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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은 로부터 병독으로부터 생체를 방어하며, 독성물질

에 한 간 상해 방어, 당뇨병  고지 증 방, 면역기능 증진 

등과 같은 다양한 약리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1). 인

삼의 재배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여하는 국책사

업으로 지정되었으며 고부가가치의 인삼을 장기보 하기 하여 

숙삼을 제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이러한 가공과정에 의한 인

삼과 홍삼의 약리효능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해 많은 

심이 모아졌다. 홍삼과 백삼의 차이에 한 과학  연구는 1983

년도부터 일본의 Kitagawa 연구 에 의해 주요 승약물의 가공

법인 수치 방법에 한 과학  연구결과들이 본격화되었다3-5).

    인삼은 분 등의 탄수화물이 60-70% 차지하고 있으며, 인

삼의 주요 약리 성분인 인삼사포닌이 다량으로 들어있으며 폴리

아세틸 , 방향족 화합물, 산성펩타이드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6)
. 인삼의 saponins을 고온가압처리, 산, 알카리 가수분해 등

을 이용한 숙성홍삼에 한 논문  특허출원이 주를 이루어 연

구되었지만 최근 갈변물질7-9), 정유성분10,11), 단백질과 펩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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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ginseng (Panax ginseng C. A. Meyer) has been used as an important medicinal plant in the Orient for 

a long time. It has been claimed that ginseng has many beneficial bioactive effects on human health, such as 

antitumor, antistress, antiaging and enhancing immune functions. Red ginseng possibly have new ingredients 

converted during steaming and dry process from fresh ginseng. Kujeungkupo method which means 9 repetitive 

steaming and drying process was used for the processes of green tea, Polygonatum odoratum, and Rehmanniae radix 

preparata. In this study, ingredient conversion of ginseng by 9 repetitive steaming and drying process were 

investigated measuring conversion efficiency of brown materials, crude lipids, crude proteins and aromatic compounds. 

Brown materials, as an antioxidant, in red ginseng were produced through non-enzymatic reaction by heat. Repetitive 

steaming and drying treatments on ginseng root contiunously increased the content of brown materials and the 

chromaticity. Crude lipids were degraded by heat and converted into volatile aromatic ingredients. Crude lipids were 

degraded and decreased by 0.52% after the 5th and 7th. Crude proteins were also decomposed and converted to 

amino acid. Crude proteins after the 9th treatment were decreased by more than 85% as increased times of 

treatments. A bicyclogermacrene as aromatic material was decreased as increased treatment times, while but a 

aromatic caramel was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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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당  지방산, 아미노산, 핵산, 비타민, 리그난 성분 등에 

한연구가 활성화 되면서 인삼의 주요약리성분에 한 검토가 다

시 이루어지고 있다12)
. 백삼을 가열처리하여 홍삼으로 제조 시 

saponins이외에도 인삼근의 30%에 해당하는 분이 호화되어 

인체에서 소화흡수가 쉽게 되도록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분은 아 로스와 아 라아제가 미셀(micelles)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55℃ 이상의 온도에서 아미노-카보닐 반응(amino- 

carbonyl reaction)이 발생하여 홍삼의 담황갈색에서 갈색을 

띄게 된다13)
. 즉 홍삼의 갈변반응에 의해 생성된 갈변물질은 천

연 항산화제  노화억제 물질로 알려져 있다
14)

. 김 등
15)

은 가열

온도와 가열시간에 따른 인삼의 이화화  성분변화를 보고하

는데 가용성 고형분 함량의 경우 가열온도  가열시간이 증가

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색도는 가열온도  가열

시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九蒸九曝는 녹차  숙지황의 가공처리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16-18). 구증구포는 로부터 생지황을 아홉번 고 아홉번 

건조하여 제조하는 숙지황이 가장 표 이다. 이러한 숙지황

은 증포처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악성빈  치료효능이 증가한다

고 하 는데, 4번 증포한 숙지황 보다 8번 이상 증포한 숙지황

에서 효과가 높다고 하 다18). 최근 이러한 구증구포법으로 인

삼을 가공처리하여 홍삼을 제조하고 이를 黑蔘이라 하여 시

에 매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홍삼 가공 시 증포의 횟수가 갈

변물질, 조지방, 조단백  향기성분등의 함량의 변화를 조사하

고 양질의 우수한 홍삼을 제조․가공하기 한 조건을 검토하고

자 하 다. 

재료  방법

1. 실험재료

    인삼(Panax ginseng C. A. Meyer)은 경희  인삼유 자원소

재은행에서 분양받았으며 경기도 재배포장에서 채굴된 6년근 인

삼을 사용하 다. 각 인삼 시료는 6뿌리씩 5개 그룹으로 분류하

으며, 각각의 그룹은 무게차이가 ±10%를 과하지 않도록 부

피와 무게(개당 200 g±10%)가 비슷한 인삼을 선별하여 고르게 

분류하 다. 세척용 솔을 이용하여 표면의 흙을 흐르는 수돗물로 

깨끗이 세삼한 후 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97℃～99℃로 조정한 

autoclave를 이용하여 2.5시간 증숙하여 상온으로 냉각한 후 7

0℃의 열풍 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50℃로 낮추어 약 72시

간 건조하 다. 건조된 시료를 총 9번 반복하 으며, 반복 시 홀

수(1, 3, 5, 7, 9)에서 건조된 시료를 labeling하여 최종 sample로 

실험하 다. 인삼의 구증구포 방법은 98℃ ± 1℃에서 3시간 증기

로  후 55℃ 통풍건조기에서 건조하 다.

2. 갈변물질 분석

    홍삼 시료 5 g에 10배 부피의 증류수를 가한 후 4℃에서 24

시간 3회씩 추출하고, 4℃에서 원심분리(8,000 rpm, 20분)하여 얻

은 상등액을 n-BuOH를 첨가한 후 진탕하면서 실온에서 3회 추

출하여 지용성 물질과 사포닌류를 n-BuOH층으로 제거하 다. 

제거한 수용성 갈변물질 분획에 55% 에탄올을 가하여 침 물을 

제거하여 갈변물질을 얻었다. 이를 통풍건조기에서 55℃에서 수

분함량 10% 미만으로 건조하여 색차계로 그 값을 측정하 다. 

한 이를 50% MeOH에 용해하여 갈색도 값을 Hunter 색차계

를 측정 하 으며 L, a, b의 수치로 분석하 다8)
. 색차계는 L값

(명도를 나타냄), 색상을 나타내는 a값(+에서는 색, 0에서는 회

색, -에서는 녹색을 나타냄)과 b값(+에서는 황색, 0에서는 회색, -

에서는 청색을 나타냄)으로 나타내며, a값과 b값의 비로서 혼합

색깔을 조사하 다.  

3. 조지방 분석

    시료 1～10 g을 정확하게 칭량하여 Mojonnier 에 분취하

다. 물을 가하여 시료를 용해시키고 량이 11 ml가 되도록 묽게 

희석하 다. 여기에 ether 25 ml를 가하고 마개를 닫고 가볍게 

흔들어 혼합시킨 후 마개를 조  열어 ether증기가 으로 새어 

나오도록 하 다. 다시 마개를 막고 30 간 격렬하게 흔들어  

후, 석유 ether 25 ml를 가하고 30 간 격렬히 흔들어주었다. 상

등액이 투명하게 될 때까지 방치, 직경 7 cm의 작은 주름 여과지

로 옮겨 여액을 미리 항량을 해둔 300 ml conical flask에 모았다. 

Mojonnier 과 깔때기를 ether+석유 ether(1:1) 혼합액으로 세척

하고 conical flask의 에테르 층을 수욕상(75℃)에서 증발시켰다. 

Conical flask는 100℃+2℃의 건조기에 넣고 함량이 될 때까지 

건조 데시 이터에서 식히고 정량하 다19). 

4. 조단백 분석

    통상 으로 질소함량 2～3 mg 해당 양 만큼 시료를 채취하

다(이 경우엔 분해 진제 0.5 g, sulfuric acid 3∼5 ml,  30% 

과산화수소(H2O2) 1 ml 첨가 후 분해·냉각하고 증류수 20 ml 첨

가). 단백질함량이 은 시료는 질소함량 2～3 mg 해당량만큼 

시료 채취 sulfuric acid 20～30 ml 를 flask, kjeldahl에 넣었다. 

Sulfuric acid는 끓는 을 높여주며 N 이외의 성분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 산화효과를 높여주는 potassium sulfate 

와 ammonia의  생성반응을 진하는 copper sulfate 1 g을 혼합

하여 만든 분해 진제 노칠염을 1∼2 g flask, kjeldahl에 넣었다. 

Micro kjeldahl 분해장치에 연결하여 가열시 처음에는 흑색에서, 

흑갈색, 다갈색, 녹갈색, 담녹색, 청색으로 변하 는데 청색이 된 

후 한시간정도 더 가열한 뒤 냉각시켰다. 분해액을 100 ml 

measuring flask로 옮긴 뒤 100 ml 정용하 다. 이 flask, kjeldahl

를 증류수로 세척하여 세척액도 함께 정용하 다. 수증기 발생장

치에 증류수와 증류수가 갑자기 끓는 상을 방지하는 비등석과 

역류세척시 질소가 증류수로 들어 올 경우를 비하여 sulfuric 

acid와 혼합지시약 1∼2 방울 첨가한 뒤 수증기발생장치 작동하

다. Conical flask에 0.05 N sulfuric acid 10 ml와 methyl red 

0.2 g methylene blue  0.1 g을 에탄올 300 ml에 녹여 여과하여 

만든 런스 크 시액 2∼3방울 첨가하고 냉각  선단에 

solution, sulfuric acid 이 잠기도록 장치 증류 라스크에 시료 

희석액 20 ml과 30% sodium hydroxide solution 25 ml을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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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 conical flask에 ammonia가 100 ml 모아졌으면 냉각  선

단 세척액을 conical flask에 함께 모으면 증류 종료되며 이후 역

세척을 2∼3회 실시하고 뷰렛에 0.05 N sodium hydroxide solution

을 채우고 ammonia gas가 포집된 sulfuric acid solution을 정

(종말  : 녹색) 공시험 실시, 조단백의 함량을 계산하 다19)
.

5. 향기 성분 분석

    향기성분 분석에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분

류되며 이  략 인 향기성분의 패턴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SPME으로, 시료에서 생성된 향기성분을 흡착하여 GC에 

주입하는 방법이다20)
. SPME 분석방법은 기본 인 흡착방법에는 

direct extraction, headspace configuration, membrane protection 

approach가 있다. 일반 으로 이 방법들을 용하는데 있어서 

물질의 헨리상수에 따른 휘발성에 향을 받는다. NDMA의 경

우 헨리상수가 2.63×10-7 atm.m3/mol으로 매우 낮으므로 휘발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direct extraction을 

용하 다21). SPME fiber  흡․탈착을 포함한 분석조건은 Choi 

and Min(2003)의 분석방법을 사용하 으며
20) 각각의 시료 2 g을 

vial(Supelco Inc., Bellefonte, PA, USA)에 넣고 동결건조하여 휘

발성 향기성분을  60℃에서 250 rpm으로 회 을 통하여 시료속

의 휘발성분을 공기 에 방향시키며 이를 10분간 방치하여 

SPME로 1분간 흡착하여 SPME 속으로 시료의 휘발성분을 회수

하 다22). GC(gas chromatography)의 분석을 한 column은 

Innowax (60 m×0.32 mm×0.5 μm)을 사용하 으며, oven temp

는 85℃에서 2분간, 196℃에서 4분간, 240℃에서 65분간 지속하

면서 시료를 분석하 다. Carrier gas는 H2, detector는 FID를 선

택하 으며 detector temp는 280℃로 설정하 고 기기는 Agilent 

689 DGC system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결    과

1. 구증구포처리에 의한 홍삼의 갈변물질 변화 

    홍삼의 갈변물질은 최근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로서 각 을 

받고 있다. 이러한 홍삼의 갈변물질은 비효소  반응에 의한 것

이며 주로 가열에 의한 당 아미노 반응으로 알려져 있다. 즉 고

온에 의해 당성분이 카라멜 반응을 유발하여 갈변반응이 진행되

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갈변반응은 증포가 지속될수록 그 

갈변물질은 증가한다. 홍삼을 증포할 때 필연 으로 생성되는 갈

변물질은 천연 색소로도 사용되는 카라멜 색소로 잘 알려져 있

다. Fig. 1-A는 백삼, 1차, 3차, 5차, 7차, 9차로 증포된 홍삼의 모

습이며, Fig. 1-B는 50% MeOH처리된 홍삼의 모습인데 증포가 

진행될수록 차 흑색을 띠었으며 5차 증포 이후에는 흑색정도

를 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갈변물질은 그 함량을 

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색차계를 이용하여 색도값을 가지

고 그 값을 추정하 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L, a, b 값

(L, 빛의 명도; a, 색도; b, 황색도)을 지정하여 측정하 다. 그 

결과 지속 인 증포에 의해서 갈변물질은 계속 증가하 으며, 그 

색도 값 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1st 3rd 5th        7th        9th    1st 3rd 5th        7th        9th    
Fig. 1. Change of ginseng color(A) and extract color treated with 

50%MeOH(B) by repetitive steaming and drying process.

Table 1. Change of chromaticity value by chrominance difference in 

red ginseng by repetitive steaming and drying process

Processed number Dried roots 50% MeOH extract

1st

L 46.12 L 37.68

a +5.31 a +3.69

b +6.94 b +0.50

3rd

L 38.11 L 33.23

a +3.52 a +2.73

b +0.22 b -0.38

5th

L 37.47 L 31.60

a +3.61 a +2.18

b -1.34 b -0.94

7th

L 35.68 L 30.33

a +2.95 a +1.09

b -0.38 b -1.57

9th

L 31.62 L 29.61

a +2.47 a +2.23

b -1.57 b -1.82

L, value of color(brightness) ; a. value of red color ; b. value of yellow color. 

    식품에서는 색깔은 제품의 품질 뿐만 아니라 기호를 자극하

는 요인으로서 가공식품 에 많이 일어나는 비효소  반응이 

갈변물질이다. 갈변반응의 생성원인은 amino-carbonyl 반응에 

의한 melanoidine계 색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그 약리효능으로는 항돌연변이효과
8,23)와 항산화 활성24)이 

알려져 있다.  인삼을 증포하면 갈변물질이 형성되며 이 갈변물

질은 최근 합성 항산화제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

고 있는데, 후 항산화력이 강한 갈변물질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2. 조지방의 변화 

    조지방은 인삼 에 1～2% 함유되어 있고, 지질, 지방산, 정

유, 스테롤, 페놀성분, 폴리아세틸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향기

성분 등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증구포 과정을 거



김도완․이연진․민진우․이범수․인 교․양덕춘

- 336 -

치는 동안 조지방은 Fig. 2에서 보이는 것처럼 1차 증포 이후부

터 증포 횟수가 증가할수록 함량이 감소하여 1차에 비하여 9차

에서는 91% 이상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조지방은 열에 불

안 한 상태에서 가열에 의해 쉽게 분해되며 휘발성 향기성분 

등으로 환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지질층은 인삼  

홍삼의 향에 여를 하여 쉽게 열에 의해 분해되며 당과 결합하

여 홍삼 특유의 향기 성분으로 변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열에 

의해 분해된 조지방은 향기성분 등으로 환되어 향기성분  

홍삼의 품질에 향을 미친다고 단된다. 즉 지속 인 가열에 

의해 조지방이 산패  향기성분으로 환되어 사라지며 홍삼의 

향은 특유의 탄 냄새로 환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홍삼

의 증포는 5차, 7차, 9차 증포로 갈수록 홍삼의 향은 좋지 않은 

쪽으로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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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of crude lipid content in red ginseng produced by 

repetitive steaming and drying process.

    인삼에서의 조지방은 1～2% 지질, 지방산, 정유, 스테롤, 페

놀성분, 폴리아세틸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향기성분 등에 향

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료에 암모니아를 가해서 단백질

과 지질의 결합을 이완시키고 ether, 석유ether의 혼합액으로 액

체 추출한다. 지방은 물에 녹지 않으나 ether, 석유 ether, hexane 

등의 유기용매에 녹는다. 따라서 식품 의 지방을 정량하는 데는 

ether를 사용하여 시료에서 지질을 용출시킨 다음 ether만을 증

발시켜 잔유물을 칭량한다. 그러나 ether로 용출되는 것은 순수

한 지방뿐만 아니라 chlorophyll, carotenoid와 같은 지용성 색소

류나 wax, steroid, alkaloid 등도 미량이지만 동시에 용출되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량한 값을 일반 으로 조지방 는 ether

추출물이라 부른다19). Kitagawa 등(1983)은 동일한 원료수삼으로 

홍삼과 백삼을 각각 제조하여 지질성분의 변화를 조사하 다25). 

그 결과 수삼 의 복합지질성분인 리세롤-당지질

(glycero-galacto-lipid)의 경우, 홍삼에는 존재하지만 백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스테롤배당체 지방산에스테르(steryl glycoside 

fatty acid ester)도 수삼과 홍삼에 비해 백삼에서 함량의 감소가 

하 다. 이는 수삼 홍삼에 비해 백삼에서 함량의 감소가 

하 다. 이는 수삼 의 estrase 등의 효소가 홍삼 제조 과정 

 열처리에 의해 불활성화 됨으로 수삼 의 복합지질이 홍삼에

는 그 로 유지되지만, 백삼의 경우는 완만한 건조과정에서 이들 

효소가 작용 할 수 있어 그 성분의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해

석된다2)
. 한 홍삼은  후 건조과정에서 갈색화 반응이 일어나

고, 홍삼의 장기 장 시에도 비효소  갈색화 반응이 완만하게 

진행되어 갈색화 반응 생성물이 증가되는데, 이때 생기는 갈색화 

반응생성물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며, 아울러 인삼에 함유된 지

방산의 산패를 억제함으로서 품질 안정성을 양호하게 하는 것으

로 보여 진다
25)

.

3. 조단백의 변화

    인삼의 주요 질소 화합물은 수용성 단백질, 펩티드, 유리아미

노산 등이 있고 미량성분으로는 당단백질(glycoprotein), 아민

(amines), 알칼로이드(alkaloids), 비타민, 유리뉴클 오사이드(free 

nucleosides)  핵산염기(nucleic acid bases) 등이 있다. 구증구포 

처리를 통한 홍삼제조과정에 따라서 1차, 3차, 5차, 7차, 9차로 증

포된 각각의 홍삼의 조단백질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증포횟수가 

증가할수록 조단백 함량은 감소하 는데 9차 증포 후에는 85% 이

상 감소하 다(Fig. 3). 조단백질은 분해되어 아미노산 등으로 

화되며 당과 결합하여 amino-sugar 등이 생성되어 인삼에서는 존

재하지 않는 홍삼에서만 존재하는 성분으로 합성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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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of crude protein content in red ginseng produced by 

repetitive steaming and drying process.

    조단백질은 아미노산  단백질 등이 혼합된 형태로 존재한

다. 이러한 단백질속에는 수많은 효소 등이 존재하며 이는 열에 

매우 불안정하여 쉽게 변성되어 불활성화 되어 그 효소의 활성

을 상실한다. 한 단백질은 열에 의해 괴 변성되어 일부 아미

노산으로 환되며 이 아미노산  일부는 당과 결합하여 

amino-sugar라는 새로운 물질로 환되어 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단백질은 가열에 의해 쉽게 분해됨에 따라 증포의 수

를 조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인삼에서의 조단백질은 protein, amino-acid, amino-sugar, 

펩티드, 알칼로이드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가열에 의해 당, 아미

노 반응하여 색상  amino-sugar 등을 합성하며 색상 등에 

향을 다. 식품 의 단백질은 C(52%), H(7%), O(23%) 이외에 

일정량의 비율로 N(평균 16%)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S, 

P, Fe, Cu 등을 가지고 있다. 이  N은 지방이나 탄수화물 등 식

품의 다른 요성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식품 의 

단백질 정량은 질소량을 정량하고 그 값에 일정계수(질소계수 

평균 으로 6.25)를 곱하여 단백질 함량으로 하는 것이 일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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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식품 의 질소는 반드시 단백질에만 들어있지 않다. 

유리아미노산이나, 아마이드류, 퓨린 염기류  크 아틴류에도 

질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질소량에 질소계수를 곱한 값은 

순수한 단백질만의 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단백질 정량

이 아닌 조(crude)단백 정량인 것이다. 식품에 따라서는 순단백

과 조단백질량 간에 상당한 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단백

질만을 추출해내어 질소량을 구한 다음 질소계수를 곱하여 순단

백 질량을 산출한다. 일반 으로 식품 성분 분석표의 단백질량은 

조단백질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19)
.

4. 향기성분

    향기성분은 지 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인삼 속에 존재

하는 향기성분의 한 연구는 거의 없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삼 속 향기성분이 가열에 의해 변화됨에 따라 특정 향기성분

의 변화를 조사하 다. 우선 향기성분의 표 물질을 이용하여 분

석법 확립을 하 다(Fig. 4). 구증구포 처리한 홍삼으로부터 향기

성분을 채취한 후 조사한 결과 증포처리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 bicyclogermacrene 성분이 감소하 으며, 카라멜(caramel) 향

기성분의 증가가 찰되었다(Fig. 5). 즉 지속 인 증포시 5차 이

후 인삼의 흙내음은 사라지고 탄 냄새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향기성분에 타겟을 두

고 증포하여 홍삼의 다양화  고품질의 홍삼을 제조 가공이 가

능할 것이라 단된다.

    인삼의 향기성분에 한 연구로는 1915년 인삼의 ether가용

성 분획에서 panacene  terpene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밝힌 

이후로 sterol과 panaxynol의 구조를 밝힌바 있으며 인삼의 

ether 추출물로부터 steroids 화합물을 분리․확인하 다25). 이러

한 연구가 본격 으로 진행된 것은 분리 효율이 높은 capillary 

gas chromatography(GC)가 보 되기 시작한 1980년 부터이며 

수삼에서 200여종 이상의 휘발성 성분을 분리하여 그  

sesquiterpene 7종 등 26종을 동정하 고 백삼의 염기성 분획물

에서 13종의 pyrazine 계 화합물을 동정하 다. 한 성 분획

물에서는 sesquiterpene alcohol 계통인 panaxinnol A, B를 분리

하여 화학구조를 규명하 다10,11,26).

Fig. 4. GC analysis of fragrance ingredient standard material. Peak 
identification is 1. Bicycloelemene; 2. ϐ-Panasinsene; 3. ϐ-Elemene; 4. ϐ-Gurjunene; 5. 

Aromadendrene; 6. α-Gurjunene; 7. α-Panasinsen + Neoclovene; 8. Trans-ϐ-Farnesene; 9. 

α-Humulene; 10. Trans-Caryophyllene; 11. Ledene; 12. Bicyclogermacrene. 

Fig. 5. Change of fragrance ingredient contents in red ginseng by 

repetitive steaming and drying process. A; Increase of caramel fragrance 
ingredient, B; Decrease of bicyclogermacrene fragrance ingredient.

고    찰

    홍삼을 증포에 의해 가공될 때 단계 인 변화 즉 열에 의해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그 변화는 몇 번의 증포에

서 가장 좋은 약리성분을 가지는지에 하여 연구하 다. 조지방

은 지질, 지방산, 정유, 스테롤, 페놀성분, 폴리아세틸  등을 함

유하고 있으며 향기성분 등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 지방은 열에 불안 한 상태에서 가열에 의해 쉽게 분

해되며 휘발성 향기성분 등으로 환 된다. 한 이러한 지질층

은 인삼  홍삼의 향에 여를 하여 쉽게 열에 의해 분해되며 

당과 결합하여 홍삼 특유의 향기 성분으로 변화되기도 한다. 홍

삼의 증포에 의한 조 지방의 분해는 가열에 의해 쉽게 분해되며 

5차, 7차 증포에서 0.52%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가열에 의해 분해된 조지방은 향기성분 등으로 환되어 

향기성분  홍삼의 품질에 향을 미친다고 단된다. 즉 지속

인 가열에 의해 조지방이 산패  향기성분으로 환되어 사

라지며 홍삼의 향은 특유의 탄 냄새로 환되는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홍삼의 증포는 5, 7, 9차 증포로 갈수록 홍삼의 향은 

좋지 않은 쪽으로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 구증구포 처리에 의해 

조단백질의 함량은 감소하 다. 조단백질은 분해되어 아미노산 

등으로 화되며 당과 결합하여 amino-sugar 등이 생성되어 인

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홍삼에서만 존재하는 성분으로 합성되

기도 한다. 조단백질 속에는 수많은 효소 등이 존재하며 이는 열

에 매우 불안정하여 쉽게 변성되어 불활성화 되어 그 효소의 활

성을 상실한다. 한 단백질은 열에 의해 괴 변성되어 일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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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산으로 환되며 이 아미노산  일부는 당과 결합하여 

amino-sugar라는 새로운 물질로 환되어 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단백질은 가열에 의해 쉽게 분해됨에 따라 증포의 횟수

를 조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향기성분은 지 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인삼 속에 존재하는 향기성분의 구명만이 

겨우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

삼 속 향기성분이 가열에 의해 변화됨에 따라 특정 성분의 변화 

 생성 감소 등을 연구 하 다. 향기성분의 경우 지속 인 증포

에 의해서 bicyclo-germacrene 성분이 감소하 으며, 카라멜 향기

성분은 증가하 는데 지속 인 증포 시 5차 이후 인삼의 흙내음은 

사라지고 탄 냄새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

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향기성분에 목 을 두고 증포하여 홍삼의 

다양화  고품질의 홍삼을 제조 가공이 가능할 것이라 단된다. 

    홍삼의 갈변물질은 비효소  반응에 의한 것이며 주로 가열

에 의한 당 아미노 반응으로 고온에 의해 당성분이 카라멜 반응

을 유발하여 갈변반응이 진행된다. 구증구포 홍삼은 증포가 지속

될수록 그 갈변물질은 증가하 다. 홍삼을 증포할 때 필연 으로 

생성되는 갈변물질은 천연 색소로도 사용되는 카라멜 색소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갈변물질은 그 함량을 으로 확인하기 어

렵기 때문에 색차계를 이용하여 색도값을 가지고 그 값을 추정

하 는데 지속 인 증포에 의해 갈변물질은 계속 증가하 다. 갈

변물질은 홍삼 제조과정  Maillard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데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인삼과 홍삼의 가장 큰 차이는 형태학 인 차이로 수분에서

의 차이와 황색을 가진 홍삼과 백색 는 회백색을 가진 인삼

으로 분류되며 성분학 인 차이에서는 효소의 존재유무  분

의 형태 등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약

리성분에서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인삼의 화학성분으로

는 탄수화물이 60～70%(다당류,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섬유

소, 펙틴), 함질소화합물(단백질, 아미노산, 펩티드, 아미노-당, 알

칼로이드)이 12～16%, 지용성물질(지질, 지방산, 정유, 스테롤, 페

놀성분, 폴리아세틸 )이 1～2%, 무기질(무기원소)이 4～6% 회분, 

사포닌(ginsenosides)이 3～6% 존재하고 있다12)
. 인삼의 생리활성

물질로는 인삼사포닌, 폴리아세틸 , 페놀산, 알칼로이드, 산성다

당체, 아미노산  무기원소, 아미노-당이 존재한다27). 

    홍삼과 같이 인삼의 증삼처리에 의해 여러 가지 생리활성물질

의 증감작용이 발생하는데, 숙지황의 경우는 홍삼보다 더 가공방

법이 잘 정립되어 있다. 지황(R. glutinosa)은 다년생 식물로서 인삼

과 마찬가지로 뿌리를 채취하여 사용하는데, 근엽과 잔뿌리를 제

거한 것은 생지황(R. glutinosa Radix Fresh)이라하고 생지황을 양

건한 것을 건지황(R. glutinosa Radix Dry), 구증구포하여 제조한 

것을 숙지황(R. glutinosa Radix Preparata)이라고 하는데, 건지황과 

숙지황은 생리활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달리 처방하고 있다28).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구증구포 홍삼 제조 시 증포횟수에 따라 홍

삼의 성분인 갈변물질, 조지방, 조단백  향기성분 등의 변화를 

조사하 다. 홍삼의 갈변물질은 지속 인 증포처리를 함에 따라

서 갈변물질은 계속 증가하 으며, 그 색도값 한 증가하여 증

포 횟수가 늘어갈수록 차 흑색을 나타내었다. 증포처리에 따른 

조단백질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증포 횟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고 9차 증포 처리 후에는 85% 이상 감소하 다. 인삼의 향기

성분을 조사한 결과, 증포 처리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bicyclogermacrene 성분은 감소하 으나, 카라멜(caramel) 향기

성분은 오히려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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