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Ginseng Res.

Vol. 32, No. 1, 15-18 (20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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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basic information on ginsenoside contents and pattern similarity in
five cultivars of Panax ginseng C.A. Meyer. Among five cultivars the unit content and total content of ginsenosides were
the highest in Gopoong cultivar as 18.9 mg/g and 596 mg/root, respectively. The unit content and total content of gin-
senosides decreased in the order of Yunpoong, Gumpoong, Seonpoong and Chunpoong cultivar. Ginsenoside pattern sim-
ilarity between tap root and lateral root was high as 0.95 but that between tap root and fine root was low as 0.72.
Correlation of ginsenoside contents between tap root and lateral root exhibited the highest value as 0.843 and decreased in
the order of main root, fine root, and rhizome. And the correlation value between unit content and total content of gin-
senoside was very high as 0.933.

Key words : Five cultivars, Ginsensoside pattern similarity, Correlation of ginsenoside contents

서 론

고려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옛날부터 신비의

영약으로 알려져 왔으며 약용으로 사용된 역사가 2,000년이

넘는 한국의 대표적인 생약으로서1), 주요 약리작용으로는 암

예방, 노화억제, 간장보호, 피로회복, 뇌기능 강화 등이 알려

져 있다2-4). 최근 들어 웰빙의 사회적인 공감대의 확산은 건

강식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으며, 생약의 범주안에 있던

인삼을 건강식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인

삼제품의 판매량증가에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는

데, 특히 간편한 드링크류, 홍삼정환, 홍삼정 등 홍삼제품류에

대한 수요는 급신장하였고 천지삼 위주의 뿌리삼 시장의 매

출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시장의 변화는

원료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천지삼의 생출율이 높은 고품질

품종, 고사포닌 품종, 향특이성분 고함유 품종 등 다양한 종

류의 맞춤형 품종개발이 인삼육종연구의 화두로 대두되었다.

특히 인삼의 주요 약효성분인 사포닌은 홍삼제품의 품질관리

기준으로 설정되어 사포닌 고함유 품종개발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5). 인삼의 주요 이차대사산물인 사포닌은 토

양이나 기후조건 등 재배환경에 따라 함량의 변이가 큰 편이

지만6) 계통에 따라 뿌리의 동체, 지근, 세근의 발달정도가 다

르며 부위에 따라 사포닌함량이 다른 것으로 보아 7,8) 사포닌

고함유 품종의 선발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에 인삼 6년근

의 부위별 진세노사이드 패턴 유사도 및 상관관계 등을 조사

하여 계통선발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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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풍 외 4개 품종의 6년생 뿌리를 흐르는 물로 세척하였다.

뿌리를 뇌두, 동체, 지근, 세근으로 구분하여 잘게 썰어 60oC

에서 2일 간 건조한 후 분쇄기로 곱게 마쇄하여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사포닌 추출 및 분리

건조시료 1 g에 80% 메탄올 50 mL를 가한 후 80oC에서

1시간씩 3회 추출한 후 50oC에서 감압 농축하여 5 ml의 증

류수에 녹인 후, 메탄올로 활성화시킨 C-18 columm을 이용

하여 사포닌을 분리 정제하였다.

사포닌(ginsenoside)의 정량

메탄올에 용해된 사포닌분획을 0.5 mm membrane filter에

여과하여 Dionex사의 DX-500을 이용하여 진세노사이드를 분

석하였다. Column: Discovery C18 25cm×4.6mm(5 µm),

Mobile phase: water/acetonitrile=20/80, Flow rate: 1.6 ml

/min, Detector: UV-1000.

결과 및 고찰

수삼 뿌리를 뇌두, 동체, 지근, 세근의 4 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의 진세노사이드 단위함량과 총함량을 조사하였다. 품

종별 진세노사이드 단위함량은 고풍이 18.9 mg/g로 가장 높았

고 연풍이 16,5 mg/g으로 뒤를 이었으며, 금풍, 선풍이 각각

13.6 mg/g, 12.8 mg/g이었으며, 천풍은 8.0 mg/g으로 고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부위별 진세노사이드 단위함량은

뇌두에서는 연풍이 27.6 mg/g으로 가장 높았고 고풍, 금풍,

선풍은 각각 25.1 mg/g, 23.8 mg/g, 21.2 mg/g 순으로 낮았

으며 천풍이 13.7 mg/g으로 가장 낮았다. 동체에서는 고풍이

10.4 mg/g으로 높았고, 연풍, 금풍은 각각 9.3 mg/g, 9.0 mg/

g으로 뒤를 이었으며 천풍과 선풍은 각각 5.5 mg/g, 4.6 mg/g

으로 낮은 부류에 속하였다. 지근에서는 고풍이 17.4 mg/g으

로 가장 높았고, 연풍과 금풍이 각각 15.3 mg/g, 12.0 mg/g

으로 뒤를 이었으며 선풍과 천풍은 각각 7.4 mg/g과 6.4 mg/

g으로 낮은 부류에 속하였다. 세근에서는 고풍과 선풍이 각기

55.2 mg/g, 54.3 mg/g으로 높았으며, 연풍, 금풍이 각각 46.3

mg/g, 32.8 mg/g으로 뒤를 이었으며 천풍은 17.5 mg/g으로

가장 낮았다(Table 1).

한편 품종별 진세노사이드 개체별 총함량을 보면 고풍이

596 mg으로 제일 많았고 연풍이 509 mg으로 뒤를 이었으며

금풍과 선풍은 각각 361 mg, 340 mg으로 중간 부류에 속하

였고, 천풍이 209 mg으로 가장 낮았다. 부위별로는 뇌두에서

는 연풍이 53 mg으로 가장 많았고 고풍, 금풍, 선풍은 각각

49 mg, 39 mg, 34 mg으로 뒤를 이었으며, 천풍은 18 mg으로

가장 낮았다. 동체에서는 고풍이 167 mg으로 많았고 연풍,

금풍은 각각 156 mg, 143 mg으로 뒤를 이었으며, 선풍과 천

풍은 각각 68 mg, 49 mg으로 낮은 편이었다. 지근에서는 고

풍이 155 mg으로 많았고 연풍이 111 mg으로 뒤를 이었으며,

Table 1. The unit content of ginsenoside in rhizome, main root, lateral root, fine root of 6-year old Panax ginseng new cultivar
(unit: mg/g)

Cultivar name  Rhizome  Main root  Lateral rrot Fine root  Total 

Chunpoong 13.7 05.5 06.4 17.5 08.0 
Yunpoong 27.6 09.3 15.3 46.3 16.5 
Gopoong 25.1 10.4 17.4 55.2 18.9 

Seonpoong 21.2 04.6 07.4 54.3 12.8 
Gumpoong 23.8 09.0 12.0 32.8 13.6 

C.V
LSD=0.05

29.68
07.22

39.68
03.37

46.58
05.96

26.79
12.05

26.69
04.08

Table 2. The total content of ginsenoside in rhizome, main root, lateral root, fine root of 6-year old Panax ginseng new cultivar
(unit: mg/root)

Cultivar name  Rhizome  Main root  Lateral rrot Fine root  Total 

Chunpoong 17.8b 048.9a 048.2a 057.5b 209.5b

Yunpoong 52.9a 156.3a 111.0a 188.9ab 509.1a 
Gopoong 48.5a 166.8a 154.8a 226.0a 596.0a 

Seonpoong 34.0ab 068.1a 050.5a 187.8ab 340.4ab 
Gumpoong 39.2ab 143.4a 060.5a 117.9ab 361.0ab 

C.V
LSD=0.05

28.36
12.12

045.43
060.52

073.03
066.77

040.47
069.91

035.34
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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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풍, 선풍, 천풍은 각각 61 mg, 51 mg, 48 mg으로 낮은 부

류에 속하였다. 세근에서도 고풍이 226 mg으로 가장 많았고

연풍이 509 mg으로 뒤를 이었으며, 금풍과 선풍은 각각 361

mg, 340 mg으로 중간 부류에 속하였으며, 천풍은 209 mg으

로 가장 낮았다 (Table 2).

천지삼의 생출율이 높은 천풍에서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가

장 낮게 나타났으며, 천지삼의 생출율이 낮은 연풍에서 진세

노사이드 함량이 높았다 9). 또한 경색이 짙은 자색을 나타내

는 고풍에서 사포닌 함량이 높았는데, 금후 경색과 진세노사

이드 함량간에 어떤 상관이 있는 지는 검토할 사항이라 생각

된다 10,11). 한편 뇌두, 동체, 지근, 세근 부위에서 진세노사이

드 단위함량과 총함량이 모두 높게 나타난 고풍과 연풍은 진

세노사이드 고함유 품종으로 유망시 된다고 할 수 있다. 

뿌리 전체의 진세노사이드 패턴과 뇌두, 동체, 지근, 세근의

진세노사이드 패턴의 유사성을 보면, 지근과 뇌두가 각기

0.95, 0,94로 높았으며 동체와 세근은 각기 0.78, 0.80으로

다소 낮았다. 진세노사이드 패턴의 유사성이 가장 높은 지근

에서 품종별 유사성 상관을 보면 천풍, 연풍, 고풍, 금풍이

각기 0.98, 0.98, 0.96, 0.98로 아주 높았으며, 선풍은 0.87

로 다소 낮았다(Table 3). 진세노사이드 부위별 함량과 총함

량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단위함량의 상관계수는 지근에서

0,843으로 가장 높았으며, 동체와 세근 및 뇌두 순으로 낮아

졌다. 진세노사이드 패턴 유사성에서는 뇌두가 0.94로 높았으

나 뇌두가 뿌리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단위함량의

상관계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총함량의 상관

계수도 지근에서 0.832로 가장 높았으며 세근, 동체, 뇌두 순

으로 낮아졌다. 전반적으로 단위함량 간의 상관계수보다는 총

함량 간의 상관계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Table 4). 진세노

사이드 단위함량 및 총함량의 상관계수가 각기 지근에서 제

일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계통간 진세노사이드 함량 비

교는 뿌리의 지근 부위를 시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단위함량과 총함량의 상관계수는 0.93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단위함량 측정만으로도 계통간 진세노사

이드 함량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 여겨진다(Fig. 1). 

요 약

인삼의 부위별 진세노사이드 패턴 유사성과 상관관계를 알

아보고자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진세노사이드 단위함량과 총

함량은 고풍이 각각 18.9 mg/g, 596 mg/g으로 가장 높았고

연풍, 금풍, 선풍이 뒤를 이었으며, 천풍은 각각 8.0 mg/g,

209.5 mg/g으로 고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부위별로

보면 뇌두의 진세노사이드 단위함량과 총함량은 연풍이 가장

높았으며, 동체와 지근 및 세근에서는 고풍이 높았다. 뿌리와

각 부위의 진세노사이드 패턴 유사성은 지근과 뇌두가 각기

0.95, 0.94로 높았으며 동체와 세근은 각기 0.78, 0.80으로

다소 낮았다. 지근에서 품종별 진세노사이드 패턴 유사성을

보면 천풍, 연풍, 고풍, 금풍이 각기 0.98, 0.98, 0.96, 0.98

로 아주 높았으며, 선풍은 0.87로 다소 낮았다. 뿌리와 각 부

위의 진세노사이드 상관계수는 지근에서 0.843으로 가장 높았

Table 3. Ginsenoside pattern similarity between rhizome, main root, lateral root, fine root in 6-year old plant of Panax ginseng new cultivar

Variety Name  Chunpoong Yunppong Gopoong Seonpoong Gumpoong Mean

Rhizome 0.97 0.95 0.94 0.95 0.90 0.94 
Main root 0.86 0.81 0.74 0.51 0.97 0.78 

Lateral root 0.98 0.98 0.96 0.87 0.98 0.95 
Fine root 0.72 0.78 0.69 0.91 0.89 0.80 

Table 4. Corelation of ginsenoside content of rhizome, main root, lateral root and fine root with tap root in 6-year old Panax ginseng

Rhizome  Main root  Lateral rrot Fine root

Unit content (mg/g) 0.680** 0.787** 0.843** 0.724**
 Total content (mg/root) 0.729** 0.803** 0.832** 0.806**

**significant at 0.01%

Fig. 1. Correlation between the unit content and total content of
ginseno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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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동체, 세근, 뇌두 순으로 낮아졌다. 또한 단위함량과 총

함량의 상관계수는 0.93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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