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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약용식물의 요성

 최근 건강과 련된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수요가 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

황과 더불어 이들의 소재를 천연 원료인 약용식물로부터 얻으려는 노력이 증가하

고 있다. WHO에 따르면 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약의 25%가 약용식물에서 기인

한 것들이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해서 약용식물에서 기인된 건강보

조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다. 약용식물들은 다양한 약리 성분들을 포함

하고 있는데 이들은 독립  는 복합 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서 건강의 향

상을 돕는다. 약은 특정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한 가지 약리 물질이 주로 작용하

지만 약용식물의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약리성분의 복합체가 동시에 작

용한다. 약용식물의 성분, 약리, 임상효능에 한 연구는 최근에 비약 인 성과를 

얻고 있는데, 항암작용, 항산화 작용, 동맥경화 방  치료, 자양강장, 장기능

개선, 식욕 진, 속 독 해독 작용 등의 생리활성이 다양한 약용식물들에서 

보고되고 있다. 한, 최근 약용식물에 있는 천연 성분들의 효능을 뒷받침하는 임

상시험 결과들이 지속 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이들 천연 성분들을 복합 으로 섭

취하는 것이 건강에 효과 이라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2. 약용식물 신가공 기술

 약용식물이 지니고 있는 생리활성 성분은 종류가 다양하고 함량이 높아 약물, 식

품 등의 신소재로서 효용가치가 높다. 약용식물의 소재화를 하여 건조, 분쇄, 열

수 추출, 화학  처리 등의 가공 방법들이 용되고 있다. 약용식물이 가진 생리

활성 성분들을 이용하기 한 표 인 가공 방법은 물, 주정 등을 이용한 추출이

다. 열수 추출, warm infusion, decoction, 고온고압 추출 등과 같은 추출 방법들

이 개발되어 재까지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약용식물로부터 생

리활성 성분을 추출해서 농축하고 이들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장 을 지니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추출 방법은 약용식물의 세포벽 조직을 일부 이완시킬 수 있으

나 단단한 결합구조를 효율 으로 괴시키기 어려워 생리활성 성분의 추출 수율

을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여 약용식물의 생리활

성성분을 쉽게 추출하고 추출 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공기술이 개발되고 있

다.  약용식물의 추출 수율을 증 시키기 해서 물리 , 화학 , 효소  방법 등

이 이용되고 있다. 화학 인 방법은 산이나 알칼리를 사용해서 약용식물의 세포벽

의 구조를 약화시킨 후 추출공정을 진행하여 추출 수율을 향상시킨다. 효소  방

법에는 cellulase, hemicellulase, pectinase 등의 효소를 사용하여 세포벽을 연화시

켜 추출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는 

물리  방법을 이용하여 약리물질의 추출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들인데, 분쇄, 고

온고압, 압출성형, 음 , 마이크로  처리 방법 등을 통해 약용식물 조직의 결합



력을 약화시켜 추출 수율을 증 시키는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최근 분쇄나 압출성형 공정을 통하여 약용식물의 추출 수율을 증 시키기 한 

노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분쇄에 의한 약용식물 분말화는 추출을 한 처리 공

정으로 큰 장 을 제공한다. 약용식물은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세포벽 성

분의 조직이 치 하며, 껍질 부분이 두껍고 잔뿌리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출이 용이하지 않다. 생리활성 성분의 추출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약용식

물 분말을 제조한 후 추출하면 유용성분의 추출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를 

들어, 분쇄 공정을 통하여 제조된 미세(마이크로~나노 크기) 분말은 표면 의 

증가로 추출 시 약용식물의 추출 수율 증가를 꾀할 수 있다. 한 생리활성 성분, 

색, 향기, 풍미 등을 최 한 보존하면서 물에서 쉽게 분산될 수 있는 콜로이드 상

태로 제조가 가능하여 다양한 약용식물 소재로 이용될 수 있다. 압출 성형공정은 

온도, 수분, 압력, 단에 의한 연속 인 가공 조건에서 원재료의 물리화학 , 

양학 , 생리  특성뿐만 아니라 성분함량의 변화에도 이용된다는 에서 리 이

용될 수 있다. 특히 섬유질을 많이 함유한 약용식물은 압출성형에 의해 고온, 고

압, 고 단 처리를 하여 약용식물 세포벽을 괴시키고 다공성 조직을 형성함으로

써 세포 조직 내에 있는 생리활성 성분의 이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 분쇄, 압출 성형 등의 신가공 기술들을 약용식물에 용

하여 가공방법별로 제조된 제형의 물리화학  특성을 분석하 으며, 이러한 신가

공 기술들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 다.

II. 본론

1. 인삼

 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오래 부터 한약처방에 요한 약재로 사용

되어 왔으며 여러 가지 약리  효능을 가지므로 최근에는 건강식품 소재로서 

리 이용되어지고 있다. 인삼의 성분, 약리  임상효능에 한 과학 인 연구

는 최근 약 30년간 비약 인 연구 성과를 얻고 있으며, 인삼 saponin의 

dammarene계 triterpene 배당체인 진세노사이드와 비 saponin계 성분  

panaxytriol 등의 암세포 증식 억제, 면역강화, 산화 억제, 강장 효과, 항암, 항바

이러스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인삼 가공은 홍삼 제조, 

건조, 추출 등의 단순 가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인삼의 유효성

분을 효율 으로 추출하기 한 처리 공정으로서 이용될 수 있는 미세 분말

화 기술과 압출성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인삼 미세 분말화: 인삼의 미세 분말화를 하여 먼  수삼을 원 외선 건

조기(40℃)와 동결 건조기로 건조 후에 pin-mill 을 이용하여 입자크기 약 3 mm 

정도로 조 쇄하 다. 조 쇄된 인삼 분말은 온 미세 분쇄기(HKP-05, Korea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ultrafine ginseng powder after freeze drying.

Fig. 2.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ultrafine ginseng powder after far infrared 

drying.

Fig. 1. Ultrafine air-craft mill.

Energy Technology, Korea)를 이용하여 미세 분말화 

하 다(Fig. 1). 조 쇄된 인삼 분말은 고속으로 회 하는 

로터와 1차, 2차, 3차 스테이터를 통과하면서 분쇄되었

다. 인삼 분쇄물은 미분과 조분으로 분리되는데, 조분으

로 분리된 입자는 임펠러에 의하여 발생한 원심력에 의

해서 classification zone의 바깥둘 에 설치된 분 존을 

통하여 공기와 함께 재순환되었다. 반 로 미세 분말

은 항력의 향으로 심에 치한 배출구를 통하여 배

출되었다. 미세 분쇄 시 마찰열로 인한 유용성분의 

괴 방지를 하여 트랙을 온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

다. 이때 제조된 미세 인삼 분말의 자 미경 사진은 

Fig. 2  Fig. 3과 같다.

 

 인삼을 원 외선 건조와 동결 건조를 하여 분쇄한 미세 인삼분말의 입도 분석

의 값이 Table 1에 나와 있다.  입도분포의 경우 d(0.1) 는 약 4 ㎛, d(0.5)는 약 15 

㎛, d(0.9)는 약 37 ㎛ 이었으며, 비표면 은 약 0.8 m2/g 이었다. 결과 으로 동결 

건조와 원 외선 건조 후 제조한 미세 분말의 크기는 유사한 것으로 알 수 있

다. 원 외선 건조와 동결 건조한 시료는 약 18 ㎛범 에서 unimodal 경향인 입

도 분포 곡선으로 미세 분말화되었다. 

Table 1. Particle size analysis of ginseng powders

Ultrafine ginseng 

powders
d(0.1) ㎛ d(0.5) ㎛ d(0.9) ㎛

Specific Surface 

Area(m2/g)
  Far infrared 

drying
4.22 15.94 37.09 0.81 

Freeze drying 4.10 15.01 37.77 0.82 



Fig 4. Twin screw extruder.  

Fig. 5. Water solubility indices of ginseng extrudates.

인삼 압출성형: 인삼을 압출성형하기 하여 동방향 완  맞물림형 이축 압출 성

형기(Hankook EM Ltd., Korea, Fig. 4)를 이용하여 배럴 온도 80°C, 160°C에서 

인삼을 압출성형 하 다. 압출성형의 향을 연구하기 하여 압출된 인삼의 수분

용해지수와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분석하 다. 인삼 압출 성형 시 온도에 따른 수

분용해지수를 Fig. 5에 나타냈다. 

온도 80℃ 조건에서 수분용해지수는 37.21% 이었으며, 160℃에서 수분용해지수는 

43.68%로 80℃ 조건에 비하여 6.47% 증가하 다. 한 압출성형을 하지 않은 

조군과 비교하 을 경우 수분용해지수는 16.34% 증가하 다. 이는 압출성형 과정

동안 인삼의 조직이 이완되어 유용성분의 용출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인삼 압출성형 시 온도별 진세노사이드 함량의 변화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진

세노사이드 Rb1,  Rb2, Rc, Rd, Rg1 은 압출 성형하 을 경우 모두 다 증가하 다. 

진세노사이드 증가 이유에 해서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압출 성형 과정동안 

제공된 고온, 고압, 고 단력이 이들의 증가에 향을  것으로 단된다.

Table 3. Contents of ginsenoside in ginseng extrudates at 80 and 160 ℃

% Rb1 Rb2 Rc Rd Rg1 Rg3

control 0.40 0.25 0.33 0.07 0.70 T*

80℃ 0.66 0.27 0.45 0.11 0.92 T*

160℃ 0.64 0.27 0.41 0.10 0.97 T*

T* : Tracer

2. 당귀

 당귀는 한방에서는 빈열 치료와 액순환 장애로 인한 어 증과 증 반신불

수 등에 처방되는 요한 생약재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참당귀(Angelcia gigas 

Nakai)는 다른 종류에 비하여 decursin 과 decursinol angelate의 함량이 많아서 

약용 는 건강식품의 원료로서 이용가치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당귀는 주로 



열수추출로 사용되고 있으나 열수를 이용하여 추출하는 경우 당귀의 유용성분인 

decursin의 추출 수율이 낮고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한다. 한, 유용성분인 

decursin을 얻기 해서는 에탄올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해야 하는 단 이 

있다. 당귀는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유효성분이 많이 분포된 껍질 부분이 

두껍고 잔뿌리가 많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인삼의 경우에서처럼 용해도와 추출 수

율을 높일 수 있는 가공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 은 고섬유질이 많이 

포함된 당귀의 용해도 향상과 생체이용률을 증진시키기 하여 미세 분말화 기

술, 압출성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당귀 미세 분말화: 미세 분말화를 하여 당귀(Angelcia gigas Nakai)를 원

외선 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한 후 세 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크기로 세  후 3 

mm 이하로 조 쇄하 다. 조 쇄된 당귀 분말은 온 미세 분쇄기(HKP-05, 

Korea Energy Technology, Korea)를 이용하여 미세 분말화 하 다. 조 쇄된 

당귀 분말은 고속으로 회 하는 로터와 스테이터를 통과하면서 분쇄되었으며, 

미세 분쇄 시 마찰열로 인한 유용성분의 괴 방지를 하여 트랙을 온으로 유

지하 다. 당귀의 미세 분쇄 시 분쇄기의 단입도의 반경을 각각 40, 10, 5 

mm로 변화를 주어 실험한 입도 분석의 값이 Table 4에 나타나 있다. 단입도의 

반경 40 mm에서 분쇄 하 을 경우 d(0.1)) 의 값이 3.12 ㎛이며 d(0.9)에서는 24.12 

㎛의 입자크기를 나타내었다. 단입도의 반경을 10, 5 mm으로 감소 시켰을 경우

d(0.1)의 값이 각각 2.59 ㎛, 2.44 ㎛으로 감소하 으며 d(0.9)의 경우에는 각각의 값

이 15.41 ㎛, 12.27 ㎛감소하 다. 단입도의 반경을 40 mm에서 5 mm으로 감소

시켰을 경우 분쇄한 시료의 입도 분포 평균이 약 10 ㎛범 에서 6 ㎛범 로 감소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4. Particle size analysis of Angelcia gigas Nakai powders

Hole size d(0.1) ㎛ d(0.5) ㎛ d(0.9) ㎛
Specific Surface 

Area(m2/g)

40 mm 3.12 10.19 24.12 0.94

10 mm 2.59 6.62 15.41 1.20

5 mm 2.44 5.71 12.27 1.33

당귀 압출성형: 당귀를 압출성형하기 하여 인삼의 압출성형에서 이용된 동방향 

완  맞물림형 이축 압출 성형기를 이용하 다. 압출성형에 미치는 온도와 스크루 

속도의 향을 연구하기 하여 배럴의 온도는 120, 140, 160, 180, 200℃순으로 

변화를 주었으며, 스크루 속도도 200, 300, 400 rpm로 변화를 주어 실험하 다. 

압출성형을 한 당귀의 추출 수율 분석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나있다. 당귀 추출 



수율은 낮은 온도(120°C, 140°C)에서 압출성형을 수행하더라도 조구 분말(조

쇄)을 이용한 추출의 경우에서 보다 더 높은 수율을 나타내었다. 물 추출의 경우 

당귀 추출물의 수율은 배럴의 온도를 140°C까지 증가시켰을 경우 완만히 증가하

다가 160°C이상에서는 속하게 감소하 다. 하지만 배럴의 온도를 180°C로 하

을 경우에는 추출 수율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결론 으로 수용성 

물질의 추출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140°C이하의 온도에서 단력을 낮추어 압

출공정을 용한 후 추출에 사용하는 것이 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주정 추출

의 경우에는 부분의 처리구에서  조구 분말보다 높은 수율을 얻을 수 있었다. 

주정 추출의 수율을 증가시키려는 목 으로 압출성형을 이용할 경우에는 경우 물 

추출보다 상 으로 배럴의 온도와 단력의 속도를 높여 사용하는 것이 합한 

가공 방법이라고 단되었다. 특히, 당귀를 상으로 압출성형의 기술을 용할 

경우에는 빠른 여과 속도를 가지게 되고 잔유물의 함량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5. Extraction yields of Angelica gigas Nakai processed at a variety of 

extrusion conditions

Yield (%)
Processing 

Condition
Water 100% EtOH

120°C
200rpm 26.80 19.20
300rpm 23.68 24.15
400rpm 23.66 26.27

140°C
200rpm 31.29 27.33
300rpm 31.36 26.87
400rpm 28.20 29.76

160°C
200rpm 14.65 35.12
300rpm 10.92 31.35
400rpm 4.84 23.19

180°C
200rpm 2.18 25.51
300rpm 19.94 27.21
400rpm 19.21 27.31

200°C
200rpm 24.52 26.52
300rpm 27.45 33.25
400rpm 35.59 35.33

Control 22.73 19.90

 압출성형의 가공 조건 향을 연구하기 하여 압출된 당귀의 decursin  

decursin anglelate의 함량을 분석하 다(Table 6).  압출성형 온도가 decursin  

decursin anglelate의 추출에 미치는 향은 14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는 낮은 

함량은 나타낸 반면 160℃ 이상에서는 유용성분의 함량이 2-3배 증가하는 경향을 



Processing

Condition

Contents (mg/gDW)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100°C
200rpm 0.66 0.42
300rpm 1.34 0.84
400rpm 1.77 1.10

120°C
200rpm 1.17 0.74
300rpm 1.84 1.14
400rpm 1.89 1.19

140°C
200rpm 0.77 0.49
300rpm 0.86 0.54
400rpm 1.05 0.66

160°C
200rpm 1.82 1.15
300rpm 2.01 1.27
400rpm 2.77 1.74

180°C
200rpm 1.62 1.01
300rpm 1.82 1.14
400rpm 3.36 2.09

200°C
200rpm 1.24 0.77
300rpm 1.59 0.99
400rpm 1.98 1.24

Control 1.02 0.62

나타내었다. 특히 180℃에서 400 rpm으로 압출 성형한 당귀분말에서는 약 3.3배

로 가장 높은 함량 증 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스크루 속도의 향은 200, 300, 

400 rpm으로 나 어 검정하여 본 결과 스크루 속도가 증가 할수록 단력이 증

가되어 증가된 decursin  decursin angelate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결론 으로 

160℃ 이상의 고온에서 고 단력을 부여하면서 가공하는 조건이 당귀의 표 인 

유용성분인 decursin  decursin anglelate의 추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Table 6. Decursin and decursinol angelate contents of Angelica gigas Nakai processed 

at a variety of extrusion conditions

III. 결론

 약용식물은 가공 완료 후 원재료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양성분, 생리활성 성

분, 색, 향, 풍미 등을 최 한 보존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것이 요하며, 

이는 최종 가공제품의 품질과 효능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가 된다. 재 약용식

물의 가공은 아직도 약용식물은 열풍 건조 후 분쇄공정을 거처 단순 반가공품 

는 단순 열수추출물로 제조되어 사용되고 있다. 열수 추출공정은 장시간 소요되는 

비경제 인 문제 을 가지고 있으며, 생리활성성분의 용출이 효과 이지 못할 뿐 

아니라, 고형분 함량이 낮은 단 을 가지고 있다. 한 약용식물에서 추출된 생리

활성 성분은 주  환경 요소인 빛, 습도, 산소, 온도 등에 의해 제품의 품질에 변



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가공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 인 약용식물인 인삼  당귀를 미세 분쇄, 압출 성형 등

의 신가공 기술을 용하여 실험한 를 제시하 다. 이러한 기술이 약용식물을 

가공하는 산업에 이용되어진다면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하여 약용작물을 효율, 

경제 으로 가공할 수 있다. 특히, 약용식물의 유용성분인 생리활성물질의 이용 

수율을 증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신가공 기술을 이용한 약용식물을 활용한 고품

질, 고기능, 고부가가치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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