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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pomegranate juice based on the extraction
methods applied: centrifugal, single-gear, and twin-gear. Changes in the metabolic activities during digestion condition
were further investigated. The twin-gear method was eventually identified as the optimal method, through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extraction rate, particle size, proximate composition, and the mineral and vitamin contents. Pomegranate
juice derived using the twin-gear method had high-levels of bioactive substances such as phenolic compounds, flavonoids, anthocyanins, and selenium. Consequently, this juice exerted significant inhibitory effects on lipid peroxidation.
Phenolic compounds are known to exhibit a high-correlation with skin-lightening, anti-aging, and anti-diabetic activities.
An in vitro digestion model was used to evaluate changes in the antioxidant and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inhibitory activities. Compared to levels observed before digestion, the results revealed a marked increase in the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radical scavenging,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and superoxide
dismutase-like activities as digestion progressed through the gastric phase condition, whereas most of these effects
were stabilized or inhibited as digestion progressed through the intestinal phase. The ACE inhibitory activity was
observed to increase after being subjected to gastric and intestinal digestion conditions.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r2) for ACE inhibition and antioxidant activities were in the range 0.681∼0.952, thus indicating a highly positive
correl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bioactivity of pomegranate juice is enhanced, as determined
by the increase in various physiological activities as well as increase in the bioaccessibility and bioavailability of
bioactive substances during di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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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칼은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모든 종류의 생체분자,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 DNA를 반응시키고 손상시키는 능

석류(Punica granatum L.)는 석류과에 속한 낙엽 소목으

력을 가진 활성 분자로, 암, 알츠하이머, 만성 질환, 당뇨병

로 중앙아시아(이란, 터키)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유럽까

및 기타 퇴행성 질환과 같은 질병을 일으킨다. 이러한 질병

지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들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으로부터 천연 항산화제의 개발이

있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함유된 석류는

있다. 한편, 석류에는 페놀 화합물,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

항산화, 항암, 항당뇨, 골관절염, 간 보호 등과 같은 생리활

닌, 지방산, 유기산, 알칼로이드, 비타민, 에스트로겐 등이

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a 등, 2016).

함유되어 있으며, 이들 항산화 물질들의 존재로 인해 자유라

석류는 위와 같이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가식부 비

디칼 소거능을 나타낸다(Shaygannia 등, 2016). 자유라디

율이 20~30%로 폐기율이 높으며 석류를 섭취하려면 껍질
을 제거하고 과육이 있는 부분을 선별해야 한다(J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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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육이 씨앗을 감싸고 있어 분리해서 섭취하기 힘들고
씨앗을 같이 섭취했을 때 입안에서 이물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불편함은 착즙기로 제조한 주스를 섭취함으로써 해
결할 수 있다. 또한, 채소, 과일을 착즙하여 영양적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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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향, 맛, 색 등의 관능적인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ter(ST2100-F, OHAUS, Seoul, Korea)를 사용하였고, 당

현재 시판되는 착즙기 중 대부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

도는 당도계(Atago Pocket PAL-1, Atago Co., Ltd., Tokyo,

고 있는 방식은 원심분리형 착즙기(centrifugal juicer), 기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어가 장착된 착즙기(masticating juicer), 쌍기어가 장착된
착즙기(twin gear masticating juicer or triturating juicer)

입도 분석

이다. 원심분리형 착즙기는 해당 바닥면의 분쇄날이 8,000

착즙방법에 따라 제조된 석류 주스의 입자 분포 양상을

rpm 이상인 고속 회전방식으로 많은 양의 착즙이 가능하지

측정하기 위해 입도 분석기(Beckman Coulter LS 13 320,

만, 고속 회전으로 인한 열과 충격으로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Beckman Coulter, Brea, CA, USA)를 사용하여 0.04 µm

우려로 인해 열과 충격을 최소화하여 영양소 파괴를 줄이는

에서 2,000 µm까지 입자크기를 측정하였다. 입도 분포는

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입자(×10, 10%), 중간 입자(×50, 50%), 최대 입자

저속 착즙기(80 rpm 이하)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으

(×90, 90%)를 측정하여 평균값(mean), 중앙값(median),

며, 국내에서는 주로 masticating juicer가 높은 시장점유율

최빈값(mode)으로 나타냈다.

을 차지하고 있다. 저속 착즙기는 적은 영양소 파괴와 높은
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까지 고속 착즙기와 저속 착즙

일반성분 분석

기에 대한 주스의 품질 특성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Kim

석류 주스의 일반성분 함량은 식품공전 방법(MFDS,

등, 2015b). Park 등(2019a)의 연구에 따르면 원심분리형,

2020b)으로 분석하였다. 수분 함량은 105°C 상압가열건조

외기어 방식, 쌍기어 방식의 착즙기를 이용하여 당근 주스를

법, 조단백질 함량은 자동 질소 정량분석기(Kjeltec Auto

착즙 시 착즙방식에 따라 착즙률, 입도, 영양성분 등 주스의

2300, Foss, Laurel, USA)를 이용한 micro-Kjeldahl법, 조

품질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에 과육이 종자를 감싸

지방 함량은 산분해법, 조회분 함량은 직접회화법으로 각각

고 있는 형태인 석류 착즙 시에도 원심분리형, 외기어 방식,

분석하였다.

쌍기어 방식의 3가지 착즙방식에 따라 주스의 품질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미네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고속 및 저속 착즙기에 대해 시장 점유율

미네랄은 식품공전 방법(MFDS, 2020b)에 따라 분석하

및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원심분리형, 외기어 방식

였다. 석류 주스 1 g과 HNO3 용액 10 mL를 혼합하여 mi-

및 쌍기어 방식의 착즙기를 선정하였으며, 착즙방식에 따른

crowave(Multiwave 3000, Anton paar GmbH, Graz,

석류 주스의 착즙률, 입도분석, 그리고 영양성분 함량 등 품

Austria)로 190°C에서 35분 동안 온도를 높이면서 용매를

질 특성 차이를 조사하고 효율이 높은 착즙방식을 선별하고

완전히 없앤 후 방랭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ICP-OES

자 하였다. 최종 선별된 착즙방식에 따라 제조된 석류 주스

(Optima 8300, PerkinElmer, Waltham, MA, USA)를 이용

의 지방산 함량, 항산화, 항노화, 미백 활성, 항당뇨와 같은

하여 분광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여러 생리활성을 조사하고, 소화 과정에 따른 생리활성 변화
를 확인하기 위해 in vitro 소화 모델을 이용하여 항산화 활

비타민 함량 분석과 지방산 분석

성과 ACE 저해 활성 측정을 통해 생체접근율(bioaccessi-

비타민 B군과 E는 Martins-Junior 등(2008) 및 식품공

bility) 및 생체이용률(bioavailability)의 변화를 확인하고

전 방법(MFDS, 2020b)에 따라 high performance liquid

자 하였다.

chromatography(HPLC, HPLC 1100 Series, Agilent,
Santa Clara, C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지방산은

재료 및 방법

식품공전 방법(MFDS, 2020b)의 gas chromatography
(GC, Agilent 7890 GC, Agil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재료 및 착즙 조건
본 연구에 사용된 석류는 미국 캘리포니아로부터 수입한

소화효소 활성 측정

것을 지역 재래시장(Busan,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

석류 주스의 소화효소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α-amy-

다. 구입한 석류를 깨끗이 세척한 후 껍질을 제거하고 착즙

lase와 protease 활성을 측정하였다. Protease 활성은 식

하였으며, 원심분리형(고속 착즙기, BJE820, Breville Pty

품첨가물공전(MFDS, 2020a)의 식물 단백질 가수분해효소

Ltd., Sydney, Australia), 외기어 방식(저속 착즙기, HVS-

(plant protease)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1 unit은 상

STF14, Hurom, Gimhae, Korea) 그리고 쌍기어 방식(저속

기 시험조건에서 1시간 동안 tyrosine 1 μg 상당량을 유리

착즙기, Angelia 8000, Angel Co., Ltd., Busan, Korea)의

시키는 효소의 양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고체배지에서의

착즙기를 사용하여 석류 주스를 제조하고 100 mesh 체로

protease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1% skim milk 배지를 이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착즙률(%)은 원재료 중량 대비 착즙

용하여 석류 주스 물 추출물을 접종한 뒤 37°C에서 24시간

액의 중량에 100을 곱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pH는 pH me-

배양하여 확인하였다. α-Amylase 활성 측정은 Doehler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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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e(1983)의 방법을 응용하여 수행하였다. β-Amylase

DF＝dilution factor

및 기타 protease의 불활성화를 위해 Ca2+의 존재 하에

ε＝the molar absorptivity＝26,900 L/cm･mol

70°C에서 20분간 가열하여 전처리하였다. 전처리한 시료
0.1 mL와 0.5%(w/v) soluble starch(Junsei Chemical Co.,

지질과산화 저해 활성 측정

Ltd., Tokyo, Japan) 0.4 mL를 혼합하여 55°C에서 10분간

석류 주스의 지질과산화 저해 활성은 석류 주스를 5배

반응시킨 후 3,5-dinitrosalicylic acid solution(DNS) 0.25

희석한 메탄올 추출물을 100% 농도로 하여 측정하였다. 메

mL를 가하여 100°C에서 15분 동안 가열하였다. 그 후 ice

탄올 추출물에 2.5% linoleic acid(Sigma-Aldrich Co.),

에 냉각 후 증류수로 희석하여 분광광도계(Multiskan Go,

0.2 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7.0) 및 증류수를

Thermo Scientific, Vantaa, Finland)를 이용해 420 nm에

혼합하여 반응용액을 제조한 후 40°C에서 반응시키며 하루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α-Amylase 활성의 1 unit은 starch

간격으로 ferric thiocyanate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로부터 1 μg의 maltose에 상응하는 환원당을 생성하는 효

(Ohkawa 등, 1979). 반응용액 0.1 mL와 75%(v/v) EtOH

소량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고체배지에서의 α-amylase 활

(Duksan Pure Chemical Co., Ltd., Ansan, Korea) 9.7

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1% starch 배지를 이용하여 석류 주

mL, 30%(w/v) ammonium thiocyanate(NH4SCN, Duksan

스 물 추출물을 접종한 뒤 37°C에서 24시간 배양하여 확인

Pure Chemical Co., Ltd.) 0.1 mL, 20 mM FeCl2･4H2O

하였다.

0.1 mL를 넣고 교반하여 상온에서 5분동안 방치 후 분광광
도계를 이용하여 5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

총 페놀 화합물, 총 플라보노이드 및 총 안토시아닌 함량 측정

대조군으로는 α-tocopherol(Sigma-Alderich Co.)을 1

항산화 활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총 페놀 화합물

mg/mL의 농도로 제조하여 동일하게 실험을 진행하였다.

(TPC, total phenolic content)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TFC,
total flavonoid content)은 각각 Folin-Denis 방법(1912)

Tyrosinase 저해 활성 및 DOPA 산화 저해 활성 측정

과 Davis 방법(1947)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TPC는 분석

Tyrosinase 저해 활성과 DOPA 산화 저해 활성은 Kim

시료 500 µL와 0.1 N Folin-Ciocalteu’s phenol re-

등(2015a)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Tyrosinase 저해 활

agent(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500 µL

성은 석류 주스 20 µL,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를 혼합하여 상온에서 3분 동안 방치한 후 10% Na2CO3

(pH 6.8)에 용해시킨 효소액(tyrosinase from mushroom,

500 µL를 첨가하여 암실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2,000 units/mL, Sigma-Aldrich Co.) 20 µL, 0.1 M so-

이 끝난 시료를 원심분리(12,000×g, 25°C, 10분)하여 상등

dium phosphate buffer 220 µL를 혼합한 후, 기질인 1.5

액을 회수한 뒤 분광광도계로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mM L-tyrosine(Sigma-Aldrich Co.)을 40 µL 첨가하여

였다. 표준물질로는 gallic acid(Sigma-Aldrich Co.)를 사

37°C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이후 490 nm에서 흡광도를

용하였으며, 분석 시료와 동일하게 분석하여 작성한 표준

측정하였다. DOPA 산화 저해 활성은 석류 주스 20 µL, 0.1

검량선으로 TPC를 구하였다. TFC는 분석시료 60 µL와 di-

M sodium phosphate buffer(pH 6.8)에 용해시킨 효소액

ethylene glycol 600 µL, 1 N NaOH 60 µL를 혼합하여

(tyrosinase from mushroom, 2,000 units/mL, Sigma-

37°C 항온수조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Aldrich Co.) 20 µL,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220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quercetin(Sigma-

µL를 혼합한 후 기질인 2.0 mM L-DOPA(Sigma-Aldrich

Aldrich Co.)을 이용하여 표준 검량선을 작성한 후 TFC를

Co.)를 40 µL 첨가하여 37°C에서 20분 동안 반응시킨 다음

계산하였다. 총 안토시아닌 함량(TAC, total anthocyanin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ar-

content)은 Lee 등(2005)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butin(Sigma-Aldrich Co.)을 사용하였다.

분석시료 0.1 mL에 각각 pH 1.0 buffer(0.2 M potassium
chloride＋0.2 M hydrochloric acid)와 pH 4.5 buffer(0.2

Collagenase 저해 활성

M potassium chloride＋0.1 M citric acid)를 2 mL 혼합한

Collagenase 저해 활성 측정은 Riani 등(2018)의 방법을

다음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520 nm와 700 nm에서 흡광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석류 주스 50 µL, 5 M NaCl과 100

도를 측정하였다. 총 안토시아닌 함량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

mM CaCl2가 첨가된 50 mM Tricine buffer(pH 7.5) 50

였다.

µL, collagenase(1 mg/mL, Sigma-Aldrich Co.) 50 µL를
혼합한 뒤 N-[3-(2-furyl)acryloyl]-Leu-Gly-Pro-Ala

Total anthocyanin content (mg/100 g)＝(A×MW×
DF×1,000)/ (ε×1)
A＝(A520

nm－A700 nm)pH 1.0－(A520 nm－A700 nm)pH 4.5

MW＝molecular weight of cyanidin-3-glucoside＝
449.2 g/mol

(0.48 mg/mL, Sigma-Aldrich Co.) 50 µL를 첨가하여 25
°C에서 15분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3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EGCG(epigallocatechin
gallate, Sigma-Aldrich Co.)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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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rich Co.), 20 mM FeCl3･6H2O(Kanto Chemical Co.,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Hwang 등(2014)의 방법을

Inc., Tokyo, Japan)를 10:1:1(v/v/v)로 혼합하여 제조하였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석류 주스 50 µL에 α-glucosidase

다. 단계별 소화물 250 µL와 FRAP reagent 750 µL를 혼합

(0.5 U/mL) 50 μL와 67 mM potassium phosphate buf-

하여 37°C에서 10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액은 원심분리

fer(pH 6.8) 50 μL를 첨가하여 혼합한 후, 37°C에서 5분간

(12,000×g, 4°C, 5분)하여 상등액을 취해 593 nm에서 흡

pre-incubation 한 뒤 10 mM p-nitrophenyl-α-D-glu-

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ferrous sulfate(FeSO4･

coside solution 100 μL를 첨가하여 37°C에서 10분간 반응

7H2O, Junsei Chemical Co., Ltd.)를 사용하여 표준 검량선

시켰다. 이후 1 M Na2CO3 750 μL를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

을 작성하였으며, μM FeSO4 equivalent/g으로 표시하였다.

시킨 다음 p-nitrophenyl-α-D-glucoside로부터 유리되어
나오는 p-nitrophenol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405 nm에
서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acarbose(Sigma-Aldrich Co.)를 사용하였다.

In vitro 소화물의 SOD 유사 활성 측정
Superoxide dismutase(SOD) 유사 활성은 SOD assay
kit(Dojindo Molecular Technologies, Kumamoto, Japan)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단계별 소화물 40 μL에 WST-1

In vitro 소화시험
In vitro 소화 시험은 Attri 등(2017)의 방법을 응용하여
위장과 소장 소화 과정으로 나누어 인공소화를 재현하였다.

solution 400 μL와 enzyme solution 40 μL를 첨가하여 혼
합한 후 40°C에서 20분 동안 반응시킨 다음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삼각플라스크에 석류 주스 5 mL를 1.2 g/L pepsin(SigmaAldrich Co.)과 8.0 g/L NaCl(Samchun Pure Chemical

In vitro 소화물의 angiotensin Ⅰ－converting enzyme

Co., Ltd., Pyeongtaek, Korea)을 혼합하여 35% HCl(Duk-

(ACE) 저해 활성

san Pure Chemical, Co., Ltd.)로 pH를 1.2로 조정하여 제

ACE 저해 활성은 Cushman과 Cheung(1971)의 방법을

조한 pepsin-HCl solution 20 mL와 혼합한 후 37°C에서

응용하여 분석하였다. 단계별 소화물 25 µL에 0.1 M so-

1시간 동안 진탕배양하여 인공 위장 소화 과정을 거쳐 재현

dium borate buffer(pH 8.3) 75 µL와 HHL(N-hippu-

하였다. 다음으로 0.1 M phosphate buffer(pH 7.5)에 0.94

ryl-histidyl-leucine, Sigma-Aldrich Co.) 50 µL를 혼합

g/L pancreatin(Sigma-Aldrich Co.)을 첨가한 pancreatin

한 후 ACE 조효소액 100 µL를 첨가하여 37°C에서 1시간

solution(pH 7.5) 8 mL와 위장 소화액 5 mL를 혼합하여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1 N HCl을 첨가하여 효소 반응을

37°C에서 2시간 동안 진탕배양 하여 인공 소장 소화 과정을

정지시키고, ethyl acetate(Duksan Pure Chemical Co.,

진행하였다. 대조군으로 증류수를 이용하여 동일한 소화 과

Ltd.) 1.3 mL를 첨가해 충분히 혼합하여 원심분리(12,000

정을 거쳐 수행하였으며, 각 소화 과정 단계별로 시료를 일정

×g, 4°C, 5분)하였다. 원심분리 후 상등액 1 mL를 회수하여

량 회수하여 -20°C에서 보관하며 이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120°C에서 완전히 건조시키고, 증류수 1 mL를 첨가하여
충분히 혼합한 뒤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228 nm에서 흡광

In vitro 소화물의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도를 측정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은 Re 등(1999)의 방법을 응용
하여 수행하였다. 7.4 mM 2,2′-azino-bis(3-ethylbenzo-

통계처리

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ABTS, Sig-

모든 분석은 3회 이상 수행하여 평균±표준편차(mean±

ma-Aldrich Co.) 용액과 2.6 mM potassium persulfate

SD)로 표현하였다. 평균값의 유의한 차이는 SPSS(version

(Duksan Pure Chemical Co., Ltd.)를 혼합하여 차광조건으

20.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

로 4°C에서 18시간 동안 반응시켜 ABTS 라디칼을 생성시

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의 Duncan’s

킨 후, 흡광도 값이 734 nm에서 1.5 이하가 되도록 증류수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으며, 유의성 검증은 신뢰구간

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단계별 소화물 50 µL와 ABTS 용

P<0.05에서 수행하였다. In vitro 소화 시험에서 항산화 활

액 1 mL를 혼합하여 암실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다음

성과 ACE 저해 활성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은

tion coefficient(P<0.01)로 분석하였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In vitro 소화물의 환원력 측정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FRAP)는 Benzie와

착즙방식에 따른 석류의 착즙률 비교

Strain(1996)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FRAP re-

본 연구에서는 원심분리형(BRV), 외기어 방식(HUR) 그

agent는 300 mM acetate buffer(pH 3.6), 40 mM HCl에

리고 쌍기어 방식(ANG)으로 석류를 착즙하였으며, 각 착즙

용해시킨 10 mM 2,4,6-tris(2-pyridyl)-s-triazine(Sigma-

방식에 따른 착즙률, 당도, pH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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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pomegranate juice yield by extraction
method

그중에서도 굵은 나선형의 외기어가 저속으로 착즙하는 방
식보다 쌍기어 착즙방식이 가장 우수한 착즙률을 나타냈는

Extraction
method

Twin gear
(ANG)

Single gear
(HUR)

Centrifugation
(BRV)

데, 이는 2개의 수평 형태의 나선형 기어가 맞물려 저속으로

Juice yield (%)
Residue (g)
Sugar contents
(°Brix)
pH

84.4±0.7a
41.1±3.2
16.2±0.0

77.6±1.0a
48.6±6.7
16.2±0.1

23.2±1.2 b
307.3±25.7
16.2±0.0

료 속 과즙의 80% 정도까지 착즙이 가능한 것에 기인한 것

3.6±0.0

3.5±0.0

3.3±0.0

c

b

a

Data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in the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amples at P<0.05.

회전하면서 압착하는 쌍기어의 다단 착즙 원리로, 투입된 재
으로 판단된다(Park 등, 2019a). 또한 Choi 등(2014)의 주
스 제조 장치에 따른 채소 및 과일 주스의 품질 변화를 연구
한 결과에서 석류를 착즙할 때 고속 착즙기(27.5%)나 블렌
더(31.5%)를 사용하는 것보다 저속 착즙기(37.7~46.5%)
를 사용하는 것이 착즙 수율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원심분리형의 고속 착즙기는 빠른 시간에 많이 착즙

류 주스의 당도와 pH 측정 결과, 당도는 16.2°Brix, pH는

할 수 있지만 동량의 과일 또는 채소 착즙 시에 저속 착즙기

3.3~3.6으로 나타났다. Al-Maiman과 Ahmad(2002)의 연

보다 낮은 수율을 나타내어 수율적인 측면에서 고속 착즙기

구 결과에서 석류 주스의 당도는 16.5°Brix, pH는 3.48이라

보다 저속 착즙기가 우수하며, 그중에서도 쌍기어 방식이 재

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측정값과 유사하였다. 착즙

료 투입량 대비 높은 수율로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방식에 따라 착즙률을 계산한 결과 쌍기어 방식의 착즙률이
8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외기어 방식

입도 분석

(77.6%), 원심분리형(23.2%) 순으로 나타났다. 착즙방식을

착즙 주스에 분산된 입자크기는 시각적으로뿐만 아니라

비교해 보았을 때, 쌍기어 방식이 원심분리형 착즙기보다

섭취 시 부드러운 목 넘김과 미각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품질

3.6배 높은 착즙률을 보였으며 외기어 방식 착즙기보다 1.1

지표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Park 등, 2019b). 이와 관

배 높은 착즙률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착즙 후

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원심분리형, 외기어 방식 그리고 쌍기

배출된 찌꺼기의 무게를 비교한 결과, 쌍기어 방식의 저속

어 방식으로 착즙한 석류 주스의 입자크기를 Table 2에 나

착즙기가 원심분리형 고속 착즙기보다 7.5배 낮은 찌꺼기

타내었다. 각각의 착즙방법에 의해 착즙된 석류 주스의 평균

무게를 나타냈다. 각 착즙방식의 착즙률 차이는 착즙기의

입자크기는 쌍기어 방식 49.09 µm, 외기어 방식 350.23

착즙원리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Lee 등(2019)은 원심

µm, 원심분리형 215.33 µm로 쌍기어 방식에 의해 착즙된

분리형 착즙기를 이용하여 신선초, 케일, 돌미나리를 착즙할

석류 주스에서 가장 작은 입자가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우 고속 회전으로 인해 완전한 착즙이 이루어지지 않고

같은 저속 착즙기인 쌍기어 방식과 외기어 방식의 최소 입자

상당량의 찌꺼기가 발생하여 낮은 착즙률을 나타낸다고 보

분포(<10%)의 입자크기를 보면 외기어 방식이 4.77 µm로

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저속 착즙기에 비해 월등히 낮은

쌍기어 방식(1.71 µm)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

착즙률을 나타내었다. 이는 석류의 과육이 종자를 감싸고

니라 중간 입자분포(<50%)와 최대 입자분포(<90%)에서도

있기 때문에 압착 방식이 아닌 분쇄하는 방식인 원심분리형

외기어 방식의 석류 주스가 쌍기어 방식으로 착즙된 석류

고속 착즙기(6,500~13,000 rpm)의 경우에는 과육이 착즙

주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값 또한 입자의 평균 크

되지 못하고 석류의 씨앗과 함께 대부분 찌꺼기로 배출되면

기와 최소, 중간, 최대 입자 분포의 평균 크기가 가장 작은

서 착즙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저속 회

2
것으로 확인된 쌍기어 방식이 5,911.33 µm 로 외기어 방식

전(60 rpm 이하)으로 압착하는 방식인 외기어 착즙방식과

2
2
(116,189.67 µm )과 원심분리 방식(61,834.33 µm )과 비

쌍기어 착즙방식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착즙률을 보였다.

교하여 매우 낮은 분산 값을 보여 쌍기어 착즙방식이 석류를

Table 2. Comparison of particle size of pomegranate juice according to extraction method
Extraction method
Mean (µm)
Median (µm)
Mode (µm)
2
Variance (µm )
<10% (µm)
<25% (µm)
<50% (µm)
<75% (µm)
<90% (µm)

Twin gear (ANG)
a

49.09±1.05
8.18±0.76a
6.45±0.00a
5,911.33±13.23a
1.71±0.09a
3.75±0.24a
8.18±0.76a
68.71±5.82a
184.03±2.16a

Single gear (HUR)
c

350.23±0.70
271.13±0.38c
660.63±3.15c
116,189.67±28.16c
4.77±1.36b
35.01±3.41c
271.13±2.26c
572.80±4.25c
845.83±2.11c

Centrifugation (BRV)
215.33±0.52b
92.95±1.22b
457.13±2.16b
61,834.33±15.25b
4.08±0.19b
9.10±1.18b
92.95±2.01b
392.27±4.22b
593.47±3.12b

Data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in the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amples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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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미세하고 고르게 착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쌍기

Ahmad(2002)의 연구에 따르면 석류 주스와 씨앗에서 미네

어 방식이 원심분리형과 외기어 방식의 착즙기에 비해 주스

랄 함량이 높은 것은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인, 철,

속에 분포하는 입자가 작기 때문에 섭취했을 때에도 이물감

아연, 구리 순으로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나타내었다. 씨앗

이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적어 부드러운 석류 주스를 섭취할

과 주스에서 칼륨 함량은 각 253 mg/100 g, 307 mg/100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g인 반면, 본 연구에서 쌍기어 방식과 비교했을 때 208.94
mg/100 g으로 상당히 낮았다. 인의 경우에는 씨앗과 주스

착즙방식에 따른 석류의 일반성분, 미네랄, 비타민 함량 비교

에서 각 6.26 mg/100 g, 6.12 mg/100 g으로 확인되었으나

착즙방식에 따른 석류 주스의 일반성분, 미네랄, 비타민

본 연구에서는 28.31 mg/100 g로 각각 4.52배, 4.63배 높

함량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농촌진흥청

게 나타났다. 이는 품종, 재배환경, 저장조건, 착즙방식에 따

식품성분표(RDA, 2019)에 따르면 석류는 수분 78.3%, 탄

른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미네랄이 풍부한 석류

수화물 20.7%, 단백질 0.3%, 지질 0.2%, 회분 0.5%로 원심

주스는 양질의 미네랄 급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리형, 외기어 방식, 쌍기어 방식과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

특히 셀레늄은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났는데, 이는 품종, 착즙방식, 씨앗 착즙 유무에 의해 차이가

미네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활성산소로부터 selenome-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3가지 착즙방식 간의 일반성분을 비

thione 및 selenocysteine의 유기화합물 형태로 전환되면

교해보면 조지방, 조단백, 열량의 경우에는 쌍기어 방식, 외

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ng과

기어 방식, 원심분리형 순으로 나타났으며, 탄수화물은 원심

Choi, 2019). 성인 남녀를 기준으로 셀레늄의 1일 권장 섭취

분리형, 외기어 방식, 쌍기어 방식 순으로 나타났다. 조단백

량은 60 μg인데, 쌍기어 방식으로 석류 100 g을 착즙했을

과 조지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착즙과정에서

때 40 μg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석류 150 g을 착즙할 경우

씨앗의 착즙 여부에 의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셀레늄의 1일 권장 섭취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미네랄 함량을 분석한 결과, 8종의 미네랄 모두 쌍기어

하였다. 또한, 셀레늄은 가열 시 휘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방식, 외기어 방식, 원심분리형 순으로 높게 나타나 착즙방

는데 비가열 콜드프레스 방식인 쌍기어 방식으로 석류를 착

식에 따른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농촌진흥청 식품성분표

즙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함량을 섭취할 수 있어 영양학적으

(RDA, 2019)에 따르면 100 g 기준으로 칼륨(242.00 mg),

로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Kim 등, 2017).

인(39.00 mg), 마그네슘(16.00 mg), 칼슘(6.00 mg), 나트

석류 주스의 비타민 함량을 확인한 결과, 미네랄과 마찬

륨(1.00 mg), 아연(0.56 mg), 철(0.26 mg), 망간(0.14 mg),

가지로 3가지 방식 중 쌍기어 방식에서 비타민 B군과 비타

셀레늄(0.29 μg) 순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Al-Maiman과

민 E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식품성분표

Table 3. Nutrition composition of pomegranate juice according to extraction method
Composition

Contents

Unit

Twin gear (ANG)

Single gear (HUR)

g/100 g
g/100 g
g/100 g
%
%
kcal/100 g

13.77±0.24
1.62±0.26c
1.21±0.01c
0.44±0.01c
82.97±0.00b
74.50±1.32c

14.79±0.11
0.98±0.12b
0.96±0.01b
0.40±0.01b
82.88±0.00a
71.75±0.60b

15.20±0.02c
0.24±0.02a
0.31±0.01a
0.29±0.00a
83.96±0.01c
64.20±0.16a

Mineral

Phosphorus (P)
Magnesium (Mg)
Calcium (Ca)
Potassium (K)
Zinc (Zn)
Manganese (Mn)
Iron (Fe)
Selenium (Se)

mg/100 g
mg/100 g
mg/100 g
mg/100 g
mg/100 g
mg/100 g
mg/100 g
mg/kg

28.31±0.08c
11.85±0.10c
5.74±0.04c
208.94±0.10c
0.21±0.02b
0.11±0.02c
0.20±0.02c
0.40±0.02c

21.18±0.18b
8.94±0.02b
4.03±0.03b
173.55±0.14b
0.15±0.03a
0.06±0.01b
0.15±0.02b
0.28±0.02b

9.37±0.04a
5.08±0.06a
2.02±0.10a
147.57±1.00a
0.11±0.02a
0.01±0.00a
0.03±0.00a
0.17±0.02a

Vitamin

B1
B2
B3
B5
B6
E

mg/100
mg/100
mg/100
mg/100
mg/100
mg/100

g
g
g
g
g
g

b

Centrifugation (BRV)

Carbohydrate
Crude lipid
Crude protein
Crude ash
Moisture
Calorie

Proximate
composition

a

ND
ND
a
0.009±0.000
0.035±0.002c
0.008±0.001b
0.281±0.003c

ND
ND
a
0.008±0.001
b
0.025±0.002
0.003±0.001a
0.212±0.003a

ND
ND
ND
0.005±0.000a
0.002±0.002a
0.273±0.001b

Data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in the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amples at P<0.05.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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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A, 2019)에 따르면 비타민 B1(0.101 mg/100 g), 비타

0.034 g, 0.046 g, 0.001 g으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

민 B2(0.022 mg/100 g)를 함유하고 있으나 쌍기어 방식,

한 차이는 착즙방식에 따른 결과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외기어 방식 및 원심분리형으로 착즙 시 비타민 B1, B2의

된다.

경우에는 모두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비타민이 산소, 빛
등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았던 것으

소화효소 활성 측정

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쌍기어 방식으로 착즙 시 높은 수

석류 주스의 생리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protease 및

율과 영양학적인 측면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3가

α-amylase 활성 측정을 통해 소화효소 활성을 조사하였다

지 착즙방식 중 쌍기어 방식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 1). 그 결과, 석류 주스 100%의 농도에서 62.2 U/mL
로 비교적 높은 protease 활성을 나타냈으며 농도 의존적인

석류 주스의 지방산 함량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Choi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식약처

쌍기어 방식으로 착즙된 석류 주스의 지방산 함량은 Ta-

고시 3가지(SAP, HUT, plant) 방법을 이용하여 저속 착즙

ble 4에 나타내었다. 농촌진흥청 식품성분표(RDA, 2019)

기로 석류를 착즙했을 때 protease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

중 석류의 지방산 조성을 보면 100 g 기준으로 총 포화지방

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skim milk

산은 0.05 g, 총 불포화지방산은 0.14 g으로 나타났으며,

agar plate에서도 석류 주스 100%의 농도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의 총 포화지방산은 0.049 g, 총 불포화지방산

protease 50 μL/mL 농도와 유사하게 나타나 protease 활

은 0.085 g으로 나타내었다. 먼저 총 포화지방산의 경우,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석류 주스의 섭취는 단백질

100 g 기준으로 팔미트산과 스테아르산은 농촌진흥청 식품

과 펩타이드 결합을 가수분해시킴으로써 섭취 시 소화를 도

성분표에서 각각 0.032 g, 0.017 g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

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α-Amylase 효소 활성은 100%

에서는 각각 0.026 g, 0.014 g으로 다소 낮은 함량을 나타내

농도에서 0.9 U/mL로 낮은 활성을 나타냈으며 starch agar

었다. 총 불포화지방산의 경우 100 g 기준으로 올레산, 리놀

plate에서도 활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Choi 등(2014)의 연

레산, 리놀렌산은 농촌진흥청 식품성분표에서 각각 0.046

구에서 12종의 과일과 채소의 amylase 활성을 측정한 결과,

g, 0.078 g, 0.003 g으로 조사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각각

당근을 제외한 11종의 과일과 채소에서는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매우 낮은 활성을

Table 4. Fatty acid compositions and phenolic compound contents of pomegranate juice
Pomegranate
juice

Composition
Capric acid (C10:0)
Palmitic acid (C16:0)
Saturated fatty Stearic acid (C18:0)
acid (g/100 g) Arachidic acid (C20:0)
Behenic acid (C22:0)
1)

ΣSFA
Unsaturated
fatty acid
(g/100 g)

f

ΣUSFA2)

0.085±0.023

0.134±0006
TPC
TFC4)
TAC5)

TPC, TFC, TAC 및 지질과산화 저해 활성 측정
페놀 화합물은 플라보노이드, 탄닌, 쿠마린(coumarins),
리그난(lignans) 등을 포함하며 지질과산화, DNA와 단백질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석류에는 사과산, 구연산 등의 유기
산과 엘라그산(ellagic aicd)을 생성하는 탄닌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엘라그산은 우수한 항암효과를 갖는 천연물질로 알

0.049±0.010
0.034±0.001
0.046±0.002g
0.001±0.000a
0.004±0.001c

3)

1)

0.001±0.000
0.026±0.001e
0.014±0.001d
0.005±0.000c
0.003±0.001b

Oleic acid (C18:1, Cis)
Linoleic acid (18:2, Cis)
Linolenic acid (C18:3n-3)
Gadoleic acid (C20:1)

Total fatty
acid
Phenolic
compounds

a

나타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려져 있다. 특히, ellagitannin, gallotannin(punicalin, punicalagin, pedunculagin, punigluconin, granatin B, tellimagrandin Ⅰ) 및 안토시아닌과 같은 페놀 화합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등, 2010). 석류 주
스의 TPC, TFC, TAC 및 지질과산화 저해 활성의 결과는
Table 4와 Fig. 2에 나타내었다. TPC, TFC, TAC는 각각

92.91±2.26
86.25±3.86
5.38±0.06

Total saturated fatty acid.
2)
Total unsaturated fatty acid.
3)
TPC: total phenolic content, calculated as mg GAE (gallic acid
equivalents)/100 g sample.
4)
TFC: total flavonoid content, calculated as mg QE (quercetin
equivalents)/100 g sample.
5)
TAC: total anthocyanin content, calculated as mg Cyd-3-glu
(cyanidin-3-glucoside)/100 g sample.
Data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g)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amples at
P<0.05.

92.91 mg GAE/100 g, 86.25 mg QE/100 g, 5.38 mg Cyd3-glu/100 g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분들은 지질과산화와 DNA 그리고 단백질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질과산화에 대한 항산화 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인체 내에서 생성되는 유해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DNA, 단백질, 효소와 반응함으로써 생체
조직의 손상, 기능의 변화 등을 일으켜 노화를 비롯한 다양
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hydroxyl
free radical(･OH)은 반응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생체막
의 지질과 반응하여 지질과산화를 형성한다(Zu와 Yang,

석류 주스의 품질 특성 및 생리활성 효과

C

100.0

α-Amylase activity (U/mL) .

Protease activity (U/mL) .

A

80.0
c
60.0
40.0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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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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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gestive enzyme activities of pomegranate juice. (A) Protease activity determined by plant protease method, (B) Protease
activity on skim milk agar plate, (C) α-Amylase activity, (D) α-Amylase activity on starch agar plate. Data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amples at P<0.05.
2004). 석류 주스의 지질과산화 저해 활성을 조사한 결과

추출물 100% 농도에서는 리놀레산의 산화가 상당히 저해되

(Fig. 2), 음성 대조군은 7일 차까지는 반응 시간이 증가함에

어 흡광도 증가가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메탄올 추출물 50%

따라 리놀레산이 산화되면서 흡광도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농도에서는 8일 차, 메탄올 추출물 10% 농도에서는 7일 차

3+
8일 이후에는 Fe -thiocyanate complex의 생성량이 감

까지 흡광도 증가가 미미하게 나타났으나 이후 리놀레산의

소하면서 흡광도 값이 감소하였다. 반면, 석류 주스 메탄올

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흡광도 값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메탄올 추출물 100% 농도에서는 양성 대조군으로 사

Absorbance at 500 nm .

0.600

용된 천연 항산화제인 α-tocopherol(1 mg/mL)보다 지질

Negative control
α-Tocopherol 1mg/mL
Pomegranate juice 100%
Pomegranate juice 50%
Pomegranate juice 10%

0.500
0.400

과산화 저해 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페놀
화합물,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셀레늄과 같은 유용 성
d

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0.200

c
c

Tyrosinase 저해 활성, DOPA 산화 저해 활성 측정

0.100

b
a

0.300

멜라닌 생성과정에 작용하는 주요 효소인 tyrosinase는
체내에서 멜라닌 색소를 생성함으로써 기미, 주근깨 등을
발생시켜 피부노화를 촉진시킨다. 피부노화를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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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ipid peroxidation inhibitory activity of pomegranate
juice. Data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amples at P<0.05.

해서 멜라닌 생합성 대사작용 단계에서 tyrosinase의 작용
을 억제함으로써 L-tyrosine을 L-DOPA로 전환시키거나
L-DOPA를 L-DOPA quinone으로 산화시키는 반응을 억
제해야 한다(Tsatmali 등, 2002). 따라서 멜라닌 생성과정
에 작용하는 주요 효소인 tyrosinase의 저해 활성을 확인하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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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tyrosinase의 기질인 L-tyrosine과 L-DOPA를 이
용하여 멜라닌 생성 과정의 초기 단계인 가역적 산화반응에
대한 저해 활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
된 arbutin은 1 mg/mL의 농도에서 50.81%의 tyrosinase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석류 주스 100% 농도에서 35.48
%의 tyrosinase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1 mg/mL
arbutin의 농도보다는 활성이 낮으나 0.5 mg/mL arbutin
보다는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Fig. 3A). DOPA 산화 저해
활성에서는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된 arbutin이 1 mg/mL의
농도에서 22.35%의 DOPA 산화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으
며, 석류 주스 100% 농도에서 17.86%로 tyrosinase 저해
활성과 유사하게 1 mg/mL의 arbutin보다는 다소 낮으나
0.5 mg/mL의 arbutin 농도보다 높은 DOPA 산화 저해 활성
을 나타내었다(Fig. 3B). Chung(2015)의 연구에 따르면 석
류 1 mg/mL의 농도에서 약 44.09%의 tyrosinase 저해 활성

Collagenase inhibitory activity (%) .

Fig. 3. (A)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and (B) DOPA oxidation inhibitory activity of pomegranate juice. Arbutin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Data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amples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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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lagenase inhibitory activity of pomegranate juice.
EGCG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Data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amples at P<0.05.

을 보였으며, 이는 본 결과보다는 다소 높은 tyrosinase 저
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TPC가 높을수록 tyrosinase

mL의 농도에서 48.61%의 활성을 나타냈고, 석류 주스 100

저해 활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tyrosinase와 L-

% 농도에서 40.71%의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Thring 등

2
DOPA 산화 저해 활성과 TPC 간의 상관계수는 r =0.97 이

(2009)의 연구에 따르면 건조된 석류를 열수 추출하여 col-

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data not shown). 결과

lagenas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 약 10% 정도로 본 연구

적으로 석류 주스에 멜라닌 생성 단백질을 억제시키는 성분

와 비교했을 때 낮은 collagenase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는

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멜라닌 생합성 대사작용

데, 이는 재배조건, 품종, 추출조건에 따른 차이에 기인한

을 억제시킴으로써 미백 활성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석류 주스를 섭취함으로써 피부노
화 촉진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llagenase 저해 활성 측정
피부의 탄력 및 주름과 관련하여 핵심 지표 물질로 colla-

α-Glucosidase 저해 활성

gen이 많이 알려져 있다. Collagen은 대부분 피부의 진피층

α-Amylase 및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혈당수치 상

에 약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Jang 등, 2013), 자외선

승 억제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Lee 등, 2008). α-Amy-

이나 외부 환경 등의 요인에 따라 활성화되는 collagenase

lase 및 α-glucosidase는 장에서 흡수되는 이당류나 다당

에 의해 분해되어 주름 생성과 탄력 저하를 일으켜 피부 노

류를 단당류로 가수분해하는 효소로 식후 혈당을 상승시키

화의 원인이 된다(Kim 등, 2018). 따라서 석류 주스의 col-

는데 α-glucosidase의 활성을 저해함으로써 식후 혈당 상

lagenase 저해 활성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승을 억제할 수 있다(Sulistiyani 등, 2016). 플라보노이드

4에 나타내었다.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된 EGCG는 1 mg/

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α-glucosidase를 저해함으로써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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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n). 이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석류 주스를 섭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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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y of pomegranate juice.
Acarbose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Data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amples at P<0.05.

용하는 방법으로 석류 주스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소화 전의 활성보다 소화 단계를 거치면서
ABTS 라디칼 소거능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보였으며(P<
0.05), 소화 전보다 소화 후 약 1.23~1.31배 증가하였다.
3+
FRAP assay는 ferric tripyridyltriazine(Fe -TPTZ) 복

합체가 ferrous tripyridyltriazine(Fe2+-TPTZ)으로 환원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ferric ion이 ferrous로 전환되는 과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이 플라보노이드는 α-amylase

정을 측정한다. FRAP assay를 통하여 석류 주스의 소화

보다 α-glucosidase에 대한 저해 효과가 더 뛰어나서 α-

과정에 따른 환원력 측정 결과, ABTS 라디칼 소거능과 유사

glucosidase는 당뇨를 조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표적이 될 수

한 경향을 보였으며, pepsin-HCl 처리된 위장 소화조건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Testa 등, 2016; Promyos 등, 2020).

서 얻은 소화물 100% 농도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환원

석류 주스의 α-glucosidase 저해 활성 결과를 Fig. 5에 나

력을 보였다. 모든 농도에서 소화 전에 비해 위장 소화조건

타내었다.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된 acarbose는 10 mg/mL

단계를 거치면서 환원력이 증가하였지만, 위장 소화조건에

의 농도에서 54.89%의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을 나타내

비해서 pancreatin이 처리된 소장 소화조건에서는 환원력

었으며 석류 주스 100%의 농도에서 68.22%의 α-glucosi-

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Table 5). SOD 유사 활성 측

dase 저해 활성을 나타냄으로써 양성 대조군보다 높은 활성

정 결과 ABTS 라디칼 소거능과 FRAP assay의 결과와 유

을 나타내었다. 또한, 석류 주스 50%의 농도에서 5 mg/mL

사하게 소화가 진행됨에 따라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Table

의 acarbose보다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이 유의적으로

5). Choi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100 mg/mL 석류 주스

높게 나타났다. TFC와 α-glucosidase 간의 상관관계를 확

의 SOD 유사 활성 값이 60%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100%

2

인한 결과, r =0.99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났다(data not

농도의 소화 전 결과(65.88%)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educing power, SOD-like activity, and ACE inhibitory activity of pomegranate juice
at different phases of in vitro digestion
Contents

1)

Concentration (%)

Before digestion
a

Stomach condition1)
c

Small intestine condition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00
50
10

49.94±1.02
29.79±0.44a
10.36±0.76a

64.62±1.15
38.06±0.53b
12.71±0.2b

61.41±0.78b
37.16±0.22b
13.53±0.4b

FRAP
(µM FeSO4 equivalent/g)

100
50
10

426.41±17.71a
280.95±7.75ab
69.31±0.97a

457.15±3.37b
291.79±4.89b
78.36±1.70b

413.83±19.52a
274.59±3.56a
78.05±1.95b

SOD-like activity (%)

100
50
10

65.88±4.17a
46.32±6.36a
18.75±3.87a

78.36±3.18b
60.95±4.80b
28.84±4.99b

84.87±2.22b
69.41±5.33b
31.81±4.46b

ACE inhibitory
activity (%)

100
50
10

19.43±2.47a
4.39±0.72a
ND

60.20±2.02b
30.29±2.18b
10.09±3.13a

88.18±1.37c
51.78±1.01c
13.01±0.85a

In order to meet stomach conditions, pepsin-HCl solution (pH 1.2) was added to pomegranate juice and digested at 37°C for
1 hour in the incubator.
2)
In order to meet small intestine conditions, panctratin solution (pH 7.5) was added to digestion solution of stomach conditions
and digested at 37°C for 2 hour in the incubator.
Data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in the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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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 between antioxidant activity and ACE inhibitory activity by in vitro digestion
Contents
ABTS
FRAP
SOD-like
ACE inhibitory activity

ABTS
1
0.925**
0.952**
0.814**

FRAP
**

0.925
1
0.916**
0.681**

SOD-like

ACE inhibitory activity

**

0.814**
0.681**
0.859**
1

0.952
0.916**
1
0.859**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RAP: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SOD: superoxide dismutase, ACE: angiotensin Ⅰ-converting enzyme.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using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BTS 라디칼 소거능, FRAP assay, SOD 유사 활성 실험결

성분들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생체접근율

과에서 소화 전보다 위장 소화조건 후의 항산화 활성이 증가

및 생체이용률을 크게 증가시켜 생리활성 효과가 향상될 수

되며 위장 소화조건에서 소장 소화조건을 거치면 항산화 활

있음을 나타내었다.

성이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이는 일반적으로 식이성 페놀 화합물이 위장 소화를 거치는

요

약

동안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페놀 화합물, 특히 플라보
노이드는 알칼리 조건에 민감하여 소장 소화액과 같은 약

본 연구는 원심분리형, 외기어 방식 및 쌍기어 방식에 따른

알칼리 환경(pH 7.4)에서는 분해가 일어나 페놀 화합물이

석류 주스의 품질 특성을 비교하고 주스 섭취 시 소화 과정

감소한 결과로 판단된다(Fawole과 Opara, 2016).

에 따른 항산화 활성 및 ACE 저해 활성을 측정함으로써 대
사 활성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착즙방식에

In vitro 소화물의 ACE 저해 활성 측정

따른 착즙률, 입도, 일반성분, 미네랄, 비타민 함량 등의 결

ACE 저해 활성은 혈압상승 억제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

과를 종합하여 3가지 방식 중 쌍기어 방식을 최종 선별하였

다. Angiotensin Ⅰ은 ACE에 의해 angiotensin Ⅱ로 전환되

다. 품질 지표로 protease와 α-amylase 활성을 확인하였으

며, 이렇게 전환된 angiotensin Ⅱ는 직접적으로 혈관을 수

며, α-amylase 활성은 다소 미미하게 나타났으나 높은 pro-

축하고 신장에서 aldosterone의 분비를 증가시켜 혈압을 상

tease 활성을 가짐으로써 소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

승시키는 작용을 한다(Ahn 등, 2009). 석류 주스의 항고혈

다. 쌍기어 방식으로 착즙한 석류 주스에는 페놀 화합물, 플

압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AC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

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셀레늄과 같은 유용 성분들이 풍부

소화가 진행될수록 ACE 저해 활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

하게 함유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높은 지질과산화 저해 활성

였다(Table 5). 단계별 소화물 100% 농도에서는 ACE 저해

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페놀 화합물은 미백 활성, 항노화 활

활성이 소화 전에 비해 위장 소화조건과 소장 소화조건을

성, 항당뇨 활성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석류 주

거치면서 각각 3.10배, 4.54배 증가하였다. ACE 저해 활성

스의 섭취에 따른 항산화 활성 및 ACE 저해 활성의 변화를

을 나타내는 성분으로는 단백질에서 유래된 peptide, 식물

조사하기 위해 in vitro 소화 모델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체에서 유래된 안토시아닌 및 flavan-3-ols와 같은 페놀 화

ABTS 라디칼 소거능, FRAP assay, SOD 유사 활성 모두

합물이 잘 알려져 있다. Lee 등(2019)의 연구에 따르면 신

소화 전보다 위장 소화조건에서 활성이 크게 증가되는 것을

선초, 케일, 돌미나리 주스를 이용한 in vitro 소화물 실험

확인하였으며, 위장 소화조건에서 소장 소화조건을 거치면

결과에서 ACE 저해 활성이 소화 전보다 소화 후에 크게 증

대부분 활성이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ACE

가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소화 전보다 소화

저해 활성에서는 소화 전보다 위장 소화조건, 소장 소화조건

후에 다양한 소화효소 처리에 따라 ACE 저해 활성이 증가할

을 거침에 따라 활성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ABTS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위장액에 들어있는 펩신

라디칼 소거능, FRAP assay, SOD 유사 활성 및 ACE 저해

효소의 작용으로 인하여 석류 주스의 ACE 저해 활성이 증가

2
활성 간의 상관계수는 r =0.681~0.952로 높은 양의 상관관

한 것과 일치하였다. 항산화 활성과 ACE 저해 활성 간의

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석류 주스의 항산화 활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Table 6), ABTS 라디칼 소거능,

성, 미백 활성, 항노화 활성, 항당뇨 활성과 같은 생리활성

FRAP assay, SOD 유사 활성 및 ACE 저해 활성 간에 높은

및 체내 소화 과정에 따라 유효 성분들의 생체접근율 및 생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70% 에탄올, 80% 메탄올,

체이용률이 증가하여 생리활성 효과가 향상될 수 있음을 나

75% 아세톤 추출물을 대상으로 측정한 화합물의 함량과

타내었다.

ACE 저해 활성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Han
등(201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항산화 활성과 ACE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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