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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develop health-functional food ingredients for improvement of diabetes, we examined biological 
activities, including total contents of polyphenols and flavonoids, antioxidant activity, and inhibition of α-glucosidase 
and pancreatic lipase activities of ethanol extracts from unripe fruit of Momordica charantia L. cultivated in Hamyang, 
Korea. Ethanol extracts were tested using different ethanol concentrations (0%, 30%, 50%, and 70%) and temperatures 
(50°C and 70°C).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were achieved concentrations 
of 7.77 mg/g (tannic acid), 7.66 mg/g (gallic acid), and 10.66 mg/g (rutin). The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BTS 
cation radical scavenging, and FRAP activities were 82.19%, 42.82%, and 0.19 under the same conditions, respectively. 
The highest inhibitory activities of α-glucosidase and pancreatic lipase were achieved in the 70% ethanol extract at 
70°C. These results will be useful for development of health functional foods for anti-diabetes using 70% ethanol 
extract from unripe fruit of bitter me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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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육류 섭취의 과다로 매년 

비만과 당뇨병을 비롯한 성인병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diabetes mellitus)은 인슐린 작용의 문제로 정상적

인 혈당 조절에 이상을 초래하는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대사

증후군의 주요한 요인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13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만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1.0%로 2012년과 비교해 2.0% 증가하였다. 특히 65세 이

상에서는 21.7%(남자 22.3%, 여자 21.3%)로 연령이 증가

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당뇨병 치료의 목적은 혈당을 일정하

게 유지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며, 실제로 당뇨환자들

의 30% 이상이 합병증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천연의 생리활성 물질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동남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일본, 미국 등지에서

도 오래전부터 당뇨 개선 건강음료를 비롯하여 차, 환, 분말 

등의 가공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함양, 

정읍, 철원,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여주를 재배･가공･판
매하여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2,3). 그러나 천연물

의 생리활성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천연물의 제조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확립되어

야 하고 유효성분에 대한 기능성, 안전성 및 안정성 등의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다.

여주(Momordica charantia L., MC)는 박과(Cucubita-

ceae)의 한해살이 식물로 Bitter Melon, Balsam Apple, 

Bitter Gourd, Balsam Pear Bitter 등의 이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열대식물인 여주는 알칼로이드 계열의 성분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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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맛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 동아프리카, 인도, 남아메리

카 등지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과 당뇨 예방 

목적의 건강식품에도 이용되고 있다(4,5). 여주는 비타민 A, 

B1, B2, C, E, 엽산뿐만 아니라 칼슘, 칼륨, 아연, 마그네슘, 

인, 철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며, 특히 항산화 성분인 

phenols를 비롯하여 carotenoids, flavonoids, isofla-

vones, terpenes, anthroquinones, essential oil, saponin, 

triterpenes, alkaloids, momordicine 등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들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 항산화 성분인 phenolic 

화합물은 인체의 유해한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해 체지방

을 분해시키는 효소 작용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준

다. 또한 여주는 항당뇨, 항암, 항염증 등의 효과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항산화와 항당뇨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

어져 있다. 최근에는 항바이러스, 인지능력 개선 효과, 피부

의 상처 치유 효과 등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12). 

여주의 생리활성 성분의 추출법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메

탄올 등의 유기용매와 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이용되어 왔으

며 사포닌의 최적화된 추출방법으로 50~70% 에탄올로 추

출한 보고도 있었다(13).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여주의 생리

활성 물질의 효용가치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 개발과 의약품

으로의 응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남 

함양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여주로부터 추출/농축 제조 

공정을 표준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항산화 활성과 탄수화물 

및 지방 흡수 억제 효과를 조사하여 혈당 개선에 최적 효능

을 가지는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여주 원료 확보

본 실험에 사용한 여주 원료는 경남 함양에 소재한 함양영

농조합법인 천령식품 지점으로부터 확보하였고, 경남 함양

군에서 2014년도 4월부터 대량 재배된 Nakanokoya 품종

의 여주 미숙과 열매를 6월 중순에 수확하여 물로 세척, 절단 

가공한 후 그 절편을 40~50°C 조건으로 수분 함량이 5~7%

가 되도록 열풍건조(TJDL-15WA, Joongang Precision 

Co., Ltd., Daegu, Korea) 하여 사용하였다.

여주 추출물 제조

여주의 추출은 대량생산공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

건으로 수행하였다. 추출 용매는 정제수(distilled water), 

30, 50, 70% 주정(ethanol)을 사용하였고 추출 온도는 50, 

70°C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추출 방법은 칭량된 여주의 15

배수의 용매로 4시간 동안 1차 추출하고 추출물을 얻고 남

은 잔여물을 다시 10배수의 용매로 2시간 동안 2차 추출하

였다. 농축은 감압농축기(Laborata 20 control, Heidolph, 

Schwabach, Germany)를 사용하여 50~55°C로 농축하였

다. 농축된 여주 추출물을 여과한 후 수분측정기(MA50C, 

Satorius Co., Goettingen, Germany)를 사용하여 각각의 

추출물에 대한 추출 수율을 측정한 다음 -75°C, 5 mtorr 

조건으로 동결건조(MCFD8512, Iishinbiobase Co., Dong-

ducheon, Korea) 하였다.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여주 추출 시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과 Denis(14)

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20 μL에 Folin-Denis' 

reagent(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100 

μL를 첨가한 후 40°C에서 1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7.5% 

Na2CO3 용액 80 μL를 첨가하여 40°C에서 15분간 반응시킨 

다음 765 nm에서 흡광도(Multiskan GO,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MA, USA)를 측정하였다. 표준용

액은 gallic acid(Sigma-Aldrich Co.)와 tannic acid(Sigma- 

Aldrich Co.)를 사용하였으며, 총 폴리페놀 함량은 시료 1 

g 중의 mg gallic acid equivalent(GAE, dry basis), mg 

tannic acid equivalent(TAE, dry basis)로 나타내었다.

여주 추출 시료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Eum 등(15)의 

diethylene glycol을 이용한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20 μL에 diethylene glycol(Samchun Co., Pyeong-

taek, Korea) 200 μL와 1 N NaOH 20 μL를 첨가한 후, 

37°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 42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으며 표준용액은 rutin(Sigma-Aldrich Co.)

을 사용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시료 1 g 중 mg 

rutin equivalent(RE, dry basis)로 나타내었다.

ABTS radical 소거 활성 측정

ABTS cation radical scavenging activity는 Re 등(16)

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이 시험법은 시료에 의해 

ABTS cation radical이 소거되어 시약의 색이 옅어지는 정

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시료 20 μL에 2,2'-azino-bis(3- 

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ABTS, Sigma-Aldrich Co.) 시약 180 μL를 혼합한 후, 

실온에서 7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양성대조군으로 ascorbic acid(Sigma- 

Aldrich Co.)를 사용하였다. 

ABTS cation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Blank－Test

－100
Blank

Blank: blank의 흡광도

Test: 시료의 흡광도

Hydroxy radical 소거 활성 측정

Hydroxy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은 Ji 등(17)

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10 mM FeSO4･7H2O- 

ethylenediaminetetra acetic acid disodium salt(EDTA, 

Biosesang Co., Seongnam, Korea)에 10 mM의 2-de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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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ibose와 농도별로 희석한 상층액을 혼합한 후, 10 mM의 

과산화수소(H2O2)를 첨가하여 Fenton 반응에 따라 37°C에

서 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리고 2.8% trichloroacetic 

acid(TCA, Acros Co., Pittsburgh, PA, USA) 1.0 mL와 

1.0% thiobarbituric acid(TBA) 1.0 mL를 반응 혼합액에 

첨가하여 끓는 물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냉각시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양성대조군으로 as-

corbic acid(Sigma-Aldrich Co.)를 사용하였다. 

FRAP 활성 측정

여주 추출 시료의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활성은 Benzie와 Strain(1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

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FRAP 용액은 0.3 M sodium ace-

tate buffer(pH 3.6, Daejung Chemical Co., Siheung, Ko-

rea) : 0.01 M 2,4,6-tris(2-pyridyl)-s-triazine(TPTZ, 

Sigma-Aldrich Co.) : 0.02 M FeCl3･6H2O(Daejung Chem-

ical Co.)를 10:1:1 비율로 각각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FRAP 

기질 용액 950 μL에 추출물 시료 50 μL를 첨가하여 37°C에

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59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양성대조군으로 ascorbic acid(Sigma-Aldrich Co.)를 사

용하였다. 

α-Glucosidase 저해 활성 측정

여주 추출 시료의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Kim 등

(19)의 방법을 변형하여 수행하였다. 0.1 M phosphate 

buffer(pH 6.9, Sigma-Aldrich Co.) 50 μL에 시료 20 μL, 

1 unit/mL α-glucosidase from Saccharomyces cer-

evisiae(Sigma-Aldrich Co.) 10 μL를 혼합하고 37°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1 mM p-nitrophenyl α-glucopyr-

anoside(pNPG, Sigma-Aldrich Co.) 20 μL를 첨가하여 37 

°C에서 15분간 반응시켰다. 0.1 M Na2CO3(Daejung Chem-

ical Co.) 50 μL를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후 405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양성대조군은 α-glucosidase 억제

제인 acarbose(Sigma-Aldrich Co.)를 사용하였다.

α-Glucosidase inhibition activity (%)=

  

Negative control－(Test－Blank)
×100

Negative control－Positive control

Test: buffer+enzyme+sample+substrate+stop sol-

ution

Blank: buffer+enzyme+sample+stop solution 

Negative control: buffer+enzyme+substrate+stop 

solution 

Positive control: buffer+substrate+stop solution 

Pancreatic lipase 저해 활성 측정

지방 흡수 억제 활성 실험은 Kwon 등(20)의 방법을 변형

하여 수행하였다. 효소원은 enzyme buffer(10 mM MOPS, 

1 mM EDTA, pH 6.8)에 porcine pancreatic lipase 

(Sigma-Aldrich Co.)를 0.25 g/100 mL의 농도로 4°C에서 

용해한 후 4,000 rpm으로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얻었다. 

기질로 p-nitrophenyl butyrate(p-NPB, Sigma-Aldrich 

Co.)를 10 mM이 되게 dimethylformamide에 용해하여 사

용하였다. Tris buffer(100 mM Tris-HCl, 5 mM CaCl2, 

pH 7.0) 170 μL에 시료 20 μL를 첨가한 후 enzyme buffer 

6 μL와 혼합하였다. 효소와 시료를 먼저 37°C에서 15분 동

안 반응시킨 다음 기질을 4 μL 첨가하여 37°C에서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ELISA reader(Multiskan GO, Thermo 

Fisher Scientific Inc.)를 이용하여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pancreatic lipase 저해 활성은 시료 용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양성대

조군은 위와 췌장의 지방분해효소 억제제인 orlistat(Sig-

ma-Aldrich Co.)을 사용하였다.

Pancreatic lipase inhibition activity (%)=

  

Negative control－(Test－Blank)
×100

Negative control－Positive control

Test: buffer+enzyme+sample+substrate+stop sol-

ution

Blank: buffer+enzyme+sample+stop solution 

Negative control: buffer+enzyme+substrate+stop 

solution 

Positive control: buffer+substrate+stop solution 

통계분석

각 실험 결과는 GraphPad Prism version 5.0(GraphPad 

Software, San Diego, CA, USA)을 이용하여 평균±표준편

차로 나타내었으며, ANOVA의 one way Dunnet's multiple 

comparison test에 의해 각 실험군 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

다.

결과 및 고찰

여주 주정 추출조건별 추출 수율,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

보노이드 함량

여주의 주정 추출조건별 추출 수율과 각 시료들의 총 폴리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값은 Fig. 1에 나타내었다. 

추출 온도에 따른 추출 수율은 50°C보다 70°C에서 높게 

측정되었고, 주정 농도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주정 농도 

30%에서 가장 높은 수율을 나타냈다. 추출 온도와 주정 농

도를 고려했을 때 70°C, 30% 주정 농도에서 39.20%의 가

장 높은 수율을 나타냈고, 50°C, 70% 주정 농도에서 31.36 

%의 가장 낮은 추출 수율을 나타냈다(Fig. 1A). 

식물계에 함유되어 있는 2차 대사산물인 폴리페놀과 그

의 일종인 플라보노이드는 생체 내에서 항산화, 노화 억제, 

항암 효과, 혈압 강하 등 다양한 생리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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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Extraction yield (A) and content of total polyphenol (B and C) and flavonoid (D) according to ethanol extraction conditions 
of Momordica charantia L. Values are mean±SD. Levels of significant between each water extracts and ethanolic extracts were 
determined using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followed by Dunnet's multiple comparison test. For significant differences: 
*** implies P≤0.001, ** implies P≤0.01, * implies P≤0.05, ns implies no significant difference. a, water extract on 50°C; b, 30% 
ethanol extract on 50°C; c, 50% ethanol extract on 50°C; d, 70% ethanol extract on 50°C; e, water extract on 70°C; f, 30% ethanol 
extract on 70°C; g, 50% ethanol extract on 70°C; h, 70% ethanol extract on 70°C.       

보고되고 있으며 천연 생리활성 물질로서의 활용도가 높아

지고 있다(21). 총 폴리페놀 함량은 시료 1 g 중의 mg gallic 

acid equivalent(GAE, dry basis), mg tannic acid equiv-

alent(TAE, dry basis)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 총 폴리페놀 

함량은 여주 추출조건 중 50°C의 추출조건에서는 주정 농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하지만 70°C 추출조건에서는 주

정 농도가 증가할수록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게 측정되었고 

70% 주정에서 gallic acid는 7.66 mg/g extract, tannic 

acid는 7.77 mg/g extract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Fig. 1B, 

1C).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50°C, 70°C 추출조건 모두 

주정 농도가 높아질수록 함량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되었

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70°C, 70% 주정 추출조건에서 

rutin을 표준물질로 하여 10.64 mg/g extract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1D). Boo 등(22)은 80% 주정, 40°C 온도, 

6시간 2회 반복 추출조건에서 여주 일본 품종인 Nikko, 

Peacock, Dragon, Erabu의 경우 총 폴리페놀 함량이 

13.20~16.39 μg/mL로 Nakanokoya 품종보다 낮은 폴리

페놀 함량을 나타냈으며, 총 플라보노이드의 경우도 2.39~ 

4.38 μg/mL의 수준으로 Nakanokoya 품종보다 낮게 나타

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여주는 현재 경남 함양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으며 국내 함양에서 생육조건이 

우수하고 비타민 C 함량이 높은 Nakanokoya 단일 품종을 

사용하였는데 본 실험 결과에서 폴리페놀 함량이 타 품종보

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Lee 등(23)과 Ahn 등(21)에 따르면 

건조 여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11.23 mg GAE/g extract,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9.79 mg rutin/g extract로 측정되

었다고 보고되어 총 폴리페놀 함량 차이가 있지만 플라보노

이드 함량은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추출

조건에 따른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의 차이인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Kim 등(24)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사과 

pomace의 용매 추출 시 식물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물이나 단일용매보다 70% 주정으로 추출 시 더 우수한 효율

을 보이고 추출 온도가 높아질수록 총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

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추출 온도와 주정 농도가 높아질수록 

총 폴리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증가한 결과와도 일치

하였다.

여주 주정 추출조건별 항산화 활성

여주 주정 추출조건별 항산화 활성은 ABTS cation radi-

cal 소거 활성, hydroxy radical 소거 활성, FRAP 활성을 

측정한 결과 모두 70°C, 70% 주정 추출조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성대조군인 ascorbic acid의 활성은 시료의 농

도보다 낮은 농도(100 μg/mL)에서 100% 이상의 활성을 

나타냈으며 ABTS cation radical 소거 활성은 1 mg/m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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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BTS cation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ccording to 
ethanol extraction conditions of Momordica charantia L. Values 
are mean±SD. Levels of significant between each water extracts 
and ethanolic extracts were determined using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followed by Dunnet's multiple compar-
ison test. For significant differences: *** implies P≤0.001, ** 
implies P≤0.01. a, water extract on 50°C; b, 30% ethanol extract 
on 50°C; c, 50% ethanol extract on 50°C; d, 70% ethanol extract 
on 50°C; e, water extract on 70°C; f, 30% ethanol extract on 
70°C; g, 50% ethanol extract on 70°C; h, 70% ethanol extract 
on 70°C.

Fig. 3. Hydroxy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ccording to etha-
nol extraction conditions of Momordica charantia L. Values are 
mean±SD. Levels of significant between each water extracts and 
ethanolic extracts were determined using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followed by Dunnet's multiple comparison 
test. For significant differences: *** implies P≤0.001. a, water 
extract on 50°C; b, 30% ethanol extract on 50°C; c, 50% ethanol 
extract on 50°C; d, 70% ethanol extract on 50°C; e, water ex-
tract on 70°C; f, 30% ethanol extract on 70°C; g, 50% ethanol 
extract on 70°C; h, 70% ethanol extract on 70°C.

Fig. 4. FRAP activities according to ethanol extraction con-
ditions of Momordica charantia L. Values are mean±SD. Levels 
of significant between each water extracts and ethanolic extracts 
were determined using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followed by Dunnet's multiple comparison test. For significant 
differences: *** implies P≤0.001, ** implies P≤0.01, * implies 
P≤0.05, ns implies no significant difference. a, water extract 
on 50°C; b, 30% ethanol extract on 50°C; c, 50% ethanol extract 
on 50°C; d, 70% ethanol extract on 50°C; e, water extract on 
70°C; f, 30% ethanol extract on 70°C; g, 50% ethanol extract 
on 70°C; h, 70% ethanol extract on 70°C.

농도에서 42.82%, hydroxy radical 소거 활성은 동일 농도

에서 82.19%, FRAP 활성은 흡광도 593 nm에서 측정한 

결과 동일 농도에서 0.19의 흡광도가 측정되어 3종류의 항

산화 활성 모두 70°C, 70% 주정 추출조건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항산화 활성은 물 추출조건에 비해 주정 추출조

건에서 유의성 있는 효과를 나타냈다(Fig. 2~4). Park 등

(25)은 여주의 항산화 활성을 부위별로 측정하여 여주의 항

산화 활성에 대해 입증한 바 있고, Boo 등(22)은 여주의 총 

폴리페놀 물질과 총 플라보노이드 물질이 ABTS cation 

radical 소거 활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또한 Lee 등(26)은 차가버섯의 온도 단계별 물 추

출물의 폴리페놀 함량과 항산화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동일 

온도의 1차, 2차, 3차 추출물의 총 페놀화합물의 농도는 1

차> 2차> 3차 순으로 높았고 그에 따른 ABTS cation radi-

cal 소거 활성도 페놀화합물의 농도에 비례하게 증가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추출 온도나 주정 농도가 증가할수록 높게 측정되었

고 이에 따른 항산화 활성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 보았을 때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물질은 항산

화 활성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더욱 입증하였다. 또한 ABTS 

cation radical 소거 활성뿐 아니라 다른 항산화 측정 지표인 

hydroxy radical 소거 활성 및 환원력도 폴리페놀 물질과 

플라보노이드 물질이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여주의 항산화 능력은 항산화 체계의 불안정

성으로 유발되는 질병 중 당뇨병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 주정 추출조건별 탄수화물 및 지방 흡수 억제 활성

여주 추출물의 혈당 개선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을 위해 

추출조건별 탄수화물 흡수 억제 활성을 α-glucosidase 저

해 활성 측정을 통해 평가하였다. α-Glucosidase는 소장 

상피세포에 존재하는 효소로 입으로 섭취된 음식의 탄수화

물을 포도당 등의 단당으로 분해하여 소장에서 흡수시킨다

(27). α-Glucosidase 저해제는 소장 점막의 미세융모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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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α-Glucosidase inhibition activities according to ethanol 
extraction conditions of Momordica charantia L. Values are 
mean±SD. Levels of significant between each water extracts and 
ethanolic extracts were determined using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followed by Dunnet's multiple comparison 
test. For significant differences: *** implies P≤0.001, ** im-
plies P≤0.01. a, water extract on 50°C; b, 30% ethanol extract 
on 50°C; c, 50% ethanol extract on 50°C; d, 70% ethanol extract 
on 50°C; e, water extract on 70°C; f, 30% ethanol extract on 
70°C; g, 50% ethanol extract on 70°C; h, 70% ethanol extract 
on 70°C.

Fig. 6. Pancreatic lipase inhibition activities according to etha-
nol extraction conditions of Momordica charantia L. Values are 
mean±SD. Levels of significant between each water extracts and 
ethanolic extracts were determined using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followed by Dunnet's multiple comparison 
test. For significant differences: *** implies P≤0.001, ** im-
plies P≤0.01, * implies P≤0.05, ns implies no significant dif-
ference. a, water extract on 50°C; b, 30% ethanol extract on 
50°C; c, 50% ethanol extract on 50°C; d, 70% ethanol extract 
on 50°C; e, water extract on 70°C; f, 30% ethanol extract on 
70°C; g, 50% ethanol extract on 70°C; h, 70% ethanol extract 
on 70°C.

존재하고 있는 이당류의 분해효소를 가역적으로 억제함으

로써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한다(28). 현재 시판되고 있는 α-glucosi-

dase 저해제로는 acarbose, voglibods 및 miglitol이 있으

나 이들 제제들은 장기복용 시 복부팽만감,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19). 그러므

로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 장기복용이 가능한 α-glucosi-

dase 저해 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 식품 기능성 

소재로서 여주 추출물의 항당뇨 활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α-glucosidase 저해 활성 실험의 양성대조

군으로 acarbose를 사용하여 활성을 비교한 결과를 Fig. 5

에 나타내었다. 여주 추출조건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주정 

농도 70%> 50%> 30%> 0%의 순서대로 저해 활성이 높게 

측정되었고 50°C보다 70°C 온도 추출조건에서 높은 저해 

활성을 나타냈으며, 물 추출조건보다 주정 추출조건에서 유

의성 있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추출 분말 시료를 0.25, 

0.5, 1 mg/mL의 농도별로 각각 처리했을 때 주정 농도 70%, 

추출 온도 70°C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24.71, 41.53, 81.03 

%의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양성대조군인 acarbose는 

0.25 mg/mL 농도에서 80.20%, 0.50 mg/mL 농도에서 

93.39%, 1.00 mg/mL 농도에서는 100% 이상의 활성을 나

타내었다. 동일농도에서 양성대조군인 acarbose보다 저해 

활성이 높지는 않지만 천연물인 점을 감안했을 때 1 mg/mL

의 농도에서 81.03%로 비교적 높은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

다. 여주에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항당뇨 활성에 관련된 

성분들은 charantin, momordicin 등으로 이 물질들의 특성

은 물보다 에탄올, 메탄올 등과 같은 유기용매에 용해가 더 

잘된다. 그래서 여주의 활성 물질들은 대부분 열수 추출물보

다 주정 추출물에 존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국내에서 재배된 여주로부터 항당뇨 활성을 나타내는 기능

성분 탐색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Pancreatic lipase는 지방 가수분해효소로 체내에서 지

방을 monoglyceride와 fatty acid로 분해하고 담즙산염과 

미셀을 형성하여 흡수된다. 흡수된 지방산은 소장 상피세포

에서 triglyceride로 재합성되어 혈액 속에 들어가 지방조

직, 근육 등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남은 triglyceride는 각 조

직에 축적되는데 이 축적이 과도하면 비만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20). 현재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lipase 저해 활성

제로 lipstatin의 유도체인 orlistat(tetrahydrolipstatin)은 

Streptomyces toxitricini로부터 유래된 것으로서 음식으

로 섭취된 지방의 약 30%를 흡수시키지 않고 배설해낼 정도

로 우수한 효능을 가진다(4). 하지만 orlistat 부작용으로 지

방변, 대변실금 등의 소화기 증상과 불안, 우울, 요통, 근육

통, 관절통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보고된 바 있어(29) 본 

연구에서는 여주 추출물을 이용하여 pancreatic lipase의 

저해 활성을 추출조건별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양성대조군

으로는 위와 췌장의 지방분해효소 억제제인 orlistat을 사용

하여 저해 활성을 비교하였으며 이 물질은 0.1 mg/mL 농도

에서 100% 이상의 저해 활성을 나타냈다. 여주 추출조건 

중 주정 농도별로 0.25, 0.5, 1 mg/mL를 각각 처리했을 때 

주정 농도 70%, 추출 온도 50°C에서 35.74, 40.44, 59.34%

의 저해 활성을 나타냈으며 추출 온도 70°C에서는 33.42, 

39.80, 59.72%로 농도 의존적으로 저해 활성이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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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Fig. 6). Pancreatic lipase 저해 활성 또한 물 추출조

건에 비해 주정 추출조건에서 유의성 있는 효과를 나타내었

다. 추출 온도 조건별로 비교했을 때는 추출 시 온도 조건이 

pancreatic lipase 저해 활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항당뇨 소재로 잘 알려져 있는 여주를 이용한 

혈당 개선 건강기능성 원료 개발의 기초 연구로 주정 추출조

건에 따른 항산화, 항당뇨, 항비만 효능을 검증하였다. 여주 

주정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항산화

능, 탄수화물과 지방의 흡수 지연능을 평가하는 α-glucosi-

dase 및 pancreatic lipase 저해 활성은 온도 70°C, 주정 

농도 70% 추출조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향후 여주의 항산화, 항당뇨, 항비만 효능 등 

대사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개선 효과를 가지는 건강기능식

품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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