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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출성형 공정을 이용한 발효 생맥산의 항산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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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ed Effect of Fermentation and Extrusion Process
on Antioxidant Properties of Sangmaksan

Hye-Jin Yang and Gi-Hyung 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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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use a fermentation and extrusion process in order to improve the
antioxidant properties of original Sangmaksan (ES), containing maekmoondong, omija, and white ginseng.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fermented Sangmaksan prepared with different types of ginseng [white (FSW), red (FSR), and extruded white
(FSE)], were investigated. The white ginseng powder was extruded at 20% moisture content and 120oC of the maximum
process temperature at the barrel. The antioxidant properties of Sangmaksan were increased after fermentation.
Interestingly, the fermented Sangmaksan containing the extruded white ginseng evidenced more potent antioxidant
properties than the fermented Sangmaksan containing white ginseng. The content of total phenolic compounds,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cidic polysaccharide, reducing power, and total anthocyanin were highest with FSR, followed
by FSE, FSW and ES, respectively. Additionally, superoxide dismutase-like activity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were
highest in the fermented Sangmaksan containing extruded white ginseng. In conclusion, it can be asserted that the
fermentation and extrusion process utilized in this study may prove to be an effective new process for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Sangmak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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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생활수준이 급속하게 향상됨에 따라 노인 인구가 급증하

고, 성인병의 발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 제3차 기능인 생리

활성 기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있으며, 건강 기능성 소재 및

식품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 분

야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에는 건강과

장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항균, 항산화, 항암 및 면역

등의 생리 활성을 갖는 식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으며, 한국인의 취향에 맞는 새로운 기능성 식품들이 속속 개발

되어지고 있다(1).

생맥산은 인삼(Panax ginseng C.A. Meyer), 맥문동(Liriope plat-

iphylla Wang et Tang), 오미자(Schizandra chinensis Baillon)를 추

출시켜 만든 전통한방음료로서 신기 부족으로 온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으며, 입이 마르고 가슴이 아프며 숨이 차고 맥이 약할

때와 열이나 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고 폐허로 마른기침을 하고

식은땀을 흘릴 때 쓴다(2). 지금까지 알려진 개별 약재의 효능으

로 인삼은 주로 인삼사포닌에 관한 것으로서 중추신경계에 대한

작용, 뇌기능에 대한 작용, 항암작용, 면역기능 조절작용, 항당뇨

작용, 간 기능 강화 작용, 심혈관 장애 개선 작용, 혈압조절 작

용, 갱년기 장애 개선 작용, 항스트레스와 항피로 작용, 항산화

작용 등이 보고되고 있는데, 주로 대사활성, 생육촉진, 성인병예

방 등의 관점에서 인삼의 연구가 수행되어지고 있다(3-9). 맥문동

은 혈당강하작용, 항염작용, IgM 항체생산 억제 작용 등의 효능

이 보고 된 바 있으며(10-12), 오미자는 예로부터 거담, 자양, 간

장제 등으로 이용되었고, 간장 보호, 알콜 해독, 혈당 강화, 콜레

스테롤 저하, 고지혈증 완화, 면역조절, 항암 및 항종양 등 다양

한 생리적 활성을 나타낸다(13).

이렇듯 생맥산은 많은 약리작용과 효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개별 약재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

맥산 자체에 대한 연구로는 생맥산의 처방을 응용한 전통음료의

개발(2), 생맥산의 품질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14), 생맥산의 항

피로 작용 및 간장 보호효과에 관한 연구(15)와 생맥산 복용이

카누선수의 운동수행능력과 피로물질에 미치는 영향(16) 등 밖에

연구되지 않았으며, 건강식품 또는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으로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각

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발효식품은 각 지역의 토착미생물이 식품원료에 자연 접

종된 결과 생성된 것으로 독특한 관능특성을 갖는 식문화를 형

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발효를 통해서 영양성분과 기능성이

향상된 발효재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발효식품

의 생리활성 작용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건강기능성 장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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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압출성형공정은 혼합, 분쇄, 가열, 성형, 건조와 같은 단위조작

이 단시간에 일어나는 단일공정으로, 다른 열처리 가공 공정과

비교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공정이다. 압출성형 독립변수는

원료투입속도, 수분함량, 배럴온도, 스크류 회전속도, 사출구의 구

조, 스크류 배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며, 이러한 독립변수의 조

절을 통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17).

현재 압출성형 공정을 이용한 기술은 식품가공 생산에 널리 적

용되고 있으나, 압출성형공정을 이용하여 발효시킨 생맥산에 대

한 연구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다.

기존의 판매, 섭취하고 있는 생맥산은 인삼, 맥문동, 오미자를

추출시킨 음료로서 섭취하고 있지만, 여기에 생맥산의 개별약재

중 하나인 인삼을 압출성형시키고, 발효과정을 추가함에 따라 기

존 생맥산보다 풍미, 갈변화 및 다양한 항산화 물질의 생산에 변

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생맥산의 항산화성이 어떻게 달라지

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맥산을 이용한 건강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기존 제조 방법으로 제조한 생맥

산과 백삼과 홍삼을 맥문동, 오미자와 추출 발효시켜 제조한 생

맥산, 백삼을 압출성형하여 맥문동, 오미자와 추출 후 발효시킨

후 제조한 생맥산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 된 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금산에

서 재배된 4년근 백삼과 홍삼으로서 동진제약(Geumsan, Korea)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맥문동(Liriope platiphylla Wang et

Tang)과 오미자(Schizandra chinensis Baillon)는 시중에서 구입하

여 4oC에서 보관하면서 본 실험의 추출시료로 사용하였다. 발효

에 사용된 누룩은 Aspergillus usamii와 Rhizopus japonicus가 포함

된 바이오 누룩을 (주)한국효소(Hwaseong,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효모는 Saccharomyces cerevisiae를 (주)한국효소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시약은 Sigma(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한 1급 분석시약을 사용하였다.

압출성형 백삼의 제조

압출성형 백삼의 제조에 사용된 압출성형기는 자체 제작한 실

험용 쌍축압출성형기(THK 31T, Incheon Machinery Co., Incheon,

Korea)이며 압출성형기의 스크루 직경은 29.0 mm, 직경과 길이의

비(L/D ratio)는 25:1이며 스크루 배열은 Fig. 1과 같다. 배럴온도

에 따른 압출성형 백삼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분함량 20%,

스크루 회전속도 200 rpm, 원료사입량 100 g/min, 사출구 직경 3.0

mm로 고정하고, 배럴온도는 120oC로 하여 압출성형하였다. 압출

성형 백삼 시료는 50oC의 열풍건조기(HB-502MP, HanBeak Co.,

Bucheon, Korea)에서 6시간 건조하였으며, 건조된 시료는 가정용

분쇄기(FM-681, Hanil machinery Co., Busan, Korea)로 분쇄한

다음, 35 mesh 표준체(Testing sieve, Chung-gye Sanggong Co,

Seoul, Korea)를 통과한 분말을 분석 시료로 이용하였다.

생맥산의 제조

기존 생맥산(ES)은 백삼, 맥문동, 오미자를 1:2:1의 비율에 20

배의 증류수를 첨가하고 soxhlet 장치를 이용하여 80oC 수욕 상

에서 3시간 동안 환류냉각추출을 하였다. 이를 여과한 후 40oC

에서 회전식 농축기(R-200, Buchi Co., Zurich, Switzerland)를 이

용하여 감압농축한 후 동결 건조(FD8508, Ilshin Lab Co. Ltd.,

Yangju, Korea)하여 분말화하였고, 발효시킨 생맥산은 각각의 백

삼(FSW), 홍삼(FSR), 압출성형백삼(FSE)에 맥문동, 오미자를 1:2:1

의 비율로 20배의 증류수를 첨가하고 soxhlet 장치를 이용하여 수

욕 상에서 80oC, 3시간 동안 환류냉각추출한 후 누룩 0.13 g과 효

모 0.05 g을 접종하여 27oC에서 3일간 발효하였다. 이 용액을 여

과한 후 40oC에서 회전식 농축기를 이용하여 감압농축한 후 동

결 건조하여 분말화시킨 시료를 냉동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생맥산의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은 Folin-Ciocalteu 비색법(18)

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DMSO(dimethylsulfoxide)로 추출한 0.5 mL

추출물에 6.5 mL의 증류수, 0.5 mL의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를 첨가하여 3분간 반응시킨 후 1 mL의 Na
2
CO

3
과 증류수

1.5 mL을 첨가하여 암소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켜 UV/Vis-spec-

trophotometer(Libra S35, Biochrom Co., Cambridge, England)를

사용하여 765 nm에서 흡광도 값을 측정하였다. Gallic acid를 이

용하여 작성한 검량선을 통해 페놀성 화합물을 계산하였다.

DPPH에 의한 전자공여능

생맥산의 전자공여능 또는 라디칼 제거능은 DPPH(2,2-diphenyl-

1-picryhydrazyl radical)를 사용하여 Brand-Williams(19)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생맥산을 95% ethanol로 추출하여 추출액으로

사용하였다. 1% 추출액 0.25 mL과 0.3 mM DPPH를 2.5 mL 첨가

하여 10분간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UV/Vis-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에 의한 전자

공여능은 아래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DPPH에 의한 전자공여능(%)

=((대조구흡광도−시료구흡광도)/대조구흡광도)×100

Fig. 1. Screw configuration for extruding white ginseng (Model THK 3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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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 유사활성

생맥산의 SOD(superoxide dismutase-like activity)유사활성 측정

은 Marklund와 Marklund(20)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1% 추

출액 0.2 mL과 50 mM Tris-10 mM EDTA(HCl, pH 8.5) 3 mL,

7.2 mM pyrogallol 0.2 mL을 첨가하여 25oC에서 10분간 반응시키

고 1 N HCl 1 mL을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후 산화된 pyrogallol

의 양을 UV/Vis-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42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SOD 유사활성은 시료 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

구 사이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SOD 유사활성능(%)

=(1-시료첨가구의 흡광도/무첨가구 흡광도)×100

산성다당체 함량

생맥산의 산성다당체 함량은 Carbazole-sulfuric acid 방법(21)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생맥산 1 g을 증류수 4 mL에 용해시켜

9,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Mega 21R, Hanil Science Indus-

trial Co., Incheon, Korea)시켜 얻은 여액을 시료액으로 사용하였

다. 시료액 0.5 mL에 0.1% carbazole-ethanol을 0.25 mL과 진한 황

산 3 mL을 첨가하여 85oC 항온수조(B-490, Buchi Co., Zurich,

Switzerland)에서 3분간 반응시키고 상온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UV/Vis-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Galacturon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한 검량선을 통해 산성

다당체 함량을 계산하였으며, blank에는 carbazole 대신에 에탄올

을 사용하였다.

환원력

생맥산의 환원력(Reducing power)은 Oyaizu(22)의 방법에 따라

여러 농도(5, 10, 15, 20 mg/mL)의 시료 2.5 mL에 0.2 M sodium

phosphate buffer(pH 6.6) 2.5 mL, 1% potassium ferricyanide 2.5

mL을 혼합시킨 후 50oC 항온수조에서 20분 동안 반응시키고 10%

trichloroacetic acid 2.5 mL을 첨가하여 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징액 2.5 mL과 증류수 2.5 mL, 0.1% ferric chloride

0.5 mL을 첨가시킨 후 UV/Vis-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로 BH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플라보노이드 함량

생맥산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Moreno(23)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생맥산을 70% ethanol로 추출하여 추출액으로 사용

하였다. 추출물 0.5 mL에 10% aluminum nitrate 0.1 mL, 1 M

potassium acetate 0.1 mL, 95% ethanol 4.3 mL을 차례로 가하여

실온에서 40분간 정치한 후 UV/Vis-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Quercetin을 이용하여 작성한

검량선을 통해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나타내었다.

안토시아닌 함량

생맥산의 총 안토시아닌 함량은 Fuleke와 Francis의 방법(24)에

따라 측정하였다. 생맥산 분말 2.5 g에 추출용매(Ethanol:Distilled

water:Hydrogen chloride=85:13:2) 40 mL을 가한 다음 1시간 동안

50oC의 항온수조에서 110 rpm으로 교반시켜 주었다. 생맥산 추출

물을 Whatman No. 41 여과지로 여과한 후 여액을 실온의 암소

에서 2시간 방치 후 UV/Vis-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53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아래 식에 의해 총 안토시아닌

함량을 계산하였다.

총 안토시아닌(mg/g)=(흡광도/Sample(g))×(1/65.1(흡광계수))

통계처리

모든 실험의 각 항목은 3회 반복하여 측정한 평균값±표준편차

(Mean±SD)로 표시하였고, 각 실험군 간의 통계학적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시행하였으며,

유의성은 신뢰구간 p<0.05에서 의미를 부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식물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페놀성 물질은 phenolic hydroxyl

그룹 때문에 단백질 또는 효소 단백질, 기타 거대 분자들과 결합

하는 성질, 항산화효과, 2가 금속이온과의 결합력을 가진다. 또한

단백질과 결합하는 성질은 미생물 세포와 작용하여 성장저해를

유발하는 항균효과 등의 생리활성을 가진다(25,26).

홍삼, 맥문동, 오미자를 추출, 발효시켜 제조한 생맥산인 FSR

이 14.25±0.05 mg/g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FSE, FSW, ES의

순서로 측정되었다(Table 1). FSE가 FSW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높게 측정되었지만,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Jang 등(27)의

결과에 따르면 고온에서 숙성시켜 제조 된 흑마늘의 총 페놀성

화합물이 생마늘에 비하여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숙성 및 열

처리 과정에서 연화된 마늘 조직이 페놀성 화합물의 추출에 기

인하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추출과정만 거친 기존 생

맥산보다 발효시킨 생맥산의 총 페놀성 화합물이 높게 측정되었

으며, 이는 발효과정 중 연화된 조직에서 각종 생리기능성 물질

의 용출이 용이해지면서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Table 1. Combined effect of fermentation and extrusion process on total phenolic compound, DPPH-radical scavenging activity,
superoxide dismutase-like activity, acidic polysaccharide, total flavonoid, and total anthocyanin contents of Sangmaksan

Sample1)
Total phenolic

compound
(mg/g)

DPPH-radical
scavenging activity

(%)

Superoxide
dismutase-like

activity (%)

Acidic
polysaccharide

(mg/g)

Total flavonoid
(mg/g)

Total anthocyanin
(mg/g)

ES 10.53±0.252)c) 35.19±0.19b) 3.88±0.48b) 58.76±6.91b) 5.97±1.90c) 7.44±0.15d)

FSW 13.14±0.25b) 36.17±0.66ab) 5.82±1.73b) 68.64±6.92b) 24.54±0.44b) 27.55±0.18c)

FSR 14.25±0.05a) 36.28±0.77a) 8.17±2.53ab) 113.32±2.13a) 24.97±0.58b) 35.21±0.03a)

FSE 13.38±0.01b) 36.23±0.28a) 9.14±0.48a) 78.61±11.55b) 27.20±0.86a) 31.30±0.03b)

1)ES: extracted Sangmaksan.
FSW: fermented Sangmaksan with white ginseng, maekmoondong, omija.
FSR: fermented Sangmaksan with red ginseng, maekmoondong, omija.
FSE: fermented Sangmaksan with extruded white ginseng(barrel temperature 120oC, moisture content 20%), maekmoondong, omija.
2)Each value represents mean±SD.
3)Values with the same letter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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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H에 의한 전자공여능

DPPH는 분자내 radical을 함유하여 다른 free radical들과 결합

하여 안정한 complex를 만들고 항산화 활성이 있는 물질과 만나

면 radical이 소거되며 이때 고유의 청남색이 엷어지는 특성을 가

지고 있어 이 색차를 비색 정량하여 전자공여능력을 측정한다(28).

기존의 생맥산과 발효 생맥산의 전자공여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발효시킨 생맥산이 기존 생맥산보다 높은 전자

공여능을 보였으며(36.18±0.28-36.28±0.77%), 총 페놀성 화합물과

같은 양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Kwon 등(29)은 더덕을 알코올

에 침지시켜 침출주를 제조하였을 때 침출주의 총 페놀성 화합

물과 DPPH에 의한 전자공여능의 함량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 기존 생맥산과 발효 생맥산과의 DPPH에

의한 전자공여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생맥산 제조

과정 시 추출 과정에서 열수추출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Kang 등(30)은 전자공여능이 phenolic acids와 flavonoids 및 기

타 phenol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작용의 지표라고 하였으며, 환원

력이 큰 것일수록 전자공여능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식

물체의 총 폴리페놀 함량과 전자공여 작용 사이에도 밀접한 상

관관계가 있어 폴리페놀 함량이 높을수록 전자공여능이 높은 경

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31,32), 본 실험에서도 FSR가 총 폴

리페놀 함량이 14.25±0.05 mg/g, DPPH에 의한 전자공여능은

36.28±0.7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들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SOD 유사활성

기존의 생맥산과 발효시켜 제조한 생맥산의 superoxide의 산화

억제 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superoxide와 반응하여 갈변물질을

나타내는 pyrogallol의 자동산화를 측정한 결과 압출성형백삼을

이용하여 추출 후 발효시켜 제조한 생맥산인 FSE가 9.14±0.48%

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Table 1). 반면, ES는 3.88±0.48%로 가

장 낮게 측정되었으며, 이는 위의 총 페놀성 화합물과 DPPH에

의한 전자공여능 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본 연구에서 발효

과정을 추가하고, 압출성형 백삼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생맥산

보다 SOD 유사활성이 약 3배나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압출성형 공정과정에서 고온, 고압에 의해 제조된 압출성형인

삼이 생맥산의 제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

에 발효과정을 추가하여 생맥산을 제조하였을 때 산화억제 작용

을 하는 생리 활성물질이 많이 생성되어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SOD는 사람과 동물의 장기와 혈액 내에 존재하는 생리활성효

소로 유해 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SOD 유사활성물

질은 phytochemical에 속하는 물질이 SOD와 유사한 역할을 하여

superoxide radical의 반응성을 억제하여 생체를 보호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33). 이러한 SOD 유사활성을 갖는 물질을 섭취하는 것

은 생체내의 superoxide를 제거시킴으로써 노화억제와 산화를 예

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향후 항

산화 효과를 가진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산성다당체 함량

기존 생맥산과 발효시켜 제조한 생맥산의 산성다당체 함량 결

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FSR에서 113.32±2.13 mg/g으로 유의

적으로 높게 측정되었고, FSE(78.61±11.55 mg/g), FSW(68.64±6.92

mg/g)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홍삼, 맥문동, 오미자를 발효시

켜 제조한 생맥산 FSR이 ES(58.76±6.91 mg/g)보다 2배 가량 높

게 측정되었고, 전체적으로 발효과정을 추가하여 제조한 생맥산

의 산성다당체 함량이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위의 총 페놀성 화

합물과 DPPH에 의한 유사활성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발효과정을 추가하여 제조한 생맥산이 기존 생맥산보다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성다당체는 홍삼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toxohormone-

L에 의해서 유도된 지방분해를 억제하고 또 식욕중추 등에 작용

해서 식욕억제 등과 같은 anorexia 증상을 개선하는 2가지 효능

을 가지고 있다(34).

Lee 등(35)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산성다당체 함량은 백삼이

약 5-6%, 홍삼이 약 15%라고 하였고, 홍삼에 있는 갈변물질이

산성다당체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백삼을

압출성형하였을 때 백삼을 추출 후 발효시킨 생맥산보다 산성다

당체 함량이 증가한 이유는 압출성형 공정과정에서 고온, 고압에

의한 조직파괴로 인해 용출이 용이해지고, 세포벽과 같은 조직

파괴에 의한 것이며, 이는 Ha 등(3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환원력

환원력은 시료의 환원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reductone의 항

산화 반응이 hydrogen atom을 제공함으로써 free radical 연쇄를

변환시키며, reductone 또한 과산화의 일정한 전구물질과 반응하

여 과산화의 형성을 방해한다(37). 시료 자체의 흡광도 수치로써

발색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환원력을 나타내며, 반응계에 첨가되

는 시료의 특성, 시료의 농도 및 추출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

진다(1). 기존 생맥산과 발효시켜 제조한 생맥산을 5, 10, 15, 20

mg/mL로 첨가하여 금속이온을 환원시키는 환원력을 흡광도 수

치로 나타낸 결과는 Fig. 2와 같다.

총 페놀성 화합물과 DPPH에 의한 전자공여능, 산성다당체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농도가 증가할수록 환원력도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으나, BHT는 농도에 관계없이 큰 차이를 보이

지 않고 거의 일정한 흡광도 값을 나타내었다. FSR에서 가장 높

은 흡광도 값을 나타내었지만, FSE가 농도별로 가장 큰 흡광도

차이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로 보아 농도를 20 mg/mL보다 더 높

Fig. 2. Combined effect of fermentation and extrusion process on
reducing power content of Sangmaksan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 BHT. -●- ES: extracted Sangmaksan. -○- FSW:
fermented Sangmaksan with white ginseng, maekmoondong, omija.

-▲- FSR: fermented Sangmaksan with red ginseng, maekmoondong,
omija.  -◆- FSE: fermented Sangmaksan with extruded white
ginseng(barrel temperature 120oC, moisture content 20%),
maekmoondong, om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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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FSR보다 FSE의 환원력이 더 클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ES

에 비해 FSR, FSE가 2배 가량 증가된 환원력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이는 생맥산에 발효과정을 추가하고 백삼 대신 압출성형 백

삼을 사용함으로써 압출성형 백삼과 맥문동, 오미자를 추출 후

발효시켜 제조한 생맥산의 항산화 활성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사

료된다.

플라보노이드 함량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 의해 합성된 polyphenol의 가장 큰 부

류이다. 플라보노이드는 화학적 구조 차이에 의해 6개의 주요 하

위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효과적인 유리기(freeradical)의 포착제로

서 항산화 효과를 가진다(382). 각각의 하위 그룹들인 플라바놀

(flavanols), 플라바논(flavanones), 플라본(flavones), 이소플라본

(isoflavones), 플라보놀(flavonols), 안토시아니딘(anthocyanidins)은

분포, 생리활성에 차이가 있다(39).

기존 생맥산과 발효시켜 제조한 생맥산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

량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FSE가 27.20±0.86 mg/g으로 ES(5.97±

1.90 mg/g)보다 약 4-5배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압출성형백삼과

맥문동, 오미자가 발효과정 중 효소의 가수분해로 색소의 용출이

많아지고, 백삼을 압출성형할 때 고온, 고압의 열처리가 플라보

노이드 물질을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Yang 등(40)의 연구에 의하면 열처리 조건에 따른 인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에서 열처리조건에 따라 0.42 mg/g에서 최고

4.75 mg/g까지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와 Kwon 등(41)의 생마늘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32.06 µg/g에서 열처리한 마늘에서 532.73

µg/g 으로 증가되었다는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에서도 같은 양상

을 나타내었다.

안토시아닌 함량

기존 생맥산과 발효시켜 제조한 생맥산의 총 안토시아닌 함량

은 Table 1과 같다. FSR이 35.21±0.03 mg/g로, 기존 생맥산인 ES

(7.44±0.15 mg/g)보다 약 5배 높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총

페놀성 화합물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추출과정만

거친 생맥산에 발효과정을 추가함으로써 총 안토시아닌 함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원래 홍삼이 가지고

있는 색소에 안토시아닌 함량이 발효과정을 추가하였을 때 조직

의 연화로 인해 색소의 용출이 많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발효과

정을 거친 생맥산(FSR, FSE, FSW)이 전체적으로 기존 생맥산

(ES)에 비해 약 4-5배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토시아닌 색소는 근래 노화억제, 망막장애의 치료 및 시력개

선 효과, 항산화 작용 등 다양한 생리 활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

됨에 따라 인체에 무해한 천연 색소 및 기능성 소재로써 각광받

고 있다(42-44).

Kim 등(45)이 보고한 오디 와인의 총 안토시아닌 함량이 발효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는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안토

시아닌 함량이 크게 증가한 결과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안토시아닌 종류의 다양성에 따라 가공이나 저장 중에 일

어나는 변화에 차이가 존재함은 물론 항산화능력을 평가하는 방

법 간의 차이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기존 생맥산에 압출성형공정과 발효과정을 추

가하여 제조한 생맥산의 건강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을 위한 연

구의 일환으로 기존 생맥산(ES)과, 추출과정에 발효과정을 추가

하여 제조한 생맥산(백삼(FSW), 홍삼(FSR), 압출성형백삼(FSE))

을 제조하여 항산화 활성을 측정 비교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압

출성형기는 실험용 쌍축이며 20%의 수분함량과 120oC의 배럴온

도로 압출성형 백삼을 제조하였다. 전반적으로 발효과정을 추가

한 생맥산이 기존 생맥산보다 항산화 활성이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발효과정에서 기존 성분의 분해, 새로운 성분의 생성과 같

은 대사작용에 의해 항산화 물질의 양이 증가한 결과로 사료된

다. 총 페놀성 화합물, DPPH에 의한 전자공여능, 산성다당체, 환

원력, 안토시아닌의 함량은 홍삼, 맥문동, 오미자를 추출 후 발효

시킨 생맥산(FSR)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FSE, FSW, ES의

순서로 높게 측정되었다. SOD 유사활성,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압

출성형 백삼, 맥문동, 오미자를 추출 후 발효시킨 생맥산(FSE)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압출성형 백삼을 첨가한 생맥산이 백삼을

첨가한 생맥산보다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고, 홍삼을 첨가한

생맥산과 비슷한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기존의 생맥산에 발효과정을 추가하고 백삼 대신 압출성형 백삼

을 사용하여 제조한 생맥산의 항산화 활성이 우수함이 확인되었

고, 이를 이용한 건강 기능성 식품소재의 개발성과 연구의 필요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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