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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Pip(Pip) and shell powder(Cortex) extracts, and juice concentrates(Juice-1 and Juice-2) 
of Pomegranate were screened for their growth inhibition on HepG-2 cell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n 
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All samples with higher concentrations showed the growth inhibition 
against HepG-2 cells. The growth inhibitions against HepG-2 liver cancer cells at 2,500 ppm were in 
order of Juice-2(43%), Pip(42%), Cortex(38%) and Juice-1(29%). 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ies 
were higher with the concentrations of the samples increased. The activities of antioxidant BHT, Pip, 
Cortex, Juice-1, and Juice-2 at 12.5 ppm were 29.9, 16.2, 60.8, 12.6, and 15.1% respectively and those 
at 25, 50, 100, and 200 ppm were in order of Cortex(81.9～85.3%), Pip(33.4～83.0%), BHT(31.3～
47.8%), Juice-2(15.4～36.8%) and Juice-1(13.4～36.1%).

Key words : pomegranate, cortex, pip, HepG-2 liver cancer cells,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tioxi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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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석류(Pomegranate. Punica granatum L.)는 아

가니스탄과 서북부에 자생하던 식물로써 고  이

집트와 그리스에서 종교의식과 술, 신화에 사용되

었다. Pomegranate라는 이름도 랑스어인 promer-

gates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씨가 

있다는 “granatus”와 사과를 의미하는 “pomun”의 

두 단어가 결합된 것이 석류의 어원이라고 한다

(Jurenka JS 2008). 석류의 원산지는 이란, 이스라

엘,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동쪽으로

는 히말라야 주변의 인도와 국을 거쳐 일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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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까지 재배되고 있으며(박종희 2005), 우리나

라에서는 남쪽 양에서 과수원 형태로 재배되고 

있다. 국내 재배 품종은 그 맛에 따라 신석류(신

맛이 강한 산과), 단석류(단맛이 강한 감과)로만 

구분되며, 기후 차이로 과일의 크기가 동산에 

비해 작은 편이다(김학규 등 1994). 석류는 낙엽

소교목(落葉 喬木)으로서 소지( 枝)는 네모가 

지고 털이 없으며 짧은 가지의 끝이 가시로 된다. 
잎은 생( 生)하고 도난형(倒卵形) 는 긴 타원

형이며 두(銳頭) (銳底)이고 길이 2～8 ㎝로

서 양면에 털이 없다. 꽃은 양성(兩性)으로서 5～6
월에 피며 가지 끝의 짧은 화경(花梗) 에 1～5
개씩 달리고 꽃받침은 통형(筒形)이며 육질(肉質)
이고 6개로 갈라지며 붉은 빛이 돌고 꽃잎도 6개
로서 색이며 기왓장처럼 포개진다. 열매는 둥

고 끝에 꽃받침 열편이 있으며, 지름 6～8 ㎝로

서 9～10월에 황색 는 황홍색으로 익는 육질이

며 흔히 외피가 불규칙하게 터져서 종자가 보인

다(박종희 2005). 석류 열매는 일반 으로 아주 많

은 씨들을 가지고 있으며, 하얀색의 외피에 의해 

막을 형성하고 있다. 씨 주 에는 신맛이 나는 주

스 형태의 과즙으로 둘러 싸여 있다. 서양에서 석

류는 고 부터 치료의 목 으로 사용되어 왔는

데, 인도의 아율베다 치료법에서는 석류 자체를 약

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antiparasitic agent”(Naqvi 
et al. 1991), 그리고 “blood tonic”(Lad et al. 1986)
라고 불려 졌다. 석류는 설사, 궤양 그리고 당뇨

병에 약효가 있다고 알려져 왔다(생약학교재편찬

원회공  2002). 한방에서는 건조시킨 석류 열

매, 기  뿌리껍질이 충의 구제, 설사, 이질, 
구내염, 장출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지 과 구충의 효능이 있고 오래된 이질, 
변의 증상, 탈항, 자궁출 , 옴 등의 비출 , 

이염, 치통, 토 , 월경불순 등의 치료제로 사용

되어 왔다. 한, 석류에는 풍부한 탄닌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수렴성 건 약으로 사용되고 있

다(한국생약학교수 의회 공  2002). 재까지 

국내의 석류의 항산화 효과에 한 연구로는 석

류 농축액(Ko SH 2008), 석류즙(Ko SH 2008, Jin 
SY 2007, Roh BK et al. 2005), 석류씨(Jin SY 
2007, Roh BK et al. 2005, Koh JH et al. 2005), 
석류 껍질(Jin SY 2007, Choi SY et al. 2005), 석
류씨 기름(Koh JH et al. 2005), 과육(Choi SY et 
al. 2005) 등이 있고, 항암 효과에 한 연구는 석

류 추출 성분이 간암․자궁경부암․신경교종․

유방암․ 장암 세포 증식 억제에 미치는 효과

(Shim SM et al. 2001)가 있을 뿐 아주 미비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석류 추출물의 간

암세포 성장 억제  항산화 활성 효과에 한 

연구가 거의 없음을 감안하여 석류씨  석류외

피 분말 추출물과 석류 과즙을 1회  2회 감압 

농축한 농축물의 간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하여 암 방 기

능성 조리식품 개발의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

다. 

Ⅱ. 실험재료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석류는 2007년 11월에 라

남도 고흥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석류를 외

피(cortex), 석류씨(pip)와 석류알맹이(과즙을 가지

고 씨를 덮고 있는 가식부 seed)로 분리하여 사용

하 다. 석류의 색은 선홍색을 띄었으며, 크기는 

20～30 ㎝이었고, 무게는 250～450 g이었다. 

2. 시료의 추출  농축물 제조

석류씨(1 ㎏)와 석류외피 분말(1 ㎏)은 Jin SY 
(2007)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건조 후 분말화 

하여 시료의 10배 양의 메탄올을 첨가한 후 진탕

배양기(HB-201SF, Hanbaek Scientific Co. Korea)
에서 12℃, 200 rpm의 조건으로 24시간 추출하

고, 각각의 추출물은 glass microfiber filter(GF/C, 
Whatman plc. Kent, England)로 감압 여과한 후, 
회 감압농축기(EYELA N-1000, Tokyo Rikakikai 
Co. Tokyo, Japan)로 냉각수 15℃, water bath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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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스피드 ＃6의 조건하에서 3시간 동안 감압 

농축하 다. －40℃ 온냉동고에서 12시간 냉동 

후 동결건조기(FD5508, Ilshin Lab Co. Ltd., Korea)
로 －50℃, Torr 8에서 48시간 동안 동결 건조하

여 시료로 사용하 다. 석류 과즙(1 ㎏)은 생 석류 
알맹이를 착즙기(그린 워 KP-E1304)에 짠 후 70% 
양의 메탄올을 첨가하고 실온에 4시간 방치 후 

여과시킨 다음 회 감압농축기로 분말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3시간 동안의 감압 농축을 1회와 2회 

실시한 후 동결 건조하여 －20℃에서 보 하면

서, DMSO(Dimethyl sulfoxide)에 용해하여 본 실

험에 사용하 다.

3. 일반성분 분석

석류씨와 석류외피 분말  석류 과즙 농축물의 
일반성분분석은 AOAC(1990) 방법에 따라 수분

함량은 105℃ 상압가열건조법, 조단백질은 Kjeldahl
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 조회분은 직 회화

법으로 정량하 으며, 탄수화물은 시료 체 무

게에서 수분함량,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을 뺀 

나머지 값을 %로 표시하 다.

4. 간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 측정  

1) 간암세포 배양

석류씨  석류외피 분말 추출물과 석류 과즙을 
1회  2회 감압 농축한 농축물의 세포독성 효과

를 측정하기 하여 한국세포주은행(KCLB, Seoul)
으로부터 간암 유래의 세포주 HepG-2를 분양 받

아 본 실험에 사용하 다. 10% FBS가 첨가된 

MEM 배지를 사용하여 37℃, 5% CO2 incubator 
(MCO-18AIC, SANYO, Osaka, Japan)에서 배양

하 다.

2) 간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 측정

석류씨  석류외피 분말 추출물과 석류 과즙

을 1회  2회 감압 농축한 농축물의 간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는 Jung et al.(2006)의 방법에 

하여 MTT assay(Quick Cell Proliferation Assay 
Kit, BioVision, Moutain view, CA., USA)로 측정

하 다. 세포주를 1×105 cells/mL의 농도로 맞추

고 96 well plate에 각각 100 μL씩 첨가하여 24
시간 동안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한 

다음, 석류씨  석류외피 분말 추출물과 석류 과

즙을 1회  2회 감압 농축한 농축물을 각각 625, 
1,250, 2,500, 5,000, 10,000 ppm의 농도로 처리하

다. 72시간 동안 배양한 후 각 well에 MTT(5 
㎎/mL) 용액을 10 mL씩 첨가하여 3시간 동안 다

시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100 μL의 DMSO
로 생성된 formazan을 녹여 ELISA reader(Spectra 
max190-Molecular Devices)를 이용하여 450 ㎚에

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조구 세포수를 100%로 하여 각 추출물의 상

인 세포 사멸율을 구하 다.

5.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석류씨  석류외피 분말 추출물과 석류 과즙

을 1회  2회 감압 농축한 농축물의 항산화 효과

는 Blois MS(1958)의 방법에 따라 DPPH에 한 

라디칼 소거 활성으로 측정하 다. 각 시료 160 
μL에 0.2 mM의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을 80 μL 넣어 교반한 후 30분간 방치한 다음 
micro-plate reader(Model 3550, Bio-Rad Laboratories, 
Hercules, CA, USA)를 사용하여 517 ㎚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이때의 계산 방법은 다음

과 같았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 (1-

실험군 흡광도대조군 흡광도 )×100

Ⅲ. 결과  고찰

1. 일반성분 분석

석류 외피와 석류씨, 석류 과즙을 이용한 석류 

추출물의 일반성분 분석 결과는〈Table 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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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ximate Composition of Korean Pomegranate                                      (%)

Composition Pip Cortex Concentrated juice

Moisture content 13.77±0.231) 36.08±0.18 45.02±0.04

Carbohydrate2) 68.28±0.45 53.89±0.23 34.33±0.07

Crude protein  4.98±0.04  5.19±0.46  5.03±0.12

Crude fat 11.89±0.18  2.40±0.02 12.06±0.11

Crude ash  1.08±0.01  2.44±0.15  3.56±0.01
1) Mean±SD(n=3).
2) Carbohydrate %=100%－(moisture+protein+fat+ash).

다. Choi et al.(2002)의 연구결과는 이란산 흑석

류 농축액의 수분함량은 39.3%, 조단백질은 12.2%, 
조지방 0.4%, 조회분 1.4%, 탄수화물 58.0%로 나

타나, 국내산 농축액과 비교해 보면 탄수화물을 

제외한 수분, 조단백, 조지방, 조회분 모두 국내

산 농축액이 모두 높게 나타난 경향을 보 으며, 
한, Yoo HK(2005)의 연구결과는 이란산 흑석류 

씨의 수분함량은 6.6%, 조단백 12.2%, 조지방 8.2%, 
조회분 1.7%, 탄수화물은 71.1%로 나타내어 수

분과 조지방은 국내산이 높았고, 탄수화물, 조단

백은 이란산 흑석류가 높게 나타났으며, 조회분

은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가식부를 포함한 국

내산 석류 과일 체의 일반성분은 수분 78.91%, 
조단백 0.97%, 조지방 0.55%, 조회분 0.78%로 나

타났다(Jin SY 2007). Ko SH(2007)의 연구에서는 

이란산 석류 농축액의 수분함량은 38%, 탄수화

물 58.8%, 조단백질 1.0%, 조지방 0.1%, 조회분 

2.1%로 나타내어 본 실험의 석류 농축액과 비교

해 보면 탄수화물을 제외하고 수분, 조단백, 조지

방, 조회분 모두 고흥산 석류가 높게 나타났다.

2. 간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

인간의 간암 세포주에 한 석류씨  석류외

피 분말 추출물과 석류 과즙을 1회  2회 감압 

농축한 농축물에 의한 간암세포주의 형태학  변

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역상 미경으

로 세포형태를 찰한 결과, 조구는 암세포가 

조 하게 정상 으로 성장하는데 반해 2,500 ppm
의 처리구에서는 세포의 결속력이 감소하고 응축

A
 

B

C
 

D

E
<Fig. 1> Morphological observation of HepG-2 

cells treated with 2,500 ppm of pomegranate  methanol
extracts.

A: control.
B: methanol extract of pip.
C: methanol extract of cortex.
D: twice concentrated juice.
E: once concentrated juice.

되는 세포사멸을 확인하 다. 그 에서 2회 감

압 농축한 석류 과즙 농축물에 의한 암세포 사멸

효과가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이러한 형태학  변화에 따라 각 추출물  농

축물의 항암 효과를 조사하기 해 MTT assay를 

이용하여 간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확인하 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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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pomegranate extracts on growth
inhibition of HepG-2 cells.

Pip: methanol extract of pip.
Cortex: methanol extract of pip.
Juice-2: twice concentrated juice.
Juice-1: once concentrated juice.

석류씨  석류외피 분말 추출물과 석류 과즙

을 1회  2회 감압 농축한 농축물의 간암세포 

성장 억제효과는 농도 의존 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여 Shim SM et al.(2001)의 연구에서 석류 

메탄올 추출물의 ethylacetate, ethylether, butanol 
 수층 분획물 모두 농도 의존 으로 간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증가하 다는 연구 결과와 유

사하 다. 그리고 노루궁뎅이 버섯의 메탄올 추출

물과 그 분획물들의 사람의 암세포주인 HT29와 

HepG-2에 한 성장 해효과를 MTT assay로 검

토한 결과에서 노루궁뎅이 버섯의 메탄올 추출물

과 헥산, 클로로포름 그리고 에틸아세테이트 분

획물들이 높은 암세포 성장 해 효과를 나타내었

으며, 농도 의존 인 경향을 보 다(Park SH et al. 
2003)는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한, Roh et al. 
(2005)의 연구에서 석류외피 메탄올 추출액 1, 10, 
100 ㎍/mL의 농도에서 농도에 비례하는 항산화 작

용을 보 고, 석류 과즙 농축액은 10, 100, 1,000 
㎍/mL 농도에서 비례하는 항산화 작용을 나타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석류씨와 석류외피 분말 추출물  2회 감압 

농축한 석류 과즙 농축물은 2,500 ppm의 농도에

서 38～43%의 강한 항암성을 보인 반면 1회 감압 

농축한 석류 과즙 농축물은 29%의 항암 활성을 

보 다.

3.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석류씨  석류외피 분말 추출물과 석류 과즙

을 1회  2회 감압 농축한 농축물의 DPPH 라디

칼 소거 활성에 한 결과는〈Fig. 3〉과 같았다. 
BHT와 시료들 모두 농도 의존 으로 DPPH 라디

칼 소거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한

련  추출물(0～1,000 ㎍/mL)과 positive control로
서 ascorbic acid(Asc, 10 ㎍/mL)를 사용한 DPPH 라
디칼에 한 hydrogen 공여활성은 31.25 ㎍/mL에
서는 약 63%, 62.5 ㎍/mL에서는 약 30%의 잔존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보여 추출물의 농도 증

가에 따라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증가하는 양

상을 보 다는 이재 (2007)의 연구 결과와 유사

하 다. 12.5 ppm의 처리구에서 DPPH 라디칼 소

거 활성은 석류외피 분말 추출물이 60.8%로 가

<Fig. 3> Antioxidative activities of pomegranate 
extracts o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HT: butylated hydroxytoluene. 
Pip: methanol extract of pip.
Cortex: methanol extract of cortex.
Juice-2: twice concentrated juice.
Juice-1: once concentrated ju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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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았고, 석류씨 분말 추출물  1회와 2회 감

압 농축한 석류 과즙 농축물은 12.6～16.2%로 

조구인 BHT의 29.9%보다 낮은 활성을 보 다. 
25, 50, 100  200 ppm 처리구에서는 석류외피 

분말 추출물이 81.9～85.3%로 가장 높았고, 석류

씨 분말 추출물은 33.4～83.0%로 BHT의 31.3～
47.8%보다 높은 활성을 보 으며, 1회와 2회 감압 

농축한 석류 과즙 농축물은 13.4～36.8%로 BHT보

다 낮은 활성을 보 다. 이는 석류 열매의 부 별 

에탄올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내

피, 외피, 씨, 과즙의 순서로 항산화 활성이 우수

하 고, 내피와 외피 추출물에 함유된 페놀성 화

합물  라보노이드류에 의해 항산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Jin SY(200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한, Roh et al.(2005)의 연구에서 석류 추출

물의 동일농도에서 효능을 비교할 때, 석류외피 

메탄올 추출물이 가장 강한 DPPH 라디칼 소거 

작용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Ⅳ. 요약  결론

인간의 간암 세포주에 한 석류씨  석류외

피 분말 추출물과 석류 과즙을 1회  2회 감압 

농축한 농축물에 의한 간암세포주의 형태학  변

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역상 미경으

로 세포형태를 찰하 고, 이러한 형태학  변

화에 따라 각 추출물  농축물의 항암 효과를 조

사하기 해 MTT assay를 이용하여 간암세포 성

장 억제 효과를 확인하 으며, 항산화 활성 효과

를 알아보기 하여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하 다. 조구는 암세포가 조 하게 정상

으로 성장하는데 반해 2,500 ppm의 처리구에서

는 세포의 결속력이 감소하고 응축되는 세포사멸

을 확인하 으며, 그 에서 2회 농축한 석류 과

즙에 의한 암세포 사멸효과가 가장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각 추출물  농축물의 간암세포 성

장 억제효과는 농도 의존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2,500 ppm의 처리구에서 2회 감압 농축한 

과즙 농축물(43%)>석류씨 분말 추출물(42%)>석

류외피 분말 추출물(38%)>1회 감압 농축한 과즙 

농축물(29%) 순으로 나타났다. BHT와 시료들 모

두 농도 의존 으로 DPPH 라티칼 소거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12.5 ppm의 처리구에서 

석류외피 분말 추출물(60.8%)>BHT(29.9%)>석류

씨 분말 추출물(16.2%)>2회 감압 농축한 과즙 농

축물(15.1%)>1회 감압 농축한 과즙 농축물(12.6%)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5, 50, 100  200 ppm 
처리구에서는 석류외피 분말 추출물(81.9～85.3%) 
>석류씨 분말 추출물(33.4～83.0%)>BHT(31.3～
47.8%)>2회 감압 농축한 과즙 농축물(15.4～36.8%) 
>1회 갑압 농축한 과즙 농축물(13.4～36.1%)의 순

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 결과, 석류 추출물의 외피에서 높은 항

산화성과 석류 과즙에서는 암세포 사멸효과가 높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석류 추출물이 암 

방 차원의 기능성 조리식품으로 개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었다.

한 록

석류씨, 석류 외피 분말 추출물  석류 과즙 

(주스 1과 주스 2) 추출물을 DPPH 라디컬 소거활

동에 HepG-2 세포 그리고 항산화 활동에 추출물

의 성장억제를 측정하 다. 높은 농도를 가진 모

든 샘 은 HepG-2 세포에 하여 성장 억제를 

보 으며, 2,500 ppm의 처리구에서는 2회 감압 농

축한 과즙 농축물(43%)>석류씨 분말 추출물(42%) 
>석류외피 분말 추출물(38%)>1회 감압 농축한 

과즙 농축물(29%) 순으로 나타났다. BHT와 시료

들 모두 농도 의존 으로 DPPH 라티칼 소거 활

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12.5 ppm의 처리

구에서 석류외피 분말 추출물(60.8%)>BHT(29.9%) 
>석류씨 분말 추출물(16.2%)>2회 감압 농축한 과

즙 농축물(15.1%)>1회 감압 농축한 과즙 농축물(12.6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5, 50, 100  200 ppm 
처리구에서는 석류외피 분말 추출물(81.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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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씨 분말 추출물(33.4～83.0%)>BHT(31.3～47.8 
%)>2회 감압 농축한 과즙 농축물(15.4～36.8%)> 
1회 갑압 농축한 과즙 농축물(13.4～36.1 %)의 순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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