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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odextrin을 이용한 발효홍삼농축액 최  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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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is known as a healthy food source, whereas it has off-flavor such 
as bitterness and sour flavor based on fermentation. β- and γ-cyclodextrin (CD) were used to encapsulate the off-flavor 
of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by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design on β- and γ-CD combination. 
The reducing effects were analyzed by sensory evaluation for bitter and sour tastes, ginsenoside Rb1, and total acidity. 
The optimized mixing ratio of β- and γ-CD for reducing bitterness was the least expected value of 2.07 at β-CD 
3.74% versus the soluble solid content of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and the γ-CD 20.63% mixture. The encapsu-
lation effects of ginsenoside Rb1 were the most expected value of 96.75% at β-CD 3.47% and γ-CD 19.89% mixture. 
The encapsulation effects of sour taste were the least expected value of 5.63 at β-CD 9.34% and γ-CD 9.96% mixture. 
The encapsulation effects of lactic acid were the most expected value of 67.73% at β-CD 16.0% and γ-CD 13.18% 
mixture. Based on encapsulation and each optimized combination, the most effective entrapping β-and γ-CD combination 
ratio was β-CD 10% and γ-C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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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roots of Panax ginseng C.A. Meyer, Araliaceae)

은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약용식물이며(1), 현

재 과학에 의해 인삼의 약리효능이 입증됨에 따라 의약품뿐

만 아니라 건강식품, 화장품 등으로 그 사용도가 넓어지고 

있다(2,3).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삼 가공품 중 

홍삼은 4~6년근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장기간 보존을 목적으

로 망상조직인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담황갈색 또는 담적갈색의 인삼으로, 증기로 쪄서 

건조시키는 동안 유효성분인 Rg3, Rg2, Rg5, Rh2, Rh4 등의 

홍삼 특유성분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4). 현재까지 홍삼

에서 발견된 ginsenoside의 종류는 약 30여 개이며, 홍삼 

ginsenoside 중 가장 많은 배당체 형태는 ginsenosides 

Rb1, Rb2, Rc, Rd와 같이 protopanaxadiol-type saponins

와 ginsenosides Re와 Rg1과 같이 protopanaxatriol-type 

saponins을 포함한 dammarane skeleton을 가진 ginse-

nosides가 총 ginsenoside의 80%를 차지하고 있다(5). 이

러한 ginsenosides들이 갖는 생리활성으로는 anti-inflam-

matory activity(6)와 antitumor activity(7,8)가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주 ginsenosides는 구강 섭취 시 생리학적 이용

도가 낮은 편으로 Rb1은 0.1~4.4%, Rb2는 3.7%, Rg1은 

1.9~18.4%로 인체 내 섭취 이용도가 낮다고 보고된 바 있

다(9,10). Ginsenoside에 결합되어 있는 당사슬은 생물학

적 이용도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당사슬의 구조

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생물학적 이용도는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13). 이를 극복하기 위

하여 인삼을 장내 환경과 같은 무산소 상태에서 장내 미생물

을 이용하여 발효(fermentation)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대

사산물의 성분으로 변환 혹은 증가시키는 발효홍삼 제조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14). 유산균, 효모, 

고초균 등 우리에게 유익한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기술의 진

보로 천연물의 생리활성 효능이 증가된 발효산물을 얻거나 

또는 상호 간의 상승 효과에 의해 생리활성 효능이 상승되는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15). 그중 홍삼에 존재하는 자연 상

태의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b1, Rb2, Rc 등은 체내로 

직접 흡수되지 않고 Rh2, compound-K 등과 같은 최종대사

물로 전환되어 흡수되는데, 발효홍삼은 이러한 생물학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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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design for bitterness encapsulation effects 
of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encapsulated with various 
β- and γ-cyclodextrin (CD) mixing combination

Run 
number

Coded value Process variables
β-CD (%)1) γ-CD (%) β-CD (%) γ-CD (%)

1
2
3
4
5
6
7
8
9
10
11
12

0
0

+α
+1

0
0
0
0

-1
+1
-1
-α

0
0
0

-1
0

+α
0
0

-1
+1
+1

0

10
10
20
15
10
10
10
10
 5
15
 5
 0

10
10
10
 5
10
20
10
10
 5
15
15
10

1)CD% versus the soluble solid contents of fermented red gin-
seng concentrates. 

환을 사람의 장내 유익균인 유산균(Bifidobacterium lon-

gum H-1)을 이용해 장에서 신속하게 흡수되어 그동안 밝혀

진 홍삼의 생리활성 성분들이 더욱 잘 흡수 발현될 수 있도

록 한 것이다(16). 또한 발효홍삼은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이 

더욱 증가된 우수한 항염, 항암, 항알레르기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식후 혈당 증가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보였고 또한 

당뇨병 세포모델에서도 산화스트레스의 개선 효과를 보여

주었다(17). Bifidobacterium 속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발효

홍삼에서 고지혈증 및 고혈당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18). 최근에 입으로 섭취된 ginsenosides는 인간의 

장내 미생물에 의해 당 부분이 유리된(deglycosylate) gin-

senoside 대사산물이 혈액(blood stream)에 좀 더 쉽게 흡

수되어 활성을 갖는 물질로 더 잘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9-21). 

사이클로 덱스트린(cyclodextrin, CD)은 글루코오스가 α- 

1,4 결합으로 연결된 고리형 구조로 글루코오스 잔기의 개

수에 따라 6개(α-), 7개(β-), 8개(γ-)로 구분된다(22). CD

는 구조적으로 절단된 고깔 모양으로 두 번째 -OH기의 2, 

3번째 탄소에 결합된 수산화기(-OH)가 수소결합을 함으로

써 내부 공동 내에 소수성의 성질을 띠고, 반대로 극성이 

높은 수산화기에 의해 외부는 친수성의 성질을 갖는다(23). 

이런 성질로 인해 CD는 소수성 물질과 포접화합물을 형성

하여 소수성 물질의 용해도를 증가시키고 불안정한 물질의 

안정성을 높을 수 있으며, 포접물질의 생체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매체로 알려져 있다(24). 또한 맛과 향을 나타내는 

유기분자의 일부분 내지 전체를 공동 내에 포접함으로써 고

미나 이취를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특히 γ-CD는 상

온에서 용해도(30.0 g/100 mL)가 α-CD(16.0 g/100 mL)

와 β-CD(1.85 g/100 mL)에 비해 월등히 높고, 글루코오스

에 둘러싸인 내부 공극이 8.3 Å으로 α-CD(5.3 Å)나 β-CD 

(6.5 Å)에 비해 커서 식물 추출물의 불특정한 크기의 성분

을 포접하는 데 효율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효홍삼을 제조하는 과정 중 쓴맛 및 신맛

이 증가되어 소비자의 기호성을 떨어뜨리므로 이를 개선하

기 위해 내부 공동 내에 소수성의 성질을 띠고 외부는 친수

성을 띠는 CD에 쓴맛과 신맛 등 이미를 포접시켜 관능평가

와 ginsenoside 및 총산도를 분석하며, 최대 포접효율을 나

타내는 CD의 농도를 결정하고 기호성이 증진된 발효홍삼농

축액을 제조하는 방법을 최적화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쓴맛과 이미의 포접을 위해 β-CD(MW: 972) 및 γ-CD 

(MW: 1,297)(Wacker Fine Chemicals, Adrian, MI, USA)

를 사용하였다. 발효홍삼농축액은 성신비에스티(주)(Sung-

shin ST Co., Ltd., Chungnam,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β-, γ-Cyclodextrin을 이용한 발효홍삼농축액 포접

본 실험에 사용된 발효홍삼농축액의 고형분 함량은 60%

였으며 ginsenoside Rb1 함량은 7.23 mg/g이었다. 발효홍

삼농축액의 쓴맛과 신맛을 포접하기 위해 발효홍삼농축액

의 고형분 함량이 35 w/v%가 되도록 희석하여 발효홍삼농

축액 희석액에 β-CD와 γ-CD의 첨가 비율을 다양한 조건으

로 하고, 발효홍삼농축액의 쓴맛 및 신맛 감소 효과 최적 조

건을 얻기 위하여 반응표면분석(response surface meth-

odology, RSM) design을 이용하였다. β-CD와 γ-CD의 첨

가 비율이 고형분 함량에 대해 최대 30%까지 첨가되기 때문

에 30%가 되지 않는 처리구에서는 일반 dextrin(DE 20)을 

활용하여 중량 %를 맞추었다. RSM design을 이용해 다양

한 조건으로 β-CD와 γ-CD를 뚜껑이 있는 250 mL 유리 

bottle에 넣은 후 발효홍삼농축액과 물을 첨가한 다음 각각

의 혼합물을 sonicator를 이용해 15분 동안 쓴맛 및 이미를 

포접하였다. 발효홍삼농축액에 β-CD와 γ-CD를 혼합하여 

쓴맛을 제거하기 위한 최적화 작업은 반응표면분석법으로 

중심합성계획법(central composite design)에 따라 설계하

였으며 회귀변수는 β-CD와 γ-CD의 혼합 농도로 설정하였

다(Table 1). Table 1에서 %는 발효홍삼농축액 35 w/v% 

용액의 고형분 함량에 대한 각각의 CD%를 의미한다. 

β-, γ-Cyclodextrin을 이용한 발효홍삼농축액 포접 효과 

측정을 위한 관능평가

발효홍삼농축액의 쓴맛 및 이미를 감소시키기 위해 β- 

CD, γ-CD에 포접시켰을 때 관능특성의 평가는 정량묘사분

석(quantitative descriptive analysis, QDATM)을 이용하였

다(25). 묘사분석에 참여한 관능요원은 경험이 있는 패널 

요원 8명(남자 3, 여자 5)을 선발하여 용어 도출 및 정의, 

표준시료의 결정, 그리고 표준시료를 이용하여 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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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ors, definitions of descriptors, and standard reference for sensory descriptive analysis of fermented red ginseng 
encapsul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β- and γ-cyclodextrin

Descriptors Definition of descriptors Reference Standard points

Sour taste Degree of sour taste from lactic acid Sourness from 3% lactic acid solution
Sourness from 1% lactic acid solution

13
3

Bitter taste Degree of bitter taste from caffeine solution Bitterness from 0.5% caffeine solution
Bitterness from 0.3% caffeine solution

12
3

Table 3. Sensory descriptive analysis results for encapsulation 
effects of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encapsulated with 
various β- and γ-CD mixing combination

Process variables Taste (sensory 
evaluation score)

Encapsulation 
effect (%)

β-CD
(%)

γ-CD
(%) Sour Bitter Lactic 

acid1)
Ginsenosides 

Rb12)

10
10
20
15
10
10
10
10
5
15
5
0

10
10
10
5

10
20
10
10
5

15
15
10

5.6
5.5
5.1
6.3
5.6
5.4
5.6
5.5
5.4
4.8
6.4
6.2

3.4
3.4
4.8
5.2
3.4
2.7
3.4
3.4
7.1
3.0
2.8
5.1

66.4
63.7
66.7
61.7
63.7
67.7
66.4
63.7
50.1
58.6
49.4
49.6

90.2
89.9
77.0
81.8
90.2
84.6
91.0
92.0
37.7
78.2
90.7
43.9

1)Encapsulation effects (%)=[(acid contents in fermented red gin-
seng concentrate－acid contents after encapsulation)/ acid con-
tents in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100.

2)Encapsulation effects (%)=[(ginsenoside Rb1 contents in fer-
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ginsenosides contents after 
encapsulation)/ ginsenoside Rb1 contents in fermented red gin-
seng concentrate]×100.

훈련은 세 s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각 session에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다. 관능특성 평가를 위해 도출

된 용어 및 용어의 정의는 Table 2에 표시하였다. 묘사분석 

본 실험은 15 cm 선 척도법을 이용하였으며 평가 시 점수가 

높을수록 강도는 높은 것으로 하였다. 각각의 시료는 난수표

를 이용하여 무작위의 시료번호를 적은 종이컵에 5 mL씩 

담아 상온에서 제공하였으며, 이때 각 시료 사이에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도록 하였다. 

β-, γ-Cyclodextrin 포접 효과 측정을 위한 유기산 정량

포접 효과 측정을 위한 유기산 정량은 고형분 함량 35 

w/v% 발효홍삼농축액을 blank로 하고 각각의 시료에 CD 

농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시료용액 1 g씩을 취한 다음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로 정용한 후, 시료용액을 

홀 피펫으로 삼각플라스크에 정확히 취하고 지시약(phe-

nolphthalein)을 가하여 0.1 N-NaOH 용액으로 담홍색이 

될 때까지 적정한다. 적정 후 발효홍삼농축액에 함유된 젖산 

상당량 0.0090을 이용해 식품 중 유기산의 양(%)을 구하였

다(26).

β-, γ-Cyclodextrin 포접 효과 측정을 위한 ginsenoside 

정량 

발효홍삼농축액을 β-CD와 γ-CD로 포접했을 때 ginse-

noside의 포접 효과는 HPLC Agilent 1100 series(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를 이용하였다. 

Ginsenoside Rb1 표준품은 Wako사(Osaka, Japan) 제품을 

사용하였고, 이동상 용매로 사용된 acetonitrile, water, 

methanol은 HPLC급(Burdick & Jackson, Ulsan, Korea) 

용매를 사용하였다. 시료에서 ginsenoside의 추출은 각각 

처리구 시료 1 g을 정밀히 달아 25 mL 메스플라스크에 취해 

완전히 용해시킨 후 물로 정용하고, membrane filter(0.45 

μm; Whatman, Piscataway, NJ, USA)로 여과하여 시험용

액으로 하였다. Ginsenoside의 분리는 C18 column(ZORBAX 

Eclipse Plus C18, Analytical 4.6×250 mm 5-Micron, 

Agilent Technologies)을 이용하였으며, 주입 volume은 

20 μL, column 온도는 40oC, 검출기는 UV detector(203 

nm)를 사용하였다. 이동상은 water와 acetonitrile(ACN)

을 사용하였고 유속은 1.0 mL/min으로 하였다. 이동상 용매

의 조성은 시작을 water 100%로 하고, 0~5분까지는 water 

80% : ACN 20%, 5~35분까지 water 80% : ACN 20%, 

35~50분까지는 water 60% : ACN 40%, 50~60분까지는 

water 80% : ACN 20%, 60~70분까지는 water 80% :

ACN 20%로 설정하여 정량분석 실험을 수행하였다(27).

통계처리

RSM 분석은 Minitab 프로그램(Minitab ver 14, Minitab 

Inc., State College, PA, USA) 중심합성법을 이용하여 최

적화 조건을 도출하였고 도출된 조건에 따른 실험을 실시하

여 얻어진 결과로 반응표면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β-, γ-Cyclodextrin 혼합시료를 이용한 쓴맛 포접 효과 

확인 

쓴맛의 포접 효과는 숫자가 작을수록 높은 것을 의미하며 

β-CD와 γ-CD 혼합시료를 이용한 쓴맛 포접 효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고, 그 결과에 대한 반응표면 회귀식은 Table 

4에 나타내었으며 쓴맛 포접 효과에 대한 회귀식의 R2 값은 

0.9791로(Table 5) 반응표면분석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

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01). β-CD와 γ-CD에 의한 

쓴맛의 포접 효과에 대한 상관관계는 Table 6에 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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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olynomial equation calculated by RSM program for encapsulation effects of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encapsulated 
with various β-CD and γ-CD mixing combination
     Responses The second order polynomial
Sour taste

Bitter taste

Encapsulation effects of 
  lactic acid (%)
Encapsulation effects of 
  ginsenoside Rb1 (%)

y=3.870+0.178×βCD+0.233×γCD+0.001×βCD×βCD－0.025×γCD×βCD－0.001×γCD×γCD

y=12.442－0.570×βCD－0.901×γCD+0.155×βCD×βCD+0.022×γCD×βCD+0.019×γCD×γCD

y=21.831+2.554×βCD+3.862×γCD－0.069×βCD×βCD－0.0240×γCD×βCD－0.311×γCD×γCD

y=-69.582+13.366×βCD+13.399×γCD－0.303×βCD×βCD－0.565×γCD×βCD－0.312×γCD×γCD

Table 5. Predicted levels of optimum preparation conditions for encapsulation effects of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encapsu-
lated with various β- and γ-CD mixing combination by the ridge analysis and superimposing of their response surfaces 

Preparation conditions
Levels for the maximum response surfaces

Sensory evaluation score Encapsulation effect (%)
Sour taste Bitter taste Lactic acid Ginsenosides Rb1

β-CD (%)
γ-CD (%)
R2

Significance
Morphology
Predicted value

9.34
7.96

0.9604
<0.001

Saddle point
5.63 (min.)

3.74
20.63
0.9791
<0.001

Minimum
2.07

16.00
13.18
0.7396
0.049

Maximum
67.73

3.47
19.89

0.9942
<0.001

Maximum
96.75

Table 6. Regression analysis for regression model of variables 
in encapsulation condition 

Responses F-ratios
β-CD γ-CD

Sour taste
Bitter taste
Encapsulation effects of 
  lactic acid (%)
Encapsulation effects of  
  ginsenoside Rb1 (%)

 54.51 (<0.001)
 16.91 (<0.001)
  2.64 (0.131)

210.02 (<0.001)

 38.93 (<0.001)
102.58 (<0.001)
  4.43 (0.0479)

291.98 (<0.001)

고, 분석 결과 β-CD(P<0.001)와 γ-CD(P<0.001) 둘 다 포

접 효과가 있으며, γ-CD(F-ratio 102.58)가 β-CD(F-ra-

tio 16.91)보다 쓴맛 포접에는 더 효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쓴맛의 반응표면 곡선은 Fig. 1(A)와 같으며, 분석 

결과 예측된 정상점은 최저점으로(Table 5) β-CD가 3.74 

%이고 γ-CD 20.63%일 때 쓴맛이 2.07로 최소값을 나타내

었다. Yu(28)는 5~12%의 cyclodextrin은 인삼음료에서 쓴

맛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Lee 

등(29)은 100 g의 인삼추출액에 1 g의 γ-CD를 이용해 쓴맛

을 제거하였다고 보고하였고, Tamamoto 등(30)은 0.09 g 

γ-CD가 0.52 g ginseng/100 mL 용액의 쓴맛과 쓴맛 후미

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어 CD를 이용한 

쓴맛의 제거 효과는 확실하며, 특히 γ-CD가 쓴맛 제거에는 

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β-, γ-Cyclodextrin 혼합시료를 이용한 ginsenoside Rb1 

포접 효과 확인 

β-CD와 γ-CD 혼합시료를 이용한 ginsenoside Rb1 포

접 효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고, 그 결과에 대한 반응표면 

회귀식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Ginsenoside Rb1 포접 효

과의 R2 값은 0.9942로(Table 5) ginsenoside Rb1이 반응

표면분석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0.001). Ginsenoside Rb1의 포접 효과에 대한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에 표시하였고, 분석 결과 β-CD 

(P<0.001)와 γ-CD(P<0.001) 둘 다 포접 효과가 있으며, 

β-CD(F-ratio 210.02)가 γ-CD(F-ratio 291.98)보다 좀 

더 ginsenoside Rb1 포접 효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Ginsenoside Rb1 포접 효과에 대한 반응표면 곡선은 Fig. 

1(B)와 같으며, 예측된 정상점은(Table 5) β-CD가 3.47%

이고 γ-CD가 19.89%일 때 ginsenoside Rb1이 96.75%로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인삼용액에서 쓴맛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CD의 크기와 인삼의 쓴맛을 나타내는 분자의 특성

에 영향을 받는다. γ-CD는 분자량이 1,296 g/mol이고 공극

의 크기는 7.5~8.3 Å이며, β-CD는 분자량이 1,134 g/mol

이고 공극의 크기는 6.0∼6.5 Å이다(29). 어떤 성분이 CD

에 포접되는 것은 성분의 크기, 극성, 형태 및 구조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ginsenoside가 β-CD에 포접되기보다

는 공극이 좀 더 큰 γ-CD에 포접이 더 잘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30). 인삼 성분 중 기능성을 나타내며 쓴맛을 가지는 

대표적인 성분인 ginsenosides Rg1은 분자량이 801.02 

g/mol, Rb1은 분자량이 1,109.31 g/mol, Re는 분자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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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Contour maps for the encapsulation effects on the bitter taste (A), ginsenoside (B), sour taste (C), and acid value (D).

947.16 g/mol(30)로 Rb1의 분자가 가장 크다고 보고한 바 

있다(3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분자량이 큰 Rb1의 포접효

율이 높으면 다른 작은 분자들의 포접효율도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Rb1의 포접효율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γ-CD

가 쓴맛과 홍삼 맛 등 비교적 분자량이 큰 성분을 포접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실험의 결과는 Tamamoto 등(30)과 

Lee 등(31)의 γ-CD가 글루코스에 둘러싸인 내부 공극이 

α-CD나 β-CD에 비해 커서 식물 추출물의 불특정한 크기의 

성분을 포접하는 데 효율적일 수 있다는 보고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β-, γ-Cyclodextrin 혼합시료를 이용한 신맛 포접 효과 

신맛의 포접 효과는 숫자가 작을수록 포접 효과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β-CD와 γ-CD 혼합시료를 이용한 신맛 포접 

효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고, 그 결과에 대한 반응표면 회

귀식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신맛 포접 효과의 R2 값은 

0.9604로(Table 5) 신맛이 반응표면분석과 높은 상관관계

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01). 신맛의 포접 효과

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에 표시하였고, 

분석 결과 β-CD(P<0.001)와 γ-CD(P<0.001) 둘 다 포접 

효과가 있으며, β-CD(F-ratio 54.51)가 γ-CD(F-ratio 

38.93)보다 좀 더 신맛 포접 효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신맛 반응표면 곡선은 Fig. 1(C)와 같으며, 예측된 정상점은 

안장점의 형태로 능선 분석한 결과(Table 5) β-CD가 

9.34%이고 γ-CD가 7.96%일 때 신맛이 5.63으로 최소값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의 결과에서 신맛은 반응표면분석에 상

관성은 아주 높았으나, 신맛에 대한 기대되는 최소값이 비교

적 높아 포접효율이 아주 높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β-, γ-Cyclodextrin 혼합시료를 이용한 젖산 포접 효과 

확인 

β-CD와 γ-CD 혼합시료를 이용한 젖산 포접 효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고, 그 결과에 대한 반응표면 회귀식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젖산 포접 효과의 R2 값은 0.7396으

로(Table 5) 젖산 포접 효과가 반응표면분석과 P<0.05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젖산의 포접 효과

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에 표시하였으

며, 분석 결과 β-CD는 젖산의 포접 효과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고, γ-CD는 P<0.05(F-ratio 4.43)에서 유의성을 나

타내어 젖산은 γ-CD가 포접효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젖산 포접 효과에 대한 반응표면 곡선은 Fig. 1(D)와 같으

며, 예측된 정상점은(Table 5) β-CD가 16.00%이고 γ-CD

가 13.18%일 때 젖산의 포접효율이 67.73%로 최대값을 나

타내었다. 

신맛과 젖산의 포접 효과에 대한 경향은 쓴맛과 ginse-

noside Rb1의 포접 효과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신맛과 유기산에 대한 cy-

clodextrin에 대한 효과는 좀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발효홍삼농축액의 이미 포접 최적 조건 선정

본 실험에서 β-CD와 γ-CD의 함량을 달리하여 발효홍삼

농축액의 이미를 줄이기 위한 최적 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Fig. 1에서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속변수들의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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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mposed contour plots of multiple variables versus β-CD
and γ-CD addition amount.

Table 7. Optimum operation conditions for maximum responses 
of sour taste, bitter taste, lactic acid encapsulation, and ginseno-
side encapsulation effects by superimposing their contour map

Operation 
conditions 

Range of optimum 
condition

Optimum 
condition

β-CD
γ-CD

5∼15%
8∼18%

10%
13%

tour map을 중첩시켜 구한 최적 포접 효과 범위를 나타내었

다. 신맛의 포접 정도는 4~8, 쓴맛 포접 정도는 2~6, 산의 

포접 정도는 60~70%, ginsenoside 포접 정도는 90~100%

로 하는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이 β-CD 5~15%, γ-CD 

8~18%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2). 따라서 발효홍삼농축액

의 이미를 포접하는 β-CD와 γ-CD의 첨가량은 β-CD 10%

이고 γ-CD 13%일 때 최적임을 알 수 있었다(Table 7). Lee 

등(31)은 인삼추출액을 냉동 건조시킨 분말 100 g에 γ-CD

를 분말의 5, 10, 15, 20% 이용하여 ginsenoside와 쓴맛을 

평가한 결과 γ-CD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ginsenoside와 쓴

맛의 포접 효과는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나 기호도 측정에서 

홍삼제품의 경우 홍삼의 맛이나 냄새가 있는 것을 좋아하였

으므로 10% γ-CD를 이용하여 포접하였을 때 78%의 포접 

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도 γ-CD를 13%로 하

였을 때 약 90% 이상의 쓴맛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요   약

생리활성이 우수한 발효홍삼농축액 특유의 쓴맛과 발효과

정 중 생성된 신맛 등의 이미를 개선하기 위해 β-, γ-cyclo-

dextrin(CD) 혼합시료를 이용하여 이미를 포접시켜 관능평

가와 ginsenoside Rb1 및 총산도를 분석하고 최대 포접효율

을 나타내는 β-, γ-CD 혼합시료의 농도를 반응표면분석 

중심합성법으로 계획하여 기호성이 증진된 발효홍삼농축액

을 제조하는 최적화 조건을 확인하였다. β-, γ-CD 혼합시

료를 이용한 쓴맛 포접 효과를 확인한 결과 예측된 정상점은 

최저점으로 β-CD가 3.74%이고 γ-CD 20.63%일 때 쓴맛

이 2.07로 최소값을 나타내었다. Ginsenoside Rb1 포접 효

과를 확인한 결과 예측된 정상점은 최대값으로 분석한 결과 

β-CD가 3.47%이고 γ-CD가 19.89%일 때 ginsenoside 

Rb1이 96.75%로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β-, γ-CD 혼합시

료를 이용한 신맛 포접 효과는 β-CD가 9.34%이고 γ-CD 

7.96%일 때 신맛이 5.63으로 최소값을 나타내었다. 젖산의 

포접 효과는 β-CD가 16.00%이고 γ-CD 13.18%일 때 젖

산의 포접효율이 67.73%로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실험 결

과를 중심으로 최적 조건을 중첩시켜 β-CD와 γ-CD의 함량

을 달리하여 발효홍삼농축액의 이미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

맛의 포접 정도는 6, 쓴맛 포접 정도는 4, 산의 포접 정도는 

65%, ginsenoside 포접 정도는 95%로 하는 조건을 만족하

는 영역으로 β-CD와 γ-CD의 첨가량은 β-CD가 10%이고 

γ-CD가 13%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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