Rg2 (S), Rg3 (S+R), Rh1 (S+R), and Rh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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