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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polyphenol-rich herbs, fruits and processed foods, which are made of plant origin,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due to their potential health benefits. Pomegranate (Punica granatum L.) is an important source 
of bioactive compounds and has been used to treat diseases because of its medicinal properties. This research was 
focused on characterizing Korea’s national cultivar and a similar product from California, USA. To evaluate their 
bioactive compounds and pharmacological activities, their anti-oxidation and cancer inhibition properties, as well 
as their organic acid and free sugar contents, were investigated. The national cultivar had low total sugar and 
high organic acid contents, contrary to the imported produc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el of national cultivar 
had high polyphenol and ellagic acid contents compared to imported product. The free radical scavenging capacity 
was evaluated via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and its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total polyphenol contents 
was found. The anti-cancer activity of methanol extracts revealed growth inhibition against the prostate cancer cell. 
These results signify that while pomegranate, national cultivar, is more sour than the imported product, its health 
benefits could be excellent. Also, the polyphenol compound content of the non-edible part (such as the peel and 
the seed) was higher than that of the juice. Thus, it is suggested that the byproduct of the juice extraction could 
be potentially used in other fields such as medicine or dietary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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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

화에 따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생활습관병의

증가로 인해 치료 보다는 예방, 합성약제 보다는 식물유래

화학물질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1). 식물의 색, 맛, 향

등에 관여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천연 산물들은 식물 스스로

를 방어할 뿐 아니라 세포의 노화 및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2-6).

석류(Punica grantum L.)는 석류과에 속한 낙엽소목으로

서 아시아 서남부와 인도 북서부가 자생지이며 특히 이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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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 생산 및 세계적 수출국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까지 수입량의 80% 이상이 이란산이었으나 최근

5년간은 수입량의 95% 이상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

다(7). 국내 생산은 2002년부터 전라남도 고흥에서 본격적

으로 석류를 재배해 현재 국내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

하고 있으며 재배 품종은 그 맛에 따라 신석류, 단석류로만

구분되어 있다(8).

석류에는 estrone, estradiol, estrogenic compounds와 같은

여성호르몬 유사물질 등의 기능성 성분이 주목받으면서

(9-11) 석류 주스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착즙 시

나오는 껍질이나 씨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식부 비율은

20～30% 밖에 되지 않아 폐기율이 높은 과일이다. 석류의

부위별 기능성 성분을 비교한 결과 과즙보다 과피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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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식물성 에스트로겐 함량

과 그에 따른 항산화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다

(12-14). 석류 주스의 항산화성 또한 과피에 함유되어져 있

는 폴리페놀로부터 유래되어진 것으로 보고(15,16) 되고

있고, 특히 석류 과피에서 생리활성 물질은 재배종간의 차

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생리활성능도 다른 것으로 보고되

어져 있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흥산과 미국산 석류

의 부위별 생리활성 및 기능성 성분 비교에 대한 연구와

그 결과 석류 착즙 후 버려지는 부산물의 활용방안을 찾고

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실험에 사용한 국내산 석류는 전남 고흥군 두원면에

서 2011년 10월에 수확한 것이며 수입산은 미국 캘리포니

아로부터 수입한 것을 광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 사용

하였다. 석류를 세척한 후 과피와 과육으로 분리하여 과육

은 마쇄하여 과즙과 씨로 분리하였다. 석류 과피와 씨는

건조시킨 후 분쇄하여, 시료 3배 분량의 100% methanol을

가하여 70℃에서 환류냉각 장치를 사용하여 3시간 2회 반복

추출 하였다. 추출물은 여과한 후 감압농축하고 동결건조

하여 사용하였다.

pH, 가용성 고형물 함량, 총산 함량 측정

pH 측정은 과즙 시료 20 mL를 취하여 pH meter(Excel

XL25, Fisher Scientific, Pittsburgh, PA, USA)를 사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시료 1 g을

취하여 굴절당도계(PR-32α, Atago, Tokyo, Japan)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또한 총산 함량은 AOAC법(18)에 따라 10

mL 시료를 중화시키는데 필요로 하는 0.1 N NaOH로 적정

하여 소비량을 구연산으로 환산하였다.

유기산, 유리당 분석

착즙 시료 5 g을 증류수 50 mL로 정용하여 12,000 rpm에

서 2분간 원심분리한 상등액을 Sepak-C18을 사용하여 정제

시키고, 0.45 µm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후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 Perkin-Elmer

Series 200, Waltham, MA, USA)로 분석하였다. 분석조건은

컬럼 Supelcogel C-610H(7.8×300 mm), 컬럼 온도 30℃, 이

동상 0.1% 인산용액, 유속 0.7 mL/min, 검출기는 diode array

detector(DAD)로 210 nm에서 분석하였다. 유리당 분석을

위한 시료 준비는 유기산 분석과 동일하며 분석조건은 컬럼

Shodex Asahipak NH2P-50 4E, 컬럼 온도 30℃, 이동상 70

% acetonitrile, 유속 1.0 mL/min, 검출기는 refractive index

detector(RID)로 분석하였다.

Ellagic acid 함량 분석

석류의 과피, 과즙, 씨의 메탄올 추출물을 농축 시킨 후

일정량으로 정용하여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후

HPLC(Jasco LC-2000, Tokyo, Japan)로 분석하였다. 분석조

건은 컬럼 Waters C18(4.6×250 mm), 컬럼 온도 40℃, 이동상

으로 acetonitrile과 0.1% formic acid를 함유한 증류수 비율

을 각각 15 : 85 비율로 시작해서 각각 100 : 0까지 20분

동안 gradient, 유속 1.0 mL/min, 검출기는 UV 254 nm 조건

으로 분석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석류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 방법(19)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Methanol로 희석한 석류 추출물 0.2

mL에 10% Folin-Ciocalteu 0.4 mL를 넣고 3분 후에 10%

Na2CO3 0.8 mL을 혼합하고 1시간 방치 한 다음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tannic

acid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얻은 검량곡선으로부터 산출

하였다.

항산화 활성

항산화 활성은 1,1 diphenyl-1-picrylhydrazyl(DPPH)을 이

용하여 시료의 radical 소거효과를 측정하는 Blois 방법(20)

으로 측정하였다. 즉 동결건조된 methanol 추출물 시료를

농도별로 증류수에 녹이고, DPPH 용액 800 μL를 가한 후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20분간 525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여 대조구와 비교하였다. 대조구는 시료 대신

물을 넣어 반응시켰고 항산화 활성은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로 나타냈다.

EDA(%)=(A control-A sample)/A control×100

A control: 대조구(시료대신 물을 첨가)의 흡광도

A sample: 실험구(시료 첨가)의 흡광도

세포배양과 생존율 분석

한국세포주은행(KCLB, Seoul, Korea)으로부터 인체 전

립선암세포(PC-3, human prostate adenocarcinoma cell line)

를 분양받아, 열처리된 10% 소태아혈청(FBS)과 항생제

(100 U/mL penicillin, 100 mg/mL streptomycin)가 함유된

RPMI 1640 (GibcoBRL, Carlsbad, CA, USA)에 배양하였다.

세포가 배양용기의 90% 정도 차면 trypsin/EDTA(0.1%

trypsin, 0.05% ethylenediamine tetraacetic acid)로 부착된 세

포를 분리하여 계대배양 하면서 사용하였다. 전립선암 세

포증식억제 분석은 MTT assay법(21)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96 well plate 배양용기에 well당 1×10
4
개의 세포를 분주하

고 24시간 후에 각 석류 과피, 과즙, 씨의 메탄올 추출물을

각각 농도별로 처리하였다. 16시간 후에 배지를 제거하고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용액으로 세척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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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mbromide

(MTT)시약을 1 mg/mL 농도로 3시간 처리한 후 dimethyl

sulfoxide(DMSO)에 녹여 microplate reader(Versamax UV,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pH, 가용성 고형물, 총산 함량

원산지간 석류 과즙의 맛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pH, 가용

성 고형물(당함량), 총산 함량을 측정하였다.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흥산 석류즙은 pH 2.70, 가용성 고형물은

14.77 ˚Brix, 총산은 6.00%로 당산 비율이 2.46으로 신맛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산 석류즙은 pH 3.48, 가용

성 고형물은 16.00 ˚Brix, 총산은 1.89%로 당산 비율이 8.47

로 고흥산 석류즙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품종간의 차이로 여겨지며 국내산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 주로 신맛을 나타내는 산과석류이고, 미국산은 단

맛을 지니는 감과석류인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 pH, Soluble solid content and acidity of the pomegranate
juice

Pomegranate juice pH Soluble solid
(°Brix)

Acidity(%) Brix/Acid ratio

Korean 2.70±0.06
1)

14.77±0.15 6.00±0.10 2.46

USA 3.48±0.17 16.00±0.10 1.89±0.12 8.47
1)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유기산 함량

석류 과즙 중 주요 유기산은 citric acid와 malic acid가

확인되었으며 그 함량은 Table 2와 같다. 고흥산 석류즙의

경우 citric acid가 3.82 g/100 g, malic acid는 0.74 g/100

g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산 석류즙의 각각 0.76

g/100 g, 0.55 g/100 g 함량과 비교할 때 고흥산에서 citric

acid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산과 미국산의

가용성 고형물 차이값에 비해 당산 비율의 차이가 훨씬

높은 이유가 바로 citric acid의 높은 함량차이이며, 또한

고흥산 석류의 신맛을 결정짓는 인자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oxalic, acetic, fumaric, tartaric, lactic

acid 등은 검출되지 않았거나혹은 정량하기 어려울정도로

미량 검출되어 데이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Pablo(22) 등이 스페인에서 재배된 석류 맛과 종에

따른 유기산 함량의 결과와 비교해볼 때 고흥산이 다소

높은 유기산 함량을 나타냈으며, Moon(8)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볼 때 같은 고흥산의 경우 본 연구결과가낮게 나타

났다. 그 차이의 원인으로는 유기산 함량이 수확시기, 성숙

도, 보관 상태에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23)되어져 있다.

Table 2. Content of organic acids in the pomegranate juice

Pomegranate Juice Citric acid (g/100 g) Malic acid (g/100 g)

Korean 3.82±0.501) 0.74±0.03

USA 0.76±0.01 0.55±0.02
1)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유리당 분석

석류 과즙 중 주요 유리당은 fructose와 glucose가 확인되

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고흥산 석류즙의 총 유리

당은 9.12 g/100 g이 함유되어 있었고 fructose, glucose가

각각 4.73 g/100 g, 4.39 g/100 g 함량을 나타냈다. 미국산의

경우 총 유리당은 13.62 g/100 g이 함유되어 있었고,

fructose, glucose가 각각 6.97 g/100 g, 6.65 g/100 g 함량을

나타냈으며 HPLC 분석 크로마토그램은 Fig 1에 보여주고

있다. Sucrose는 고흥산과 미국산 모두 검출되어지지 않았

으며 이러한 결과는 pablo 등(22)의 결과에서도 sucrose 함

량은 석류 종에 따라 검출되어지지 않은 것에서부터흔적만

을 보인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산지별 당도

(가용성 고형물)값이 높을수록 총 유리당 함량값도 높게

나타냈으며 고흥산과 미국산 모두 fructose가 glucose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미국산

과즙의 유리당 함량 결과는 스페인에서 재배된 종에서 확인

된 유리당 함량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이란산 재배종

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24).

Table 3. Total free sugar contents in the pomegranate juice

Pomegranate
Juice

Fructose
(g/100 g)

Glucose
(g/100 g)

Sucrose
(g/100 g)

Total
(g/100 g)

Korean 4.73±0.06
1)

4.39±0.21 ND
2)

9.12±0.27

USA 6.97±0.04 6.65±0.13 ND 13.62±0.16
1)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2)
Not detected.

총 폴리페놀 함량

석류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고흥산의 경우 과피에서

149.91 mg/g, 과즙에서 1.48 mg/g, 씨에서 3.54 mg/g이였다.

미국산의 경우 과피에서 112.96 mg/g, 과즙에서 1.90 mg/g,

씨에서 5.66 mg/g이였다(Table 4). 추출물 부위별로 보면

과피, 씨, 과즙 순으로 폴리페놀 함량이 높았고 특히 과피는

과즙보다 약 100배 정도 높게함유되어 있었다. 과피의 경우

고흥산이 높으나 과즙과 씨의 경우는 미국산이 높게나타났

다. 고흥산과 이란산을 비교 연구한 Moon(8)의 연구에 의하

면역시 이란산보다 고흥산 과피에서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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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ent of total polyphenol compounds and ellagic acid
in the pomegranate extracts

Samples
Total polyphenol compounds

(mg/g)
Ellagic acid
(mg/100 g)

Korean

Pomegranate peel 149.91±15.281) 1421.6±28.62

Pomegranate juice 1.48±0.11 2.6±0.10

Pomegranate seed 3.54±0.35 2.3±0.09

USA

Pomegranate peel 112.96±16.10 677.8±30.52

Pomegranate juice 1.90±0.08 3.7±0.10

Pomegranate seed 5.66±0.09 5.9±0.13
1)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Ellagic acid 함량

Ellagic acid는 폴리페놀 화합물의 한 종류로 세포주기

억제, 세포고사 등과 같은 항암작용(25,26)과 항산화(27)

및 항염증(28)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져있다. 석류

과피, 과즙, 씨 추출물의 ellagic acid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고흥산 과피에서 14.22 mg/g, 과즙에서

0.026 mg/g, 씨에서 0.023 mg/g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미국

산의 경우 각각 6.78 mg/g, 0.037 mg/g, 0.059 mg/g 함유량을

나타냈다. 고흥산과 미국산 모두 과즙이나 씨 보다는 과피

에서 ellagic acid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고흥산이 미국산에 비해 ellagic acid 함유량이

두 배 이상 높게나타났으며 총 폴리페놀 함량이많은 종이

ellagic acid 함량도 높게 나타냈다.

A B C

Fig. 1. Chromatographic profile of main sugars in the pomegranate juice. (A) standard, (B) Korean, (C) USA.

항산화 활성

DPPH는 그 자체가 매우 안정화된 radical로서 보라색을

띠고 있는데 항산화 활성이 있는 물질과 만나면 전자를

내어주면서 radical이 소멸되어 탈색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간접적으로 항산화 활성능 분석을 하였다(Fig. 2). 석류 부

위별 추출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으

며, 고흥산과 미국산 모두 과피, 씨, 과즙 순으로 높은 활성

도를 나타냈다. 고흥산 과피는 농도에 따라 62.6～85.8%,

미국산은 37.6～86.3% 활성도를 나타냈다. 고흥산 과즙은

농도에 따라 9.5～37.1%, 미국산은 14.9～49.3% 활성도를,

고흥산 씨는 13.3～57.8%, 미국산은 16.5～60.0% 항산화

활성도를 보였다. 과피 추출물의 경우 0.5 mg/mL에서는

고흥산이 미국산에 비해 월등히 높은 활성도를 보였으나

농도가 높아질수록 차이가 줄어들며 2.0 mg/mL에서는 오

히려 고흥산이 약간 더 낮은 활성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반응 화합물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Chung 등이 보고한 논문(29)에서도 항산

화 활성이 80% 이상에 이르면 그래프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포화상태를 지난 농도에서는 직선일 때 항산화 활성능과

Fig. 2.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pomegranate
extracts.

다른 결과를 보인다. 또한 부위별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도

는 폴리페놀과 ellagic acid 함량 순과도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전립선암 세포증식 억제

본 실험에서는 석류 부위별 추출물의 PC-3 전립선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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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 대한 증식억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MTT assay를

시행하였다. 세포 배양액에 0, 0.5, 1.0, 1.5, 2.0 mg/mL 농도

로 석류 부위별 추출물을 첨가하고 배양한 후 살아있는

세포수를 측정한 결과처리 농도가 증가할수록 세포증식이

감소하였다(Fig. 3). 석류 과피 추출물 1.0 mg/mL 농도를

처리하였을 경우 고흥산의 경우 46.1%, 미국산의 경우

56.4%의 세포가 사멸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고흥산

과피에서 폴리페놀 함량이더높게조사된 결과와는 대조적

이었으며 항산화 활성도와도 불일치의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과즙과 씨의 경우를 보면 폴리페놀 함량 자체는 과즙

보다 씨에서 높았으나 전립선암 세포증식억제능은 과즙에

서 더 우수하였다. 산지별로 보더라도 고흥산 보다 미국산

의 과즙과 씨에서 폴리페놀 함량이 높았던 것에 반해 전립

선암 세포증식 억제능은 고흥산에서 우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석류 추출물에서 전립선암 세포증식억제에 관여하

는 물질로 폴리페놀 화합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어지며 다른 식물 추출물

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어지기도 했다(30).

Fig. 3. Inhibitory effect on the growth of PC-3 cells by the
pomegranate extracts.

요 약

본 연구는 고흥산과 수입산 석류의 화학적 성분분석 및

생리활성 기능을 분석하여 기능성 물질의 소재개발과 착즙

후 버려지는 부산물 활용 방안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석류

과즙 중 주요 유기산은 citric acid, malic acid가 확인되었으

며 주요 유리당으로는 fructose, glucose가 확인되었다. 석류

의 폴리페놀 함량은 고흥산 과피에서 149.91 mg/g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함량을 보인 과즙보다는 약 100배 정도

높게 함유되어 있었다. 석류의 부위별 ellagic acid 함량을

분석한 결과 고흥산 과피에서 14.22 mg/g으로 미국산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고흥산과 미국산 모두

과즙이나 씨 보다는 과피에서 ellagic acid 함량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석류 부위별 추출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항

산화 활성이 증가하였으며, 고흥산과 미국산 모두 과피,

씨, 과즙 순으로 높은 활성도를 나타냈다. 고흥산과 미국산

부위별 추출물의 전립선암세포증식억제능을 분석한 결과

산지에 관계없이 과피, 과즙, 씨 순으로암세포 성장억제능

이 높게나타났으며 특히 과즙과 씨에서는 고흥산이 미국산

에 비해서암세포 성장억제능이더우수하였으며 과피 추출

물에서는 미국산이 더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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