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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Wildginsengpharmacopunctureiswidelyusedinorientalmedicine.However,thereisnostandardmethodfor

efficientlyextractingtheactiveingredient.Inthisstudy,inordertodetermineanefficientextractionmethod,wildginsengwas
extractedbythedistillationand70% ethanolrefluxmethods,respectively.Incomparingeachextract,theindexcompounds
wereanalyzed,andantioxidantactivitywasmeasured.

Methods:Theindexcompounds,ginsenosideRg1andginsenosideRb1,weredetectedusinghighperformanceliquid
chromatography(HPLC).Antioxidativeactivitiesoftotalphenoliccompounds,DPPH(α,α-diphenyl-β-picrylhydrazyl),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acid))andFRAP(ferricreducingantioxidantpower)weremeasuredtocompare
theirbioactivities.Sincesaponinisknowntobehemolytic,thehemolyticactivityofeachextractwascompared.

Results:Theindexcompoundswereanalyzed.Nothingwasdetectedinthewildginsengdistilledextracts(WGDE).Inthe
wildginseng70% ethanolrefluxextracts(WGEE),ginsenosideRg1was3.66mg/g,andginsenosideRb1was16.70mg/g.
WGEEshowedhigherlevelsthanWGDEinallantioxidativeactivities.Inthehemolytictest,theextractsshowedalmostno
toxicity,butWGEEshowedlowertoxicitythanWGDE.

Conclusions:Inthisstudy,itwasconcludedthatWGEEismoreadvantageousthanWGDEinthedetectionofindex
compoundsandbioactivity.However,additionalstudiesofadditionalextractionmethodsandotherbioactivitytestsareneeded.

Keywords:wildginsengpharmacopuncture,distilledextraction,refluxextraction,ginsenoside,antioxidativeactivity

Ⅰ.서 론

산삼(PanaxginsengC.A.Meyer)은 오갈피과

(Araliaceae)에 속하는 인삼이 야생상태에서 자연

발아하여 성장한 삼을 말한다
1,2
. 통 으로 삼은

표 인 강장제로 여겨졌으며 강장,강심,건 보

정,진정약으로 사용하고 신진 사 기능 조
3
,성

기능 증강
4
,stress에 한 항 증가

5,6
,항체 생산의

진
7,8
등의 효능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자연에

서 자생한 산삼은 인삼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

지만
6
희소성으로 인하여 고가이기 때문에 인삼의

종자를 산림 에 종하여 키운 산양삼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약침제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산양산삼약침에 한 연구로는 안 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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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독성 실험
9
,유효성의 검증을 한 invitro

invivo항암효능
10-13
등에 한 보고가 있다.산

삼의 효능을 나타내는 약리활성 물질 가장 잘 알

려진 것은 사포닌 ginsenoside이다.Ginsenoside

Rb1은 항산화 작용이 있으며
14
,Rb2는 암독소

호르몬에 한 길항 작용 종양 신생 억제

작용이 있고
15
,Rd는 신 기능부 의 치료효과

16
가

있다.비록 소량이지만,항암 항 이 작용을 가

지고 있는 비극성 사포닌인 ginsenoside Rg3와

ginsenosideRh2도 보고되어 있다
17-19
. 한 Ginsenoside

Rb1,Rg1이 경우는 유효성분이자 인삼을 표하는

지표성분으로 한약 에 등재되어 있다.이러한

사포닌들은 단독으로의 효능보다 복합 으로 사용

되었을 때에 생리활성이 더 우수하다는 연구도 있

다
20,21
.사포닌 이외에도 polysaccharide와 phenol계

화합물,alkaloid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들

도 생리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노화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는 freeradical은

1950년 R.Gerschman과 D.Harman에 의하여

증명되기 시작하 다
23
.Freeradical은 인체내의 정

상 인 사과정에서 형성되고 세포와 조직에 독성

을 일으켜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

항산화 물질에 한 항산화 련한 삼에 한 연

구로는 인삼을 복용하 을 때 항산화능이 증가되

고
25
부 에 따라 다양한 항산화능이 있음이 보고

된 바 있다
26
. 한 자연산 산삼,산양산삼과 인삼

의 항산화능을 비교한 연구도 있다
27
.하지만 추출

법의 차이에 한 항산화능 비교를 한 연구를 미

흡한 실정이다.증류식 추출법은 물을 용매로 하여

열수추출하고 증발되는 수증기를 포집하는 방식의

추출법으로 추출법의 특성상 분자량이 작고 휘발

성이 높은 성분의 추출에 합하다.환류추출법은

다양한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하고 추출액에 있는

잡질들을 정제하여 유효성분만을 남겨 동결건조하

는 방식의 추출법으로 용매에 따라 원하는 성분을

추출하는 데에 합하다.약침은 보편 으로 증류

식 추출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원료 약재의

유효성분의 화학 특성에 따라 추출법을 선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 산양산삼을 이용

하여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는 증류식 추출법을

사용한약침(WildGinsengDistilledExtracts(WGDE))

과 70% 에탄올을 이용하여 환류추출하고 정제한

산양산삼약침(WildGinseng70% EthanolExtract

(WGEE))의 성분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고

구 용 성을 비교하여 약침의 한 추출법을

모색하고자 하 다.

Ⅱ.재료와 방법

1.기기 시약

산양산삼은 천방농산(충청남도,한국)에서 재배

된 10~12년근을 구입하 다.추출에 사용된 주정은

(주) 정화학(시흥,한국)에서 생산한 1 시약을

사용하 다(LotNo.140613).감압농축기는EYELA사

(TOKYO,Japan)의 N2110모델을 사용하 고,동

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베이스사(경기도,한국)의

DF8503모델을 사용하 다.분석에 사용된 HPLC는

Agilent사(USA)의 1260InfinityⅡ LCsystem이었으

며 이동상 제조에 사용된 water,acetonitrile(ACN),

Methanol(MeOH)은 HPLC grade(J.T.Baker,

phillipsburg,NJ,USA)를 사용하 다.항산화 실험

용 성실험을 하여 사용된 microplatereader는

Biotek사(Winooski,USA)의Epoch2다.Folin-Ciocalteau

reagent,gallicacid,quercetin,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 6

sulfonicacid)diammoniumsalt(ABTS),potassium

persulfate,2,4,6-tripyridylstriazine(TPTZ),(±)-6

-hydroxy-2,5,7,8-tetramethylchromane-2carboxylic

acid(Trolox),iron(Ⅲ)chloridehexahydrate(FeCl3⋅

6H2O),sodium acetatetrihydrate,ascorbicacid는

Sigma-Aldrich(St.Louis,USA)에서구입하 고,Na2CO3,

diethyleneglycol,aceticacid는 Junsei(Tokyo,Japan),

NaOH는 삼 (평택,한국),HCl는 SK 미컬(서

울,한국)에서 각각 구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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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양산삼의 추출

WGDE의 추출은 증류추출기를 이용하 다. 100 g

의 건조된 산양산삼에 1 L의 증류수를 넣고 3시간 

환류추출로 탕하 다. 탕 후 환류추출기에 냉

각수 공 을 단한 후 증발되는 수증기를 포집 

액화하여 검액으로 사용하 다. 실험 까지 냉장

상태로 보 하 다. WGEE은 100 g의 건조된 산양

산삼에 1 L의 70% 주정을 넣고 3시간 환류추출 하

다. 추출액을 여과한 후 여액을 감압농축하고 

80%, 90% 주정을 이용하여 알코올 수침하여 정제

하 다. 여과 후 동결건조하고 실험 까지 분말상

태로 냉동보  하 다.

3. 지표성분 분석

산양산삼의 지표성분 분석은 한약  의약품 

각조 제 2부의 인삼 항목에 따라 분석법을 설정하

다. C18(4.6×250 mm, 5 μm, Agilent) 컬럼을 사용

하 고 검출기는 UV 203 nm이며 유속은 1 mL/min 

다. 기기 주입 볼륨은 모두 10 μL로 하 다. 그 

외의 분석조건은 Ginsenoside Rg1과 Rb1이 차이가 

있었다. Ginsenoside Rg1(Sigma-Aldrich Co., Saint 

Louis, USA) 분석은 컬럼온도 30 ℃, 이동상은 25% 

ACN을 사용하 고 표 품의 순도는 97.5% 다. 

Ginsenoside Rb1(Sigma-Aldrich Co., Saint Louis, 

USA)은 컬럼온도 40 ℃, 이동상은 30% ACN을 사

용하 고 표 품의 순도는 100.0% 다. WGDE는 

추출 후 원액을 그 로 사용하 으며, WGEE는 

0.1006 g/mL의 농도로 기기분석 하 다. 분석 후 

각 성분의 함량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 다.

4. 항산화 활성

WGDE는 증류로 얻은 산물을 원액, 2희석, 4희

석하여 사용하 으며, WGEE는 8, 4, 2 mg/mL로 

증류수에 녹여 사용하 다.

1) 총 페놀화합물 측정

WGDE와 WGEE에 함유되어 있는 총 페놀 함

량은 비색법28에 따라 측정하 다. 각 농도별 추출

물을 50 μL을 취해 2% Na2CO3용액 1 mL과 혼합

한 뒤 50% folin-cioalteau’s phenol reagent 50 μL를 

추가하고 암소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micro 

plate reader로 7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Gallic acid를 표 물질로 측정하여 표 곡선을 작성

하 고, 건조 시료 량 당 mg gallic acid equivalent

로 나타내었다.

2)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라디칼 소거활성은 안정한 라디칼 DPPH를 사

용하는 방법으로 측정하 다
29
. 각 농도별 추출물 

100 μL와 에탄올에 용해시킨 DPPH 500 μg/mL 

100 μL을 혼합한 뒤 37 ℃에서 30분간 암소에서 반

응 시킨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Trolox를 표 물질로 표 곡

선을 작성하 고, 건조 시료 량 당 mg trolox 

equivalent로 나타내었다.

3) ABTS free radical scavenging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이용한 시료의 항산화측

정은 Arnao 등의 방법30을 일부 변경하여 측정하

다. 7.4 mM ABTS와 2.6 mM potassium persulfate

를 동량으로 혼합하여 실온인 암소에서 24시간 방

치하여 ABTS를 형성 시킨 후 750 nm에서 흡 도 

값이 1.0±0.1가 되도록 메탄올로 희석한 후 사용하

다. 희석된 용액 190 μL에 각 추출물 10 μL를 가

하여 1시간 동안 암소에서 방치하고 7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Trolox를 표 물질로 이용하

여 표 곡선을 작성하 고, 건조 시료 량 당 mg 

trolox equivalent로 나타내었다.

4) FRAP(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활성

Fe3+을 Fe2+로 환원시키는 능력을 측정하는 FRAP 

기법은 Bemzie
31
, Kim

32 
등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

여 측정하 다. 300 mM acetate buffer(pH 3.6), 40 

mM HCl로 용해시킨 10 mM TPTZ  20 mM 

FeCl3⋅6H2O용액을 사용 직 에 각각 10:1:1 비율

로 섞고 37 ℃에서 보 한다. FRAP 용액 190 μL 

에 각 추출물 10 μL을 넣고 30분 동안 암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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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한 후 57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한다. Trolox를 

표 물질로 이용하여 표 곡선을 작성하 고, 건조 

시료 량 당 mg trolox equivalent로 나타내었다.

5. 용 성 시험

용 성 시험은 이 등의 방법
33
을 응용하여 사용

하 다. 0.25 mL의 액에 등장액을 첨가하여 총 4 mL 

이 되게 하 다.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

고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  조액을 동량 첨가한 

후 30분간 방치하 다. 각각의 흡 도를 414 nm 

microplate reader로 측정하고 조군과 비교하여 

용 된 구의 양을 측정 계산하 다. WGDE는 

증류원액, 10, 102, 103, 104배 희석한 것을 용액으로 

하 고 WGEE는 8, 0.8, 0.08, 0.008, 0.008 mg/mL

의 농도로 희석하여 검액으로 하 으며 Trion X-100 

은 0.1%의 농도로 사용하 다. 용 성의 정도는 아

래의 식과 같이 계산하 다.

(%) 용 성(Hemolysis)=[(S-D)/(T-D)]×100

S : 시료첨가구 흡 도

D : DMSO첨가구 흡 도

T : Triton X-100 첨가구 흡 도

6. 통 계

실험결과는 3회 반복 측정한 후 평균±표 편차

로 나타냈으며, 통계 인 평가는 independent t-test

로 검정하 다. p값이 0.05보다 작을 때 유의한 것

으로 평가하 다.

Ⅲ. 결 과

1. 산양산삼의 추출

WGDE는 100 g의 산양산삼을 1 L의 증류수로 

추출하여 가능한 모든 용액을 증류액으로 하 으

며 증류수를 가하여 총 1 L로 하 다. WGEE는 

100 g의 산양산삼을 70% 주정으로 추출하 고 여

과 후 80%, 90% 주정 처리하여 정제한 후 총 8.03 g

의 동결건조 분말을 얻었다(Table 1). WGEE의 최

종 추출 수율은 8.03% 다. 정확한 비교를 하여 

활성실험  용 성실험을 진행할 때에는 WGDE

는 추출원액을 기 으로 하 으며, WGEE는 추출

물을 WGDE와 동일한 농도인 8.03 g을 1 L의 증

류수에 녹인 액을 기 으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Extraction methods
Raw 

material 
(g)

Final 
product 
(L, g)

Yield 
(%)

Distillation extraction method
100

1 L 100

70% EtOH reflux extraction 8.03 g 8.03

Table 1. Yield of Wild Ginseng Extracts

2. 지표성분의 분석

한약  상 지표성분인 ginsenoside Rg1과 Rb1

을 HPLC-UV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WGDE는 

각각의 지표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WGEE

는 ginsenoside Rg1은 3.66 mg/g, ginsenoside Rb1은 

16.70 mg/g이 검출되었다(Fig. 1). 각 성분의 머무

름 시간(RT)은 31.05분, 37.34분이었다.

3. 항산화 활성

1) 총 페놀화합물

WGDE와 WGEE의 총 페놀화합물의 함량을 gallic 

acid에 비례하여 측정한 결과, WGDE는 원액, 2희

석, 4희석에서 각각 16.38±0.39, 16.19±0.26, 12.95±0.23 

μg/mL이었으며 WGEE는 8.0, 4.0, 2.0 mg/mL에서 

각각 119.31±1.94, 110.95±4.29, 70.22±1.56 μg/mL의 

값을 보 다. 추출법 별 동일한 용량에서 WGEE가 

유의 으로 높은 함량을 보 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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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PLC chromatogram on ginsenoside, the index compound, WGDE and WGEE.

(A) chromatogram of ginsenoside Rg1, (B) chromatogram of ginsenoside Rb1

Fig. 2. Extraction method changes in total Phenolic 
compounds of Wild Ginseng extracts.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WGDE : Wild Ginseng distilled extracts, WGEE : 
Wild Ginseng 70% Ethanol extracts, mg gallic 
acid equivalent per g dry weight
*p<0.05, **p<0.01 and ***p<0.001 indicat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2)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WGDE와 WGEE의 DPPH를 이용한 자공여

능의 정도를 trolox에 비례하여 측정하 다. WGDE

는 원액, 2희석, 4희석에서 각각 13.94±0.83, 6.02±0.81, 

4.94±0.64 μg/mL이었으며 WGEE는 8.0, 4.0, 2.0 mg/mL 

에서 각각 35.39±2.44, 27.88±1.75, 15.32±1.08 μg/mL

의 값을 보 다. 추출법 별 동일한 용량에서 WGEE

가 유의 으로 높은 함량을 보 다(Fig. 3(A)).

3) ABTS free radical scavenging

WGDE와 WGEE의 ABTS를 이용한 자공여능

의 정도를 trolox에 비례하여 측정하 다. WGDE는 

원액, 2희석, 4희석  2희석액에서만 0.01±5.40 μg/mL

의 활성을 보 으며, WGEE는 8.0, 4.0, 2.0 mg/mL 

에서 각각 171.05±6.46, 90.75±8.47, 66.28±11.41 μg/mL

의 값을 보 다. 추출법 별 동일한 용량에서 WGEE

가 유의 으로 높은 함량을 보 다(Fig. 3(B)).

4) FRAP(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활성

WGDE와 WGEE의 철이온에 한 환원력의 정

도를 trolox에 비례하여 측정하 다. WGDE는 원

액, 2희석, 4희석에서는 활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WGEE는 8.0, 4.0, 2.0 mg/mL에서 각각 99.13±3.41, 

43.38±3.84, 28.90±0.65 μg/mL의 값을 보 다(Fig.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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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traction method changes in (A)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B) ABTS free radical scavenging, 
(C) ferric reducing anti-oxidative activity of Wild Ginseng extracts.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WGDE : Wild Ginseng distilled extracts, WGEE : Wild 
Ginseng 70% Ethanol extracts, mg trolox equivalent per g dry weight
*p<0.05, **p<0.01 and ***p<0.001 indicat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4. 용 성 시험

WGDE와 WGEE의 농도별 구의 용 성을 

비교하기 하여 먼  Triton X-100로 100% 용  

시키는 최소의 농도를 설정하고 그 농도의 흡 도 

값과 시료를 처리하 을 때의 흡 도 값을 비교하

여 표 하 다. WGDE는 원액, 10배 희석, 10
2
배 

희석, 10
3
배 희석, 10

4
배 희석액에서 각각 3.09±0.37, 

2.72±0.27, 2.67±0.22, 2.60±0.27, 2.45±0.15% 으며, 

WGEE는 8, 0.8, 0.08, 0.008, 0.0008 mg/mL 농도에

서 각각 1.56±0.17, 1.30±0.11, 1.25±0.27, 1.10±0.13, 

1.03±0.15%의 용 성을 보 다. WGDE와 WGEE

는 높은 용 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WGDE가 더 

낮은 용 정도를 보 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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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hemolysis of red blood cell 
between WGDE and WGEE.

WGDE : Wild Ginseng distilled extracts, WGEE 
: Wild Ginseng 70% Ethanol extracts.

Ⅳ. 고찰  결론

최근에는 불완 한 암치료보다 암 방 효과와 

련된 새로운 약물연구  제형개발에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천연물은 비교  부작용이 

기 때문에 암치료제로서 부각되고 있다
34
. 산양산

삼 약침은 면역기능을 조 하고
35 

임상 으로도 종

양에 한 효능이 보고되고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36
. 한 지방세포의 분화억제에도 향이 있다

고 보고
37
되어 있어 암환자  체 감량을 한 처

방으로 한방업계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산

양산삼약침은 추출법에 따라 성분에 큰 차이를 보

이기 때문에 그에 한 활성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약 에는 산삼은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인삼은 등재되어 있고, 그의 지표성분은 

ginsenoside Rg1과 ginsenoside Rb1로 되어 있다. 이

에 HPLC로 분석해본 결과 환류추출에서 ginsenoside 

Rg1은 3.66 mg/g, ginsenoside Rb1은 16.70 mg/g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증류추출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Fig. 1). 이는 백 등의 보고
38
와 동일한 결과

이며 이론 으로 사포닌인 ginsenoside는 화학 으

로 배당체이기 때문에 증류추출법으로는 추출되지 

않은 것으로 상된다. 다만 산삼의 향기가 나는 

것으로 보아 나센(Panacene) 등의 성분들이 함

유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 할 수 있었다. 항산화 활

성을 비교하기 하여 total phenolic compounds, 

DPPH, ABTS, FRAP를 비교 측정하 다. 라보

노이드나 페놀화합물 등의 함량에 비례하여 자

공여능 등의 항산화 활성이 향상된다는 연구에 따

르면 페놀성 물질은 항산화 작용 효과검증의 지표

라고 할 수 있다
39
. 페놀화합물에 존재하는 phenolic 

hydroxyl(OH)기는 단백질에 결합하는 성질이 있

어 항암, 항산화, 항균 효과 등의 생리작용을 가지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0,41. 일반 으로 총 페놀화

합물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항산화 등의 생리작용

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42,43항산화 활성

실험  DPPH는 편리하고 비용이 렴한 실험법

이기에 항산화 물질을 다양한 천연소재로부터 검

색하는데 자주 이용된다. ABTS 측정법은 DPPH

와 같은 라디칼 소거능에 의한 측정이라는 에서

는 동일하지만, 화학반응을 통해 자유라디칼이 유

발된 용액에 시료를 넣어 항산화를 측정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으며 단시간에 측정할 수 있고 소

수성과 친수성 모두에 용이 가능하다44,45. FRAP

는 Fe
3+
를 Fe

2+
로 환원시키는 능력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모든 항산화활

성 검증방법의 실험 농도를 설정할 때 증류추출한 

액상의 경우 분말화하는 단계에서 성분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액상상태로 희석하여 

사용하 으며 환류추출한 경우는 분말화하여 최종

산물을 증류액과 동일한 양의 용매에 녹여 사용하

다. 최  사용한 산양산삼의 무게를 기 으로 최

종산물을 동일한 농도로 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

에 사용한 모든 항산화 활성 기법에서 70% 에탄올 

환류 추출한 시료가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 

Total phenolic compounds와 DPPH에서는 증류 추

출한 시료에서도 미량 활성이 존재하 으나 그 외

의 활성실험에서는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Fig. 2, 

3). 구는 세포의 용  변화와 용 성 실험에 

리 이용되며33 정상 으로는 hemoglobin 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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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막을 통화할 수 없으나 구막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용질이 존재하는 경우 용 성이 일어

난다46. 식물 사포닌은 세포막의 구성성분의 하나인 

지질을 제거함으로써 막투과성의 증가 내지는 막

의 괴를 유발하여 용 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47
. Ginsenoside 역시 사포닌이기에 용 작

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피하  정맥에 직

으로 투여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용 성을 비교해보았다. WGEE가 WGDE보다 비

교  낮은 용 정도를 보 으나, 두 가지 모두 용

독성은 미비하 다(Fig. 4). 이는 산양산삼의 사

포닌은 막지질에 한 친화성이 약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33. 본 연구는 한방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산양산삼약침의 유효성을 높이고 지표물질의 표

화의 기 가 되는 것에 목 을 두었다. 본 연구결

과에서는 증류추출법보다는 환류추출법이 산양산

삼의 유효성분들을 더 많이 추출할 수 있고 생리

활성이 더 높아져 효율 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추출법외에도 수많은 추

출법들이 있어 이들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

하며 산삼이 다양한 효능을 보이는 약재이기 때문

에 다양한 생리활성을 비교할 필요도 있다. 추가

으로 지표물질 등에 한 연구를 통해 매번 조제

시마다 일정한 함량을 보일 수 있도록 표 화된 

조제법을 개발하고 그에 한 철 한 품질 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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