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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여주의 양성분  항산화 활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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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nutritional component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dry bitter melon 
(Momordica charantia L.). The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at, crude ash, carbohydrate, and ascorbic acid contents 
of dry bitter melon were 6.10%, 3.31%, 1.08%, 2.31%, 87.20%, and 908.84 mg/100 g, respectively. Potassium was 
the most abundant mineral, followed by Mg, P, Na, Ca, Zn, Cu, and Mn, which means dry bitter melon was an 
alkali material. Regarding amino acid contents, dry bitter melon was rich in arginine, urea, asparagine, γ-aminobutyric 
acid, and alanine.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of dry bitter melon extract were 36.08 mg gallic 
acid equivalents/extract g and 15.66 mg tannic acid equivalents/extract g, respectively. The IC50 value for 2,2-di-
phenyl-1-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9.81 mg/mL for dry bitter melon ethanol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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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가족형태의 변화 등으로 현대인

들의 식생활이 빠르게 서구화됨에 따라 생활습관병을 포함

한 만성질환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의 향상으

로 건강한 삶을 위한 질병 방지, 면역 증강 및 노화를 지연시

키는 노화 억제 등의 생리활성을 갖는 건강기능성 식품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1).

노화를 포함한 각종 성인병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활성

산소는 강한 산화력으로 생명체에 치명적인 산소 독성을 일

으켜 암을 비롯한 뇌질환과 심장질환, 염증, 자가면역질환 

등을 일으킨다(2). 활성산소를 조절할 수 있는 항산화제는 

phenol류, flavonoid류, tocopherol류, ascorbic acid, ca-

rotenoids 등의 천연항산화제와 butylated hydroxytolu-

ene(BHT), butylated hydroxyanisole(BHA), propylgal-

ate(PG) 등의 합성 항산화제가 있다(3). 이에 활성산소종을 

조절하거나 제거하는 능력을 지닌 물질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천연물을 이용한 소재 개발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여주(Momordica charantia L.)는 아시아, 아마존, 동아

프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열대에서 서식하는 1년생 박과식물

로 옛날부터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귀중한 약재의 역할을 

해 왔다(4).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주가 피부병, 야맹증, 

구충, 류머티스, 복통, 황달, 월경촉진과 당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널리 이용되고 있다(5-7). 여주의 쓴맛

에는 식물스테롤 배당체들과 많은 종류의 아미노산, 갈락트

론산, 시트롤린, 펙틴 등의 성분이 들어 있어 혈당 강하 기능

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미성숙과는 비타민 C, 

비타민 A와 철 등의 주요한 공급원이 되고 있다(8-11)

여주의 선행연구로는 여주 잎, 줄기, 과실에 대한 부위별 

항산화 활성 및 페놀 함량(12), 여주추출 momordicin의 생

리적 활성(13), charantin의 당뇨치료제로서의 가능성(14), 

신경세포 보호 효과(15), 조직손상억제(16), 혈중지질 대사 

개선(17) 등 각종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현재 여주는 분말제 또는 다류 가공식품으로 한정되어 있으

며 건여주의 영양성분 및 항산화 활성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여주의 기능성 소재 활용 차원에서 

영양성분 및 항산화 활성을 분석하여 다양한 가공식품 분야

에 널리 이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추출물의 조제

본 실험에 사용된 여주는 2014년 충북 음성에서 7월에 

재배한 생여주를 구입하여 동결건조 후 건여주의 영양성분

을 분석하였다. 항산화 활성 실험을 위한 추출물의 조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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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여주에 70% 에탄올을 가하여 3회 환류 추출한 후 No 2. 

filter paper(Advantec Co., Tokyo, Japan)로 여과하여 농

축한 다음 동결건조기(FD 5508, Ilshin Lab Co., Seoul, 

Korea)로 동결건조 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건여주의 일반성분은 AOAC의 표준분석법(18)으로 수분

은 105°C 상압건조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 조단백은 

micro-Kjeldahl법, 조회분은 550°C 직접회화법으로 분석

하였다. 탄수화물은 전체 100%에서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과 조회분 함량을 제외한 값으로 나타내었다.

비타민 C 분석

시료 1 g을 균질화하여 10% metaphosphoric acid(HPO3) 

용액을 10 mL 가하여 추출한 다음 4,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 후에 상등액을 membrane filter(0.45 μm)로 여

과하여 HPLC(LC-10Avp Shimadzu Co., Tokyo, Japan)

로 분석하였다(19). Column은 Dionex C18(300×3.9 mm)

을 사용하고, solvent 0.05 M KH2PO4 : acetonitrile(60:40)

과 flow rate는 1.0 mL/min으로 하였으며, UV 파장 254 

nm, injection volume은 20 μL로 하였다.

무기성분 분석

시료 0.1 g에 분해용액(HClO4 : H2SO4 : H2O2＝9:2:5) 25 

mL를 가하여 열판(hot plate)에서 무색으로 변할 때까지 분

해한 후 100 mL로 정용하여 여과(Whatman No. 2, What-

man plc, Maidstone, Kent, UK)한 후 inductively coupled 

plasma(Aton scan 25, Thermo Jarrell Ash Co., Vitrolles, 

France)로 분석한다(20).

분석조건 중 radio frequency power는 1.4 kW이며, 

analysis pump flow rate는 1.5 mL/min으로 하였고, gas 

flows는 plasma 15, auxiliary 0.2, nebulizer 0.8 L/min으

로 하여 분석하였다.

아미노산 분석

시료를 일정량 취하여 6 N HCl 용액을 가하고 24시간 

동안 가수분해 시킨 후 glass filter로 여과한 여액을 회전진

공농축기(Eyela, N-N series, EYLY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HCl을 제거하고 증류수로 3회 씻은 다음 감압 농

축하여 sodium citrate buffer(pH 2.2) 2 mL로 용해한 후 

0.22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여액을 아미노산분석

기 S430(Sykam GmbH, Munich, Germany)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21). 

분석에 필요한 column은 cation separation column(LCA 

K07/Li)을 사용하고, flow rate는 buffer 0.45 mL/min, re-

agent 0.25 mL/min, buffer pH range 2.90~7.95로 하며, 

column 온도는 37~74°C로 분석하였다. 

총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s phenol method(22)

에 따라 측정하였다. 시료액 150 μL에 2,400 μL의 증류수와 

2 N Folin-Ciocalteu reagent(Sigma-Aldrich, St. Louis, 

MO, USA) 150 μL를 가한 후 3분간 방치하고 1 N sodium 

carbonate(Na2CO3) 300 μL를 가하여 암소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킨 다음 725 nm에서 흡광도(V-530, Jasco, Tokyo, 

Japan)를 측정하였다. Gallic acid를 표준물질로 하여 표준 

검량선으로부터 추출물의 총폴리페놀 함량을 계산하였다.

총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은 Kang 등(23)의 방법에 따라 측정

하였다. 시료액 1 mL에 90% diethylenglycol 10 mL와 1 

N NaOH 1 mL를 가하여 37°C water bath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annic acid

를 표준물질로 하여 표준 검량선으로부터 추출물의 총플라

보노이드 함량을 계산하였다.

2,2-Diphenyl-1-picrylhydrazyl(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DPPH 라디칼 소거능은 Dahl 등(24)의 방법에 따라 측정

하였다. 각 추출물을 농도별로 제조한 시료에 DPPH를 200 

μL 첨가하여 암 조건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농도별 라디칼 소거능에 대한 검량선

에서 라디칼 소거능이 50%가 되는 농도인 IC50으로 표시하

였다.

통계처리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PSS(Version 10.0,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Chicago, IL, USA)를 이용

하여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및 비타민 C 함량

건여주의 일반성분 및 비타민 C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건여주의 수분은 6.10%, 조단백질 3.31%, 

조지방 1.08%, 회분 2.31%, 탄수화물 87.20%로 분석되었

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다양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 최초의 항산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

질의 산화 과정에서 다불포화지방산의 산화적 손상을 보호

하며, 비타민과 산소 유리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25). 

건여주의 비타민 C 함량을 측정한 결과 908.84 mg/100 

g으로 나타났다. Park(26)의 연구에서 건여주의 부위별 비

타민 C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미성숙과는 92.2 mg/100 g, 

성숙과 8.41 mg/100 g, 줄기 2.5 mg/100 g으로 보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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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ximate compositions and ascorbic acid of dry bitter 
melon

 Dry bitter melon
Moisture (%)
Crude protein (%)
Crude fat (%)
Crude ash (%)
Carbohydrate (%)2)

Ascorbic acid (mg/100 g)

  6.10±0.021)

 3.31±0.07
 1.08±0.01
 2.31±0.07
87.20±0.12

 908.84
1)Mean±SD (n=3).
2)Carbohydrate=100－(moisture+crude protein+crude fat+crude 

ash).

Table 2. Contents of minerals in dry bitter melon
Minerals  Dry bitter melon (mg/100 g)

K
Mg
Cu
P

Na
Ca
Zn
Mn

  6,758
  79.04
   1.51
  29.76
  29.59
   7.84
   4.36
   0.08

Total 6,910.18

Table 3. Contents of free amino acid in dry bitter melon

No.   Free amino acid Dry bitter melon
(mg/100 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Phosphoserine
Taurine
Phosphoethanolamine
Urea
Aspartic acid
Hydroxyproline
Threonine
Serine
Asparagine
Glutamic acid
Sarcosine
α-Aminoadipic acid
Proline
Glycine
Alanine
Citrulline
α-Aminobutyric acid
Valine
Cystine
Methionine
Cystathionine
Isoleucine
Leucine 
Tyrosine
Phenylalanine
Homocystine
β-Alanine
β-Aminoisobutyric acid
γ-Aminobutyric acid
Histidine
1-Methylhistidine
3-Methylhistidine
Carnosine
Anserine
Tryptophan
Hydroxylysine
Ornithine
Lysine
Ethanolamine
Arginine

  52.620 
  20.738 
  26.320 
 592.626 
 127.887 

  ND2)

 138.659 
  93.509 
 351.552 
  75.614 

  ND
  ND

 133.360 
  45.797 
 229.732 
 111.016 
   3.874 
 180.726 
   9.722 
   5.382 

  ND
  63.524 
  76.900 
 120.785 
 114.538 

  ND
   1.868 

  ND
 283.842 
  67.556 
   4.889 

  ND
  ND
  ND

  50.721 
  ND

   8.316 
  82.512 
  46.689 
 645.704 

Total 3,766.980 
Total E.A.A.1) 1,426.222

1)E.A.A.: essential amino acid (Thr, Try, Val, Met, Ile, Leu, Phe,
Lys, His, Arg).

2)ND: Not detected.

다. 본 연구와 함량의 차이가 다른 것은 여주의 채취 시기, 

품종, 분석방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무기성분 함량

건여주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K이 6,758 mg/100 g으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고 다음으로 Mg, P, Na, Ca, Zn, Cu, Mn 순으로 검출되

었다. Lee 등(27)은 박과식물 중 수세미 오이의 무기질 함량

을 분석한 결과 8종의 무기질이 K, P, Ca, Mg, Na, Fe, Cu의 

순으로 분석되었고, Mn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K은 나트륨의 과잉섭취로 유발된 고혈압에 대한 보호기

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트륨과 더불어 중요성이 증

가하였다(28-30). 칼륨/나트륨의 섭취비율이 높아지면 고

혈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고혈압의 예방적 차원에서 

칼륨/나트륨의 섭취비율을 1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30). 

건여주에 함유된 주요 무기성분은 알칼리성으로 고혈압 

및 당뇨와 같은 성인병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

성 식품 소재로 생각된다.

아미노산 함량

건여주의 유리아미노산 40종의 조성은 Table 3과 같았

다. 건여주의 주요 유리아미노산은 arginine, urea, aspar-

agine, γ-aminobutyric acid, alanine 등이었다. 또한 전체 

아미노산에 대한 필수아미노산 함량 비율이 37.86%로 나타

나 FAO(31)가 제시한 기준인 32.3%보다 높아 영양학적으

로 우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박과에 속하는 덩굴식물 중 Lee 

등(27)은 수세미오이의 아미노산을 측정한 결과 주요 유리

아미노산은 β-aminoisobutyric acid, phosphoethanol-

amine, urea, asparagine, valine, alanine, aspartic acid, 

arginine, citrulline 등이 보고되었으며, 구성아미노산은 

glutamic acid와 arginine이 가장 많았고 methionine이 가

장 낮은 함량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건여주의 아미노산 

분석 결과 식품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아미노산 중 

아동에게 필요한 arginine이 높게 나타났으며 γ-amin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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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otal phenolic and flavonoid contents of bitter melon
Total polyphenol 

(mg GAE1)/extract g)
Total flavonoid 

(mg TAE2)/extract g)
Dry bitter 

melon 36.08±0.833) 15.66±0.39
1)GAE: gallic acid equivalents. 2)TAE: tannic acid equivalents.
3)Mean±SD (n=3).

Table 5.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70% ethanol ex-
tracts from bitter melo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mg/mL)

Ascorbic acid
Dry bitter melon

 0.12±0.021)

9.81±0.22
1)Mean±SD (n=3).

tyric acid(GABA)는 포유동물의 뇌나 척수에 존재하는 신

경 전달 물질로 의약적으로는 뇌의 혈류를 개선하여 뇌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 뇌의 대사 향상 및 의욕 저하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며, 자연계에 분포하는 비단백질 아미노산

의 일종으로 GABA 함유량이 높은 식품을 brain food라고

도 한다(32,33). 또한, GABA는 혈압강하 작용, 통증과 불안

증세 완화, 당뇨병 예방, 불면, 우울증 완화 등과 같은 기능성

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4).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식물에 널리 존재하는 phytochemical 중 폴리페놀 화합

물은 식품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천연항산화제로의 작용

이 우수하다(35,36).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

어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식물은 건강보조식품 재료로 각광

받고 있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 널리 존재하는 노란색 

계열의 색소를 나타내는 약 4,000여 개의 화합물로, 항산화 

작용, 순환기계 질환의 예방, 항염증, 항알레르기, 항균, 항

바이러스, 지질저하 작용, 면역 증강 작용, 모세혈관 강화 

작용 등이 보고된 바 있다(37-39). 

건여주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Table 4

와 같다. 건여주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

각 36.08 mg GAE/g, 15.66 mg TAE/g으로 나타났다. Kim 

등(40)은 여주열매의 열수 추출물은 69.45 mg/g, 에탄올 

추출물은 70.87 mg/g의 폴리페놀 함량을 보고하였다. 천연

소재의 특성상 사용된 시료의 품종, 지역 등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 

박과에 속하는 선행연구로 Kang 등(41)은 호박부위별 폴

리페놀 함량이 잎 29.62, 과피 12.08, 과육 7.08, 씨 1.52 

mg GAE/g dry matter로 보고하였다. 또한 항산화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야콘(42), 레드비트(43), 버찌(44) 등이 각각 

9.6, 12.3, 27.7 mg GAE/g의 총페놀화합물 함량을 보고하

였다. 

식물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나 폴리페놀 화합물은 천연

항산화제로써 작용할 수 있으며 항산화 작용에 영향을 나타

낸다는 선행연구(37,38)에 근거하여 건여주가 천연항산화

제로서 이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DPPH 라디칼 소거능

DPPH는 짙은 자색을 띠는 화학적으로 유도되는 비교적 

안정한 라디칼로서 항산화 물질에 의해 전자를 공여받으면 

환원되어 고유의 자색이 엷어지면서 노란색으로 탈색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45). 

건여주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결과 ascorbic acid

보다 소거능이 높지는 않지만 건여주의 DPPH 라디칼 소거

능 IC50은 9.81 mg/mL로 나타났다(Table 5). Kim 등(40)의 

연구에서도 여주열매의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 500 

μg/mL 농도에서 각각 38%, 62%의 억제율을 보여주었다.

전자공여능은 페놀류와 플라보노이드 등 페놀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 작용의 지표로서 식물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에 의한 전자공여능이 페놀류나 플라보노이드 물질에 

기인하여 항산화 활성을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46, 

47).

요   약

건여주의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을 위하여 영양성분 및 생리

활성을 분석하였다. 건여주의 영양성분으로 일반성분은 탄

수화물 87.20%, 수분 6.10%, 조단백질 3.31%, 조지방 1.08 

% 및 조회분 2.31%였고 비타민 C 함량은 908.84 mg/100 

g으로 분석되었다. 무기질 중 칼륨의 함량이 가장 많이 함유

되어 있었고 다음으로 Mg, P, Na, Ca, Zn, Cu, Mn 순으로 

검출되었다. 가장 많이 함유된 아미노산은 arginine, urea, 

asparagine, γ-aminobutyric acid, alanine이며, 전체 아미

노산에 대한 필수아미노산 함량 비율이 37.86%로 나타났

다. 건여주의 생리활성은 70% 에탄올로 추출하여 측정하였

다.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각각 36.08, 15.66 

mg GAE/g으로 나타났다. 2,2-Diphenyl-1-picrylhydrazyl 

라디칼 소거능의 IC50은 9.81 mg/mL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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