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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vention of postprandial hyperglycemia is important, as it is implicated in the development of macro- 
and microvascular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diabetes. An inhibitor of α-amylase which acts in the first 
step of carbohydrate digestion, is expected to be a suppressor of postprandial hyperglycemi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rcine pancreatic α-amylase inhibitory activity of the extracts from buckwheat (Fagopyrum 
esculentum) flower, leaf, stem and grain. Flower, leaf, stem and grain of buckwheat were extracted by water 
and ethanol (40%, 70%, 100%), respectively. Flower and leaf extracts were more effective α-amylase inhibitors 
than stem and grain extracts in all tested solutions. Ethanol extracts were more effective than water extracts 
or powders on the α-amylase inhibitory activities. At concentrations of 0.5%～10% (w/w, starch basis), the 
flower extracts of 40%, 70% and 100% ethanol lowered the enzyme activity by about 90% and the results 
were similar to the values of acarbose. At the same concentrations, the leaf extracts of 100% ethanol lowered 
the enzyme activity by about 90%. These results suggest that buckwheat flower and leaf ethanol extracts 
may delay carbohydrate digestion and lower postprandial hyperglyc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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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율은 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당

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한 삶의 질 하와 사망률의 증가는 

사회･경제 인 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 으로 볼 때 당뇨환

자  인슐린비의존형인 제2형 당뇨병의 발생빈도가 제1형 

당뇨병 발병률보다 높으며, 일반 으로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된 환자는 처음 식이요법과 운동을 처방 받는다. 그 후 

환자들의 당이 정상 으로 유지되지 못하면 당강하제

가 처방되며, 이  경구투여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크게 인슐

린 분비 증강제, 간의 당생성 감소제, 포도당 흡수 지연제, 

인슐린의 감수성 증가제가 있다(1). 한편 당뇨환자의 식후 

격한 당상승은 합병증인 심 계질환의 발생과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그러므로 당뇨환

자의 식후 고 당을 방하는 것은 이 에 생각했던 것보다 

당뇨환자의 리에서 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식후 소장에

서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킴으로 격한 당상승을 막아주

는 당뇨약으로는 acarbose와 voglibose가 있다. 이들은 탄수

화물 소화효소 억제제로서 acarbose는 췌장과 타액선의 α- 

amylase  장 의 α-glucosidase를 억제하며, voglibose는 

α-glucosidase만을 억제한다. α-Glucosidase는 소장 막의 

brush border에 존재하며 분, dextrin, maltose, sucrose를 

단당류로 분해하는 효소로 이 효소들의 작용을 억제하면 탄

수화물의 소화와 흡수가 지연되기 때문에 식후 고 당을 

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그러나 acarbose는 복부팽만

감, 복명, 설사 등의 소화기계 부작용을 동반하고, 환자가 

염증성 장질환이 있거나,  크 아틴이 2.0 mg/dL 이상

일 때, 간 기능장애가 있을 경우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4). 

한편 국내에서는 흰 강낭콩(Phaseolus vulgaris)(5),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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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과 보리(6,7), 통 으로 사용해 온 식물성 한약재(8,9)

에서 α-amylase 해제에 해 보고하 으며 율무열수에서 

얻은 α-amylase 해제를 포함하는 식이조성물에 한 비

만개선효과(10)  조릿 잎 추출물의 탄수화물 소화효소

해  식후 당강하 효과가 보고되기도 하 다(11). 국외에

서도 다양한 식물 추출건조물에 한 α-amylase 해활성

의 결과를 토 로 개발된 당뇨 방제  치료제가 보고되었

으며(12,13), white bean에서 얻은 α-amylase inhibitor는 정

상쥐와 제2형 당뇨쥐에서 평균 당과 식이섭취량을 감소시

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15).

메 (Fagopyrum esculentum)은  세계 으로 재배되

고 있는 일년생 본으로 당뇨병(16), 고 압(17)  비만

(18)과 같은 성인병에 유용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고, 최근에는 여러 종류의 항산화제를 다량 함유한 것

으로 보고되기도 하 다(19).

본 연구에서는 항당뇨기능이 있는 소재를 찾고자 실시한 

실험에서 우리가 일상 으로 섭취하는 식품 42종  α- 

amylase 해활성이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난 메 을 부

별로 분류하고 용매별로 추출하여 in vitro에서 α-amyl-

ase 해활성을 검토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시료는 강원도 평창군 평메 특산

단지에서 메 종자(Fagopyrum esculentum)를 직  종

하여 꽃이 만개한 70일 후에 채취하 으며 꽃, 잎, 기를 

부 별로 분리하 다. 분리한 꽃, 잎, 기는 건조기에서 부

별로 건조하면서 최 의 건조상태를 악한 다음 분쇄기

로 분쇄하여 30 mesh의 채를 통과시켜 분말화하 다. 메

곡립은 평메 특산단지에서 재배하여 수확 후 정선, 세척, 

석발, 분류, 탈피, 제분하여 입도조정을 거쳐 제조한 곡립분

말을 본 연구에 사용하 다.

부 별, 용매별 추출  건조

메  꽃, 잎, 기, 곡립의 부 별, 용매별 추출, 건조 조건

은 다음과 같다. 에서 얻은 메  꽃, 잎, 기, 곡립을 20배

의 물, 15배의 40% 에탄올, 10배의 70% 에탄올, 5배의 100% 

에탄올 용액과 각각 혼합하여 40oC에서 12시간 진탕 추출하

으며 이 과정을 2회 반복하여 용매별 가용성 물질을 추출

하 다. 이후 추출액을 원심분리(1500×g, 30분, 4oC)하고 진

공농축, 냉동, 동결건조(-70
oC, 72시간)하여 부 별, 용매별

로 메 의 꽃, 잎, 기  곡립 추출건조물을 제조하 다. 

α-Amylase 활성 해효과 평가

메  꽃, 잎, 기  곡립 추출건조물과 α-amylase와의 

처리는 Dunaif와 Schneeman의 방법을 이용하 고(20), 

α-amylase 활성은 Pesce와 Kaplan의 방법(21)으로 측정하

다. 즉, porcine pancreatic α-amylase(50 μg/mL, 20 mM 

phosphate buffer(pH 6.9) containing 6.7 mM NaCl, Sigma) 

용액에 시료를 녹인 후 분용액과 반응시키기  실온에서 

10분간 pre-incubation하 다. 분말시료인 경우는 효소용액

과 시료를 반응시킨 후 원심분리(1000×g, 5분)하고 상층액

을 효소활성 측정에 사용하 다. 시료와 반응시킨 효소액 

1 mL를 1% 분용액 1 mL와 혼합하여 20oC에서 3분간 반

응시킨 후 여기에 3,5-dinitrosalicylic acid 용액(30% so-

dium potassium tartrate in 2 N NaOH) 2 mL를 가해 반응을 

정지시켰다.  반응액을 100oC에서 5분간 끓여 발색시킨 

후 차가운 물에서 완 히 냉각시켰다. 이 반응액에 5 mL의 

증류수를 가하고 잘 혼합한 후 550 nm의 spectrophotometer 

(Beckmann, Germany)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실험은 

한 시료당 5회 실시하 다. 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료를 

가하지 않은 효소를 분기질과 반응시키고 그 결과를 조

구로 하여 시료의 효소활성 해율을 계산하 다. 시약에 

의한 향을 배제하기 해 시약 blank를 실시하 으며 시

료의 당함유에 의한 향을 배제하기 해 시료 각각에 한 

blank를 실시하여 실험값에서 빼 주었다. 메  꽃과 잎의 

추출물과 분말시료의 경우 실험농도를 0.1%, 0.5%, 1%, 

2.5%, 5%, 10%(w/w, starch basis)로 하 으며, α-amylase 

해제로 보고된(22,23) acarbose((주)한독약품)의 α-am-

ylase 해율을 시료와 같은 농도별로 병행하여 실시하 다. 

한독약품의 acarbose를 함유하는 제품의 순도는 18.5%로 

acarbose 함량으로 보았을 때 시료의 농도와 같은 %가 되도

록 계산하여 실험하 다.

 

결과  고찰

분말시료의 일반성분 함량

메  꽃, 잎, 기  곡립 분말시료로부터 추출한 추출건

조물의 수율은 Table 1에서와 같았다. 꽃과 잎의 경우 40% 

에탄올의 수율이 가장 높았으며 기와 곡립은 물로 추출했

을 때 수율이 가장 높았다. 이 실험에 사용된 4가지 추출 

용매에서 추출한 추출건조물의 수율은 잎> 꽃> 기> 곡립 

순이었다.

부 별, 용매별 추출건조시료의 α-amylase 효소활성 

해효과 평가

메 을 꽃, 잎, 기  곡립으로 분류하여 100%, 70%, 

Table 1. The yield of extracts from buckwheat flower, leaf, 
stem and grain (%)

Ethanol (%)
Sample

Flower Leaf Stem Grain

100
70
40
Water

11.4±1.2
19.4±0.8
26.4±2.3
16.3±1.4

12.9±0.8
25.2±1.5
31.2±2.0
24.1±1.6

 4.0±0.3
12.8±1.2
10.6±2.4
14.0±1.8

2.5±0.7
3.6±0.2
4.7±0.6
7.0±0.1

Values ar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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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에탄올  물을 용매로 하여 추출한 추출액을 건조하고 

각각의 시료에서 α-amylase 활성 해율을 측정하 다. 각 

% 에탄올 추출건물과 물추출건조물을 각각 α-amylase 기

질인 분의 10%(w/w, starch basis) 첨가했을 때 시료에 

의한 α-amylase 활성 해는 Fig. 1에서와 같았다. 메  꽃, 

잎, 기  곡립의 에탄올추출건조물을 분의 10%(w/w) 

첨가했을 때 시료에 의한 α-amylase 활성 해율은 100% 

에탄올추출건조물의 경우 꽃, 잎, 기, 곡립 순으로 91%, 

83%, 32%, 22%이었으며, 물추출물과 비교했을 때에는 꽃과 

잎추출물의 경우 각각 38%, 28% 억제율이 증가하 다. 

70% 에탄올추출건조물의 경우에서도 꽃과 잎이 81%, 57%

로 기와 곡립보다 높았으나 다른 두 에탄올농도보다는 잎

추출건조물의 활성 해율이 비교  낮게 나타났다. 40% 

에탄올추출건조물도 꽃과 잎에서 각각 92%, 82%로 100% 

에탄올추출물과 유사한 값을 보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지

는 않았지만 와 같은 에탄올추출건조물의 α-amylase 활

성 해율은 메탄올추출건조물의 결과와도 유사하 다. 물

추출건조물의 경우 꽃과 잎 추출건조물의 α-amylase 활성 

해율이 곡립과 기 추출건조물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 α-amylase 해제의 성분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꽃과 잎의 물추출건조물의 α-amylase 활성 해효과가 

60% 이상인 것은 이들에서 추출된 효소활성 해성분이 물

에 잘 추출되는 수용성 물질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 꽃과 

잎 추출건조물의 효소 해율이 다른 부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효소 해제 성분이 꽃과 잎에 더욱 많이 함유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메 에 함유된 여러 가지 성분  주목

받고 있는 성분은 루틴으로서 알코올, 아세톤에 잘 녹고 물

에도 잘 녹아 나온다. 이러한 루틴은 기, 뿌리, 곡립보다는 

꽃과 잎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고 개화기에는 체의 68%가 

꽃에 존재하며(24), polyphenol 화합물인 카테킨류의 경우

에도 기보다는 잎에 그 함량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 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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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hibitory activity of 10% buckwheat ethanol and 
water extracts against α-amylase.

첨가량에 따른 메  꽃과 잎 추출건조물의 α-amylase 

효소활성 해효과 평가

Fig. 1의 결과와 같이 메  꽃, 잎 에탄올추출건조물이 높

은 α-amylase 활성 해를 보여 10% 이하의 농도에서 첨가

량에 따른 α-amylase 활성 해율을 확인하 으며 이를 α- 

amylase inhibitor로 보고된(22,23) acarbose와 비교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100% 에탄올에서 추출한 메  꽃, 잎 추출건조물들의 첨

가량에 따른 α-amylase의 활성 해율은 Fig. 2에서와 같았

다. 꽃추출건조물을 0.5% 첨가시 α-amylase 활성 해는 

92%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첨가량을 1%, 2.5%, 5%, 

10% 증가시켰을 때에도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한 

acarbose를 0.5% 첨가했을 때 효소억제율은 메  꽃과 잎 

추출건조물보다 다소 낮았으나 1%, 2.5%, 5%, 10% 농도에

서는 메 추출건조물과 유사한 결과를 보 다. 결과에 제시

되지는 않았지만 효소활성의 50% 억제를 나타내는 시료농

도인 IC50으로 보면 100% 에탄올추출건조물에서 꽃은 8.3 

μg/mL, 잎은 9.5 μg/mL로 acarbose의 10.2 μg/mL보다 낮은 

수 이었다. 

70% 에탄올에서 추출한 메  꽃추출건조물, 잎추출건조

물과 acarbose를 0.5% 첨가시 α-amylase의 활성 해율은 

각각 88%, 30%, 80%이었다. 잎추출건조물인 경우 1%에서 

해율이 가장 낮았으며 1%부터 10%까지 첨가량에 따라 

해율이 다시 증가하 으나 해율은 모든 농도에서 꽃추

출건조물보다 낮게 나타났다. 70% 에탄올추출건조물의 IC50

은 꽃이 9.4 μg/mL, 잎이 13.9 μg/mL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α-amylase 해효능이 있는 물질  70% 에탄올로 

추출한 말채나무 추출물의 α-amylase 해율은 98.8%를 보

으며 IC50은 acarbose가 5 μg/mL, 말채나무 추출물이 120 

μg/mL이었다. 이 말채나무 추출물의 경우 외피나 잔가지보

다 내피와 잎 부분이 다른 부 보다 높은 활성억제 효과를 

보인다고 하 다(26). 

40% 에탄올에서 추출한 메  꽃추출건조물, 잎추출건조

물과 acarbose의 0.5% 시료농도에서 α-amylase 활성 해

율은 각각 92%, 70%, 80%이었으며, 꽃추출건조물은 2.5% 

첨가시 99% 해율을 보 다. 40% 에탄올추출건조물의 

IC50은 꽃이 8.4 μg/mL, 잎은 8.2 μg/mL로 acarbose의 10.2 

μg/mL보다 낮은 수 이었다. 꽃추출건조물의 해활성은 

100% 에탄올에서와 유사한 결과이나 잎추출건조물의 해

활성은 약간 낮은 경향을 보 다. Table 1에서와 같이 에탄

올로 추출한 메  잎추출건조물의 수율은 100%, 70%, 40%

가 각각 13%, 25%, 31%로서 에탄올 농도가 낮을수록 수율

이 증가하므로 비용과 효과를 고려할 때 에탄올 70%보다 

40%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에서 추출한 꽃추출건조물의 α-amylase의 활성 해

효과는 에탄올추출건조물이나 acarbose보다도 히 낮았

다. 특히 물에서 추출한 0.5% 꽃추출건조물은 100% 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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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hibitory activity of extracts and acarbose against α-amylase by various concentrations. 
-◆-: flower, -■-: leaf, -○-: acarbose

추출물에서 보여주었던 효소 해율보다 40% 감소하 다. 

메  꽃과 잎 건조분말의 α-amylase의 활성 해율은 

0.1%부터 10%까지 첨가량에 따라 비례 으로 증가하 다

(Fig. 3). 그러나 건조분말의 활성 해율은 100% 에탄올추

출건조물과 40% 에탄올추출건조물의 0.5%～2.5% 시료농

도에서 보여 주었던 효소 해율보다 하게 감소하 다. 

본 실험 결과 추출건조물의 용매에 따라 효소활성 해율은 

Sample concentration(%)

Fig. 3.  Inhibitory activity of powder and acarbose against 
α-amylase by various concentrations.
-◆-: flower, -■-: leaf, -○-: acarbose

다르게 나타났으며 체 으로 볼 때 100% 에탄올> 40% 

에탄올> 70% 에탄올> 물 순서로 나타났다.

α-Amylase 해제는 Chrzaszcz와 Janicki에 의해 처음 

보고(27)된 이래 다양한 식물 종에서 발견되었다(28). Birte 

등(29)은 지 까지 보고된 자연계의 7가지 proteinaceous α

-amylase inhibitor  6가지는 식물체에서 발견하 다고 보

고하 으며, Jorge 등(30)은 호 (Secale cereale)에서 발견

한 α-amylase inhibitor가 당단백질로서 보리와 에서 발견

된 것과 특성이 유사하다고 하 다. 국산 보리에서 so-

dium phosphate buffer(pH 6.9)로 추출한 α-amylase 해물

질을 분리, 정제해 본 결과 당단백질로 추정하 으며(6), 

white kidney bean에 물을 넣고 분쇄한 후 에탄올의 포화도

를 70～80%로 하여 얻은 α-amylase 해제도 당단백질로 

보고하 다(5). 한편, Thompson과 Yoon(31)은 phytic acid

가 in vitro에서 분가수분해율을 60% 감소시켰다고 보고

하면서 탄수화물의 소화를 느리게 하는 antinutrient로서 

polyphenol의 섭취량과 당반응이 음의 상 계를 보인 

이 의 보고들(32)과의 련성을 설명하기도 하 다. 

우리나라에서 메 은 주로 곡립을 이용하여 왔다. 메 곡

립을 가루 내어 국수를 만들었으며 가루로 매되는 것은 

메 부침, 총떡, 메 묵 등을 만들었다. 요즘에 와서는 메

차, 메 채소, 메 음료 등 다양한 식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용 범 가 주로 곡립 주이다. 본 실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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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의하면 지 까지 당뇨의 유용한 소재로 보고된 바 

있는 메 곡립보다 메  꽃과 잎이 α-amylase inhibitor로서

의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 성분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한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며, 식후 

당조 제로서의 그 유용성을 확인하기 해서는 in vivo

에서 당 하효과에 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분 가수분해효소인 α-amylase의 효소활성 

해를 통해 식후 당조 제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메

의 꽃, 잎, 기  곡립을 부 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시료

를 물, 40%, 70%, 100% 에탄올로 추출하고 건조한 추출건조

물과 메 건조 분말시료를 이용하여 in vitro에서 α-amylase 

활성 해율을 측정하 다. 메 부 별 물추출건조물(10%, 

w/w, starch basis)의 α-amylase 활성 해율은 꽃 66%, 

잎 65%, 곡립 28%, 기 12%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추출 

용매를 40%, 70%, 100% 에탄올로 하 을 때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단지 잎추출건조물의 경우 70% 에탄올추출건조

물의 효소활성 해율이 100%와 40% 에탄올추출건조물보

다 낮게 나타났다. 메  꽃과 잎 추출건조물을 기질의 0.1%, 

0.5%, 1%, 2.5%, 5%, 10% 농도로 각각 첨가했을 때 에탄올

로 추출한 꽃추출건조물의 경우 0.5%～10% 농도에서 α- 

amylase 활성을 약 90% 해하 으며 이는 α-amylase in-

hibitor인 acarbose와 유사한 수 이었다. 잎의 경우 100% 

에탄올추출건조물에서 꽃과 비슷한 결과를 보 으며 40% 

에탄올추출건조물에서는 꽃추출건조물보다 해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물추출건조물과 건조분말의 경우 에탄올추

출물보다 꽃과 잎의 효소활성 해율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

로 볼 때 메  꽃과 잎 추출건조물은 메  기  곡립 추출

건조물과 비교해서 효소활성 해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물

추출이나 건조분말보다 100%, 40% 에탄올을 이용했을 때 

추출건조물의 효소 해율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 

추출건조물은 식후 당조 제로 이용 가능성이 기 되는 

소재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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