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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보고서

면수
34

양성자빔을 이용하여 인삼의 유효성분인 여러 종류의 사포닌의 함량을 변화시킴으로서 인삼

의 효능을 증강시키고 이를 이용한 새로운 고기능성 식품소재로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인삼의 

saponin 추출물에 대한 빔조사(36.5MeV) 전과 후의 성분변화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음.

1. 저용량(500-5000Gy)의 빔조사시에는 saponin 성분의 함량변화가 미미함. 

2. 10000Gy의 고용량 조사시에는 빔조사전에 비해 ginsenoside Rg3의 함량이 크게 줄고 상

대적으로 Rb1과 Rc는 약 6배, Rb2는 약 5배, Rd 및 Re는 약 4배의 함량증가를 나타냄. 

3. 함량변화의 원인은 일부 saponin의 구조에서 당이 제거된 비당체가 증가하고 또 다른 화

합물들이 분해된 것으로 추정되나 추가 연구가 필요함.

4. 성분의 함량이 변화된 추출물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여 새로운 식품소재로의 개발 가

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결론적으로 10000Gy로 조사한 후의 saponin 추출물에서 화학적으로 어떤 성분변화가 일어

났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 추출물의 여러 가지 효능을 빔조사전의 추출물과 

비교함으로서 새로운 건강식품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을지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양성자빔, 인삼, 사포닌, 함량변화, LC-MS분석

영  어  proton beam, ginseng, saponin, content cahnge, LC-M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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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양성자빔을 이용한 천연물의 구조변환  의학  활용에 한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양성자빔을 이용한 BT분야의 새로운 methodology를 연구하여 이를 산업화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f함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국내외에서 리 알

려진 건강식품인 인삼을 상으로 유효성분의 함량이 변화되거나 성분의 변화가 유발됨으로

서 효능이 강화된 새로운 건강제품 개발을 추구함. 본 연구는 양성자빔을 바이오분야에 응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며 이용하여 인삼의 유효성분인 사포닌의 함량을 변화시킴으로

서 인삼의 효능을 증강시키고 새로운 고기능성 식품소재로 개발하여 건강증진에 활용할 뿐

만 아니라 련 산업체 육성  이를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를 해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있

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ㅇ 인삼추출물 제조

  ㅇ 인삼 saponin 분획제조

  ㅇ Saponin 분획에서 saponin 표 품 분리  정제

  ㅇ Saponin 표 품의 구조 동정

  ㅇ Saponin 분획에 한 양성자 빔조사

  ㅇ 빔조사후의 인삼 saponin의 성분변화 분석 실시

  ㅇ LC-MS를 이용한 정성  정량분석 결과 해석

Ⅳ. 연구개발결과

   인삼의 saponin 추출물에 한 proton beam irradiation(36.5MeV) 과 후의 성분변화를   

   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음.

  1. 용량(500-5000Gy)의 빔조사시에는 saponin 성분의 함량변화가 미미함. 

  2. 10000Gy의 고용량 조사시에는 빔조사 에 비해 ginsenoside Rg3의 함량이 크게 고 상  

    으로 Rb1과 Rc는 약 6배, Rb2는 약 5배, Rd  Re는 약 4배의 함량증가를 나타냄. 

  3. 함량변화의 원인은 일부 saponin의 구조에서 당이 제거된 비당체가 증가하고  다른 화  

     합물들이 분해된으로 추정되나 추가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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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분의 함량이 변화된 추출물의 안 성과 효능을 검증하여 새로운 식품소재로의 개발 가  

    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산업  측면에서는 향후 식품업체와의 공동개발을 통하여 추가 인 연구를 수행함으로   

     서 새로운 식품소재 개발로의 응용가능성을 탐색

   - 기술  측면에서는 양성자빔을 이용한 식품성분 함량변화 는 성분변환에 활용

   - 학술  측면에서는 바이오분야에서의 양성자빔 응용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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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Subject: Structure modification and medical application of the natural products by proton 

beam irradiation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the investigation of changes of constituent contents 

of Korean ginseng (Panax genseng C.A. Meyer) after proton beam irradiation (Beam 

energy from MC-50 cyclotron : 36.5MeV) with beam range of 500 - 10000Gy.

Content: 

- Preparation of ginseng extract

- Preparation of saponin fraction

- Isolation and purification of the constituents as a standard for analysis

- Structure identification of ginsenosides

- Proton beam irradiation on saponin fraction

- Analysis of saponin contents after proton beam irradiation

- Quantitative analysis of saponin contents using LC/MS method

Results:

1. Change of saponin content was insignificant after low beam doses (500-5000Gy)

2. In case of 10000Gy irradiation, the content of ginsenoside Rg3 was greatly diminished. 

But ginsenosides Rb1 and Rc exhibited ca. 6-fold higher contents than those in case of 

pre-irradiation. Ginsenosides Rb2 and Rd/Re showed ca. 5- and 4-fold higher contents than 

those in case of pre-irradiation, respectively. 

3. Some active constituents in the extracts increased dependently upon elevated proton 

beam dose (500Gy, 1000Gy, 2000Gy, 3000Gy).

4. Reason for the content change of constituents may be resulted from the conversion of 

glycoside into its corresponding aglycon in the molecule after beam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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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의 목표

가. 최종 목표

양성자빔을 이용한 BT분야의 새로운 methodology를 연구하여 이를 산업화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건

강식품인 인삼을 대상으로 유효성분이 변화되고 효능이 강화되거나 신기능이 부여된 새

로운 건강제품 개발을 추구

나. 단계별 목표

□ 1단계: 양성자빔 조사에 의한 천연 식품의 성분 변화 확인

인삼추출물에 대하여 다양한 조사조건하에서 양성자빔을 조사하여 주효능 성분인

saponin의 종류, 함량 및 성분변화를 관찰하고 성분변화의 mechanism을 규명

□ 2단계: 성분변화가 이루어진 천연식품 추출물의 약리효능 검색

양성자빔 조사에 의해 얻어진 천연식품에 대하여 이들의 잘 알려진 효능을 중심으

로 기존의 효능과 비교, 검토 (인삼추출물의 in vivo 동물모델시험 및 in vitro 시험

실시)하며 최적의 빔조사 조건 확립

□ 3단계: 성분변화가 이루어진 식품추출물의 기타 효능시험 및 안전성 시험

성분변화가 이루어진 새로운 식품추출물의 다양한 효능을 추가 확인하며 나아가

안전성시험(급만성 독성시험 등)을 실시하여 산업화의 가능성을 탐색한 후, 건강식

품화를 위한 시작품 제조

□ 3차년도 이후: 전임상시험 및 식품임상시험을 실시하여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

전임상시험(preformulation, 안정성시험, 약물동태 연구 등) 및 필요시 식품임상시험

을 실시하여 고기능성의 새로운 건강제품 개발 추구

2.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배경

□ 세계 각국은 양성자 가속기 기술선점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음. 20세기 과학기술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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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 전자, 핵, 빛이었고, 이를 이용한 전기, 전자, 원자력, 레이저 관련 산업이 주를 이

룸. 그러나, 21세기 들어 산업 전반의 흐름은 NT(Nano-Technology), BT (Bio- 

Technology), IT(Information-Technology)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가고 있음. 

이들 산업이 21세기 경제 ․ 사회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21세기 과학기술의 패

러다임 즉, 중성자 ․ 양성자 공학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최근 전세계적으로 양성자가속기에 관심이 크게 부각되고 있고, 기초과학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전류 대강도 가속기들이 건설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음. 

양성자를 다른 물질에 충돌시키면 물질의 근본구조가 달라지게 되는게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과학기술 및 산업분야에 다양하게 응용하고 있음. 즉, 양성자 가속기는 21세기

미래 산업인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우주기술(ST)

등 첨단산업에 널리 활용될 수 있으며 암 치료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 유전자 조작, 농

산물 저장, 반도체 생산, 육종 등 기초과학연구와 지식기반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최첨

단 필수시설임.

본 과제에서는 양성자가속기에서 나오는 양성자빔을 이용하여 천연물의 구조변환 및

함유성분의 함량변화를 유도함으로서 새로운 식품소재를 개발하고자 함.

□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 또는 고기능성 식품소재 개발은 과거 인류가 경험적으로 사용하

였던 것으로부터 개발하게 되므로 화학합성에 의한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신약개발의 실패요인 중 13-25%가 독성 및 안전성 문제에 기인하고 있으므

로 천연물 신약개발은 상대적으로 개발 성공률이 높고 그에 따라 비용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전통약물 지식분야에서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 우위를 확보.

- 천연물로부터 신약개발 과정은 신의약품과는 달리 노동집약형 연구가 필요하며 화학합

성 신약개발에 비해 천연물 신약개발은 상대적으로 개발 성공률이 높고 비용이 적게 소

요되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분야

- 이러한 장점을 살려 국산 생약인 인삼으로부터 양성자빔을 이용한 고기능성 또는 신기

능성 식품소재를 개발한다면 부가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나. 연구개발의 필요성

양성자빔을 이용하여 인삼의 유효성분인 사포닌의 함량을 변화시킴으로서 인삼의 효능을

증강시키고 새로운 고기능성 식품소재로 개발하여 건강증진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체 육성 및 이를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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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삼의 기능성 제품개발 관련 연구 동향 (1999년-2007년 사이의 정부지원 연구과제)

- 산머루, 인삼을 이용한 세계적 음료 개발

- 생물반응기를 이용한 인삼의 조직배양 및 생물반응기에서 대량증식된 배양인삼으로부터

인삼사포닌의 산업적 대량생산

- 버섯 및 인삼류로부터 노화억제 건강식품 개발

- 인삼잎 추출물을 이용한 면역활성물질의 상품화

- 인삼노두 Butanol 분 획물의 항궤양 성분분리 및 작용기전

- 홍삼과 백삼의 방사선 부작용 개선 효과 비교 및 인삼분획의 효과 검증

- 산머루와 인삼을 이용한 세계적 음료개발

- 인삼잎 추출물을 이용한 면역활성 물질의 상품화

- 인삼노두 Butanol 분 획물의 항궤양 성분분리 및 작용기전

- 임간 인삼의 발아, 생육 최적환경 규명과 약리 성분증진에 관한 연구

- 생물전환 인삼의 성분과 약효연구

- 기능성이 강화된 가공 인삼제품개발

- 인삼식초를 이용한 기능성음료의 개발

- 산머루, 인삼을 이용한 세계적 음료 개발

- 항노화 효과가 있는 인삼다당체를 함유한 나노캐리어의 개발

- 인삼잼 및 이의 제조방법. 인삼으로부터 다당체를 추출정제하는 방법

- 고려인삼과 생약재를 이용한 기능성 음료개발

- 인삼의 효능 연구: 해마 신경계 재생 및 인지기능향상 효과

- 임간 인삼의 발아, 생육 최적환경 규명과 약리 성분증진에 관한 연구

- 사람 백혈암 세포에 대한 인삼 사포닌 대사체의 아포토시스 유도와 세포주기 억제 및 그

신호 전달에 관한 기전 연구

- 생물전환 인삼의 성분과 약효연구

- 인삼 사포닌 분획을 이용한 심장 K 통로 조절

- 전통 발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인삼가공품 개발

- 인삼 및 영지버섯 등의 천연물로부터 항암효능 신소재 개발

- 천연물질을 이용한 다이어트용 인삼정과 또는 절편 상품 개발

- 인삼 유효 사포닌 성분의 식의약품 소재화 기술 및 제품화 기술개발

- 산양삼 소재의 건강기능성 식품가공 공정기술 및 제품개발

- 인삼소재를 이용한 제품화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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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원천기술명 특허 확 보 기 술

수준

적용가능시장 비고

(이전업체)
빔

이용

생분해성 플라스틱(PHB)

대량생산 기술

등록 국 제 특 허

출원(미국,

일본)

국내 생분해성 플라

스틱 시장

실용화 추진

Ion-cut 제조기술 - 프 랑 스

SOTECH

에 이어 세

계 2위

차세대 영상소자 적

층 구조물 형성에 활

용

기술이전

(㈜한비젼)

전력반도체 스위칭 속도 향

상기술

- 세계적 수

준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

-

이온주입과 열처리에 의한

발색된 다이아몬드 제조방

법

출원 원천기술 보석, 장신구 시장 기술이전

(아자젬스)

이온주입에 의한 습식 크롬

도금 대체 기술

출원 원천기술 자동차 부품 시장 산업체 연계

(대외비)
가속

장치

응용

낮은 에너지 이온빔 조사에

의한 폴리머표면의 전기전

도성 및 기계적 물성향상방

법과 그 장치

등록 원천기술 정전기 방지 기능성

고분자 제품 시장,

전지

기술이전

(㈜프라코)

이온조사에 의한 이용기날

의 표면처리 방법

등록 세계 최초

상용화

이용기날, 면도기 시

장

기술이전

(하성e-sis)
저 에너지 이온주입에 의한

자외선 차단용 필름/판재의

제조방법

등록 원천기술 자동차용 자외선 차

단 필름, 선캡, 고글

기술이전

(엑셀코리아)

이온빔 조사에 의한 대전방

지용 진공 성형용기 제조방

법

등록 원천기술 정전기 방지 기능성

고분자 제품 시장

-

이온주입에 의한 투명고분

자막의 내구성 향상 및 광

투과도조절방법

등록 원천기술 - 기술이전

(엑셀코리아)

이온빔 스퍼터링에 의한 이

동형 금형

표면연마장치

등록 원천기술 일반 금형 및 광학기

구 금형(BLU, 모바

일 케이스 등)의 일

반기계 폴리싱 가공

대체

-

2. 양성자빔 이용 분야 보유기술 현황 및 산업화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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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술분야 개 발 기 술 명 (이전 업체)
산업화 완료 가속장치응용

신소재

▷양성자/이온원 기술 (㈜엘림)

▷반도체 운반용기 등의 표면 전기전도성 향상기술 (㈜프

라코)

▷IBAD 용 이온빔 장치 (㈜삼성전자)

▷이용기날 내구성향상 표면처리기술 (하성e-sis)

▷고분자재료 대전방지용 표면처리기술 (엑셀코리아)

▷이온빔 장치 기술 (㈜아이시스)
기술개발완료

산업화 추진

중

가속장치응용

신소재

▷정밀금형 이온빔 연마 기술개발

▷Spin-off 기술실용화(BLU금형, 연료분사기 내식, 내마모,

드릴)

▷저에너지 빔이용(보석발색, 녹즙기 기어)

NT ▷Ion-cut에 의한 SOI 반도체웨이퍼 제조기술개발
BT ▷유용유전자원 개발(생분해성 플라스틱 : PHB)

기술개발 중 가속장치응용 ▷고출력 고주파원 개발(클라이스트론)
NT ▷ Ion-cut에 의한 GOI 웨이퍼 제조기술(화합물반도체 박막

제조)
BT ▷유용유전자원 개발(생분해성 플라스틱 : PHBV)

▷채소 및 화훼류 신품종개발
IT ▷양성자 균일조사기술 및 Si-반도체 유도결함분석기술
ST ▷우주부품 내방사선 시험기술개발(인공위성 부품개발)
의료 ▷양성자 세라피 시스템개발(양성자 암치료), 동위원소개발

3. 양성자빔 이용 분야 산업화실적 및 기술개발 현황

4. 화합물에 양성자빔을 조사하여 구조변화를 보고한 문헌

- 고에너지 양성자 빔조사에 의한 PMMA의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자원연구소 환경지질연구부, 대전대학교 화학과 발표자료)

•고에너지 이온빔을 고분자에 조사하게 되면 고분자의 구조 및 물리적 특성에 변화가 일

어남

•PMMA의 경우 적은 양의 양성자 조사로도 bond scission이 일어남

•구조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FT-IR ATR, Raman, RBS, UV-VIS, GPC, surface

profiling 방법을 이용

•결론: 양성자 빔을 조사하게 되면 pendant group (-COOCH3)이 점차적으로 줄어듬.

- 양성자빔을 이용한 식물자원의 항산화 활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나노소재화학과 이갑득 교수팀 발표자료)

•17종의 식물추출물에 양성자빔을 조사하여 DPPH radical을 이용한 항산화 활성 검색

결과, 12종이 활성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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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자빔 조사후의 식물추출물의 멜라닌 생합성 억제효과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나노소재화학과 이갑득 교수팀 발표자료)

•17종의 식물추출물에 양성자빔을 조사하여 멜라닌 생합성 억제효과를 검색한 결과, 3종

에서 tyrosinase 억제활성과 흑색종 세포억제 활성이 증가함.

- A new convenient method for the synthesis of [2-11C]thymine utilizing [11C]phosgene1)

- Effects of irradiation on sulfonation of poly(vinyl fluoride) (Paronen et al.)2)

- Evidence for the selective addition of thermal 11C(1D) atoms to carbon-carbon double

bonds (Ferrieri et al.)3)

- Preparation and pharmaceutical evaluation for clinical application of high specific

activity S-(-)[11C]CGP-12177, a radioligand for beta-adrenoreceptors.(Nishijima et al.)4)

- Ion beam irradiation effects on polymer materials(Kuko et al.)5)

- Characterization of chemical and optical modifications induced by 22.5 MeV proton

beams in CR-39 detectors(Lounis-Mokrani et al.)6)

- Degradation of poly(methyl methacrylate). Deep UV, x-ray, electron- beam, and

proton-beam irradiation(Moore et al.)7)

- Degradation of poly(methylmethacrylate) by deep ultraviolet, x-ray, electron beam,

and proton beam irradiations(Choi et al.)8)

- An assessment of surface heating during ion beam analysis II: Application to

biological materials(Peach et al.)9)

- Analysis, prior and after exposure to air, of the chemical transformations induced

in polyacrylonitrile films by 3 keV proton beams(Pirlot et al.)10)

- CR-39 (poly(diethylene glycol bis(allyl carbonate))) under g-rays and proton beam

(Darraud-Taupiac et al.)11)

- High energy proton beam bombardment of polyaniline(Yao et al.)
12)

- Analysis of protein content in cereals by total-nitrogen proton activation
13)

- The effects of 3-MeV proton radiation on an aromatic polysulfone(Coulter et. al14)

- Proton beam radiolysis of matrix samples. New technique for infrared spectroscopic

study of charged molecular intermediates(Allen et al.)15)

- Analysis of chemical state by irradiating with x ray or proton beam(Iihara)16)

- Proton-beam irradiation effect in TlH2PO4 (Kim et al.)
17)

- Method of treating the surface of powder type carbon structure, capable of increasing

dispersion force of the powder type carbon structure in organic solvent(Shin et al.)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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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powder of Ginseng

extracted with 70% methanol
under refluxing for 5h

Crude extract

removed methanol
extracted with dichloromethane

Water layer                          Dichloromethane layer   

extracted with ethylacetate

Water layer                          Ethylacetate layer   

removed solvent
dried with freeze dryer

Butanol fraction(crude saponin)

extracted with butanol

Water layer          Butanol layer   

1. 연구내용

ㅇ 인삼추출물 제조

ㅇ 인삼 saponin 분획제조

ㅇ Saponin 분획에서 saponin 표준품 분리 및 정제

ㅇ Saponin 표준품의 구조 동정

ㅇ Saponin 분획에 대한 양성자 빔조사

ㅇ 빔조사후의 인삼 saponin의 성분변화 분석 실시

ㅇ HPLC를 이용한 정성 및 정량분석 결과 해석

2. 연구방법

가. 인삼추출물 및 사포닌분획 제조

건조된 인삼을 분말로 하여 70% methanol로 추출하고 용매를 제거하여 crude ginseng

extract를 얻었다. 이 조추출물을 methylene chloride, ethylacetate로 각각 순차적으로

계통분획한 후, 마지막으로 n-butanol로 분획화하고 농축하여 crude saponin fraction을

제조하였다.(Fig. 1)

Fig. 1. Preparation of saponin fraction from the crude ginseng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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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aponin 성분 예지시험(Liebermann-Burchard test)

Extract 소량을 시험관에 넣고 acetic anhydride소량으로 용해시킨 후, 기벽을 따라 진

한 황산 몇방울을 가하면 triterpanoid saponin은 경계면에 적색-자색을 나타내며 흔들

어 섞으면 적자색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Steroid saponin은 무수초산층에 적～청～녹

색이 나타나는데 흔들어 섞으면 보통 녹～암녹색으로 변한다.

다. 인삼 saponin 분획으로부터 함유성분의 분리 및 구조 확인

인삼 saponin 분획에서 이미 보고된 방법에 따라 각종 chromatography법으로 8종의

함유성분을 분리하였다.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crude saponin 분획을

CHCl3-MeOH-H2O (15: 10: 2.6) 용액에 용해하고 이 용매로 만든 silicagel column을

통과시켜 ginsenoside를 얻었으며 일부는 reversed-phase column으로 분리하였다.

구조분석은 LC-MS (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법으로 확인하였다.

Scheme 1. Isolation of saponins from Korean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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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HPLC 분석조건

column: YMC-Pack, ODS-AQ, 4.6 X 250mm

temp. : 40℃

flow rate: 1.0ml/min.

detection: 196nm

solvent system: gradient (A: 10mM KP buffer(pH 5.8)/B: CH3CN/C: H2O)

마. TLC 분석조건

plate sheet: silicagel 60F254

solvent: chloroform:MeOH:water 65:35:10(하층)

detection: UV 254nm, 10% H2SO4+1% Ce(SO4)2

바. 양성자 빔 조사조건

• 원자력의학원의 MC-50 cyclotron의 조건

irradiation area : < 8cm diameter

Beam energy from MC-50 cyclotron : 45MeV

Maximum energy : 38MeV external beam at atmosphere with 45MeV proton

beam

Vacuum Pressure : < 4⨉10-7 Torr
Beam monitoring is available with phosphor screen of exit window

Energy Degrader (Al) & Beam Scatterer (Au)

Target Stage (Rotation & Spiral motion is available)

Beam Profile Monitor (BPM-83)

• 인삼추출물에 대한 빔 조사조건

Beam Species : Proton

Beam energy and current from MC-50 cyclotron : 45MeV/10nA

Energy : 35.7MeV beam energy at the target

dE/dx : 1.65 [keV/um] in water

Vacuum Pressure : 1.19 ⨉ 10-6 torr
Irradiation Conditions : room temp.

Dose rate : 0.786 [Gy/s]

Uniformity (35mm Dia.) : 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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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 Chromatograph

Column

Injection Vol.

Flow rate

Mobile phase

min B %

0

10

40

70

90

20

20

40

70

70

Luna 5μ C-18(2) 100, 150 x 1mm 5micron

2μL

50μL/min

A : 5% ACN (0.1% formic acid)

B : 95% ACN (0.1% formic acid)

UV 203nm

Mass Spectrometer

Ionization source

Polarity

Analyze type

Mass range

Scan mode

ESI (electrospray ionization)

Positive, Negative

Ion trap analyzer

150 - 1500 m/z

MS

Dose : 500, 1000, 3000, 5000, 10000Gy

sample: 추출물을 polypropylene tube(두께 0.2mm)에 넣고 irradiation

사. LC-ESI-MS 분석 조건

(Liquid chromatography-Electrospray Ionization Mass spectrometry)

1) 분석기기

- LC : NANOSPACE SI-2 (Shiseido)

- MS : LCQ DECA XP (Thermo Finnigan)

2) 분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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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고찰

가. 인삼 saponin 표준품의 인삼 saponin의 분리 및 구조규명

인삼추출물로부터 saponin분획 (butanol 분획)을 제조하여 순상(normal phase) column과

역상(reverse phase) column 을 이용한 각종 chromatography 법으로 8종의 함유성분을

분리한 다음, 기기분석법으로 구조를 규명하였으며 구입한 2종을 포함한 10종 화합물의

종류(Table 1) 및 구조(Fig. 2)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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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CA Index name
molecular

formular

molecular

weight

ginsenoside

Rb1

β-D-Glucopyranoside,(3β,12β)-20-[(6-O-β-D-glucopyra

nosyl-β-D-glucopyranosyl)oxy]-12-hydroxydammar-24

-en-3-yl 2-O-β-D-glucopyranosyl-

C54H92O23 1109.46

Rb2

β-D-Glucopyranoside, (3β,12β)-20-[(6-O-α-L-

arabinopyranosyl-β-D-glucopyranosyl)oxy]-12-hydroxy

dammar-24-en-3-yl 2-O-β-D-glucopyranosyl-

C53H90O22 1079.43

Rc

β-D-Glucopyranoside, (3β,12β)-20-[(6-O-α-L-

arabinofuranosyl-β-D-glucopyranosyl)oxy]-12-

hydroxydammar-24-en-3-yl 2-O-β-D-glucopyranosyl-

C53H90O22 1079.43

Rd

β-D-Glucopyranoside, (3β,12β)-20-(β-D-gluco-

pyranosyl-oxy)-12-hydroxydammar-24-en-3-yl-2-O-β

-D-glucopyranosyl-

C48H82O18 947.30

Re

β-D-Glucopyranoside,(3β,6α,12β)-20-(β-D-glucopyrano

syloxy)- 3,12-dihydroxydammar-24-en-6-yl-2-O-

(6-deoxy-α-L-mannopyranosyl)-

C48H82O18 947.30

Rg1
b-D-Glucopyranoside, (3b,6α,12b)-3,12-dihydroxy-

dammar-24-ene-6,20-diyl bis-
C42H72O14 801.14

Rg3
β-D-Glucopyranoside,(3β,12β)-12,20-dihydroxydammar-

24-en- 3-yl-2-O-β-D-glucopyranosyl-
C42H72O13 785.14

Rh1
β-D-Glucopyranoside, (3β,6α,12β)-3,12,20-trihydroxy-

dammar-24-en-6-yl-
C36H62O9 638.98

Rh2
β-D-Glucopyranoside,(3β,12β)-12,20-dihydroxydammar-

24-en-3-yl-
C36H62O8 622.98

K
β-D-Glucopyranoside, (3β,12β)-3,12-dihydroxydammar-

24-en-20-yl-
C36H62O8 622.98

Table 1. Ginsenoside saponins used in this experiments as a standard com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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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emical structure of 10 saponin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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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1

Rh1 isomer

Rb1

Rc Rb2

Rd+Re

Rg3 isomer

K
Rh2

나. 인삼 saponin 표준품의 LC-MS 측정

인삼의 saponin 분획에서 분리한 8종 및 구입한 2종의 saponin 성분에 대하여 LC-MS

(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를 측정한 결과, 각 화합물의 retention

time은 Fig. 3과 같다. 각 표준품(10종) 0.1mg을 정확히 평량하여 MeOH (HPLC

grade) 1.0ml에 용해한 혼합액을 측정시료로 사용하였다.

Fig. 3. Retention time of 10 saponin compounds in the LC-MS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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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M-1)+114(TFA)

637+114

한편, 각 saponin 성분의 LC-MS 측정에 의한 질량분석 결과는 Fig. 4a-4i와 같다.

Fig. 4a. Mass spectrum of saponin Rg1.

Fig. 4b. Mass spectrum of saponin R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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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114

1077+114

Fig. 4c. Mass spectrum of saponin Rb1.

Fig. 4d. Mass spectrum of saponin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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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114

945+114

Fig. 4e. Mass spectrum of saponin Rb2.

Fig. 4f. Mass spectrum of saponin Rd and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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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114

621+114

621+114

Fig. 4g. Mass spectrum of saponin Rg3.

Fig. 4h. Mass spectrum of saponin K.

Fig. 4i. Mass spectrum of saponin R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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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삼 saponin 표준품 및 인삼추출물의 LC-MS spectrum

인삼 saponin 표준품 10종과 양성자빔 조사전의 인삼추출물중의 saponin을 분

석비교한 결과, 인삼추출물에는 10종의 표준품중에서 Rb2, Rc, Rd, Re, Rg1, Rg3 등 6종

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Rh1, Rh2, K는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추

출물에는 최소한 5종이상의 또 다른 saponin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Fig. 5)

Fig. 5. Comparison of the LC-MS spectrum of standard ginseng

saponin(above) and crude saponin fraction(below) before proton beam irradiation.

Standard compounds 0.1 mg were dissolved in MeOH(HPLC grade) 1.0 ml and crude

saponin fraction 0.2 mg was dissolved in MeOH 0.5 ml for the LC-MS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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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3

Rg3

Rb1
Rg1+?

Rc

R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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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양성자빔 조사후의 인삼추출물의 LC-MS spectrum

인삼 saponin 추출물에 양성자빔을 500Gy, 1000Gy, 3000Gy, 5000Gy, 10000Gy를 각각 조

사한 후, 각 peak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Gy에서 5000Gy까

지는 성분의 종류 및 함량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10000Gy로 측정했을 때는 성분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

Fig. 6. LC-MS chromatograms of ginseng saponin fraction after proton beam irradiation

with 500, 1000, 3000, 5000 and 10000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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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조사전과 조사후의 chromatogram을 한 그래프에 나타내어 서로 비교한 그림을 Fig. 7

에 나타내었다.

Fig. 7. Direct comparison of LC-MS chromatograms of ginseng saponin fraction after

proton beam irradiation with 500, 1000, 3000, 5000 and 10000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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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irradiation
500Gy 1000Gy 3000Gy 5000Gy 10000Gy

Rb1 1.82 1.77 1.73 2.34 1.92 11.07

Rc 1.54 1.90 1.46 2.02 1.71 9.76

Rb2 1.62 1.53 1.34 1.79 1.71 8.35

Rd/Re 1.53 1.65 1.55 1.81 1.60 5.98

Rg3 1.00 1.00 1.00 1.00 1.00 1.00

용량별 빔조사후의 각 성분 peak의 면적비를 계산하여 아래 표(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Comparison of peak areas of the components after proton beam irradiation.

Table 2의 data를 분석해 보면, 10000Gy이하의 용량에서는 Rg3 함량을 1로 했을 때, Rb1,

Rb2, Rc, Rd/Re는 1.34-2.34 정도이었으나 빔조사량을 10000Gy로 높였을때는 상대적 함량

이 Rb1이 11.07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Rc 9.76, Rb2 8.35, Rd/Re 5.98의 순이었

다.

빔조사전과 10000Gy로 조사한 후의 각 saponin 별 함량변화를 비교해 보면, Rb1과 Rc는

빔조사전에 비해 약 6배, Rb2는 약 5배, Rd/Re는 약 4배 정도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Fig. 8은 Table 2의 data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10000Gy로 조사한 후의 saponin 추출물에서 화학적으로 어떤 성분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 추출물의 여러 가지 효능을 빔조사전의 추

출물과 비교함으로서 새로운 건강식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지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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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the peak area of ginseng saponin fraction after proton

beam irradiation with 500, 1000, 3000, 5000 and 10000Gy.

5. 결론

인삼의 saponin 추출물에 대한 proton beam irradiation(36.5MeV) 전과 후의 성분변화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음.

가. 저용량(500-5000Gy)의 빔조사시에는 saponin 성분의 함량변화가 미미함.

나. 10000Gy의 고용량 조사시에는 빔조사전에 비해 ginsenoside Rg3의 함량이 크게 줄고

상대적으로 Rb1과 Rc는 약 6배, Rb2는 약 5배, Rd 및 Re는 약 4배의 함량증가를 나타

냄.

다. 함량변화의 원인은 일부 saponin의 구조에서 당이 제거된 비당체가 증가하고 또 다른

화합물들이 분해된 것으로 추정되나 추가 연구가 필요함.

라. 성분의 함량이 변화된 추출물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여 새로운 식품소재로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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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과제평가시

평가기준
달성도

양성자빔 조

사에 의한

인삼사포닌

의 성분변화

확인 및 구

조분석 연구

- 인삼추출물 및 saponin 분획제조

- 인삼 saponin 분획에서 saponin

표준품 분리 및 구조 확인

- 빔조사후의 인삼 saponin의 성분

변화 분석(HPLC를 이용한 정성,

정량분석)

- 변화된인삼 saponin의 구조분석

- 성분변화의mechanism 규명

- 신규화합물의 경우 대량 분리 및

구조규명(기기분석 실시)

시료제조여부

분리 및 구조확인

여부

정성정량분석여부

구조확인여부

기전규명여부

신규화합물 발견

및 구조확인 여부

달성(100%)

달성(100%)

달성(100%)

미달성(구조미확인)

미달성(구조미확인)

미달성(신규화합물

확인 곤란)

1. 목표달성도

2.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기술적 측면
․ 새로운 천연물의 구조변화 방법론 개발

․ 특정 생리활성 성분의 선택적 제조 기술 개발

․ 의학적 활용에 대한 양성자빔의 도입 기술 개발

▢ 경제․산업적 측면
․ 양성자빔을 이용한 BT 분야의 새로운 산업모델 창출

․ 기능성 건강식품산업의 활성화

․ 국내 보건의료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시장 개척

▢ 활용방안
․ 기능성 건강식품의 원료제공

․ 의학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제품 개발

․ 양성자빔 이용분야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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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적 측면에서는 향후 식품업체와의 공동개발을 통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새로운 식품소재 개발로의 응용가능성을 탐색

- 기술적 측면에서는 양성자빔을 이용한 식품성분 함량변화 또는 성분변환에 활용

- 학술적 측면에서는 바이오분야에서의 양성자빔 응용범위 확대

- 제 7장의 참고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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