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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extural changes after the calcium-pectin bonding of ginseng roots and their vinegar 
and calcium solution immersion. The strength and breakdown of the ginseng roots increased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the calcium carbonate concentration, with the highest in the 0.7~1.0% calcium carbonate. The hardest and softest 
ginseng roots were obtained in the 1.0% calcium carbonate concentration. The strength, brittleness and hardness 
of the ginseng roots that were soaked in 1% calcium carbonate and 5~6% acidity vinegar continued to increase 
with the long-term storage of the ginseng root drink. The softness of the ginseng root that was dipped in 5% 
acidity vinegar with 1.0% calcium carbonate decreased with the long-term storage of the ginseng root drink. Thus, 
calcium and vinegar immersion of ginseng roots could prevent softening and clouding during the long-term storage 
of the ginseng root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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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최근 인삼은 건강식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고가의

식품소재로서 원산지와 사용량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커지

고 있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실정이다. 일부의 회사에서는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자

인삼을 동체로 음료수에 넣거나 나노입자로 미분쇄하여

분말을 넣음으로서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인삼 원형을 넣어 가공할 경우에는 음료의

살균시 고온으로 가열되어 연화가 일어나 묽혀지고 불어터

져 인삼 조직이나 전분질이 음료에 흘러나옴으로서 그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식물조직의 견고성과 아삭아삭한 성질은 식물조직을 구

성하고 있는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여 주는 세포간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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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물질인 pectins의 각종 결합에

의해 나타난다(1). 펙틴을 이용한 젤리화에 칼슘염을 첨가

하면 gel 조직이 더 단단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Ca2+ 이온에 의하여 salt bridge로 형성되는 gel은 pectin의

methyl ester 함량이 7% 이하의 pectin에 있어서 잘 형성되는

데, 조금 과숙하여 너무 연해진 과실을 통조림할 때는 통조

림통 속에 CaCl2를 소량씩 첨가하여 과실의 세포내에 Ca

pectate를 형성케 하여 과실의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1).

Kastner 등(3)은 30%의당과산성조건하에서 low-methoxylated

pectin의 gel에서 Ca2+의 영향을 조사하여 칼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겔의 탄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부서짐성

또한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Lee 등(4)은 Aigeok의

polysaccharide의 gel화에 칼슘의 영향을 조사하여 Aigeok

polysaccharide의 화학적 구조와 junction zone은 적절한 양

의 칼슘이온에 의해 안정화되나, 과량의 칼슘농도하에서는

망상구조 형성을 방해한다고 보고하였다. Capel 등(5)은

산으로 유도된 low-methoxyl pectin의 gel은 pH 3.5 이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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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형성된다고 하였으며, Ca
2+
으로 유도된 low-methoxyl

pectin의 gel은 pH 4.5 이하에서 효과적으로 형성된다고 하

였다. Fraeye 등(6)은 칼슘을 이용한 pectin gel에서 pectin

구조의 영향을 조사하여 칼슘의 증가로 gel 강도가 증가하

지만 pectin이 저분자로 분해됨에 따라 gel의 부서짐성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Jang 등(7)은 식초에 대한 해조칼슘 및 탄산칼슘의

용해도를 조사하였으며, 해조칼슘은 식초함량의 증가에 따

라 증가 폭이 낮았으나, 탄산칼슘은 식초함량이 증가할수

록 식초에 녹아 있는 칼슘의 함량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Lee와 Park(8)은 난각의 용해실험에서 식초함량이

많을수록 난각칼슘의 용출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삼뿌리에 들어 있는 protopectin이

Ca을 흡수하여 cellulose 등 polysaccharide와 망상구조를

형성하고, 식초에 녹인 칼슘이 인삼뿌리 세포속에 침투하

여 살균할 때 Ca
2+
이온에 의한 salt bridge 형성으로 연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견고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수삼은 경북 영주에서 3년근을 구입하

였으며, 음료에 넣을 경우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미세한

잔뿌리를 제거한 후 세척하여 인삼뿌리 침지용 시료로 사용

하였다.

침지방법

인삼뿌리의 물성에 대한 칼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빙초산 5%에 탄산칼슘을 녹인 탄산칼슘용액에 인삼뿌리를

침지한 후 뿌리의 물성을 측정하였으며, 빙초산 대신 식초

(3배양조식초, 오뚜기, 대한민국)를 일정한 산도로 조정하

여 인삼뿌리를 침지한 후 물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식초

의 산도를 4, 5, 6, 7%로 조정한 후 탄산칼슘을 1% 첨가하여

용해한 탄산칼슘용액에 인삼뿌리를 3개월 동안 침지하였

으며, 침지가 끝난 인삼뿌리는 침지용액을 제거한 후 물성

을 측정하였다.

탄산칼슘 및 식초 용액에 침지된 인삼뿌리를 이용하여

인삼뿌리 함유 음료를 가공 후 물성을 조사하고자 1% 탄산

칼슘 식초용액에서 3개월간 침지된 인삼뿌리를 감식초함

유음료에 넣어 95℃에서 30분간 살균한 후 상온에서 3개월

동안 저장하면서 물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물성 측정

침지된 인삼뿌리의 물성 측정은 Rheometer (RT-3010D,

FUDOH, Japan)를 이용하여 강도(strength), 부서짐성

(breakdown), 연화 정도(softness) 및 경도(hardness)를 측정

하였다. 물성 측정시 사용한 Rheometer의 load head는 2

kg, table speed는 6 cm/min, adapter는 1600 adhesion test를

사용하였으며, 시료의 크기는 직경 약 1.2 cm이었다.

결과 및 고찰

식물체 내의 protopectins는 pectin chain끼리 Ca
2+

등을

매개로 하여 cellulose, hemicellulose 등과 결합하여 망상구

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pectin은 물에 녹지 않는 Ca2+

등 다가 이온에 의한 salt bridge에 의해 연결되어 물에 녹지

않게 되며, 식물조직 내에 존재하는 protopectin 또한 칼슘결

합으로 물에 녹지 않고 조직의 견고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

고 있다(1,2). 인삼뿌리음료의 살균 후 뿌리의 연화를 방지

하고자 인삼을 칼슘 및 식초에 침지함으로서 칼슘에 의한

인삼 pectins의 칼슘결합을 유도하여 인삼의 물성을 조절하

기 위해 물리적 특성의 변화를 확인해 보았다.

탄산칼슘용액 및 식초 침지에 따른 물성변화

인삼뿌리를 세척한 후 물기를 제거하고 탄산칼슘 용액에

침지해 본 결과(Table 1), 인삼뿌리의 강도(strength)와 부서

짐성(breakdown)은 탄산칼슘 농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여

탄산칼슘 0.7~1.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탄산칼슘

2.0%에서는 물리적 강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Lee 등(4)이 Aigeok의 polysaccharide의

gel화에서 칼슘이온의 농도가 높을 경우 포화저장탄성률이

급격히 저하되는 결과를 제시하여 pectin의 망상구조 형성

을 방해한다는 내용과 일치하였다. 그리고 탄산칼슘 침지

인삼뿌리의 경도(hardness)는 탄산칼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탄산칼슘 농도 1.0%에서 최고의 경도를 나타내었

으나 그 이상에서는 경도가 떨어졌다. 그러나 탄산칼슘 침

지 인삼뿌리의 연화 정도(softness)는 탄산칼슘 농도가 증가

할수록 감소하여 탄산칼슘 농도 1.0%에서 부드러움 정도가

가장 낮아 인삼뿌리 살균음료용으로 탄산칼슘 농도 1.0%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Textural changes of fresh ginseng immersed in different
concentration of calcium carbonate

Conc. of CaCO3 (%) Strength (g) Breakdown
(g)

Softness
(cm/kg)

Hardness
(dyn/cm

2
)

0 63.48 32.88 12.53 1,129,418

0.1 94.73 49.48 9.46 1,489,689

0.3 131.19 82.29 6.86 1,622,897

0.5 133.79 81.06 7.51 1,856,353

0.7 157.55 108.73 7.57 1,870,072

1.0 168.94 105.79 6.48 2,223,793

2.0 125.65 73.57 7.25 1,91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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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뿌리를 식초에 침지해 본 결과(Table 2), 인삼의 강

도, 부서짐성 및 경도는 식초의 산도 증가에 따른 변화가

크게 없었으나 산도 7%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식초침지

인삼뿌리의 연화 정도 또한 식초의 산도 증가에 따른 변화

가 크게 없었으나 산도 7%에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식초는 pH를 낮추어 gel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칼슘

을 녹여 인삼뿌리에 칼슘이 침투하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할 뿐 그 스스로는 인삼뿌리 물성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5).

Table 2. Textural changes of fresh ginseng immersed in different
acidity of vinegar

Acidity (%) Strength (g) Breakdown
(g)

Softness
(cm/kg)

Hardness
(dyn/cm

2
)

4 41.01 30.92 42.15 553,745

5 28.33 35.16 50.25 398,540

6 41.02 32.88 26.30 549,046

7 54.36 38.41 20.45 652,850

10 27.67 22.14 35.57 378,461

15 54.04 36.13 24.71 592,800

Fig. 1. Change on strength and breakdown of fresh ginseng immersed
in different acidity of vinegar including 1% calcium carbonate.

탄산칼슘 용해 식초의 산도에 따른 물성변화

칼슘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 거의 녹지 않으므로

식초에 녹여 사용함으로서 칼슘의 용해도를 높이고(9) 침지

중 식초에 의한 방부효과로 인삼뿌리의 부패를 막을 수

있을 것(10)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인삼뿌리를 1% 탄산칼

슘을 식초에 녹인 탄산칼슘용액에 3개월 동안 침지한 후

물성변화를 관찰해 보았다. 인삼뿌리를 침지 식초의 산도

에 따라 인삼뿌리의 강도, 부서짐성 및 경도의 변화는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산도 5%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 순서로 산도 6%보다 오히려 산도 7%가 더 높게 나타

났다(Fig. 1, 2). 이것은 산도 5%의 침지식초로 침지하는

것이 탄산칼슘의 용해에 가장 적당하나 산도 7%에서도

식초의 pH 저하 작용(Table 2)이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탄산칼슘을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은 산

도의 변화에 따라 강도 및 부서짐성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

나 경도의 변화는 산도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였다(Fig. 1,

2). 그러나 연화 정도는 산도 4%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에서 높게 나타나 강도, 부서짐성 등과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연화 정도에 대한 대조군은 산도 5%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산도 4%에서 높게 나타났다(Fig. 2). 인삼

뿌리의 탄산칼슘용액 침지는 산도 5%인 식초용액에 1%의

탄산칼슘을 용해한 후 인삼뿌리를 침지하는 것이 인삼뿌리

고유의의 물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적당하였다.

Fig. 2. Change on softness and hardness of fresh ginseng immersed
in different acidity of vinegar including 1% calcium 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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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뿌리 함유음료의 저장 중 인삼 물성변화

시중에는 감식초 음료, 흑초 음료 등 식초를 함유한 음료

가 많이 시판되고 있다. 이러한 식초음료에 인삼뿌리를 넣

어 인삼뿌리음료를 만든다면 칼슘을 함유하고 뿌리의 형태

를 유지하는 인삼뿌리음료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

다. 탄산칼슘을 용해한 식초에 인삼뿌리를 침지하여 인삼

뿌리의 물성을 강화한 후 인삼뿌리를 침지하고 남은 잔류

식초는 인삼성분이 용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식초음료에

이용하여 식초함유음료를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1% 탄산칼슘을 함유한 식초에 침지한

인삼뿌리를 감식초 함유 음료에 넣어 가열 살균하였다. 인

삼뿌리음료의 저장 중 인삼뿌리의 강도 및 부서짐성의 변화

는 전반적으로큰변화가 없었으나 산도 4%와 7% 칼슘용액

에 침지한 인삼뿌리가 저장 90일경에 다소 낮게 나타났으

나 상대적으로 산도 5%, 6% 칼슘용액에 침지한 인삼뿌리는

60일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여 90일경에 다소 높게 나타나

장기 저장에 안정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경도는 60일 경에

는 산도 4% 칼슘용액 침지 인삼뿌리가 가장 높았으나 90일

경에는 모두 비슷하였으며, 산도 5% 칼슘용액에 침지한

인삼뿌리는 60일경에는 다소 낮았으나 90경에는 경도가

더 증가하여 시간이 경과할수록 경도가 안정되는 것으로

Fig. 3. Change on strength and breakdown with storage of the
ginseng root beverage added fresh ginseng immersed in different
acidity of vinegar including 1% calcium carbonate.

추측된다. 그러나 연화 정도에 대한 변화는 저장 60일 이후

에는 대부분 증가하나 산도 5% 칼슘용액에 침지한 인삼뿌

리만이 연화 정도가줄어들어 음료의 장기저장 중 인삼뿌리

가 묽혀지고 불어터져 음료가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때, 인삼뿌리 함유 음료의 장기

저장 및 유통 중 인삼뿌리의 연화와 음료의혼탁을 방지하

기 위한 가장 최적의 탄산칼슘과 식초의 산도는 산도 5%

식초에 탄산칼슘 1%를 첨가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Change on softness and hardness with storage of the ginseng
root beverage added fresh ginseng immersed in different acidity of
vinegar including 1% calcium carbonate.

요 약

본 연구는 인삼을 칼슘 및 식초에 침지함으로서 인삼

pectins의 칼슘결합(calcium bonding)에 의한 물성변화를 조

사하였다. 인삼뿌리의 강도(strength)와 부서짐성(breakdown)

은 탄산칼슘 농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탄산칼슘

0.7~1.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삼뿌리의 경도

(hardness)는 탄산칼슘 농도 1.0%에서 가장 높았고, 연화

정도(softness)는 탄산칼슘 농도 1.0%에서 가장 낮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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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칼슘을 용해한 식초에 침지한 인삼뿌리의 물성 중 강

도, 부서짐성 및 경도는 산도 5%, 6% 칼슘용액에 침지한

인삼뿌리가 60일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여 90일경에 높게

나타났다. 연화 정도는 1% 탄산칼슘과 산도 5% 식초에

침지한 인삼뿌리만이 줄어들어 인삼뿌리음료의 장기저장

중 음료가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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