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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Cucumis melo L. var makuwa Makino)의 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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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ological activities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different fruit parts, such as peel, flesh,
and placenta of oriental melon were investigated. The total phenolic concentration of water extract
was the highest such as 151.64 µg/g in the peel, also that of ethanol extract was 224.77 µg/g in the
peel, respectively. The total flavonoid content in the water and ethanol extracts were high such as
45.53 µg/g and 67.16 µg/g of peel, respectively. In the physiological activities, DPPH in the water and
ethanol extracts were high such as 25.0% and 83.3% of peel in 1% concentration. Extract of peel
was higher than those of flesh and placenta. ABTS in the water extracts was 79.2% of peel, 57.6%
of flesh and 74.0% of placenta in 1% concentration. Ethanol extracts was 99.9% of peel, 52.1% of
flesh and 41.2% of placenta in 1% concentration. In addition, xanthine oxidase inhibitory activity
and α-Glucosidase inhibition activity of the peel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appeared to be higher
than those of placenta and flesh. This study showed that the antioxidant and α-Glucosidase inhibi-
tion activity of peel extracts were higher than those of placenta and flesh. Also, the antimicrobial
effect of ethanol extract from different fruit parts was shown only on Streptococcus agalactiae.

Key words: Antimicrobial effect, antioxidant, α-Glucosidase inhibition activity, flesh, oriental melon, peel,
placenta

서 론

현대인들은 연장된 수명만큼이나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욕구

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는 사회현상으로 건강

기능성 식품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1) 그러나 식생활

의 서구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만성질병에 위협

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원인의 누적으로 발생하는 성인병은 인

체 내 활성 산소의 생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

다.2-4) 활성산소는 생체 내에서 에너지 생산을 위한 산화과정

중에 상당량이 생성된다. 활성산소를 조절할 수 있는 항산화제

에는 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glutathion reductase 등의

효소계열의 항산화제와 phenol성 화합물, flavone 유도체,

ascorbic acid, carotenoids, glutathione 등의 천연 항산화제와

BHA(butylated hydroxyanisole), BHT(butylated hydroxytoluence),

PG(propyl gallate) 등의 합성화제가 있다.5) 그런데 지금까지 합

성 항산화제인 BHA와 BHT 등은 탁월한 항산화 효과와 경제

성 때문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안전성에 논란이 있어 천연

물로부터 인체에 안전하고 항산화력이 높은 물질을 분리 이용

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6,7) 참외는 중앙아시아

인도를 2차 중심으로 하여 중국, 한국 및 일본에서 재배되었

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 이전부터 참외가 재배된 것으로

추정되며, 각 지방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의 재래종 참외

가 재배되었다. 참외는 주로 촉성이나 조숙재배 작형으로 재배

되고 있는데 매년 수확시기가 앞당겨져 무가온임에도 불구하고

12~1월에 정식하는 농가가 많다.8) 겨울철 저온기의 참외재배는

주산지인 성주를 중심으로 무가온 단동하우스에서 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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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참외는 비타민 C의 함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 참

외에 함유되어 있는 포도당과 과당은 인체에 흡수가 빨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항암효과가 뛰어난 cucurbitacin 이

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동의보감에는 참외가 진해 거담작

용을 하고 풍담, 황달, 이뇨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체질이 산성으

로 변하기 쉬운 여름에 좋은 식품이며 서양에서는 주로 생과,

신선과일 샐러드, 설탕을 덮은 냉동 멜론 등으로 이용되고 있

다.9) 참외의 영양분은 껍질에 가장 많고, 태좌, 과육 순인데, 우

리는 일반적으로 껍질을 깎고 태좌를 도려낸 뒤 영양분이 가장

적은 과육 부분만 먹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참외는 대부분

생과로 이용되고 있어 참외의 껍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을 이

용할 수 있는 껍질째 먹는 참외 생산 기술 및 가공식품으로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10,11) 또한 저온에서 생육장애를 일으킴으

로 인해 오랫동안 저장 및 유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가

공을 통한 저장성 향상 및 다양한 상품으로의 개발방안이 필요

하다.12) 참외의 품질은 주로 과실의 단맛을 나타내는 당 함량

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에는 보건적 기능성을 나타내는 항

산화 성분이 과실 품질로 주목받고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참외의 부위별 생리활성 검증과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위

해 참외 추출의 용매를 달리하여 물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α-Glucosidase 저해활성, 항균효과 등에 대해 검

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료의 추출. 본 실험에 사용된 참외는 경북 성주과

채류 시험장에서 선별한 것을 껍질, 과육, 태좌부분으로 나누어

동결건조한 후 분쇄하여 분말을 사용하였다. 열수추출의 경우

시료에 10배 양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80oC에서 3시간 환류냉

각 추출하였으며, 에탄올의 추출물의 경우 75% 에탄올에 침지

하여 상온에서 24시간 방치한 후, 각 추출물을 원심분리하여

상징액을 취하는 과정을 3회 반복 추출한 다음, 이를 모두 합

하여 다시 Whatman No. 2 여과지로 감압여과하고, 회전감압

농축기(EYELA, N-1000, Japan)로 감압 농축하여 동결건조 후

−20oC에서 냉동 보관하면서 본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총 phenol성 물질 함량 측정. 추출된 각 phenol성 물질의 함

량 측정은 Rhee 등의 방법14)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즉, 각

phenol성 시료용액 0.2 ml에 2% Na2CO3 2.0 ml를 가하여 충

분히 혼합하고 2분후에 50% Folin-Ciocalteu’s reagent 0.2 ml를

가하여 상온에서 30분 동안 방치한 후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함량은 gallic acid(0.5 mg/ml)를 표준물질로 이용하

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구하였다.

총 flavonoid성 물질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시

료용액 1 ml에 diethylene glycol 10 ml, 1 N NaOH 1.0 ml를

넣고 강하게 진탕한 후 37oC 항온기에서 1시간 정치한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naringin(0.5 mg/ml)을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표준곡선을 통하여

계산하였다.

전자공여능(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추출물의 전자공여

능(Electron donating abilities, EDA)은 Blois의 방법15)을 변형

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용액 1.0 ml에 0.2 mM의1-diphenyl-2-

picrylhydrazyl(DPPH) 1.0 ml를 넣고 교반한 후 30분간 방치한

다음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전자공여 효과는 시료

용액의 첨가구와 무 첨가구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측정.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의 측정은 Pellegrin 등의 방법16)에 의해 측

정하였다. 즉, 7 mM ABTS[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

6-sulfonic acid)] 5 ml와 140 mM K2S2O8 88 ml를 섞은 용액

1 ml와 ethanol 88 ml를 혼합한 ABTS 용액 1 ml와 시료용액

50 µl를 혼합하여 30초간 진탕한 후 2.5분간 incubation하고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효과는 percentage inhibition(%)으로 나타내었다.

Xanthine oxidase 저해활성 측정. Xanthine oxidase 저해활

성 측정은 Stirpe와 Corte의 방법17)에 따라 측정하였다. 각 시료

용액 0.1 ml와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7.5) 0.6

ml에 xanthine(2 mM)을 녹인 기질액 0.2 ml를 첨가하고

xanthine oxidase(0.2 U/ml) 0.1 ml를 가하여 37oC에서 5분간 반

응시킨 후 1 N HCl 1 ml를 가하여 반응을 종료시킨 다음 반응

액 중에 생성된 uric acid를 흡광도 292 nm에서 측정하였다.

Xanthine oxidase 저해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무 첨가구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α-Glucosidase 저해활성 측정. 각 시료용액 0.1 ml에 0.3 U/

ml의 α-glucosidase 효소액 0.1 ml, 0.1 M PBS buffer(PH 7.0)

0.5 ml에 넣고 혼합하여 37oC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3 mM

pNPG(Sigma, Mo, USA) 0.2 ml를 가하여 37oC에서 10분간 반

응시켰다. 0.1 M Na2CO3 0.5 m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후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저해율을 계산하였다

항균력 측정. 각 부위별 참외 추출물의 항균력 측정은 paper

disc 법18)으로 측정하였다. 즉, 평판 배지에 배양된 각 균주를 1

백금이를 취해서 Nutrient broth 10 ml에서 18-24시간 배양하여

활성화시킨 후 다시 NB 배지 10 ml에 균액을 0.1 ml 접종하여

3-6시간 본 배양한 후 NA평판배지 1개당 균액을 약 107 cell되

게 접종하여 멸균 면봉으로 균일하게 도말하였다. 멸균된 8 mm

filter paper disc(Whatman, Japan)를 평판배지에 올려놓은 다음

50 µl/disc가 되도록 추출물을 농도별로 흡수시켜 35oC에서 18-

24시간 배양하여 disc 주위의 clear zone(mm)의 직경을 측정하

였다.

결과 및 고찰

추출수율. 참외를 껍질, 과육, 태좌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100

g를 동결건조하여 얻은 수율은 껍질이 10.95%, 과육 11.71%, 태

좌 24.35%로 나타났으며, 동결건조한 시료를 각각 열수와 75%

에탄올로 추출한 후 추출수율을 구한 결과는 열수 추출의 경우

껍질이 60.3%, 과육 75.4%, 태좌 41.1%로 나타났고, 에탄올의

추출의 경우 껍질이 50.4%, 과육 67.2%, 태좌 43.8%로 나타났

다. 수율은 과육의 열수추출 시 가장 높았고, 에탄올 추출보다

열수 추출이 비교적 높은 추출 수율을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

향은 참외가 많은 양의 당 성분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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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Phenol성 물질 함량. 식물이 함유하고 있는 총 페놀성 물

질(phenolic compound)의 양은 항산화력의 간접적인 지표가 된

다. 페놀성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산

물의 하나로서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지며, 이들은 phenolic

hydroxy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 등의 거대분자들과 결

합하는 성질을 가지며, 항산화, 항균생물 활성 효과 등의 생리

활성 기능을 가진다.19) 참외의 각 부위별 물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에 함유된 총 phenol 함량은 각 부위별 동결건조 시료질

량을 기준으로 나타내었고, 그 결과 Fig. 1과 같이 물 추출물

의 경우 껍질이 151.64 µg/g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태좌가

82.34 µg/g, 과육이 59.81 µg/g 순으로 나타내었다. 또, 에탄올의

경우 껍질이 224.77 µg/g, 과육이 78.51 µg/g, 태좌가 64.20 µg/

g로 나타내어 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총 phenol 함량은 껍질 부

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껍질이 태좌와 과육에 비해 2-4배 이

상 높게 나타내었다.

총 flavonoid성 물질 함량. 또 다른 항산화력의 지표인 총

flavonoid성 물질 함량은 Fig. 2와 같이 naringin으로 표준 곡선

을 구하여 계산하였으며, 총 Phenol성 물질 함량 측정 결과와

같이 각 부위별 동결건조 시료질량을 기준으로 나타내었다. 참

외의 각 부위별 껍질, 과육, 태좌의 총 flavonoid 함량은 물 추

출물의 경우 45.53 µg/g, 1.21 µg/g 및 3.12 µg/g로 나타내었고,

에탄올 추출은 67.16 µg/g, 1.56 µg/g 및 1.28 µg/g로 나타내었

다. 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총 flavonoid 함량은 껍질의 함량이

태좌와 과육에 비해 30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과육과 태좌 부

위의 경우는 5.0 µg/g 미만의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전자공여능 확인. 전자 공여능 측정에 사용된 DPPH(α,α-

diphenyl-β-picrylhydrazyl)는 안정한 자유 라디칼로서 그것의 비

공유전자로 인해 517 nm 부근에서 최대 흡광도를 나타내며 전

자 또는 수소를 받으면 517 nm 부근에서 흡광도가 감소하며 각

추출물에서 이러한 라디칼을 환원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능력이

크면 높은 항산화 활성 및 활성 산소를 비롯한 다른 라디칼에

대한 소거 활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인체 내에서 활성 라디칼

에 의한 노화를 억제하는 척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생체막 구

성성분을 파괴하며 활성산소를 소거하여 줄 수 있는 활성을 알

아보기 위해 참외의 각 부위별 물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이 물 추출물의 경우

0.1%에서 모두 10% 미만의 낮은 전자공여능을 보였고, 1%에

서는 껍질이 25%로 가장 높았으며, 태좌가 14.3%, 과육이

10.5%를 나타내었다. 에탄올 추출은 0.1%에서 껍질이 24.44%

로 과육과 태좌에 비해 높은 활성을 보였고, 1%에서는 껍질이

83.3%로 가장 높은 전자공여능을 나타내었으며, 과육과 태좌는

20% 미만의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참외의 전자공여능은 에

탄올 추출물이 물 추출물보다 3배 이상 높은 효과를 나타내었

Fig. 1. Total phenol concentration of water and ethanol extract

isolated from different parts in Oriental melon. WE: water extract,
EE: ethanol extract. 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experiments.

Fig. 2. Total flavonoid concentration of water and ethanol extract

isolated from different parts in oriental melon. WE: water extract,
EE: ethanol extract. 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experiments.

Fig. 3.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water and ethanol extract

isolated from different parts in oriental melon.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or test sample was determined with 0.2 mM
DPPH ethanolic solution. WE: water extract, EE: ethanol extract.
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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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ang 등20)은 전자공여능이 phenolic acids와 flavonoids 및

기타 phenol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작용의 지표라 하였으며, 이

러한 물질은 환원력이 큰 것일수록 전자공여능이 높다고 하였

다. DPPH는 아스코르빈산, 토코페롤, polyhydroxy 방향족 화합

물, 방향족 아민류에 의하여 환원되어 짙은 자색이 탈색됨으로

써 전자공여능의 차이 측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항산화물질의

전자공여능을 측정할 때는 DPPH 법이 편리하다고 알려져 있

으나, 색소가 함유된 추출물의 경우 DPPH법의 적용에는 많은

경험이 요구된다.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확인. 물질의 친수성

및 lipophilic 물질의 항산화력을 측정하기 위해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을 부위별로 측정한 결과 Fig. 4와 같이 물

추출물의 경우 0.1%에서 껍질이 33.9%로 과육과 태좌에 비해

높은 활성을 보였고, 1%에서는 껍질이 79.2%로 가장 높았으

며, 과육이 57.6%, 태좌가 74.0%로 50% 이상의 활성을 나타

내었다. 에탄올 추출물은 0.1%에서 껍질이 58.2%로 과육과 태

좌에 비해 높은 활성을 보였고, 1%에서는 껍질이 99.9%로 가

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과육과 태좌는 52.1%, 41.2%의

활성을 보였으며, 물 추출물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Xanthine oxidase 저해활성 확인. Xanthine oxidase는 purine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로서 xanthine 또는 hypoxanthine으로부터

uric acid를 형성하며 uric acid가 혈장 내에 증가되면 골절에

축적되므로 통증을 동반하는 통풍을 일으키는 효소로 알려져

왔다.21-24) Xanthine oxidase는 분자상의 산소를 수소(전자)수용

체로 이용하여 xanthine을 uric acid형으로 산화하는 반응을 촉

매하므로 xanthine oxidase의 저해효과는 유리 라디칼의 생성

억제와 더불어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요산을 생성하는 xanthine oxidase의 활성 저해능을

측정한 결과 Fig. 5와 같이 열수추출물의 경우 0.1%에서 부위

간의 활성이 10% 미만의 낮은 저해율을 나타내었으며, 1%에

서는 껍질이 29.3%의 활성을 보였고, 태좌와 과육은 10% 미

만의 미약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에탄올 추출물은 0.1%에서 부

위간의 활성이 10% 미만의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1%에

서는 껍질이 30.5%의 활성을 보였고, 태좌와 과육은 물 추출

물과 같이 낮은 저해효과를 나타냈다. 식물계에 널리 존재하는

flavonoid류는 hydroxyl기의 수와 위치에 따라 xanthine oxidase

의 저해효과가 다르며, xanthine oxidase의 저해물질로는 다양

한 탄닌류 및 관련 페놀성 물질들이 보고되어 있는 바25,26) 이

러한 낮은 저해효과를 보이는 참외의 추출물이 crude한 상태의

용액이므로 성분을 분리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되어 진다.

α-Glucosidase 저해효과. α-Glucosidase는 소장의 brush-

border membrane에 존재하는 소화효소이다. 이들은 이당류나

다당류는 탄수화물이 소화 흡수되기 위한 상태인 단당류로 가

수분해하는 역할은 한다.27) α-Glucosidase 저해제는 탄수화물 식

이 후 혈당상승을 올릴 수 있다. 그리하여 참외의 각 부위별

물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α-Glucosidase 저해활성을 측정

한 결과 Fig. 6과 같이 나타내었다. 열수추출물의 경우 0.1%에

서 부위간의 활성이 10% 미만의 낮은 저해율을 나타내었으며,

1%에서는 껍질이 25.9%의 활성을 보였고, 태좌와 과육은 10%

미만의 미약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에탄올 추출물은 0.1%에서

부위간의 활성이 10% 미만의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1%

에서는 껍질이 37.5%의 활성을 보였고, 태좌와 과육은 물 추

출물과 같이 미약한 저해효과를 나타냈다.

항균효과 확인. 참외의 부위별 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항균 효

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시료농도 0.5 mg/disc에서 기관지염, 폐

렴의 원내감염 호흡기 감염증과 패혈증 원인균인 Streptococcus

agalactiae와 피부상재균인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epidermidis 및 Escherichia coli, 구강내 세균인

Candida albicans와 식중독균인 Staphylococcus epidermidis,

Salmonella typiminum에 대한 clear zone 형성을 관찰한 결과,

참외의 에탄올 추출물에서 Streptococcus agalactia에서만 껍질,

Fig. 4.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of water and ethanol

extract isolated from different parts in oriental melon. WE: water
extract, EE: ethanol extract. 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experiments.

Fig. 5. Xanthin oxidase inhibition activity of water and ethanol

extract isolated from different parts in oriental melon. WE: water
extract, EE: ethanol extract. 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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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육, 태좌에서 각각 15, 13 및 12 mm의 clear zone를 나타내

었지만, 물 추출물은 모든 균주에서 저해환을 관찰할 수 없었

다. 본 연구에서는 참외의 에탄올 추출물인 경우 호흡기 감염

증 및 패혈증의 항균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참외의 부위별 물 및 알코올 추출물의 항산

화효과, α-Glucosidase 저해활성 및 항균효과를 조사하였다. 총

phenol 함량을 측정한 결과 물 추출물에서는 껍질이 151.64 µg/

g,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껍질이 224.77 µg/g로 가장 높은 페놀

함량을 나타내었다. 총 flavonoid 함량은 껍질이 물 추출물의

경우 45.53 µg/g, 에탄올 추출은 338.37 67.16 µg/g로 가장 높

게 나타내었다. 참외의 항산화 효과는 물 추출물의 경우 1%에

서 껍질이 25%로 가장 높았으며, 에탄올 추출은 1%에서 껍질

이 83.3%로 가장 높은 전자공여능을 나타내었으며, 과육과 태

좌는 20% 미만의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ABTS는 물 추출

물은 1%에서 껍질이 79.2%로 가장 높았으며, 과육이 57.6%,

태좌가 74.0%로 50% 이상의 활성을 나타내었고, 에탄올추출물

은 99.9%로 껍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육과 태좌는 52.1%,

41.2%의 활성을 보였으며, Xanthine oxidase의 저해활성의 경우

1%에서 껍질이 물 추출물이 29.3%, 에탄올추출물이 30.5%의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지만, 비교적 낮은 저해율을 나타내었

다. α-Glucosidase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1%에서 열수 추출

물은 25.9%, 에탄올 추출물은 37.5%의 활성을 보인 껍질이 가

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 또한 Streptococcus agalactiae,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epidermidis, Escherichia

coli, Candida albicans, Staphylococcus epidermidis 및

Salmonella typiminum에 대한 항균활성을 평가한 결과 참외의

에탄올 추출물에서 Streptococcus agalactia에서만 껍질, 과육,

태좌에서 각각 15, 13 및 12 mm의 clear zone를 나타내었다.

Key words: 참외, 껍질, 과육, 태좌, 항산화활성, 항균효과,

α-Glucosidase inhibition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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