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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웨이브로 처리한 산양삼 첨가가 전통 약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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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Microwave Treated-Wild Ginseng on the Quality of
Korean Traditional Yakju

Dae Hyoung Lee*, Heui-Yun Kang, Yong-Seon Lee, Chang-Hui Cho, and Soon-Jae Kim

Gyeonggi-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Abstracts To increase the quality of Korean traditional yakju, we prepared seed cultures by fermentation at 20oC for 2
days after addition of 140% water, 3% nuruk and 1.5% yeast into cooked rice. After the 200% cooked rice, 120% water
and 0.08% commercial saccharifying enzyme were added to seed cultures and fermented for 2 days at 20oC, wild ginseng
was added and then further fermented for 5 days.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raditional yakju were investigated.
Ethanol was produced (18.5%) by the addition of 1.2% wild ginseng. However, ethanol content was not increased by
addition of microwave treated-wild ginseng and rice (either cooked rice or raw). The traditional yakju obtained by
fermentation at 20oC for 5 days, after 90 sec of microwave treated-wild ginseng was added into main fermentation broth,
showed good total acceptability and also contained 791 ppm sapo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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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삼(蔘, Ginseng)은 재배환경에 따른 인위적인 성장과 자연적인

성장의 차이, 육안적 관찰을 통한 형태학적 차이 등에 따라 인삼

(人蔘), 산양삼(山羊蔘) 및 산삼(山蔘)으로 구분되며 산양삼은 오

가과(주릅나무과; Arali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목인 인삼(Opanax

gineseng C.A. Meyer)이 야생상태에서 자연발아하여 성장한 산삼

의 씨앗이나 유삼을 인위적으로 산에서 재배한 삼을 말하며 장

뇌삼 또는 산양삼, 장로라고 부르고 있다(1). 인삼과의 차이점은

인삼의 경우 대부분 머리 부분(노두)이 3-7개 정도인데 반해 산

양삼은 연령에 따라 그 이상도 많고, 인삼의 뿌리는 굵고 짧지만

산양삼은 가늘고 길어서 1 m가 넘는 것도 있으며, 산양삼의 수

명은 토양과 기후 조건에 따라 50년 수백년 이상이지만 인삼은

최대 20년 내외로 재배가 가능하며, 또한 산양삼은 인삼에 비해

향기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2).

많은 연구가 실시된 인삼(3)에 비해 산양삼에 관한 연구는 매

우 미흡하여 Kwon과 Seo 등(4)의 산삼과 산양삼 중 고려삼과 서

양삼의 pyrosequencing법에 의한 감별, Kim 등(5)의 산삼, 산양삼

과 인삼의 항암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 Kim과 Kim 등(6)의 산양

삼 열수추출액 함유 캔디제품의 품질특성, Lee(7)의 인삼과 산양

삼의 생리활성물질 비교 및 세포배양 연구, Yoo 등(8)의 고려인

삼과 산양삼의 페놀성 성분 비교 연구, Lee 등(9)의 고려인삼과

산양삼의 유리 아미노산 비교 등이 보고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현재의 가공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산양삼 제품은 흙냄새와 비

슷한 인삼의 향을 갖고 있어 여성, 청소년, 특히 외국인이 기피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삼과 유사한 산양삼의 약리 효능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기호성이 우수한 산양삼의 새로운 가공

제품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10).

본 연구에서는 산양삼을 이용한 고품질 약주를 개발하기 위하

여 산양삼 약주의 발효 최적 조건을 조사하였고 품질의 고급화

를 위해 마이크로파를 처리한 산양삼을 첨가했을 때 산양삼 약

주의 사포닌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원료

산양삼은 2009년에 경기도 광주에서 5년간 재배한 산양삼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세척한 후 냉장고에 냉동 보관하면서 사용하

였고 멥쌀(추청쌀)은 2008년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재배된 것을

사용하였다. 개량누룩(조효소제)은 (주)한국효소 제품(Rhizopus sp.:

역가 1,500 sp)을 사용하였고 정제효소는 데코자임 제품(glucoamy-

lase 92%, α-amylase 8%: 역가 30,000 sp)을 사용하였다. 효모는

시판중인 Saccharomyces cerevisiae(Laparisienne, Netherlands)를

사용하였다.

담금 및 발효

1단 담금으로 멥쌀 4 kg을 25oC의 물에 1시간 동안 침지한 후,

채를 이용하여 30분 동안 상온에서 물기를 제거하였다. 물기가

제거된 멥쌀을 100oC의 증기 솥에서 30분 동안 증자하여 호화시

킨 후 30oC까지 상온에서 냉각시켰다. 증자 멥쌀에 개량누룩

*Corresponding author: Dae Hyoung Lee, Gyeonggi-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Hwaseong, Gyeonggi 449-702,
Korea
Tel: 82-31-229-5784
Fax: 82-31-229-5962
E-mail: leedh2@gg.go.kr
Received April 28, 2011; revised August 3, 2011;
accepted August 23, 2011



마이크로 웨이브 처리 산양삼 약주의 품질 특성 743

(Rhizopus sp.: 역가 1,500 sp) 120 g과 Saccharomyces cerevisiae

60 g 및 물 5.6 L를 첨가하고 잘 혼합하여 2일간 20oC에서 발효

시켜서 1단 담금을 하였다.

2단 담금으로 멥쌀 8 kg을 25oC의 물에 1시간 동안 침지한 후,

채를 이용하여 30분 동안 상온에서 물기를 제거하였다. 물기가

제거된 멥쌀을 100oC의 증기 솥에서 30분 동안 증자하여 호화시

킨 후 30oC까지 상온에서 냉각시켰다. 증자 멥쌀에 정제효소(역

가 30,000 sp) 6 g과 물 10 L를 가하여 잘 혼합하였다. 1단 담금

한곳에 2단 담금 한 것을 잘 혼합한 후 20oC에서 8일간 발효시

켜서 술덧을 제조하였다. 산양삼 첨가 시기는 발효 3일째 상기

술덧에 산양삼을 첨가하여 10일 발효시킨 후 발효가 완료된 술

덧을 여과하여 산양삼 약주를 제조하였다.

성분분석 및 관능검사

에탄올 함량은 원심분리한 발효액을 수증기 증류한 다음 주정

계로 측정하였고, 총산은 시료 10 mL을 0.1 N NaOH 용액으로 중

화적정을 시행한 후 이 때 소요된 소비 mL를 호박산(succinic

acid)으로 표시하였다. Brix는 당도계(ATAGO RX-5000a, Tokyo,

Japan)로 측정하였고 잔당은 dinitrosalicylic acid method에 따라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포도당으로 환산하여 정량하였다(11).

아미노산도는 산도 적정이 끝난 검체 10 mL에 중성 formalin

용액을 5 mL을 가하여 유리된 산을 0.1 N NaOH 용액으로 pH

7.0이 될 때가지 적정하여 소비된 mL를 측정하여 글리신(glycine)

으로 표시하였다(12).

산양삼 약주의 관능검사는 Kim 등(13)의 방법을 일부 변형시

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훈련된 패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관능검사 방법은 제조된 발효주에 대한 색, 향, 맛, 전체적인

기호도 등의 항목에 대해 기호도를 1-9점의 강도로 표시하게 한

후 그 평균값을 구하여 다각형 그림으로 나타내었고 향과 맛을

고려한 전체적인 기호도는 가장 싫다 1, 가장 좋다 9의 점수로

표시하여 그 평균값을 정량적 묘사 분석 방법(quantitative descrip-

tive analysis: QDA)으로 도식하였다. 각각의 조건에서 얻어진 데

이터의 통계분석은 SAS 프로그램(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여 5% 유의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각각의 변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Ginsenoside의 분석

산양삼 약주를 Ko 등(14)의 방법을 응용하여 HPLC로 ginseno-

side의 함량 및 조성을 분석하였으며 순도 95% 이상의 ginsenoside

를 표준품으로 사용하였다.

HPLC는 Waters 2695(Waters Co., Milford, MA, USA)로, 컬럼

은 µ-Bondapak C18(Waters, 3.9×150 mm, Milford, USA)을 사용

하였다. Acetonitrile(HPLC급, Sigma, St. Louis, MO, USA)과

HPLC용 증류수를 이동상으로, 처음에 17% acetonitrile으로 시작

하여 33분에 33% acetonitrile, 88분에 60% acetonitrile, 100분에

80% acetonitrile으로 순차적으로 늘려 주었고, 마지막으로 17%

acetonitrile으로 조절하였다. 또한 실온에서 유속은 분당 1.0 mL로

전개하였고 크로마토그램은 UV/Vis 검출기(Waters Co.)를 이용하

Fig. 1. Effect of concentration of wild ginseng on the quality of traditional yakju. ●, addition of 0.5% wild ginseng; ○, addition of 1.0%
wild ginseng; ▼, addition of 1.2% wild ginseng; ▽, no addition of wild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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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10 nm에서 검출하였고, 주요 사포닌인 ginsenoside Rb
1
, Rb

2
,

Rc, Rd, Re, Rf, Rg
1
 및 Rh

1
의 표준품을 이용하여 작성한 검량선

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산양삼 첨가량에 따른 에탄올 함량의 변화

산양삼을 쌀 대비 농도별로 첨가했을 때의 에탄올 함량 변화

를 조사한 결과 Fig. 1과 같이 산양삼을 쌀 무게대비 0.5%을 첨

가했을 때는 19.1%의 알코올이 생성되어 첨가량에 따라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산양삼의 특정 성분이 효모의 알코올 생

성을 억제해서라고 생각되며 이것은 Lee 등(15)의 인삼에 다른

한약재를 첨가했을 때 알코올이 낮아지는 결과와 상이하였다. 산

도와 당도(Brix) 또한 산양삼 첨가 농도에 따라 유의할 만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ig. 1).

색차 값에서도 L값(명도), b값(황색도), a값(적색도) 역시 산양

삼 첨가 농도에 따른 영향은 없었다. 다만 관능평가 결과 산양삼

첨가 농도가 높아질수록 향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으며 관능평

가 결과에서는 1.2%의 산양삼을 첨가하였을 때 가장 좋은 관능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다(data not shown).

증자와 무증자 발효 방법에 따른 에탄올 함량의 변화

산양삼 첨가량 실험에서 가장 관능결과가 좋았던 산양삼 1.2%

첨가를 기본으로 증자와 무증자 발효방법에 따른 알코올 함량변

화를 조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산양삼의 농도를 높여보았다. 그

결과 발효 초기에는 무증자 발효가 빨랐으나 최종 결과 18.0-

18.5%로 증자와 무증자의 알코올 생성능에 차이는 없었으며 산

양삼 첨가량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Fig. 2). 다만 산도, 아미노산

도는 무증자 발효가 높았으나 당도와 glucose 함량은 무증자 발

효가 오히려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무증자 발효시 산

도가 높아지는 것은 발효에 관여 하는 누룩중의 Rhizopus에 의하

여 fumaric acid 등의 유기산이 생성되어 산도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결과는 Shon 등(16)의 무증자 술 발효가 끝났을 때

의 산도 생성량과 비슷하였다. 산도와 아미노산도가 무증자 발효

에서 높았던 것은 무증자 발효시 아미노산 함량이 증자 발효에

비해 높기 때문에 아미노산도 역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

며 이 결과는 Shon 등(16)의 결과와 유사하다. 관능평가 결과는

증자 산양삼 약주가 무증자 산양삼 약주보다 종합적인 관능평이

좋았으며 산양삼 첨가 농도에 따른 차이는 증자와 무증자 모두

없었다(data not shown).

다음으로 가수량과 정제효소 첨가량에 따른 알코올 함량 변화

를 조사한 결과 발효 10일에 알코올은 16.5%와 17.2%로 큰 차

이가 없었으며 아미노산도는 물을 125%로 적게 사용하고 정제

효소를 0.07% 첨가하였을 때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Glucose

의 양은 급수량 180%의 경우 발효 6일차에 값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급수율 125%에서는 약 10 mg/mL로 발

효 10일차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Fig. 2. Effect of cooked rice and uncooked rice on the quality of traditional wild ginseng yakju. ●, addition of 1.2% wild ginseng into
cooked rice; ○, addition of 1.4% wild ginseng into cooked rice; ▼, addition of 1.2% wild ginseng into uncooked rice; ▽, addition of 1.4% wild
ginseng into uncooked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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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첨가 방식에 따른 품질 변화

위의 최적 발효조건에 산양삼을 통째로 720 W, 2,450 MHz의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처리한 것과 생 산양삼, 증자한 산양삼 한

뿌리씩을 각각 첨가하여 약주중의 사포닌 함량의 변화를 조사 하

였다(Table 1).

마이크로웨이브를 처리한 산양삼을 첨가하여 제조한 산양삼 약

주의 경우 791 ppm의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었으나 생 산양삼 첨

가 약주는 460.69 ppm, 증자한 산양삼 첨가 약주의 경우에는

753.02 ppm의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었다. 산양삼을 발효 후에 첨

가하지 않고 발효 중에 첨가한 경우에도 234.15 ppm의 사포닌이

검출 되었다.

또한 색차 값에서는 L값(명도), b값(황색도), a값(적색도)이 마

이크로웨이브 처리구와 생 산양삼, 증자한 산양삼 간에 유의할

만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관능평가 결과 마이크로웨이브 처리한

산양삼을 첨가했을 때 생산양삼을 첨가했을 때와 같이 산양삼 향

이 많이 나는 관능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증자의 경우 산양

삼 자체에서 산양삼 즙액이 빠져나오고 주요 향성분인 2-methy-

1-propanol, diacetyl, tetramethyl pyrazine 등과 같은 향이 증자하

는 동안 계속적으로 증발하여 최종 증자 후에는 향이 약해져 관

능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산양삼 처리 시간에 따른 품질 변화

산양삼에 마이크로웨이브를 각각 30, 60, 90, 120초의 시간별

로 처리한 산양삼을 첨가하여 산양삼 약주를 제조한 후 이들에

대한 사포닌 함량과 색차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마이크로웨이브 처리 시간에 따른 산양삼 약주 중의 사포닌 함

량은 마이크로웨이브 처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포닌의 함량도

증가 하였다. 이것은 산양삼의 조직을 마이크로웨이브가 투과하

면서 증자되는 효과를 가지게 해 산양삼의 조직을 연하게 하여

좀 더 많은 사포닌이 침출되게 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마이

크로웨이브를 90초 이상 처리시에는 사포닌의 함량은 크게 증가

하지 않았으며 90초와 120초 처리한 후 첨가한 약주에서의 사포

닌 함량은 각각 791.28과 803.24 ppm이었다. 또한 120초가 넘게

마이크로웨이브를 처리했을 경우 산양삼의 외부 조직이 탄화되

어 관능적으로 향이 나빠졌으며 맛에서도 탄화된 맛이 같이 나

와 기호도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색차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 처

리 시간이 길어져도 L값(명도), a값(적색도), b값(황색도) 모두 증

가하지 않았다.

요 약

산양삼을 이용한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전통 약주를 개발하기

위해 증자 멥쌀에 140%의 물을 혼합하고, 증자쌀 대비 3%의 개

량누룩(Rhizopus sp.)과 1.5%의 건조 효모(Saccharomyces cerevi-

siae)를 첨가하여 2일간 20oC에서 발효시켜서 밑술을 제조하였다.

여기에 밑술 대비 200%의 쌀을 첨가한 120%의 물을 혼합하고

정제효소를 0.08% 첨가 한 다음 발효 3일후 산양삼을 첨가하여

20oC에서 발효시켰다. 산양삼 첨가량에 따른 에탄올 생성량을 조

사한 결과 산양삼 1.2%를 첨가했을 때 18.5%의 에탄올이 생성

되었고 산양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에탄올 생성량에는 큰 차

이가 없었다. 증자 발효와 무증자 발효방법에 따른 알코올 함량

은 각각 18.0와 18.5%로 증자 발효와 무증자 발효간에 에탄올 생

성능에 차이는 없었다. 산양삼 처리 방법에 따른 전통 약주중의

사포닌 함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마이크로웨이브를 처리한 산양

삼을 첨가하여 제조한 산양삼약주의 경우 791 ppm의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었지만 생 산양삼을 첨가한 시료는 460.69 ppm, 증자

한 산양삼 첨가의 경우에는 753.02 ppm의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

었다. 마이크로웨이브 처리 시간에 따른 산양삼 첨가 약주의 사

Table 1. Total saponin and color value of various traditional wild ginseng yakju (TWGY)

TWGY
Total saponin

(ppm)

Color

L a b

Microwave-treated wild ginseng TWGY 791.28 94.32 -0.71 4.12

Uncooked wild ginseng TWGY 460.69 94.21 -0.70 4.20

Cooked wild ginseng TWGY 753.02 92.24 -0.64 4.32

Table 2. Effects of microwaves treated-wild ginseng on the total saponin and color of traditional wild ginseng yakju (TWGY)

TWGY made by various
microwave-treated wild ginsengs

Total saponin
(ppm)

Color

L a b

30 sec TWGY 450.69 93.21 -0.68 4.29

60 sec TWGY 586.24 94.12 -0.98 4.25

90 sec TWGY 791.28 94.32 -0.75 4.12

120 sec TWGY 803.24 94.56 -0.85 4.20

Fig. 3. The QDA profile for taste and flavor of traditional wild

ginseng yak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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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닌 함량을 측정할 결과 90초와 120초와는 큰 차이가 나지 않

았으며 120초가 넘게 마이크로웨이브를 처리했을 경우 산양삼의

외부 조직이 탄화되어 관능적으로 향이 나빠졌으며 맛에서도 좋

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산양삼 1.2%를 첨가했을 때 에탄올 생성

량과 기호도가 가장 우수하였고 산양삼을 마이크로웨이브로 90

초 처리하여 첨가한 전통 약주가 가장 높은 사포닌 함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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