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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antioxidant activity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yanggaeng contain-

ing white ginseng and red ginseng extracts and their enzyme hydrolysates that were produced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White and red ginseng extracts were hydrolyzed using Rapidase C80 max, Pyr-flo, and Ultimase MFC. Ginse-

noside F2 and compound K (CK) were not detected in white and red ginseng before enzymic reaction but were

detected in white and red ginseng hydrolyzed through Rapidase C80 max, Pyr-flo, and Ultimase MFC, and the content

of CK was the highest in the second enzymic reaction group of red ginseng. Upon preparing yanggaeng containing

white and red ginseng before or after enzymatic hydrolysis, the polyphenol content and antioxidant abilities were ana-

lyzed. The yanggaeng containing enzyme-hydrolyzed white ginseng and red ginseng showed greater total polyphenol

content, superior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superior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superior FRAP

analysis results compared to the yanggaeng that doesn’t contain white or red ginseng. As the enzymic reaction was

performed in the added white and red ginseng, the antioxidant activity increased significantly (P<0.05). In bright-

ness(L*), non-additive yanggaeng (control group) was the highest, red ginseng yanggaeng (RG) showed the highest

redness(a*), and the white ginseng yanggaeng (WG) showed the highest yellowness(b*). In terms of texture, the yang-

gaeng containing red ginseng with second hydrolysis (RG-T2) showed significantly high results in hardness, springi-

ness, chewiness, cohesiveness, and gumminess (P<0.05). In conclusion, treating white and red ginseng with Rapidase

C80 max, Pyr-flo, and Ultimase MFC is very useful in ginsenoside deglycosylation and will produce CK with excel-

lent biological activity. It can also be seen that yanggaeng containing white and red ginseng hydrolyzed with enzymes

significantly increase total polyphenol and antioxidant activit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yanggaeng with no

added ginseng). These results will be useful as excellent foundational data for the production of functional yanggaeng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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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삼[Panax ginseng C. A. Meyer]은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가 원산지로서 수천 년 동안 한약재 또는 식품으

로 사용되어왔다1). 인삼은 가공방법에 따라 수삼, 백삼, 홍

삼, 흑삼 등으로 구분되는데2), 수삼은 가공하지 않은 생

인삼을 말하며, 백삼(white ginseng)은 4년근 이상의 수삼

을 가열하지 않고 건조한 것, 홍삼(red ginseng)은 4년근

이상의 인삼을 쪄서 건조한 것, 흑삼은 수삼을 구중구포(

아홉번 쪄서 말리는 방식) 원리를 적용하여 가공한 것이

다2,3). 인삼에는 항인플루엔자, 항종양, 면역조절, 당뇨병

방지 및 항산화 활성과 같은 다양한 약리학적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진세노사이드

의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4-6). 인삼

의 진세노사이드는 aglycone에 부착된 당의 위치와 갯수

에 따라 프로토파낙사디올(protopanaxadiol, PPD)과 프로

토파낙사트리올(protopanaxatriol, PPT)의 두 가지 주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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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분류되며, PPD형에는 Rb1, Rb2, Rc, Rd, Rg2, Rg3,

Ph2, 화합물 K(compound K, CK)등이 있고, PPT형에는

Re, Rf, Rg1, Rg2, Rh1, F1 등이 있다7). 이 중에서 Rb1,

Rb2, Rc, Re, Rf, Rg1은 인삼에 함유된 총 진세노사이드

함량의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그 자체로는 생체이용률

이 낮으며6,7), 장내 미생물 등에 의해 저분자 대사체로 전

환되면 혈액으로의 흡수가 용이해져 약리활성을 향상시킨

다고 한다8,9). 특히 최근에는 진세노사이드 대사체 CK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염증, 항암, 간

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당뇨병, 노화 방지 등에

탁월한 약리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그

러나 CK는 백삼이나 홍삼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백

삼이나 홍삼에 함유되어 있는 PPD형 진세노사이드 Rb1,

Rb2, Rc가 효소처리(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 또는 상업적

효소)에 의해 탈당화 되면서 생성된다8).

양갱은 우리나라 전통음식으로 팥을 삶은 후 체에 내려

팥물을 제조하고, 녹말, 당분, 소금을 넣고 가열하여 졸인

다음 묵과 같은 형태로 굳힌 것이다10). 양갱의 주재료는

팥 외에도 오미자, 복분자, 모과, 살구, 귤 등 각종 과즙이

사용되기도 하며 색과 향이 우수하여 주로 잔치음식이나

후식으로 섭취되었고, 궁중 연회 상차림에도 자주 등장하

였다11). 양갱 제조 시 응고를 위해 첨가하는 재료로는 녹

말, 젤라틴 보다는 주로 한천이 이용되는데, 한천은 식이

섬유 성분이므로,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

라 변비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12), 저 칼로리 음식 및 간

식 제조에 주로 이용된다. 다양한 부재료를 활용하여 제

조한 양갱의 품질 및 항산화 특성을 측정한 연구가 꾸준

히 보고되고 있는데, 딸기, 유자, 밤, 고구마와 같은 기호

식품으로부터 도라지, 황기, 인삼, 홍삼, 홍화씨 등 기능성

재료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 범위가 다양하다13-15). 인삼 및

홍삼을 활용한 양갱 제조의 경우, 인삼이나 홍삼 가루를

첨가하여 그 품질 특성을 보고하거나, 발효 홍삼을 첨가

한 경우도 양갱의 품질 특성을 보고하는데 초점을 맞췄으

며2,16), 발효 인삼(또는 홍삼)을 활용한 양갱의 생리활성 및

항 산화능을 보고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백삼 및 홍삼 추출물에 식품 가공용으로

허용된 상업적 효소로 처리하여 저분자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한 백삼, 홍삼 농축액을 제조하고, 이를 함유한 양갱

의 최적 제조 조건을 확립한 후 그 품질 특성 및 항산화

활성을 측정함으로써 기능성이 강화된 양갱 제조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실험 재료

양갱 제조에 사용된 홍삼은 4년근 또는 6년근으로 2020

년 9월 금산 인삼시장에서 구입하였다. 한천분말은 푸른

빈(Yeongcheon, Korea), 설탕은 제일제당(Seoul, Korea), 흰

강낭콩 앙금은 대두식품(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상

업용 효소로는 Rapidase C80 max (SJD, Seongnam, Korea),

Pyr-flo (SJD, Seongnam, Korea), Ultimase MFC (Daejong

Enzyme, Seoul, Korea)를 사용하였다. 진세노사이드(Rg1,

Rb1, Rc, Rd, F2, Rg3, CK, Rh2) 표준품은 에이스엠자임

(Anseong,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물과 아세토니트릴은

대정(Siheung, Korea)으로부터 HPLC 등급을 구입하였다. 항

산화 실험을 위한 Folin & Ciocalteu’s phenol, Na2CO3, gallic

acid, DPPH (1,1-diphenyl-1-picrylhydrazyl), sodium acetate

buffer, potassium persulfate, TPTZ (2,4,6-Tris(2-pyridyl)-s-

triazine),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FeCl3·6H2O 등은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백삼, 홍삼의 효소 가수분해 조건

백삼 및 홍삼으로부터 최적의 진세노사이드를 추출하기

위해 Park 등1)의 연구를 참고하여 백삼 및 홍삼 뿌리 20 g

을 뜨거운 물 200 mL를 첨가하여 80oC에서 48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백삼 및 홍삼 추출물은 5o brix% (MASTER-

93H, Atago Co., Ltd., Tokyo, Japan)로 측정되었으며, 냉

장보관 하며 3일 이내에 실험에 사용하였다.

효소 가수분해를 위해 예비 실험을 수행한 결과 시판되

는 3종의 효소(Rapidase C80 max, Pyr-flo, Ultimate MFC)

는 pH 5.5와 50oC에서 최적의 활성을 보였다. Flask에 5o

brix%의 백삼 및 홍삼 추출물 20 mL를 각각 취한 후 1 N

구연산나트륨 용액을 첨가하여 pH를 5.5로 조정하였다. 효

소 가수분해 조건은 Park 등1)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Rapidase C80 max와 Pyr-flo를 각각 2%(v/v) 씩 혼합하여

인삼(백삼 및 홍삼) 현탁액에 첨가하고 50oC로 제어된 인

큐베이터에서 160 rpm으로 진탕하면서 24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처리군 1, T-1). 반응을 종료시키기 위해 10분간 끓

인 후 냉각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처리군 2(T-2)를 위해

서 처리군 1의 백삼 및 홍삼 반응물에 Ultimate MFC를

5% 농도가 되도록 첨가하여 50oC에서 160 rpm으로 진탕

하면서 48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을 완료하기 위해 10

분 동안 끓여 반응을 종료시키고, 백삼 및 홍삼 추출물 2

종과 효소 반응물 4종을 고형분 58-61%가 될 때까지 농

축한 후 냉장보관하며 양갱제조 및 실험에 사용하였다.

Ginsenoside 함량 분석

효소처리 전과 후의 백삼 농축액, 홍삼 농축액 각 1 g씩

을 취해 70% 메탄올 10 mL로 추출한 후 0.2 μm membrane

filter (Whatman Co., Maidstone, England)로 여과한 시험

용액을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high performance lipid

chromatograph, HPLC)에 주입하여 진세노사이드를 분석하

였다. 분석 조건은 Zhou 등17)의 방법을 참고하였고, H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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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Agilent, Santa Clara, CA, USA)과 Zorbax SB-C18

컬럼(4.6×150 mm, 5 μm, Agilent Technologies)을 사용하

여 203 nm에서 분석하였다. 컬럼 온도는 30oC, 유속은

1.0 mL/min 이었으며, 이동상 A와 B는 각각 물과 아세토

니트릴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용리구배 조건으로 분석

되었다: 0 min, 30% B; 20 min, 60% B; 30 min, 90% B;

31 min, 30% B. 진세노사이드 표준품(Rg1, Rb1, Rc, Rd,

F2, Rg3, CK, Rh2)을 100-1000 mL의 범위로 희석하여 측

정된 검량선을 이용하여 시료중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산출하였다.

백삼, 홍삼 함유 양갱 제조

효소처리를 포함한 6가지 종류의 백삼 및 홍삼 추출 농

축액은 Table 1에 제시된 비율로 배합하여 양갱제조에 활

용되었다. 양갱제조 방법은 Kim 등16)의 방법을 참고하였

으며, 예비실험을 거쳐 흰 강낭콩 앙금의 20%에 해당하

는 6가지 인삼농축액을 각각 첨가하였다. Table 1에 제시

된 비율로 모든 재료를 넣고, 잘 혼합한 후 내열용기

(Corning, NY, USA)에 넣어 전기레인지(PK-802, Kitchen-

Art Co., Incheon, Korea)에서 60oC를 유지하며 10분 동안

가열하였다. 이후 전기레인지의 온도를 80oC로 조정한 후

다시 10분 동안 가열하였으며, 이때 재료의 균질화를 위

해 계속 저어주었다. 가열된 양갱 제조물은 성형틀(4×2

×2.5 cm)에 부어 상온에서 3시간 방치하여 굳힌 후 품질

및 항산화 평가를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pH, 당도, 수분함량 분석

6가지 종류의 인삼을 함유한 양갱의 pH는 양갱 제조물

5 g을 취해 증류수 45 mL를 첨가하여 잘 혼합한 후 여과

한 여액을 pH meter (S220, Mettler-Toledo, Seoul, Korea)

로 측정하였다. 양갱의 당도는 당도계(MASTER-93H, Atago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수분함량

은 식품공전18) 방법에 준하여 105oC에서 상압가열건조법

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시료는 3반복 측정하여 평균을 산

출하였다.

색도 측정

Table 1에 제시된 배합비율에 따라 백삼 및 홍삼 추출

농축액과 이를 효소처리 한 농축액을 첨가하여 Fig. 1과

같이 제조된 양갱 시료의 색도는 색차계(Chrom meter Cr-

400, Minolt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명도

(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ish)

를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고, 평균을 산출하였다. 표준 백

색판의 L*, a*, b* 값은 97.10, +0.24, +1.75로 확인되었다.

조직감 측정

양갱의 조직감은 Texture analyzer (CT3, Brookfield,

Middleboro, MA USA)를 사용하여 TPA (Texture Profile

Analysis)를 측정하였다. 모든 시료는 일정한 크기(20×20

×20 mm)로 절단한 후 Jeong 등19)의 방법을 참고로 하여

원기둥형 probe 35 mm (TA25/1000)를 사용하여 다음의 조

건으로 분석하였다: Deformation 40%, pre-test speed

3 mm/sec, test speed 1.0 mm/sec, post-test speed 1.0 mm/

sec, test distance 15 mm. 양갱 조직감 특성으로 경도

(hardness), 검성(gumminess),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

(cohesiveness), 씹힙성(chewiness)을 선정하였으며, 총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Table 1. Formular for yanggaeng containing various treated ginseng extracts 

Sample Kidney bean sediment (%) Ginseng extract1) (%) Agar powder (%) Sugar (%) Water (%)

Control2) 1003) 0 2.5 12.5 50

WG4) 100 20 2.5 12.5 50

WG-T15) 100 20 2.5 12.5 50

WG-T26) 100 20 2.5 12.5 50

RG7) 100 20 2.5 12.5 50

RG-T18) 100 20 2.5 12.5 50

RG-T29) 100 20 2.5 12.5 50

1) Ginseng extract : concentrated 60% solid content of red ginseng, white ginseng and its enzyme-hydrolyzed products.
2) Control : yanggaeng without white ginseng red ginseng.
3) All ratios are expressed as a percentage to kidney bean sediment.
4) WG : yanggaeng containing 20% of white ginseng.
5) WG-T1 : yanggaeng containing 20% of white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1st step.
6) WG-T2 : yanggaeng containing 20% of white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2nd step.
7) RG : yanggaeng containing 20% of red ginseng.
8) RG-T1 : yanggaeng containing 20% of red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1st step.
9) RG-T2 : yanggaeng containing 20% of red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2nd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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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폴리페놀 함량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 & Ciocalteu's phenol reagent

(Sigma-aldrich)가 시료의 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되어

청색으로 발색하는 것을 원리로 Negi 등20)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양갱제조물 1 g을 80% ethanol 20 mL

에 희석하여 vortex mixer (Vortex-genie 2, Scientific Industries,

NY, USA)로 5분간 혼합한 후 원심분리기(Jeio Tech Co.,

Itd, Daejeon, Korea)로 10,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한

상등액을 0.2 μm membrane filter (Whatman Co., Maidstone,

England)로 여과하여 양갱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양갱 시험

용액 0.5 mL를 취하여 1 N Folin & Ciocalteu’s phenol

reagent (Sigma-aldrich) 0.3 mL와 혼합하여 3분 동안 반응

시켰다. 이후 2% Na2CO3 3 mL를 첨가한 후 30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키고, spectrophotometer (Libra S22, biochrom

Co.)를 이용하여 7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

중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를 0, 20, 40, 60, 80 μg/g

범위의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gallic acid equivalent (μg

GAE/g)로 나타내었다.

항산화 활성 측정

양갱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은 DPPH 라디칼 소거활성,

ABTS 라디칼 소거활성, FRAP (ferric reduction antioxidant

power) 분석으로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Liang 등21)이 제안한 0.4 mM DPPH (1,1-diphenyl1-2-picryl

hydrazyl) 용액을 준비하여 흡광도가 0.97-0.99 범위가 되

도록 에탄올로 희석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페놀 측정에

사용된 양갱 시험용액 2 mL에 0.4 mM DPPH 에탄올 용

액 2 mL를 첨가해 혼합하고 암소에서 30분 동안 반응시

킨 후 원심분리(Jeio Tech Co., Itd, Daejeon, Korea)한 상

등액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80% 에탄올을

대조구로 실험한 후 다음의 계산식(1)을 이용하여 DPPH

라디칼 소거능(%)을 계산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은 Re 등22)의 방법을 수정하여 측

정하였다. 7 mM의 ABTS 시액과 2.6 mM potassium persulfate

시액을 2:1로 혼합하여 실온의 암소에서 24시간 동안 양

이온을 생성시킨 후 그 흡광치가 0.71-0.70이 되도록 에탄

올로 희석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페놀 분석에 사용된 양

갱 시험용액 0.02 mL를 취한 후 흡광치가 조정된 ABTS

용액 2 mL를 혼합하여 암소에서 40분간 반응한 후 75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80% 에탄올을 대조구로 실험

한 후 다음 계산식(2)에 대입하여 ABTS 함량을 산출하였다.

(1)

(2)

(As: Absorbance of sample, Ab: Absorbance of blank,

Ac: Absorbance of DPPH or ABTS solution)

 

양갱 제조물의 FRAP 분석은 수정된 Benzie와 Strain의

방법23)으로 측정하였다. FRAP 시약은 300 mM sodium

acetate 완충액(pH3.6):10 mM TPTZ 용액:20 mM FeCl3·6H2O

용액을 10:1:1(v/v)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위에서

제조한 양갱 시험용액 추출물 0.05 mL, FRAP 용액 1.5

mL를 혼합하고 암소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5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Ferric sulfate로 표준곡선을 구한 후

시료에서 측정된 흡광치를 대입하여 양갱 시료중의 FRAP

활성을 μg/mL로 표시하였다.

DPPH radcal scavenging (%) 1
A

s
A

b
–

A
c

-----------------–
⎝ ⎠
⎛ ⎞ 100×=

ABTS radcal scavenging (%) 1
A

s
A

b
–

A
c

-----------------–
⎝ ⎠
⎛ ⎞ 100×=

Fig. 1. Productions of yanggaeng containing white and red ginseng with or without enzyme treatment.

Control : yanggaeng without ginseng.

WG : yanggaeng containing 20% of white ginseng.

WG-T1 : yanggaeng containing 20% of white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1st step.

WG-T2 : yanggaeng containing 20% of white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2nd step.

RG : yanggaeng containing 20% of red ginseng.

RG-T1 : yanggaeng containing 20% of red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1st step.

RG-T2 : yanggaeng containing 20% of red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2nd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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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실험결과의 유의성 검증은 SPSS program (IBM, 2019,

New York, NY, USA)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각 처리별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증하였고 시료

간 차이가 P<0.05 이면 유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효소 가수분해 백삼, 홍삼의 Ginsenoside 함량

6가지 종류의 인삼 추출액으로부터 진세노사이드 함량

을 분석한 결과 Fig. 2, Table 2, Table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8종류 진세노사이드의 분리능은 우수하였으며(Fig.

2), 표준품으로 부터 얻은 검량선의 직선성은 0.99 이상이

었다(Table 2). 가수분해 전 백삼과 홍삼에 함유된 주요 진

세노사이드는 Rb1, Rc, Rg1 이었다. 1차 효소 가수분해

후에는 백삼의 경우 Rd, Rg1, F2, 홍삼의 경우 F2, Rd,

Rg1이 주요 진세노사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가수분

해 후에는 백삼의 경우 Rd, F2, Rg1, 홍삼의 경우 F2, Rd,

CK로 나타났다(Table 3). 최근 연구에 의하면 진세노사이

드 Rb1은 PPD 유형의 주요 진세노사이드로서 Rd로 가수

분해 된 다음(Rb1→Rd) 탈당화가 진행되며 Rd→F2→CK

로 순차적으로 전환된다고 한다1,6,24). 본 연구에서 1차 효

소 가수분해 군(Rapidase C80 max와 Pyr-flo 혼합처리, T1)

의 경우, 백삼과 홍삼 모두에서 Rb1은 감소하고 Rd와 F2

가 증가하였다. 가수분해 전 백삼과 홍삼에는 Rb1이 각각

15.47 mg/g, 14.41 mg/g 검출되었으나, 1차 가수분해 백삼

과 홍삼에는 각각 3.19 mg/g, 0.02 mg/g으로 나타나 크게

감소하였다. Rd의 경우는 가수분해 전에 4.65 mg/g(백삼),

Fig. 2. Chromatogram of ginsenoside standards (A), white ginseng with or without enzyme treatment (B) and red ginseng with or without

enzyme treatment (C) obtained from HPLC analysis.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Properties of Yanggaeng Containing Ginseng 423

3.71 mg/g(홍삼) 함유되어 있었으나, 1차 가수분해 후에

10.27 mg/g(백삼), 4.27 mg/g(홍삼)으로 증가하였고, F2의

경우는 가수분해 전 백삼과 홍삼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

지만, 1차 가수분해 후에 6.45 mg/g(백삼), 9.78 mg/g(홍

삼)으로 생성되었다. 즉, 백삼과 홍삼을 Rapidase C80 max

와 Pyr-flo 혼합 효소로 가수분해한 경우 Rb1→Rd→F2로

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홍삼은 Rd

→F2로의 전환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Choi 등25)

Table 2. Calibration curve of ginsenosides standard solution

Ginsenosides Structure Standard curve Linearity (R2)

Rg1 y = 4.7246x + 122.84 0.993

Rb1 y = 5.4088x + 96.373 0.999

Rc y = 6.8698x - 245.2 1.000

Rd y = 5.8844x + 132.16 0.996

F2 y = 8.5991x + 199.56 0.999

Rg3 y = 7.4061x - 76.835 0.999

CK y = 9.6534x - 23.274 0.999

Rh2 y = 8.5937x - 150.77 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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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홍삼 추출물에 Rapidase C80 max 또는 Viscozyme을

첨가하여 가수분해 할 때 Rb1은 감소하고 Rd가 생성된다

고 보고하였고, Kim 등26)은 홍삼 추출물에 Celluclast를 반

응시켜 Rd를 생성하였고, F2 또는 CK는 생성되지 않았다

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Rb1→Rd→F2로 탈당화

가 더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두 연구에서는 단

일 효소를 사용한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Pyr-flo와 Rapidase

C80 max의 두 효소를 혼합으로 사용했으므로 Rd→F2로

의 가수분해 활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2차 효소 가수 분해물(Rapidase C80 max와 Pyr-flo 혼

합 처리 후 Ultimase MFC 처리)의 경우, 항염증, 항암, 간

보호, 알레르기, 당뇨병, 노화 방지 등에 약리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6) 진세노사이드 CK가 검출되

었다. 이는 효소 Ultimase MFC가 F2를 CK로 전환할 수

있는 높은 가수분해 활성을 갖고 있기1)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CK는 백삼 가수 분해물(0.86 mg/g) 보다 홍

삼 가수 분해물(2.4 mg/g)에 더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

나 홍삼의 F2→CK 전환이 백삼보다 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백삼과 홍삼 모두 효소 가수분해에

의해 Rb1→Rd→F2→CK 순으로 가수분해 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1,6,2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pH, 당도, 수분 함량 

6가지 인삼 농축액을 함유한 양갱의 pH는 무첨가 양갱

(대조군)이 6.59로 가장 높았으며, 인삼 농축액 첨가 양갱

6종 모두에서 5.46-5.81로 대조군보다 낮게 나타났다

(P<0.05). 이는 Kim 등27)이 보고한 것과 같이 인삼과 홍

삼 추출물에 citric acid, malonic acid, succinic acid, oxalic

acid, malic acid 등의 유기산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효소 가수분해가 진행될수록 pH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당도는 1차 효소처리 인삼을 첨가한 양갱이 대조군(56.50

brix)에 비해 높게 나타나, 62.83 brix(백삼양갱 WG-T1),

58.83 brix(홍삼양갱 RG-T1)로 나타났다. 이는 백삼과 홍

삼의 Rb1이 효소(Rapidase C80 max, pyr-flo)에 의해

aglycone에 부착된 포도당이 탈당화 되어1,6) 유리당이 증

가하므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대조군과 6가지 종류의 인삼 농축액을 첨가한 양갱의

수분 함량은 39.21-42.47%로 나타나, 인삼 무첨가 양갱(대

조군)과 인삼 농축액을 첨가한 시료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Jeon과 Chung28)은 밀웜 함유 양갱의 수

분함량을 40.99-43.50%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

며, 이는 40% 부근의 수분 함량을 함유할 때 양갱은 적

절한 형태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양갱의 색도

효소 가수분해 조건을 달리하여 제조된 인삼 농축액 6

가지를 첨가하여 양갱을 제조하고 그 색도를 측정한 결과

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고, 양갱의 색을 비교한 그림은

Fig. 1과 같았다. 적색도(a*)는 무처리 홍삼 농축액을 첨가

한 양갱(RG)이 4.89로 가장 높았고, 효소 가수분해를 진

행하면 적색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밝기

(L*)는 인삼 무첨가 양갱(대조군)이 가장 높아 44.75로 나

타났고, 백삼 양갱(WG, WG-T1, WG-T2), 홍삼 양갱(RG,

Table 3. Compositions of ginsenosides in white and red ginseng with or without enzyme treatment (Unit: mg/g)

Ginsenosides
Various ginseng extract (60% solid)

White ginseng1) White ginseng-T12) White ginseng-T23) Red ginseng4) Red ginseng-T15) Red ginseng-T26) 

Rg1 11.00±0.077a) 7.20±0.15c  4.93±0.12d 8.66±0.05b 3.84±0.02e ND

Rb1  15.47±0.25a 3.19±0.01c ND 14.41±0.17b 0.02±0.00d ND

RC 11.58±0.03a 2.50±0.01c ND  9.31±0.01b 0.95±0.01d ND

Rd 4.65±0.02c 10.27±0.04a 9.92±0.01b 3.71±0.00e 4.27±0.01d 3.09±0.01f

F2 ND 6.45±0.01b 5.84±0.00c ND 9.78±0.00a 5.19±0.02d

Rg3 1.58±0.00a 1.51±0.00b 1.28±0.01e 1.50±0.00c 1.31±0.00d 1.03±0.00f

CK ND 0.11±0.01d 0.86±0.01b ND 0.33±0.01c 2.40±0.01a

Rh2 ND 0.12±0.00c 0.06±0.00d ND 0.55±0.00a 0.17±0.01b

1) No treated white ginseng.
2) Enzyme treated white ginseng with 2% Pyr-flo and 2% Rapidase C80 max for 24 h.
3) Enzyme treated white ginseng with 2% Pyr-flo and 2% Rapidase C80 max for 24 h, followed by 5% Ultimase MFC for 48 h.
4) No treated red ginseng.
5) Enzyme treated red ginseng with 2% Pyr-flo and 2% Rapidase C80 max for 24 h.
6) Enzyme treated red ginseng with 2% Pyr-flo and 2% Rapidase C80 max for 24 h, followed by 5% Ultimase MFC for 48 h.
7) Data ar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
a-f)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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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T1, RG-T2) 순으로 나타났다(P<0.05). Kim 등16)의 연

구에서도 밝기는 인삼 무첨가 양갱이 가장 높고, 적색도

(a*)는 홍삼 첨가 양갱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

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황색도(b*)는 백삼양갱(WG)이 가

장 높아 14.54이었고, 효소반응이 진행될수록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5). 인삼을 첨가하지 않은 양갱의 황

색도(b*)는 백삼이나 홍삼을 첨가한 양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삼 페이스트를 첨가한 양갱29),

인삼 분말을 첨가한 쿠키30), 인삼 분말을 첨가한 증편31)과

같은 선행 연구에서도 인삼을 첨가하면 황색도(b*)가 증

가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양갱의 조직감 특성

6가지 인삼 농축액을 첨가한 양갱의 조직감은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효소 가수분해 홍삼 농축액을 첨가한 양갱

(RG-T2)이 가장 높은 경도(hardness)를 나타내었고, 백삼 첨

가양갱, 무첨가 양갱(대조군) 순으로 나타났다(P<0.05). 탄

력성(springiness), 씹힘성(chewiness), 검성(gumminess), 응

집성(cohesiveness)의 경우도 효소 가수분해 홍삼 농축액

을 첨가한 양갱(RG-T2)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백삼

양갱, 무첨가 양갱(대조군)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Kim 등16)은 발효 홍삼을 첨가한 양갱에서 응집성

(cohesiveness), 검성(gumminess), 씹힘성(chewiness)이 인

Table 4. Moisture contents and o brix value of yanggaeng with various ginseng 

Sample pH ° brix (%) Moisture (%)

Control1) 6.59±0.00a 56.50±0.41c 39.21±0.79NS

WG2) 5.78±0.01c 59.33±0.47b 41.31±1.27

WG-T13) 5.72±0.00d 62.83±0.24a 39.28±0.53

WG-T24) 5.70±0.00e 52.83±0.24d 42.01±1.11

RG5) 5.81±0.00b 51.50±0.82d 42.47±1.85

RG-T16) 5.55±0.01f 58.83±0.62b 39.80±1.81

RG-T27) 5.46±0.01g 55.50±0.41c 41.87±1.37
1) Control : yanggaeng without white ginseng red ginseng.
2) WG : yanggaeng containing 20% of white ginseng.
3) WG-T1 : yanggaeng containing 20% of white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1st step.
4) WG-T2 : yanggaeng containing 20% of white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2nd step.
5) RG : yanggaeng containing 20% of red ginseng.
6) RG-T1 : yanggaeng containing 20% of red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1st step.
7) RG-T2 : yanggaeng containing 20% of red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2nd step.
8) Data ar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
a-g)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NSNo significant difference.

Table 5. Changes in hunter’s color value of yanggaeng containing white and red ginseng with or without enzyme treatment 

Sample L* value a* value b* value

Control1) 44.75±0.548)a -1.03±0.15e 2.62±0.23e

WG2) 38.11±0.14c 3.03±0.16c 14.54±0.04a

WG-T13) 38.53±0.30c 3.38±0.12c 12.14±0.55c

WG-T24) 40.37±0.87b 2.56±0.22d 7.86±0.45d

RG5) 35.84±0.71d 4.89±0.30a 13.36±0.86b

RG-T16) 34.19±0.11e 4.07±0.03b 11.84±0.08c

RG-T27) 33.36±0.31e 3.86±0.37b 8.59±0.32d

1) Control : yanggaeng without white ginseng red ginseng.
2) WG : yanggaeng containing 20% of white ginseng.
3) WG-T1 : yanggaeng containing 20% of white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1st step.
4) WG-T2 : yanggaeng containing 20% of white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2nd step.
5) RG : yanggaeng containing 20% of red ginseng.
6) RG-T1 : yanggaeng containing 20% of red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1st step.
7) RG-T2 : yanggaeng containing 20% of red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2nd step.
8) Data ar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
a-g)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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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무첨가 양갱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고, 인삼, 더덕,

마늘 등 부재료를 첨가하여 양갱을 제조한 선행연구2,32,33)

에서 대조군에 비해 경도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

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인삼

농축액 첨가량을 20%로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

삼 농축액 첨가량을 달리하여 양갱을 제조한 Lee 등29)의

연구에서 인삼 농축액 첨가량이 10% 이상인 경우 대조군

에 비해 응집성(cohesiveness), 검성(gumminess), 씹힘성

(chewiness)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P<0.05).

총 폴리페놀 함량

6가지 인삼 농축액을 첨가한 양갱의 총 폴리페놀 함량

은 Fig. 3과 같이 나타났다. 효소 무처리 인삼을 첨가한

양갱은 21.66 μg GAE/g(백삼양갱), 17.23 μg GAE/g(홍삼

양갱) 으로 측정되어, 인삼 무첨가 양갱(대조군, 2.04 μg

GAE/g)에 비해 약 8.4-10.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apidase C80 max와 Pyr-flo 혼합물로 1차 가수분해한 인

삼(T1)을 첨가한 양갱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22.69 μg GAE/

g(백삼양갱 WG-T1), 22.23 μg GAE/g(홍삼양갱 RG-T1)으

로 나타나, 효소 무처리 인삼 첨가군에 비해 조금 증가하

였다(P<0.05). 2차 효소 가수분해(1차 처리 후 Ultimase MFC

첨가) 인삼(T2)을 첨가한 양갱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28.68 μg GAE/g(백삼양갱 WG-T2), 33.02 μg GAE/g(홍삼양

갱 RG-T2)으로 측정되어 1차 효소처리군 보다 각각 1.3

배, 1.5배 증가하였다. 즉 첨가한 인삼의 효소처리가 증가

함에 따라 양갱의 폴리페놀 함량도 증가하였으며 홍삼의

경우 증가폭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5). Kim

등34)은 홍삼 추출액에 alcalase를 처리하여 대조구 보다 총

폴리페놀 함량이 1.8배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고, Kim 등35)

은 홍삼 추출액에 pectinase를 처리한 경우 무처리 추출물

보다 총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인삼에는 폴리페놀성 물질이 많이 함

유되어 있으며36), 효소 가수분해를 진행하게 되면 세포벽

Table 6. Texture properties of yanggaeng containing white and red ginseng with or without enzyme treatment 

Sample Hardness Springiness Chewiness Gumminess Cohesiveness

Control1) 1564.33±120.688)d 3.36±0.23d 8.57±2.11d 257.67±47.35c 0.16±0.02d

WG2) 1903.33±53.69cd 3.84±0.06cd 13.40±1.30c 354.00±30.35bc 0.19±0.02bc

WG-T13) 2000.33±237.80bcd 3.33±0.38d 10.73±2.06cd 359.67±24.79bc 0.17±0.01cd

WG-T24) 2412.00±154.20bc 4.20±0.06bc 19.10±1.78b 463.67±39.17b 0.19±0.01b

RG5) 2264.33±99.50bc 4.15±0.22bc 18.27±1.15b 448.67±6.51b 0.20±0.01b

RG-T16) 2453.00±340.65b 4.69±0.79ab 20.17±2.88b 453.67±83.64b 0.18±0.01bc

RG-T27) 4319±536.71a 4.88±0.56a 47.63±4.51a 1008.67±194.33a 0.23±0.02a

1) Control : yanggaeng without white ginseng red ginseng.
2) WG : yanggaeng containing 20% of white ginseng.
3) WG-T1 : yanggaeng containing 20% of white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1st step.
4) WG-T2 : yanggaeng containing 20% of white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2nd step.
5) RG : yanggaeng containing 20% of red ginseng.
6) RG-T1 : yanggaeng containing 20% of red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1st step.
7) RG-T2 : yanggaeng containing 20% of red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2nd step.
8) Data ar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
a-g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ig. 3. Total polyphenol content of yanggaeng containing white

and red ginseng with or without enzyme treatment. 
1) Control : yanggaeng without white ginseng red ginseng
2) WG : yanggaeng containing 20% of white ginseng
3) WG-T1 : yanggaeng containing 20% of white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1st step
4) WG-T2 : yanggaeng containing 20% of white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2nd step
5) RG : yanggaeng containing 20% of red ginseng
6) RG-T1 : yanggaeng containing 20% of red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1st step
7) RG-T2 : yanggaeng containing 20% of red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2nd step
a-g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GAE: gallic acid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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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이 분해되어 폴리페놀의 추출이 용이하다고 한다37).

본 연구에서 사용한 Pyr-flo, Rapidase C80 max, Ultimase

MFC에는 cellulase, pectinase, hemicellulase와 같은 식물

세포벽 분해 효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1), 효소처리 인삼 양

갱에서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cellulase, hemicellulase, pectinase, glucanase와 같은 탄수

화물 가수분해 효소가 식물세포벽 복합체를 파괴하여 폴

리페놀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38,39).

항산화 활성

본 연구에서 제조한 양갱의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 FRAP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이 나타

났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대조군이 16.7%이었고, 백

삼양갱(WG) 32.4%, 홍삼양갱(RG) 77.2%, 1차 효소처리

백삼양갱(WG-T1) 81.4%, 홍삼양갱(RG-T1) 84.9%, 2차 효

소처리 백삼양갱(WG-T2) 88.6%, 홍삼양갱(RG-T2) 95.6%

의 순으로 나타나 첨가한 인삼의 효소처리가 진행될수록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

고(P<0.05), 동일한 효소처리 조건별로 백삼 처리군 보다

홍삼 처리군을 첨가한 양갱에서 DPPH 라디칼 소거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은 대조군이 2.4%이었고, 인삼을

첨가한 양갱은 8.4-14.8%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해 훨씬 높

은 ABTS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다(P<0.05). 또한 첨가한

인삼의 효소처리가 진행될수록 ABTS 라디칼 소거능이 유

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P<0.05), 동일한 효소처리 조건별

로는 백삼 처리군을 첨가한 양갱의 ABTS 라디칼 소거능

이 더 우수하였다.

FRAP 분석 결과는 대조군이 11.9이었고, 인삼 첨가 양

갱에서는 39.6-77.8로 나타났다. 효소 무처리 또는 1차 처

리군의 경우 백삼양갱(WG-T1, 44.0-49.1)이 홍삼양갱(RG-

T1, 39.6-46.1)에 비해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2

차 효소처리군 에서는 홍삼양갱(RG-T2)이 77.8로 측정되

어 백삼양갱(WG-T2) 53.2 보다 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

었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인삼 무첨가 양갱(대조군)

의 항산화 활성이 가장 낮았고, 인삼 첨가 양갱의 항산화

활성은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삼 첨가로 인해 양갱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

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40). 또한 첨가한 인삼에 1차 효소

(Rapidase C80 max와 Pyr-flo 혼합 효소) 및 2차 효소(1차

효소처리 후 Ultimase MFC 처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수

록 이를 첨가한 양갱의 항산화 활성(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 FRAP assay)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P<0.05). Kim 등3)은 발효 홍삼을 첨가한 양갱에

서 무첨가 양갱에 비해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였

고, Kim 등35)은 인삼 추출물에 pectinase를 처리할 때 물

이나 용매 추출물에 비해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우수하

였으며, Ku 등41)은 홍삼을 1% 이상 함유한 양갱에서 무

첨가 양갱에 비해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

거능, Potassium ferricyanide reduction 모두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특히 본 연

구에서 2차 효소 가수분해를 진행한 홍삼양갱(T2)의 항산

화 활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삼의

증숙 횟수를 증가하면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

칼 소거능이 증가하기 때문에42), 증숙과 효소처리의 두 가

지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Table 7. Antioxidant activities of yanggaeng containing white and red ginseng with or without enzyme treatment

Sample DPPH radical scavenging (%) ABTS radical scavenging (%) FRAP assay

Control1) 16.70±0.20g 2.40±0.30f 11.85±0.80g

WG2) 32.36±0.71f 11.50±0.30b 43.95±0.76e

WG-T13) 81.36±0.52d 12.97±0.28c 49.14±0.46c

WG-T24) 88.57±0.45b 14.24±0.32a 53.21±0.46b

RG5) 77.20±0.52e 8.42±0.07e 39.63±0.52f

RG-T16) 84.89±0.10c 10.87±0.24d 46.05±0.63d

RG-T27) 95.56±0.26a 14.78±0.37a 77.78±0.30a

1) Control : yanggaeng without white ginseng red ginseng.
2) WG : yanggaeng containing 20% of white ginseng.
3) WG-T1 : yanggaeng containing 20% of white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1st step.
4) WG-T2 : yanggaeng containing 20% of white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2nd step.
5) RG : yanggaeng containing 20% of red ginseng.
6) RG-T1 : yanggaeng containing 20% of red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1st step.
7) RG-T2 : yanggaeng containing 20% of red ginseng treated with enzymes in 2nd step.
8) Data ar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
a-g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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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백삼 및 홍삼 추출물과 그 효소 가수 분

해물을 제조하고 이를 첨가하여 제조된 양갱의 항산화 활

성 및 품질 특성을 조사하였다. 백삼과 홍삼 추출물의 효

소 가수분해를 위해서는 Rapidase C80 max, Pyr-flo,

Ultimase MFC를 선정하였다. Rapidase C80 max, Pyr-flo,

Ultimase MFC로 가수분해 한 백삼과 홍삼에서는 효소반

응 전에는 검출되지 않았던 ginsenoside F2와 Compound

K (CK)가 검출되었으며 특히 홍삼의 2차 효소 반응군에

서 CK의 함량이 가장 높았다. 효소 가수분해 전 또는 후

의 백삼 및 홍삼을 함유한 양갱을 제조한 후 폴리페놀 함

량, 항산화 능력을 분석한 결과 백삼 및 홍삼을 함유하지

않은 양갱(대조군)에 비해 총 폴리페놀 함량, DPPH 라디

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 FRAP 분석 결과 모두

우수하였으며, 첨가한 백삼 및 홍삼에 효소반응을 진행할

수록 유의적으로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다(P<0.05). 밝기

(L*)는 무첨가 양갱(대조군)이, 적색도(a*)는 홍삼양갱(RG)

이, 황색도(b*)는 백삼양갱(WG)이 높게 나타났고, 조직감

은 홍삼 첨가 후 2차 가수분해까지 진행한 양갱(RG-T2)

이 강도(hardness), 탄력성(springiness), 씹힘성(chewiness),

응집성(cohesiveness), 검성(gumminess) 모두 유의하게 높

은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결론적으로, 백삼 또는 홍

삼 추출물에 Rapidase C80 max, Pyr-flo, Ultimase MFC를

처리하면 진세노사이드 탈당화에 매우 유용하여 생리활성

이 우수한 CK를 생산할 수 있으며, 효소로 가수분해 된

백삼 및 홍삼을 첨가한 양갱은 대조군(인삼 무첨가 양갱)

에 비해 총 폴리페놀과 항산화 활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기능성 양

갱 제조에 우수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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