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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덕 사포닌인 lancemasides의 최적 추출 방법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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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lect the optimal extraction method of codonopsis lanceolata saponin. To
investigate the lancemasides content depending on each extraction method, various extractions were performed: reflux
(methanol and butanol), hot water, as well as ultrasonic bath (40 kHz; continuous irradiation/interval irradiation) and
ultrasonicator (20 kHz) extractions. From the result, the overall lancemasides content were the highest in ultrasonic bath
(MeOH; continuous irradiation) extraction, followed by ultrasonic bath (water; continuous irradiation)>ultrasonic bath
(MeOH; interval irradiation)>ultrasonicator (MeOH)>hot water>MeOH reflux>BuOH reflux extractions in that order.
Sample drying method prior to ultrasonic bath extraction was more effective shade drying than freeze drying. Effective
duration and temperature of extraction was 2 hr at 64oC. And ingredient change diverted from aster saponin Hb to
lancemasides was identified by extraction condition such as extraction time an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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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더덕(Codonopsis lanceolata Trautv.)은 다년생 초본의 덩굴성 식

물로 초롱꽃과에 속한다. 더덕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 지역에

서 재배가 가능하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지에 분

포되어 있다.

더덕은 전통적으로 진해, 거담, 두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고(Kim과 Chung, 1975), 최근에는 현대인들의 주요 관심

인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페놀과 같이 노화를 예방하는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Chae와 Jung, 2013; Jin과 Wang, 2013;

Kim 등, 2004). 더덕의 사포닌 성분 중 lancemaside A는 비만예

방(Choi 등, 2013; Han 등, 1998), 대장염 완화(Joh 등, 2010;

Kim 등, 2014b), 기억력 및 불면증 개선(Jung 등, 2012), 항 염증

(Joh와 Kim, 2010)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소

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더덕의 재배면적

은 2010년 1,647 ha에서 2017년 2,610 ha로 증가하였고, 생산량

도 2010년 7,859 톤에서 2017년 8,167 톤으로 증가하여 특용작물

중 인삼과 오미자 다음으로 국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MAFRA,

2018).

더덕은 단백질, 당질, 섬유질, 비타민, 칼슘 등 일반 식물들이

가지는 성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약리작용의 성분

으로 알려진 사포닌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더덕의 사포닌

은 triterpenoid saponin으로 lancemasides, codonolasides, eclal-

basaponin, echinocystic acid 등 20여종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으나(He 등, 2015), lancemaside A, lancemaside B, lance-

maside C, lancemaside E, lancemaside G, foetidissimoside A,

aster sapopnin Hb 등이 더덕의 주요한 사포닌인이며, 이 중 lance-

maside A가 더덕 뿌리에서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주 사포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Ichikawa 등, 2009).

더덕 사포닌(lancemasides)의 추출은 건조, 추출, 농축, 분획, 동

결건조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 얻어지는데 건조, 추출, 분획 과

정에 있어서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건조는 열풍 건조나

음건을 주로하고, 추출은 메탄올를 용매로 한 환류 추출(Kim 등,

2008), 진탕 추출(Han 등, 1998), 초음파 추출(Choi 등, 2006;

Kim 등, 2014a), 초고압 추출(Park 등, 2010), 열수 추출(Lee,

2002; Park 등, 2009; Wang 등, 2011) 등 다양한 추출 방법이 이

용되고 있다. 추출 시 용매는 유기 용매인 메탄올, 부탄올, 에탄

올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Ichikawa 등(2009)이 메탄올의 농도에

따른 추출 수율을 실험 한 결과 70%로 추출 했을 때 가장 많은

사포닌을 얻었으며, Kim 등(2008)이 추출 용매에 따른 실험을 실

시한 결과 에탄올, 메탄올에서 많은 사포닌을 추출했다고 보고되

고 있으나 경제적 효율 등을 고려하면 메탄올이 적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추출 후 분획을 실시할 때 분획 층은 주로

비극성-극성 물질들이 추출되도록 용매를 사용하고 있다. 주로

methanol, hexane, chloroform, ethyl ether, ethyl acetate, but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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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층 등으로 계통 분획하여 각 분획층 별 추출물을 실험 목적

에 맞게 다양한 실험에 이용하고 있다. 사포닌 추출을 위해서는

분획 층 중 methanol 층(Ichikawa 등, 2009), butanol 층(Joh 등,

2010) 또는 water 층(Choi 등, 2013)을 이용하거나 분획없이 초음

파 추출(Kim 등, 2014a)을 하는 등 더덕의 사포닌 추출은 각 연

구자마다 사용되는 추출 방법이나 추출 조건이 다양하여 더덕의

사포닌 함량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더덕의 사포닌 추출에 이용되어 왔던 추출

방법들을 상호 비교하여 더덕의 주요 사포닌인 lancemasides의 최

적 추출 방법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및 전처리

거창에서 수확한 2년생 더덕 10 kg을 수세하고 음건한 후 분

쇄하여 40 mesh 채로 거른 후 처리당 더덕 분말 10 g을 1반복으

로 3반복하여 각 용매를 분말의 10배가 되도록 하여 추출하였다.

추출 방법

환류 추출 및 분획(reflux and fraction extraction): 70% 메탄올

로 2시간 환류 추출하여 여과 후 감압농축(R-520, Ilshin, Daejeon,

Korea)하고 여기에 60 mL의 증류수를 가하여 회수한 후 물 층과

동량의 hexane, ethyl acetate, butanol, water 층 순으로 분획하였

다(Shibata 등, 1966). 분획한 각 층을 감압농축하여 초저온 냉동

고(deep-freezer)에 보관 후 동결건조기(FD8508, Ilshin Biobase,

Dongducheon, Korea)로 48시간 동결건조하였다. 건조 시료는

HPLC grade water로 시료 무게의 100배 희석하여 LC-MS/MS 분

석에 이용하였다.

열수 추출(hot-water extraction)의 경우 수포화 부탄올(BuOH;

water saturated butanol)과 70% 메탄올로 1시간 2회 환류 추출하

여 여과 후 감압농축하고 동결건조 후 분석에 이용하였다.

열수 추출(hot-water extraction): 증류수로 1시간 1회 끓는 물에

추출하여 여과 후 감압농축하고 동결건조 후 분석에 이용하였다.

초음파 추출(ultrasonicator, ultrasonic bath); Ultrasonicator 추출

은 70% 메탄올로 2시간 1회, 음파 진동수는 pulse on 4초, pulse

off 10초(04/10)로 하여 초음파 추출기(VCX130(20 kHz, 130 W),

Sonic & Material Inc., Newtown, CT, USA)로 추출한 후 여과,

감압농축하고 동결건조 후 분석에 이용하였다. 초음파 추출기의

추출 시간 및 음파 진동에 따른 사포닌 추출 함량을 구명하기 위

해 추출 시간은 1, 2시간으로 설정하였고 음파 진동은 pulse on

2초, pulse off 10초(02/10), pulse on 6초, pulse off 10초(06/10),

pulse on 10초, pulse off 10초(10/10)로 설정하여 추출을 실시하

였다. Ultrasonic bath 추출은 70% 메탄올과 물(증류수)로 2시간

1회 54oC에서 초음파 세척기(JAC-3010 (40 kHz, 200 W), Kodo,

Hwaseong, Korea)를 이용하여 초음파 조사를 달리하여 추출 하

였다. 추출은 interval irradiation (on 0.5초/off 0.5초)와 continuous

irradiation로 나누어 추출하였고, 여과 후 감압농축하고 동결건조

후 분석 시료로 이용하였다.

초음파(ultrasonic bath)의 최적 추출 방법 구명을 위해 시료를

건조하는 방법에 따라 더덕을 세절하고 동결건조와 음건(상온에

서 건조)하여 선발된 초음파 추출 방법에 준하여 추출을 실시하

였다. 최적 추출 시간 및 온도 구명을 위해 1-4시간 동안 한 시

간 간격으로 추출 시간 실험을 실시하였고, 추출 온도는 34, 44,

54, 64, 70oC에서 추출을 실시하였다.

LC-MS/MS 분석

LC-MS/MS (Qtrap, AB Sciex Co., Framingham, MA, USA)분

석은 Ichikawa 등(2009)의 방법과 Kim 등(2014a)의 방법을 참조

하여 분석하였다. Column은 YMC-Pack Pro C18 RS Column

(150×2.0 mm×I.D., 5 µm, YMC Korea Co., Ltd., Seongnam,

Korea)을 사용하였고 column의 온도는 40oC로 설정하였다. 이동

상은 0.1% formic acid in water:acetonitrile (70:30, v/v; Daejung

Chemicals and Metals Co., Ltd., Siheung, Korea)를 이용하였고,

유속은 0.2 mL/min, injection volume 20µL씩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Mass spectrometer은 negative ion mode selected ion monitor-

ing (SIM) 하에서 작동하였다. Electrospray ionization (ESI)는 4.5

kV spray voltage로 수행하였다. Capillary voltage는 −40 V, tube

lens offset은 130 V로 각각 고정하여 수행하였다. Capillary tem-

perature은 400oC로 고정하였다. Sheath gas와 auxiliary gas로 사용

된 nitrogen는 각각 35, 5 arbitrary units로 유지하였다. Lancema-

side A는 m/z 1,189, lancemaside B는 m/z 1,351, lancemaside G

는 m/z 1,205, aster saponin Hb는 m/z 925로 분석하였다. 내부

표준 물질로는 ginsenoside Rg1 (Ambo Institute, Daejeon, Korea)

을 이용하여최종 농도를 0.01, 0.1, 1, 10 ppm농도로 희석하여 정

량 분석에 이용하였다.

통계분석

본 연구의 실험 데이터는 처리당 3반복으로 측정하였고, 수집

된 데이터는 SPSS (SPSS version 21,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

을 실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을 통해 5%

수준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추출 방법에 따른 lancemasides 함량

현재까지 더덕 사포닌인 lancemasides 추출하기 위해 메탄올을

이용한 환류 추출 추출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Choi 등,

2006; Kim 등, 2014b; Park 등, 2010), 더덕의 주요 사포닌인

lancemasides의 최적 추출 방법 구명을 위해 기존에 가장 많이 이

용되어진 환류 추출 후 분획 층에 따른 lancemasides 함량을 분

석한 결과 water 층에 가장 많이 존재하였고 그 다음이 butanol

층이었고, hexane과 ethyl acetate 층은 lancemasides가 없거나 극

소량 존재하였다(Table 1). 이것은 hexane과 ethyl acetate가 water,

butanol에 비해 비극성 물질로 더덕 사포닌은 극성이 강해 water

층에서 lancemasides 함량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Choi 등, 2006).

Water 층의 lancemasides의 성분은 lancemaside A>lancemaside G

>lancemaside B>aster saponin 순이 였고, butanol 층도 lancema-

side A>aster saponin>lancemaside G>lancemaside B 순으로 많이

함유하고 있어 분획 층과 관계없이 lancemaside A의 함량이 가

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chicawa 등(2009)은 더덕 주

요 사포닌은 7종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7종 중 4종이

검출되었고 나머지는 검출되지 않거나 극 미량으로 존재하였는

데 이것은 더덕 시료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환류 추출 및 분획에 의한 lancemasides의 정제, 추출은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문제점이 있

다. 따라서 더덕의 사포닌인 lancemasides를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환류 추출(MeOH, BuOH), 열수 추출(hot water), 초음파 추

출(ultrasonicator (20 kHz), ultrasonic bath (40 kHz; contin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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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interval irradiation)) 등 추출 방법에 관한 실험을 수행

하였다. 그 결과 총 lancemasides 함량은 ultrasonic bath (MeOH;

continuous irradiation)>ultrasonic bath (water; continuous irradiation)

>ultrasonic bath (MeOH; interval irradiation)>ultrasonicator

(MeOH)>열수 추출>MeOH 환류 추출>BuOH 환류 추출 순으로

높았고, 메탄올 환류 추출과 부탄올 환류 추출은 다른 추출 방법

에 비해 그 함량이 매우 낮았다. 특히 MeOH 환류 추출은 환류

추출 후 분획 과정을 거친 것(Table 1)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lancemasides의 함량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따라서 ultrasonic bath (40 kHz)와 ultrasonicator (20 kHz)을 이용

한 초음파 추출이 열수 추출, 환류 추출(MeOH, BuOH)과 분획

추출보다 lancemasides 함량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

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였던 환류 추출 시 3회 추출이나 1회

추출은 예비 실험 결과 큰 차이가 없어 1회 환류 추출 후 water

층과 초음파 추출을 비교해 보았을 때 초음파 추출(ultrasoic bath)

에서 약 2.8배 가량 높게 추출되었다. 또한 추출 효율이 가장 높

은 초음파 추출(ultrasoic bath; continuous irradiation)시 용매로 물

(증류수)과 메탄올을 비교해 보았을 때 메탄올로 추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초음파 추출의 최적 추출 방법

Ultrasonicator (20 kHz)의 음파 진동 및 추출 시간에 다른

lancemasides 함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 ultrasonicator의 초음파의

진동인 pulse는 10초 간격으로 6초 조사(이하 06/10) 했을 때

lancemasides 함량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02/10, 10/10순으

로 높았다(Table 3). 추출 시간은 1시간이 2시간보다 lancemasides

함량이 높았다. 초음파 추출에서 ultrasonicator (20 kHz)의 추출 시

간과 음파 진동을 달리하여도 ultrasonic bath (40 kHz)보다 lance-

masides 추출 함량이 낮아 ultrasonic bath 추출이 보다 더 효율적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Table 3). Lee와 Um

(2008)에 따르면 초음파 주파수가 낮을수록 회절과 정재파가 강

하고 입자가속도가 작은 특징이 있어 천연물을 추출하는데 일반

적으로 20-90 kHz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Lee 등(2012)은 시료

조직에 따라 파장의 침투력이 추출 효과를 결정 짓는 중요한 변

수라고 하여 시료 조직에 따라 최적 주파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Wu 등(2001)은 인삼의 ginsenoside 추출 시 초음파

주파수는 ultrasonicator (20 kHz)와 ultrasonic bath (40 kHz) 중

ultrasonic bath에서 우수하였고 추출 시간은 1-2시간이 적절하다

고 하여 본 실험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초음파 주

Table 1. Lancemasides content in MeOH reflex extracts of Codonopsis lanceolata according to fraction layer

Fraction
extraction

Aster saponin Hb Lancemaside A Lancemaside B Lancemaside G Total

(mg/g)

Hexane n.d. n.d. n.d. n.d. 0.01c

Ethyl acetate n.d. n.d. n.d. n.d. n.d.

BuOH 0.54b 0.77b 0.09b 0.41a 1.81b

Water 0.04a 1.60a 0.20a 0.45a 2.30a

Each value is a mean (n=3).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

Table 2. Lancemasides content in Codonopsis lanceolata according to extraction method

Treatment
Aster saponin Hb Lancemaside A Lancemaside B Lancemaside G Total

(mg/g)

Reflex (MeOH) 0.10c 0.52d 0.05c 0.20c 0.87c

Reflex (BuOH) 0.01d 0.02e n.d. 0.01c 0.04c

Hot Water 0.31ab 2.83c 0.27b 0.78ab 4.18b

Ultrasonicator (MeOH) 0.27b 3.11bc 0.65a 0.26c 4.30b

Ultrasonic bath (MeOH) (Continuous irradiation) 0.10c 6.26a 0.46ab 0.99a 7.81a

Ultrasonic bath (MeOH) (Interval irradiation) 0.23b 4.32 b 0.36ab 0.91a 5.83ab

Ultrasonic bath (Water) (Continuous irradiation) 0.56a 4.76b 0.26b 0.47b 6.05ab

Each value is a mean (n=3).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

Table 3. Lancemasides content in ultrasonicator (20 kHz) extracts according to extraction times and pulse

Treatment
Aster saponin Hb Lancemaside A Lancemaside B Lancemaside G Total

(mg/g)

1 h

02/101) 0.27b 3.22 ab 0.26b 0.66b 4.40b

06/10 0.31a 3.49a 0.30a 0.73a 4.82a

10/10 0.22b 2.66cd 0.24bc 0.57bc 3.67cd

2 h

02/10 0.25b 3.06bc 0.26bc 0.63bc 4.20bc

06/10 0.20c 2.61de 0.23bc 0.55cd 3.60de

10/10 0.18c 2.37e 0.21c 0.51d 3.27e

1)02/10: pulse on 2 s., pulse off 10 s., 06/10: pulse on 6 s., pulse off 10 s., 10/10: pulse on 10 s., pulse off 10 s.
Each value is a mean (n=3).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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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와 사포닌 함량 추출 간에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Ultrasonic bath를 이용한 초음파 추출의 최적 추출 방법을 구

명하기 위해 추출 전 시료 건조 방법, 추출 온도, 추출 시간에

관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더덕의 건조 방법에 따른 lancemasides

함량은 모든 종류의 lancemasides 성분들이 동결건조를 시키는 것

보다 음건하였을 때 더 높았고 총 lancemasides 함량도 동결건조

보다 음건이 약 4.8배 높게 나타났다(Table 4). Lee 등(2014)은 도

라지의 건조 방법에 따른 사포닌 함량을 조사한 결과 도라지 사

포닌인 platycodin류는 열풍 건조가 동결건조보다 사포닌 함량이

더 높다고 하여 더덕, 도라지와 같은 초롱꽃과의 사포닌은 동결

건조보다 음건이나 열풍건조가 사포닌 추출에 더 적절한 방법이

라 사료된다.

Ultrasonic bath추출 시 추출 시간에 따른 lancemasides 함량을

분석한 결과 모든 lancemasides 성분들이 1, 2시간이 3, 4시간 보

다 더 높은 함량을 보였다. 1시간과 2시간의 lancemasides 함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시간이 다소 높은 경향이

었다(Fig. 1). Lee 등(2015)은 홍삼 추출 과정에 따라 고분자 진

세노사이드가 가수분해되어 저분자 진세노사이드가 형성된다고

하였고, Kim 등(1998)은 인삼 사포닌의 경우 추출 온도, 추출 시

간, 용매 효과 및 인삼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유기산류로 인해

사포닌 가수분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초

음파 추출 시간이 사포닌의 가수분해에 영향을 미쳐 다른 성분

으로 변화되거나 더덕에서 아직 밝혀내지 못한 희귀 사포닌으로

분해되어 그 함량이 감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추출 온도 실험은 추출 용매인 메탄올의 끓는점인 64oC를 기

준으로 하여 ±10oC 간격으로 34-70oC까지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aster saponin은 34, 44oC에서 가장 높았고 온도가 높아질수

록 함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Lancemaside A, G는 64oC까

지 온도가 높아질수록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70oC부

터 다시 낮아졌다(Fig. 2). Lancemaside B의 함량은 다른 lance-

maside에 비해 함량이 다소 적었으며 추출 온도 간에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 lancemaside함량은 처리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64oC에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

고 70oC에서는 모든 종류의 lancemasides 함량이 다른 온도에 비

해 낮아 더덕의 사포닌 추출에 적합하지 않은 온도라는 것을 확

인하였다(Fig. 2).

추출 조건에 따른 lancemasides의 성분 변화

홍삼의 경우 85oC에서 ginsenoside의 추출 시간이 길어짐에 따

라 Rd, Rf, Rg2, Rg3, Rh1 및 Rh2의 함량은 증가하고 Rb1,

Rb3, Re 및 Rg1 등은 오히려 크게 감소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온도 안전성이 낮은 Rb1, Rb3, Re 및 Rg1 등의 ginsenosides가

가수분해 되어 Rg3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Lee 등, 2008;

Lee 등, 2013). 홍삼과 마찬가지로 더덕의 lancemasides 함량을 분

석한 결과 aster saponin과 lancemaside A 사이에서 부의 상관관

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더덕의 사포닌 성분 중 열에 약한 aster

saponin이 분해되고 이것이 주로 lancemaside A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질량분석에서 aster saponin의 분자량 [M-H]−은

m/z 925인데 MS2에서 product ion은 647 (100%), MS3에서 629

(83%), 585 (97%), 571 (29%), 471 (100), MS4에서는 425 (25%),

409 (25%), 407 (100%)로 각각 분리된다(Fig. 3). 반면 lancema-

Table 4. Lancemasides content according to sample dry method before ultrasonic bath (40 kHz) extracts in Codonopsis lanceolata

Treatment
Aster saponin Hb Lancemaside A Lancemaside B Lancemaside G Total

(mg/g)

Freeze drying  0.02b 0.74b 0.09b 0.27b 1.12b

Shade drying 2.04a 2.36a 0.25a 0.62a 5.27a

Each value is a mean (n=3).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

Fig. 2. Comparison of lancemasides content in ultrasonic bath

(40 kHz) extracts according to extraction temperature. Aster;
aster saponin Hb, Lan A; lancemaside A, Lan G; lancemaside G, Lan
B; lancemaside B.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

Fig. 1. Comparison of lancemasides content in ultrasonic bath

(40 kHz) extracts according to extraction times. Aster saponin;
aster saponin Hb, Lan A; lancemaside A, Lan G; lancemaside G, Lan
B; lancemaside B.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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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A의 분자량 [M-H]−은 m/z 1,189이고 MS2에서, 647 (100%),

MS3에서 629 (89%), 571 (42%), 471 (100%), MS4에서는 425

(23%), 409 (29%), 407 (100%)로 각각 분리된다(Ichikawa 등,

2009). 여기서 MS2의 product ion m/z 647이 aster saponin과

lancemaside A에 공통적으로 생성되는데 이것은 prosapogenin이

되고, 이것이 aglycone형태로 분해되면 m/z 471이 되는데 이것은

echinocystic acid가 된다(Ushijima 등, 2008). 홍삼은 증삼과정에서

온도 증가에 따라 당잔기(glycosyl residue)가 제거 되고 선택적

수산기의 공격에 의해 새롭게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Nam 등,

2013). 따라서 더덕의 사포닌도 온도 증가에 따라 당잔기가 제거

된 aglycone형태로 되고 이것이 수산기의 공격적 결합에 의해 새

롭게 lanceamside A, B, G의 형태로 합성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홍삼의 경우 온도 증가에 따라 7종의 ginsenoside (Rg1, Re, Rb1,

Rc, Rb2, Rb3, Rd) 함량은 감소되고 prosapogenin 5종의 ginseno-

side (Rh1, Rg2, 20R-Rg2, Rg3, Rh2)은 증가되었다고 하나 총

ginsenoside 함량은 오히려 감소되었다(Wang 등, 2007)는 보고와

같이 더덕에서 aster saponin이 열에 의해 분해되어 다시 lancema-

side A, B, G등으로 합성되어진 것으로 보이며, 총 함량에 있어

서 64oC까지는 큰 변화가 없으나 70oC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Fig. 2).

따라서 더덕 사포닌의 최적 추출 방법은 ultrasonic bath (MeOH)

를 이용한 초음파 추출이었고, 추출 전 시료 건조 방법은 음건,

추출 시간은 2시간, 추출 온도는 64oC에서 추출 하는 것이 효과

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출 온도 및 시간에 따라 lanceamsides

내의 성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초

음파 추출은 기존에 주로 이용하던 환류 추출 및 분획을 실시했

을 때 보다 사포닌 함량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추출 시간, 추출

비용,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더덕 사포닌의 최적 추출 방법을 구명하기 위해 수

행되었다. 추출 방법에 따른 lancemasides 함량을 조사하기 위해

환류 추출(MeOH, BuOH), 열수 추출(Hot water), 초음파 추출

(ultrasonic bath (40 kHz; continuous irradiation, interval irradia-

tion), ultrasonicator (20 kHz))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lancema-

sides 함량은 ultrasonic bath (MeOH; continuous irradiation) 추출

에서 가장 높았고, ultrasonic bath (water; continuous irradiation)

추출>ultrasonic bath (MeOH; interval irradiation) 추출>ultrasonicator

추출>열수 추출>메탄올 환류 추출>부탄올 환류 추출 순으로 높

았다. 따라서 더덕 사포닌의 최적 추출 방법은 MeOH을 이용한

초음파(ultrasonic bath, 40 kHz) 추출이었고, 추출 전 시료 건조

방법은 동결건조보다 음건으로 건조하는 것이 lancemasides 추출

에 더 효과적이었다. 또한 초음파 추출 시 추출 시간은 2시간, 추

출 온도는 64oC에서 추출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초음파(ultrasonic bath)추출은 기존에 주로 이용하던 환류

추출 및 분획을 실시했을 때 보다 많은 양의 사포닌(lancemasides)

을 추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추출 시간과 온도와 같은 추출 조건

에 따라 aster saponin Hb가 lancemaside류로 성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추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aster saponin의

함량이 줄어들고, lancemaside A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추

출 온도가 사포닌 성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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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proposed fragmentation of aster saponin Hb (m/z 925) and lanceamside A (m/z 1,189) in the native ion

mode. The deprotonated molecules ([M-H]-) were observed as the base peak in the MS spectrum. Numbers mean molecular weight of [a or b-
molecular formula] in the native ion mode. a and b show unknown substances. The m/z 647 was produced in the MS2 spectrum of the m/z 925
and 1,189 [M-H]- ion. Six main product ions were observed at the m/z 629, 571, and 471 in the MS3 spectrum and the m/z 409, 407, and 425 in
the MS4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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