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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prevention of moisture adsorption, the fermented red ginseng extract spherical granules were coated 
by using hydrophobic fractions. The hydrophobic parts were extracted from red ginseng such as the perfect soluble 
part in 90% ethanol (PSE) and non-soluble part in hot water (NSHW). The optimum operating conditions for making 
fermented red ginseng extract spherical granules coated with PSE were a feeding rate (FR) of 0.49 mL/min, atomization 
air pressure (AP) of 2.14 bar, and product temperature (PT) of 48.96°C, whereas conditions for granules coated with 
NSHW were a FR of 0.61 mL/min, AP of 2.75 bar, and PT of 46.30°C. The solubility of coated fermented red 
ginseng extract spherical granule was lower than that of not coated. The fermented red ginseng extract spherical granules 
coated with NSHW showed more preventative effects for moisture adsorption than those coated with PSE, although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solubility and fluidity. In the sensory evaluation, granules coated with hydrophobic fractions 
extracted from red ginseng were shown to be bitterer and less soluble than those not coated spherical granules. In 
conclusion, fermented red ginseng extract spherical granules coated with hydrophobic extracts from red ginseng showed 
a preventative effect against moi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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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의 주성분인 진세노사이드는 배당체의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경구 투여되면 장내세균의 효소 작

용을 받아 당 부분이 해리되고 compound K 등 작은 입자 

구조가 되어(1) 장내 세포를 통과하여 생리활성을 나타낸다

(2,3). 최근에는 미생물을 이용해 작은 입자 구조로 된 진세

노사이드를 섭취하기 위해 홍삼에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

한 발효홍삼 농축액에 대한 생리활성 증진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4-6). 그러나 발효홍삼 농축액은 섭취 및 보관 시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발효홍삼 

농축액의 진세노사이드 체내 흡수가 높은 장점을 유지하면

서 섭취 및 보관 시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발효홍삼 농축

액 알갱이 제조방법을 확립하였다(7).

그러나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는 상대습도가 낮은 지역

이나 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상대습도가 높은 경우에 

상품의 품질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알갱이끼리 뭉쳐

지는 단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상대습도가 높을 때 발생하

는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끼리의 뭉침 현상을 줄이기 위한 

흡습방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일반적으로 식품 과립

의 방습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으나 제약이

나 일부 식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습물질로는 hydroxy-

propyl methylcellulose(HPMC), hydroxypropylcellulose 

(HPC), carboxymethylcellulose(CMEC) 등이 있다. HPMC

는 수분을 머금게 되면 팽윤하는 고분자 물질로 분말 입자의 

크기에 따라 점도와 용해도가 달라지며, 주로 경구용 약 제

조에 사용되고 흡습방지용 피복제로도 사용된다(8). HPC는 

물, 알코올 및 물-알코올의 혼합용매를 제조하여 코팅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CMEC는 장용성 코팅제로 pH 5 

이상과 알코올계 용매에 용해되는 장점이 있고 ether 결합 

형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하며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

는 방습 코팅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9). 이처럼 흡습방지 효

과가 있는 물질들의 특징은 고분자 물질이거나 비극성 물질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HPMC, HPC 및 CMEC와 같은 식품

첨가물을 이용하여 흡습방지를 하는 방법은 소비자들이 식

품첨가물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기피한다는 문

제점을 안고 있다. 또 다른 방습 효과에 관한 연구로 홍삼추

출 농축액 과립의 흡습방지를 위해 홍삼 농축액에 부형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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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design of fluidize bed coater for making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ule coated with 
red ginseng hydrophobic extracts 

Run 
number

Coded variables
Process variables 

PSE4) NSHW5)

FR1) AP2) PT3) FR AP PT FR AP P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1
-1
+1
+1
+1
+1

0
-α
+α

0
0
0
0

-1
-1
+1
+1
-1
-1
+1
+1

0
0
0

-α
+α

0
0

-1
+1
-1
+1
-1
+1
-1
+1

0
0
0
0
0

-α
+α

0.50
0.50
0.50
0.50
0.60
0.60
0.60
0.60
0.55
0.45
0.65
0.55
0.55
0.55
0.55

1.5
1.5
2.5
2.5
1.5
1.5
2.5
2.5
2.0
2.0
2.0
1.0
3.0
2.0
2.0

45
55
45
55
45
55
45
55
50
50
50
50
50
40
60

0.50
0.50
0.50
0.50
0.60
0.60
0.60
0.60
0.55
0.50
0.65
0.55
0.55
0.55
0.55

2.0
2.0
3.0
3.0
2.0
2.0
3.0
3.0
2.5
2.5
2.5
1.5
3.5
2.5
2.5

40
50
40
50
40
50
40
50
45
45
45
45
45
35
55

1)FR means feeding rate (mL/min). 2)AP means atomization air pressure (bar). 3)PT means product temperature (°C). 
4)PSE: perfect soluble part in 70% ethanol. 5)NSHW: not soluble part in hot water. 

유당을 혼합하여 분무 건조하거나 동결 건조한 연구(10)가 

있었지만, 이 방법 또한 홍삼추출 농축액 100%라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

품에는 첨가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호성 특징을 만

족하고 방습 효과를 위해 고분자 물질이나 비극성의 성질을 

나타내는 성분을 이용하여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의 흡습

방지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는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가 건강기능식품

인 것을 고려하여 식품첨가물이 아닌 홍삼에서 비극성의 성

질을 가지고 있는 지용성 성분을 추출하고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에 코팅하여 흡습을 방지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지용성 성분 추출용 건조홍삼 분말은 성신에스비티 제품

(Geumsan, Korea)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HPLC용 wa-

ter, acetonitrile, isopropyl alcohol은 Burdick & Jackson 

(Ulsan, Korea) 제품을 사용하였다. 

홍삼에서 지용성 성분의 추출

건조홍삼 분말 1 kg에 70% 주정 3 kg을 혼합한 후 가끔 

흔들어 주며 24시간 추출한 후 여과하였다. 두 번째 추출은 

첫 번째 추출 잔여물에 주정용액 1 kg을 넣고 첫 번째 추출 

방법과 같이 추출한 후 여과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추출

여액을 합쳐 주정을 완전히 제거하여 분말화하였다. 건조홍

삼 70% 주정추출 분말을 70% 주정에 재용해했을 때 100% 

용해하는 것을 PSE(perfect soluble part in 70% ethanol)

로 하였고, 건조홍삼 70% 주정추출 분말을 더운물에 용해한 

후 용해되지 않는 부분을 열수불용(not soluble part in hot 

water, NSHW)으로 하여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의 흡습방

지 코팅제로 사용하였다. 

지용성 성분을 이용한 흡습성이 방지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 제조 최적조건 확립

흡습성을 방지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를 제조하기 위

해 시료 PSE와 NSHW를 각각 70% 주정에 고형분 함량이 

10%가 되도록 한 후 0.8~2.6 mm 크기의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를 유동하면서 시료 PSE와 NSHW를 발효홍삼 농축

액 알갱이의 5%가 되도록 코팅하였다. 유동층 코팅기를 이

용하여 PSE의 코팅조건 feeding rate(FR), atomization air 

pressure(AP)와 product temperature(PT)를 변수로 하여 

반응표면분석방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을 이용해 최적화하였다. 반응표면분석 중심합성계획법 디

자인은 Table 1에 표시하였다. 

수율 측정

지용성 성분으로 코팅된 시료의 수율은 유동층 코팅기에 

투입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의 양과 코팅에 사용된 지용

성 성분의 고형분 함량의 총량에 대한 코팅된 발효홍삼 농축

액 알갱이에서 0.8~2.6 mm의 양을 수율로 하였다. 코팅된 

알갱이의 입자크기에 따른 분류는 sieve(Standard testing 

sieve, Saehwa Testing Co., Seoul, Korea) 법을 이용하여 

0.8 mm, 0.8~2.6 mm, 2.6 mm로 분류하였다. 이때 과립별

로 얻어진 양은 유동층 코팅기에 투입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의 양과 코팅에 사용된 지용성 성분의 고형분 함량에 

대하여 각각의 조건에 의해 얻어진 제품의 양을 백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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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였다(11). 

용해성 측정

지용성 성분을 코팅한 흡습이 방지된 발효홍삼 농축액 알

갱이의 용해성 분석은 지용성 성분을 코팅한 흡습이 방지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 1 g을 50 mL 삼각플라스크에 각각 

취한 후 25°C의 증류수 10 mL를 넣은 다음 교반기(SK 300 

model, Jeio Tech, Suwon, Korea)에서 교반하여 과립의 

형태가 완전히 분산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12).

흐름성 분석

지용성 성분을 코팅한 흡습이 방지된 발효홍삼 농축액 알

갱이의 흐름성을 평가하기 위해 입사각을 측정하였다. 입사

각 측정은 지용성 성분을 코팅한 흡습이 방지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를 20 g씩 취하여 평판한 유리 바닥으로부터 

높이 80 mm의 위치에 설치한 입구지름 150 mm, 출구지름 

12 mm인 깔때기에 서서히 부은 다음 바닥에 생기는 원뿔 

모양의 지름(R)과 높이(H)를 측정한 후 입사각(angle of 

repose)을 아래식과 같이 구하였다(13).

Angle of repose (°)＝Arctan 
H (height of cone)

R (diameter of cone)

흡습성 평가

홍삼에서 분획된 지용성 추출물을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

이에 코팅한 시료 각각을 알루미늄 칭량접시 위에 3 g을 칭

량하였다.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25°C, 65% RH) 안에 각

각의 시료를 넣고 무게의 변화를 1시간마다 8시간까지 측정

하였고, 8시간 후로는 24시간과 48시간을 측정하였다. 실험

은 3회 반복하였으며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진세노사이드 분석

홍삼에서 분획된 지용성 추출물을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

이에 코팅하여 제조된 흡습이 방지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

이에서 진세노사이드의 추출은 각각 처리구 시료 1 g을 정

밀히 달아 25 mL 메스플라스크에 HPLC용 water(Burdick 

& Jackson)로 정용한 후 membrane filter(0.45 μm)로 여

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였다(14). HPLC는 Agilent 1100 

series(Agilent Co., Santa Clara, CA, USA), 칼럼은 Pre-

vail carbohydrate ES(5 μm, 250×4.6 mm, Altech Asso-

ciates Inc., Deerfield, IL, USA), 검출기는 UV detector 

(203 nm)를 사용하였다. 이동상의 용매 조성은 A용액(ac-

etonitrile 80 : water 5 : isopropyl alcohol 15)과 B용액

(acetonitrile 60 : water 25 : isopropyl alcohol 15)을 초

기에는 B 25%, 28분에 B 85.0%, 35분에 B 100%, 50분에 

B 25%로 하였다. 유속은 0.8 mL/min, injection volume은 

10 μL로 하였다. 진세노사이드 표준물질은 Wako사(Osa-

ka, Japan)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정량은 표준 곡선을 작

성하여 실시하였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관능특성 및 소비자 기호도 분석 

홍삼에서 분획된 지용성 추출물이 코팅된 발효홍삼 농축

액 알갱이의 관능특성 평가는 묘사분석(15)을 이용하였다. 

묘사분석에 참여한 관능요원은 경험이 있는 패널 요원 8명

(남자 3, 여자 5)을 선발하여 용어 도출 및 용어의 정의, 표준

시료의 결정, 표준시료를 이용한 훈련 과정의 세 가지 ses-

sion을 실시하였으며 각 session에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다. 관능특성 평가를 위해 도출된 용어 및 용어

의 정의는 Table 2에 표시하였다. 훈련 후 묘사분석 본 실험

은 15점 척도법을 이용하였으며 평가 시 점수가 높을수록 

강도는 높은 것으로 하였다. 외관평가를 위한 시료 제시는 

각 1 g의 시료를 백색종이(10 cm×10 cm) 위에 올려놓았으

며, 맛과 조직감을 위한 시료 제시는 0.25 g을 입안에 한꺼

번에 넣고 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소비자 조사는 무경험 패널 61명을 대상으로 시료제시 

조건은 묘사분석의 본 실험 방법과 같이하여 외관, 냄새, 맛, 

조직감 및 전반적인 기호도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통계분석은 SPSS(Version 23,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

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과 다중범위검

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하여 분석하였다(P< 

0.05). RSM 분석 최적화 조건은 Minitab 프로그램(Minitab 

ver 14, Minitab Inc., State College, PA, USA)의 중심합

성법을 이용하였고, 조건에 따른 실험 결과로 반응표면분석

을 시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율을 중심으로 한 흡습성이 방지된 발효홍삼 농축액 알

갱이 제조 최적조건

흡습이 방지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를 제조하기 위해 

시료 PSE를 70% 주정에 고형분 함량이 10%가 되도록 한 

후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를 유동하면서 PSE를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의 5%가 되도록 코팅하기 위한 조건에 관한 

결과는 Table 3에 표시하였다. PSE로 발효홍삼 농축액 알

갱이의 흡습을 방지하려는 방법으로 반응표면분석을 이용

해 원하는 크기의 코팅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 최대 수율

을 얻기 위한 상관관계식(regression equation)은 다음과 

같다. 

Y=44.557+19.097×FR+7.482×AP+1.637×PT－

56.111×FR×FR－2.500×AP×FR－1.511×AP×AP+ 

0.850×PT×FR+0.005×PT×AP－0.021×PT×PT 

상관식에서 각각의 변인 앞에 있는 상수는 변인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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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ors, definitions of descriptors, and standard reference for sensory descriptive analysis of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ule coated with various by-products of hydrophobic red ginseng extract

Sensory 
attributes Descriptors Definition Standard reference Std. score

Appearance

Color
Uniformness
Glossiness

Sticky finger

Melting rate in 
water

Color related brown 
Uniformness of spherical granule
Surface glossiness of spherical granule

Degree of stickiness when spherical 
granule drop on finger

Melting degree when spherical granule 
melted in 10 mL cup water

Munsell color 5Y5/6
Glass bead
Glossiness when 0.1 mL starch syrup 

dropped on aluminum foil surface
Sugar granule

Melting degree when 2 g sugar granule 
melted in 10 mL cup water

8
15
10

5

3

Odor

Red ginseng 

Caramel

Coffee

Degree of red ginseng odor

Degree of sweet odor

Degree of coffee odor

The red ginseng odor from 1% red ginseng 
extracts

The odor from melted caramel between 
finger

The odor from grinded coffee 

9

10

15

Taste

Red ginseng

Bitterness
Sweetness
Astringency

Degree of red ginseng taste

Degree of bitter taste
Degree of sweet taste
Degree of astringency

The ginseng taste from 1% red ginseng 
extracts 

Bitterness from 0.0016 M caffeine solution
Sweetness from 0.025 M sucrose solution
Astringency from 0.5% alum solution

5

3
4
7

Flavor Red ginseng Red ginseng flavor in mouth Red ginseng flavor from 1% red ginseng 
extracts

10

Texture

Crunchiness

Mouth melting

Crunchiness of spherical granule in 
mouth

Melting properties of spherical granule 
in mouth

Crunchiness from ACE cracker (Lotte)

Melting properties of 2 g sugar in mouth

7

8

Aftertaste

Bitterness

Unpleasant

Red ginseng

Bitter after taste

Not fresh after taste 

Red ginseng after taste 

Bitter after taste from 0.0016 M caffeine 
solution

Unpleasant after taste from 0.5% prima 
solution

Aftertaste from 1% red ginseng solution

3

7

15

Table 3. Size distributions and yields of each particle size of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ule coated with 
red ginseng hydrophobic extract PSE in RSM experimental design 

Run
number

Process variable Size distribution (%) Yields of granules 
(%) FR1) AP2) PT3) Below 0.8 mm 0.8∼2.6 mm Over 2.6 m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0.50
0.50
0.50
0.50
0.60
0.60
0.60
0.60
0.55
0.45
0.65
0.55
0.55
0.55
0.55

1.5
1.5
2.5
2.5
1.5
1.5
2.5
2.5
2.0
2.0
2.0
1.0
3.0
2.0
2.0

45
55
45
55
45
55
45
55
50
50
50
50
50
40
60

0.01
0.02
0.01
0.02
0.03
0.03
0.03
0.04
0.02
0.02
0.01
0.03
0.03
0.01
0.03

95.90
95.40
95.80
95.40
94.50
94.90
94.20
94.60
96.40
95.70
95.80
94.00
95.60
94.10
94.30

0.17
0.19
0.18
0.21
0.21
0.23
0.20
0.23
0.17
0.15
0.23
0.15
0.16
0.17
0.07

96.08
95.61
95.99
95.63
94.74
95.16
94.43
94.87
96.59
95.87
96.04
94.18
95.79
94.28
94.40

1)FR means feeding rate (mL/min). 2)AP means atomization air pressure (bar). 3)PT means product temperature (°C). 

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수의 숫자가 높을수록 최적화에 우세

한 영향을 미친다(16). PSE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를 

코팅할 때 가장 중요한 인자는 상숫값 19.097을 갖는 feed-

ing rate(FR)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숫값이 큰 7.482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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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ize distributions and yields of each particle size of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ule coated red ginseng 
hydrophobic extract NSHW in RSM experimental design 

Run
number

Process variable Size distribution (%) Yields of granules 
(%)FR1) AP2) PT3) Below 0.8 mm 0.8∼2.6 mm Over 2.6 m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0.50
0.50
0.50
0.50
0.60
0.60
0.60
0.60
0.55
0.50
0.65
0.55
0.55
0.55
0.55

2.0
2.0
3.0
3.0
2.0
2.0
3.0
3.0
2.5
2.5
2.5
1.5
3.5
2.5
2.5

40
50
40
50
40
50
40
50
45
45
45
45
45
35
55

0.01
0.02
0.01
0.02
0.03
0.03
0.03
0.03
0.02
0.02
0.01
0.03
0.03
0.01
0.03

95.50
95.00
95.40
95.00
94.10
94.50
93.80
94.60
96.00
95.30
95.40
93.60
95.60
92.60
92.60

0.15
0.17
0.16
0.19
0.19
0.21
0.18
0.21
0.15
0.13
0.21
0.13
0.14
0.15
0.05

95.66
95.19
95.57
95.21
94.32
94.74
94.01
94.84
96.17
95.45
95.62
93.76
95.77
92.76
92.68

1)FR means feeding rate (mL/min). 2)AP means atomization air pressure (bar). 3)PT means product temperature (°C). 

Table 5. Predicted levels of optimum preparation conditions for 
the maximized yields of the spherical granule coated with red 
ginseng hydrophobic extract PSE by the ridge analysis and su-
perimposing of their response surfaces 

Preparation conditions
Levels for the maximum 

response surfaces
PSE NSHW

Feeding rate (FR, mL/min)
Atomization air pressure (AP, bar)
Product temperature (PT, °C)
R2

Morphology
Predicted value (%)

0.49
2.14
48.96
71.75

Maximum
96.39

0.61
2.75

46.30
86.97

Saddle point
95.36

갖는 atomizer pressure(AP)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흡습이 방지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를 제조하기 위해 

시료 NSHW를 70% 주정에 고형분 함량이 10%가 되도록 

한 후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를 유동하면서 PSE를 발효홍

삼 농축액 알갱이의 5%가 되도록 코팅하기 위한 조건에 관

한 결과는 Table 4에 표시하였다. NSHW로 발효홍삼 농축

액 알갱이의 흡습을 방지하려는 방법으로 반응표면분석을 

이용해 원하는 크기의 코팅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 최대 

수율을 얻기 위한 상관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Y=77.274－108.181×FR+4.078×AP+1.967×PT+ 

49.818×FR×FR－0.500×AP×FR－0.893×AP× 

AP+1.050×PT×FR+0.025×PT×AP－0.029×PT×PT 

상관식에서 상수의 숫자가 높을수록 최적화에 우세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16), NSHW로 발효홍삼 농

축액 알갱이를 코팅할 때 가장 중요한 인자는 상숫값 49.818

을 갖는 feeding rate(FR)×atomizer pressure(AP)로 두 

요인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 흡습방지를 위해 PSE와 NSHW

로 코팅하였을 때 상관관계식 분석 결과에서 발효홍삼 농축

액 알갱이 흡습방지를 위해 PSE로 코팅할 때는 FR을 고려

하는 것이 중요하고, NSHW로 코팅할 때는 FR과 AP를 같이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발효홍삼 농축액에 코팅할 때 RSM 방식에 의해 최적화된 

조건은 Table 5에 표시하였다. PSE의 RSM 최적화 조건은 

feeding rate(FR) 0.49 mL/min, atomization air pres-

sure(AP) 2.14 bar, product temperature(PT) 48.96oC에

서 수율을 96.39%로 예측할 수 있다. NSHW의 RSM 최적화 

조건은 FR 0.61 mL/min, AP 2.75 bar, PT 46.30oC에서 

수율을 95.36%로 예측할 수 있다. 결과에서 PSE를 발효홍

삼 농축액에 코팅할 때는 NSHW를 코팅할 때보다 FR과 AP

는 낮은 조건에서, PT는 높은 조건에서 실시하는 것이 유리

함을 알 수 있었다. 

흡습을 방지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를 제조하기 위해 

PSE와 NSHW를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를 유동하면서 발

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의 5%가 되도록 코팅하였을 때 백색

의 가루가 알갱이를 코팅한 것처럼 보였다(Fig. 1). 

용해성 및 흐름성 측정 결과

지용성 성분을 이용하여 흡습을 방지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의 용해성 분석 결과(Table 6)에서 NSHW를 이용하

여 코팅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가 가장 용해성이 떨어짐

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PSE로 코팅한 발효홍삼 농축

액 알갱이가 용해성이 낮음을 알 수 있었으나 코팅하지 않은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와 PSE로 코팅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 사이의 용해성은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지용성 특성이 강할수록 코팅이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의 용해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158 신  명  곤

                           FGWOC                      FGWCPSE                    FGWCNSHW

Fig. 1. Pictures of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ule without coating and coated with PSE and NSHW. FGWOC: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ule without coating. FGWCPSE: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ule 
coated with PSE. FGWCNSHW: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ule coated with NSHW.

Table 6. Physical properties of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ule without coating and coated with PSE and NSHW
 FGWOC1) FGWCPSE2) FGWCNSHW3)

Soluble time (s)
Fluiability (°arctan)

158.00±5.29b

  4.60±0.70a
169.33±7.23b

  4.68±1.14a
176.33±1.15a

  4.43±1.26a

1)FGWOC: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ule without coating.
2)FGWCPSE: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ule coated with PSE.
3)FGWCNSHW: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ule coated with NSHW.
4)Mean±standard deviation (n=3).
5)Means with the same letter within sam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지용성 성분을 이용하여 흡습을 방지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의 흐름성(편리성)을 분석하기 위해 입사각 분석 결

과(Table 6) 지용성 성분을 이용하여 흡습을 방지한 발효홍

삼 농축액 알갱이의 입사각은 모든 처리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입사각의 크기가 작을수록 

흐름성이 좋아 편리성이 증가한다는 이론에 비추어 볼 때

(13) 지용성 성분 코팅이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의 흐름성

(편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흡습성 평가

흡습성이 방지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의 흡습성 평가 

결과는 Table 7에 표시하였다. PSE와 NSHW로 코팅한 발

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와 코팅하지 않은 발효홍삼 농축액 알

갱이는 1시간 이후부터 적은 양의 흡습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4시간이 지난 후에 PSE로 코팅한 시료는 코팅

하지 않은 시료와 흡습성이 통계적으로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NSHW로 코팅한 시료는 통계적으로 유의차를 나

타내며 흡습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Joshi와 Peter-

eit(17)는 흡습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초기 흡습을 방지하는 

것이 방법의 하나라고 보고하였고, Bley 등(18)은 hydro-

phobic 물질을 drug에 코팅하였을 때 우수한 흡습방지 효과

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의 보고는 홍삼의 지

용성 추출물이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의 표면을 코팅하면

서 흡습을 방지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홍삼의 지용성 성분을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

이에 코팅하였을 때 흡습성이 방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PSE보다 NSHW가 흡습방지에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7. Moisture adsorption rate of fermented red ginseng con-
centrate spherical granule without coating and coated with PSE 
and NSHW                                   (unit: %)

Storage 
time (h) FGWOC1) FGWCPSE2) FGWCNSHW3)

1
2
3
4
5
6
7
8

24
48

 0.50±0.05iA4)5)

 1.37±0.03hA

 2.22±0.01gA

 2.82±0.06gA

 3.54±0.09fA

 4.27±0.11eA

 5.00±0.12dA

 5.71±0.14cA

12.28±0.36bA

13.72±0.08aA

 0.41±0.03iB

 1.09±0.04hB

 1.81±0.12gB

 2.33±0.14fB

 2.86±0.23eB

 3.25±0.57eB

 4.05±0.32dB

 4.64±0.36cB

12.12±0.20bA

13.89±0.24aA

 0.48±0.05jAB

 1.12±0.06iB

 1.77±0.06hB

 2.24±0.12gB

 2.74±0.14fB

 3.27±0.19eB

 3.83±0.23dB

 4.37±0.27cB

10.75±0.07bB

12.83±0.15aB

1)FGWOC: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ule 
without coating.

2)FGWCPSE: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
ule coated with PSE.

3)FGWCNSHW: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ule coated with NSHW.

4)Mean±standard deviation (n=3).
5)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a-j) and 

row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진세노사이드 함량

지용성 성분을 이용하여 흡습을 방지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의 진세노사이드 분석 결과는 Table 8에 표시하였다. 

세 처리구 간 총진세노사이드 함량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지만 진세노사이드 종류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im(19)은 원료 인삼 중 사포닌을 80% 

에탄올로 추출한 후 이를 용매의 극성을 달리하여 재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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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Ginsenoside analysis results of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ule without coating and coated with 
PSE and NSHW                          (mg/g granule)

Type of 
ginsenosides FGWOC1) FGWCPSE2) FGWCNSHW3)

Rh2
Rh1
Rg2
Rg3
Rg1
Rf
Re
Rd
Rc

Rb2
Rb1

   <0.05
   <0.05
 0.58±0.26a4)5)

 2.90±0.34a

 1.16±1.05a

 6.25±0.00a

 3.36±0.18a

 3.96±0.16a

 1.25±0.00b

 1.00±0.01ab

 4.73±0.03b

not detected
 0.24±0.00
 0.66±0.04a

 3.06±0.16a

 0.28±0.01a

 4.88±0.37ab

 3.45±0.27a

 3.22±0.33b

 1.52±0.12b

 0.93±0.04b

 5.32±0.22b

 0.39±0.00
 0.41±0.27
 1.16±0.67a

 3.78±0.92a

 0.61±0.20a

 4.39±0.84b

 3.82±0.08a

 3.61±0.11ab

 2.03±0.01a

 1.29±0.16a

 6.22±0.33a

Total 25.18±1.65a 23.41±0.34a 27.49±3.32a

1)FGWOC: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ule 
without coating.

2)FGWCPSE: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
ule coated with PSE.

3)FGWCNSHW: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ule coated with NSHW.

4)Mean±standard deviation (n=3).
5)Means with the same letter within same row are not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9. Sensory descriptive analysis results of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ule without coating and coated 
with PSE and NSHW

Sensory attributes Descriptors FGWOC1) FGWCPSE2) FGWCNSHW3)

Appearance

Color
Uniformness
Glossiness
Sticky finger
Melting rate in water

10.00±2.27a4)5)

 8.63±2.13a

 8.75±1.04a

 7.38±1.93a

 5.88±1.76a

7.25±1.16b

8.63±3.02a

3.63±1.06b

3.75±1.77b

3.63±1.62b

 7.50±1.51b

10.00±3.12a

 4.63±0.92b

 4.63±1.93b

 4.88±2.16ab

Odor
Red ginseng 
Caramel
Coffee

 8.50±2.78a

 4.13±2.64a

 5.50±3.59a

4.75±3.20b

1.75±1.98a

2.50±1.93a

 4.88±2.59b

 2.25±2.12ab

 3.75±2.12ab

Taste

Red ginseng
Bitterness
Sweetness
Astringency

 8.63±2.83a

 7.63±2.00a

 2.88±1.73a

 2.63±1.06a

7.00±3.38a

9.00±3.46a

2.50±1.77a

3.00±1.07a

 6.38±2.83a

 7.50±3.38a

 2.38±2.39a

 2.75±1.28a

Flavor Red ginseng  8.88±2.59a 6.25±2.25b  6.13±1.25b

Texture Crunchiness
Mouth melting

 4.75±1.75a

 5.00±1.20a
4.38±2.13a

3.25±1.91b
 3.88±3.18a

 4.25±1.19ab

Aftertaste
Bitterness
Unpleasant
Red ginseng

 6.88±1.81ab

 4.63±3.66a

 8.38±2.88a

8.50±1.70a

4.25±3.49a

9.00±2.14a

 8.00±1.55ab

 4.00±3.70a

 9.13±2.03a

1)FGWOC: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ule without coating.
2)FGWCPSE: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ule coated with PSE.
3)FGWCNSHW: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ule coated with NSHW.
4)Means with the same letter within sam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5)Mean±standard deviation (n=8).

였을 때 부탄올 층에서는 주로 진세노사이드 Rb1이 많이 

용출되었고 에틸아세테이트 층에서는 Rg1 함량이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어, 진세노사이드 Rb1은 지용성의 성질이 높고 

진세노사이드 Rg1은 수용성의 성질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이들의 결과는 지용성 성분을 코팅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

이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코팅하지 않은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의 진세노사이드 함량보다 진세노사이드 Rb1 함량이 

약간 높고 진세노사이드 Rg1의 함량이 약간 낮은 것과 비교

하여 흡습방지를 위하여 홍삼의 지용성 성분을 코팅한 발효

홍삼 농축액 알갱이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에 영향을 준 것임

을 알 수 있었다. 

관능특성 및 소비자 기호도 분석

홍삼에서 분획된 지용성 추출물이 코팅된 발효홍삼 농축

액 알갱이의 관능특성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9에 표시하였

다. 외관특성에서 홍삼에서 분획된 지용성 추출물이 코팅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의 uniformness(알갱이의 균일성)

는 세 처리구에서 모두 차이가 없었으나, color(갈색 정도), 

glossiness(알갱이 표면의 반짝이는 정도), sticky finger

(알갱이가 손에 붙는 정도), melting rate in water(물에 녹

는 속도)의 용어에서 코팅되지 않은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

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삼에서 분획된 지용성 

추출물이 코팅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들 사이에는 통계

적 유의차가 없었다. 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홍삼에서 분획된 

지용성 추출물이 코팅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가 윤기 있

는 외관을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 잘 묻지 않고 물에 덜 녹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흡습이 방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냄새 특성에서는 코팅되지 않은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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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nsumer attribute analysis results of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ule without coating and coat-
ed with PSE and NSHW

FGWOC1) FGWCPSE2) FGWCNSHW3)

Overall 
  acceptance
Appearance
Flavor
Texture

6.25±1.49a4)5)

7.00±1.51a

6.25±1.28a

6.38±1.19a

3.75±1.39b

4.00±1.07b

4.88±0.83b

5.38±0.74ab

4.13±1.64b

4.63±0.74b

5.13±1.25ab

5.13±1.13b

1)FGWOC: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ule
without coating.

2)FGWCPSE: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
ule coated with PSE.

3)FGWCNSHW: fermented red ginseng concentrate spherical 
granule coated with NSHW.

4)Means with the same letter within same row are not signifi-
cantly different (P<0.05).

5)Mean±standard deviation (n=61).

서 red ginseng, caramel, coffee 세 용어 모두에서 냄새가 

강하다고 평가되었다. 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홍삼에서 분획

된 지용성 추출물의 코팅이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의 냄새 

성분이 휘발되는 것을 방지함을 알 수 있었다. 맛 특성은 

세 처리구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차를 느끼지 못했으므로 홍

삼에서 분획된 지용성 추출물 코팅이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

이의 맛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향미 특성에

서 red ginseng flavor는 홍삼에서 분획된 지용성 추출물 

코팅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에서 낮게 평가되어 냄새 특

성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직감 특성에서 crun-

chiness(알갱이의 아삭거리는 정도)는 세 처리구에서 모두 

같았으나, mouth melting(입안에서 녹는 정도)은 코팅되지 

않은 시료가 가장 잘 녹았고 홍삼에서 분획된 지용성 추출물

로 코팅한 시료가 통계적으로 유의차를 나타내며 잘 안 녹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이유는 홍삼에서 분획된 지용성 추출

물로 코팅한 알갱이의 표면이 지용성이므로 물에 잘 안 녹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홍삼에서 분획된 

지용성 추출물 코팅이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의 흡습을 줄

여 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후미 특성에서 

unpleasant, red ginseng 용어에서는 세 처리구 간 차이가 

없었으나, bitterness는 홍삼에서 분획된 지용성 추출물로 

코팅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가 더 강하다고 평가되었다. 

홍삼에서 분획된 지용성 추출물로 코팅한 발효홍삼 농축

액 알갱이의 기호도 평가 결과는 Table 10에 표시하였다. 

홍삼에서 분획된 지용성 추출물로 코팅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는 appearance(외관), flavor(향미), texture(조직

감) 및 overall acceptance(전반적인 기호도)에서 소비자들

이 통계적으로 유의차를 나타내며 선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홍삼에서 분획된 지용성 추출물로 코팅한 발

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의 관능특성 분석 결과, 홍삼에서 분획

된 지용성 추출물의 코팅은 손에 잘 묻지 않고 입안에서 잘 

안 녹으며, 쓴맛이 오래가는 특징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홍삼에서 분획된 지용성 추출물로 코팅한 발효홍삼 농축

액 알갱이는 흡습을 방지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쓴맛이 

오래 남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요   약

흡습이 방지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를 제조하기 위해 홍

삼의 지용성 추출액인 PSE(perfect soluble part in 70% 

ethanol)와 NSHW(not soluble part in hot water)를 70% 

주정에 고형분 함량이 10%가 되도록 한 후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를 유동하면서 이들을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의 5%

가 되도록 코팅하였다. PSE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를 

코팅할 때 가장 중요한 인자는 feeding rate(FR)였고, 

NSHW는 FR×atomization air pressure(AP)임을 알 수 있

었다. PSE와 NSHW를 이용하여 코팅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 제조 방법의 최적화 조건은 각각 FR 0.49 mL/min, 

AP 2.14 bar, product temperature(PT) 48.96oC에서 수

율이 96.39%, FR 0.61 mL/min, AP 2.75 bar, PT 46.30oC

에서 수율이 95.36%였다.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의 용해

성은 NSHW와 PSE로 코팅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가 코

팅하지 않은 것보다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홍삼의 지용성 

성분의 코팅이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의 흐름성(편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흡습성은 방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PSE보다 NSHW가 더 흡습방지에 효율적이었

다. 총진세노사이드 함량은 홍삼의 지용성 성분으로 코팅하

였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지만, 지

용성 성분을 코팅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의 진세노사이

드 함량이 코팅하지 않은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보다 진세

노사이드 Rb1 함량은 높고 진세노사이드 Rg1의 함량은 낮

은 값을 나타내었다. 관능특성 분석 결과 홍삼에서 분획된 

지용성 추출물의 코팅은 손에 잘 묻지 않고 입안에서 잘 안 

녹으며, 쓴맛이 오래가는 특징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호도 평가 결과 홍삼에서 분획된 지용성 추출물로 코팅한 

발효홍삼 농축액 알갱이를 선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홍삼의 지용성 성분을 분획하여 제조한 PSE와 NSHW로 발

효홍삼 농축액 알갱이를 코팅하였을 때 소비자들의 선호도

는 낮았지만 흡습방지 효과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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