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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termined the effects of added buckwheat extract on the rate of corn starch hydrolysis in vitro as well as 
blood glucose responses through its supplementation in healthy subjects. The rate of corn starch hydrolysis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various buckwheat extracts was determined in an in vitro enzyme/dialysis system for 2 hr. The buckwheat 
was extracted by water, ethanol(40%, 70%, 100%) and methanol(40%, 70%, 100%), respectively. Twenty percent(w/w) additions
of the ethanol, methanol and water buckwheat extract to corn starch solution significantly reduced the starch hydrolysis 
at every minute for 2 hr(p<0.05). The calculated hydrolysis indices of the buckwheat extracts were in the order of 100% 
ethanol extract(50), 100% methanol(54), 40% ethanol(58), 40% methanol(62), 70% methanol(64), 70% ethanol(68), water 
(82). For the blood glucose response study, groups of 12 volunteers were given 50 g of boiled rice with or without 
buckwheat extract(10% and 20% of starch weight) using the 100%, 70%, and 40% ethanol extracts, respectively. The addition
of each buckwheat ethanol extract significantly reduced blood glucose concentrations at three or more points during 2 hr 
and also reduced the mean peak rise and area under the blood glucose curve(p<0.05). The calculated glycemic index(GI) 
values for all ethanol buckwheat extract group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control(rice). At the concen-
trations of 20%, the buckwheat 100% ethanol extracts lowered the GI by 68%. The 100% ethanol extract was more effective 
than the 70% and 40% extracts for reducing GI. Therefore, the 100% ethanol buckwheat extract would be the most thera-
peutically useful in modifying postprandial hyperglyc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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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체에서 탄수화물 식품 섭취 후 보이는 다양한 당반응

은 당뇨병과 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식사 

후의 당반응은 탄수화물 흡수율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

다고 보고되었다(Jenkins 등 1978). 소장의 α-glucosidase[EC 
3.2.1.20]와 췌장의 α-amylase[EC 3.2.1.1]는 탄수화물 소화에 

있어서 요한 효소이다. 특히 α-amylase는 분, glycogen, 다
른 탄수화물의 α-D-(1,4)-glucan 결합을 분해하는 효소로써 인

체나 동물 등에서 탄수화물 함유식품의 소화작용에 필수

인 요소이다. 이러한 효소들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소 해제

는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지연시켜 식후 고 당을 억제하

는데 효과 이다(Mooradian & Thurman 1999). 식품 내에 존재

하는 여러 종류의 식이섬유와 다양한 형태의 분을 이용한 

실험들에서 식품의 in vitro 분소화율의 차이는 인체 내 

당반응과도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arlström 
등 1988; Holm & Björck 1992). 이와 련하여 당뇨병  비만 

등과 같이 탄수화물과 련된 질병 치료를 해 당의 소화, 
흡수를 제어할 목 으로 α-amylase 해제에 한 연구들이 진

행되어 왔다. 식물에서 보고된 α-amylase 해제는 (LanKisch 
M 등 1998), 보리(Moon 등 1998), 두류(Chun 등 2001), 과일

(McDougall 등 2005) 등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양한 식물에 존

재하는 물질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메 (Fagopyrum esculentum Mӧench)은  세계 으로 재

배되고 있는 일년생 본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섭취되고 있

는 작물이다. 메 의 단백질은 높은 생물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청과 간의 콜 스테롤 농도를 낮추고, 콜 스

테롤 사를 변화시켜 담석 형성을 방하며(Tomotake 등 

2000), 메 은 당뇨병(Lee 등 1995), 고 압(Lee 등 2000; Kim 
등 2003), 비만(Lee 등 1999)과 상심장 질환  암(Chao 등 

2002; Hertog 등 1995)과 같은 질병을 방 치료하는데 유용

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메 은 항산화능

을 갖는 여러 종류의 flavonoid를 다량 함유하고(Oomah & 
Mazza 1996), 항바이러스  면역 증진 효과와 련이 되는 

phytosterol을 함유하고 있고(Li & Zhang 2001), 메 추출물

을 이용한 실험에서 면역 활성을 높인다고 보고되기도 하

다(Ryu & Kim 2008). 
본 연구는 지 까지 보고된 것과 같이 인체에 유용한 메

의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이용성을 높이기 해 메 알

곡에서 에탄올, 메탄올, 물로 추출한 메 추출물을 이용하

여 in vitro에서 α-amylase에 의한 분가수분해율을 확인

하고 in vivo에서 우리의 주식인 밥과 함께 정상성인에

게 섭취시켰을 때 당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1. 메 추출물 제조

메 곡립(Fagopyrum esculentum Mӧench)은 강원도 평창군 

평메 특산단지에서 생산된 것을 구하 으며, 메  곡립을 

정선한 후 양질의 알곡만을 채취하여 분쇄기로 열 발생을 최

소화하면서 분쇄한 다음 80 mesh 표 망체를 통과시켜 메

가루를 제조하 다. 분쇄한 메 가루를 물, 40%, 70%, 100% 
에탄올  40%, 70%, 100% 메탄올로 각각 추출하여 용매별

로 가용성 추출물을 추출하고, 원심분리(1,500×g, 30분)한 후 

진공 농축, 동결 건조하여 메 추출물을 제조하 다.  

2. In Vitro 분가수분해율 측정  분가수분해 지수

In vitro에서 메 추출물 첨가가 옥수수 분의 가수분해율

에 미치는 향은 Tovar 등(1990)의 방법을 이용하 다. 즉 

2.5%(w/w)에 해당하는 옥수수 분을 0.05 M phosphate buffer
에 녹인 후 100℃에서 약 10분간 호화시켰다. 호화된 분용

액을 실온까지 식힌 후 5 ㎖의 분용액과 0.01 g α-amylase 
(28 Unit/mg, type Ⅵ-B, porcine pancreas, Sigma), 고형분 함량

으로 분의 20%(w/w)에 해당하는 메 추출물을 dialysis 
bag(M.W. 12,000 cut off)에 넣었다. 37℃로 맞추어진 130 ㎖
의 0.05 M phosphate buffer(pH 6.9)가 담긴 비이커에 dialysis 
bag을 넣고 온도를 유지시키면서 2시간 동안 일정한 속도로 

어주었다. 이때 dialysis bag 안의 분은 가수분해되고 분

해된 glucose가 밖의 phosphate buffer 용액으로 유리된다. 
의 조건에서 가수분해된 분을 시간별로 측정하기 해 가

수분해 시작 후 15, 30, 60, 90  120분에 각각 phosphate 
buffer 1 ㎖씩을 취하여 유리된 glucose를 DNS 방법으로 측정

하 다. 표 곡선은 glucose를 기 으로 하 으며, 분가수

분해율은 가수분해된 분, 즉 포도당 함량(㎎%)으로 나타내

었고, 조군은 메 추출물을 넣지 않고 옥수수 분과 α- 
amylase만 가한 후 분가수분해율을 측정하 다. 조군인 

옥수수 분의 가수분해율과 옥수수 분에 메 추출물을 첨

가한 실험군의 분가수분해율을 비교하기 해 2시간 동안 

가수분해된 곡선의 아래 면 을 각각 구하 으며, 한 조

군과 실험군의 분 가수분해곡선 면 을 비교하여 백분율

로 나타낸 분 가수분해 지수(hydrolysis index, HI)를 다음과 

같이 구하 다(Granfeldt 등 1994). 

HI =

Area of the starch hydrolysis curve when 
addition of buckwheat extracts 

× 100 
Area of the starch hydrolysis curve 

3. 정상성인 당반응 실험 상자  실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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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experimental groups and diet

Group No. of subject Experimental diet

Control(rice) 12 Rice containing 50 g carbohydrate portions

Rice＋4010 12 Rice＋10%(w/w) of carbohydrate of 40% ethanol buckwheat ext. 

Rice＋4020 12 Rice＋20%(w/w) of carbohydrate of 40% ethanol buckwheat ext.

Rice＋7010 12 Rice＋10%(w/w) of carbohydrate of 70% ethanol buckwheat ext.

Rice＋7020 12 Rice＋20%(w/w) of carbohydrate of 70% ethanol buckwheat ext.

Rice＋10010 12 Rice＋10%(w/w) of carbohydrate of 100% ethanol buckwheat ext.

Rice＋10020 12 Rice＋20%(w/w) of carbohydrate of 100% ethanol buckwheat ext.

In vivo에서 메 추출물의 섭취가 정상성인의 당반응에 

미치는 향에 한 실험의 실험군은 Table 1에서와 같았다. 
상자들은 Table 2와 같이 평균 연령 25세이며, 정상성인 12

명을 상으로 하 다. 실험 상자의 평균 체 은 57 ㎏이었

으며,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21.1 ㎏/㎡이었

다. 공복 시 당은 Table 3과 같이 각 실험군 별로 실험기간 

에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In vivo 실험시료는 40%, 70% 100% 에탄올 가용성 메 추

출물로 하 다. 백미(일반미)는 최근에 도정된 을 시 에서 

구입하 으며, 이 을 3회 씻고 물기를 제거한 후  무게당 

일정량의 물을 붓고 기밥솥으로 밥을 지었다. 밥을 지은 후 

1시간 정도 완 히 식히고 1인 일회 실험분량이 분 50 g이 

되도록 무게를 재어 뚜껑이 있는 용기에 밥을 담고 호화된 

분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해 속냉동이 가능한 －70℃ 냉
동고에 장하 다. 냉동된 밥은 실험 당일 꺼내서 자 인

지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해동하여 섭취시켰다. 실험에 사용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normal subjects 

Sex Age
(year)

Height
(㎝)

Weight 
(㎏)

BMI 
(㎏/㎡)  M F

3 9 25±2 165±2 57±3 21.1±0.9

Values of age, height, weight and BMI are mean±SE.

Table 3. Fasting blood glucose of the subjects

Group Fasting blood glucose (㎎/㎗)

Control(rice) 86.5±1.3

Rice＋4010 86.1±1.9

Rice＋4020 86.2±1.6

Rice＋7010 83.8±1.9

Rice＋7020 85.4±1.0

Rice＋10010 84.2±2.5

Rice＋10020 85.4±2.1

Values of mean±SE.

된 일반미는 일시에 구입하여 모두 같은 것을 사용했으며, 실
험기간 동안 은 비닐팩에 넣고 해서 냉장온도에 보

하 다. 1회 밥을 짓는 양은 3일분 정도로 하고 밥을 짓는 방

법  물의 양, 냉동기간, 해동시간 등 모든 실험조건은 매 

실험마다 동일하게 하 다. 

4. 당측정  당지수(Glycemic Index, GI) 계산

실험 상자들은 실험 날부터 실험 시작까지 12시간 동

안 식하도록 하 으며, 실험 당일 아침 공복상태로 손끝에

서 채 하여 공복 당을 측정하 다. 실험군 별로 1인 분량

의 밥을 10분 이내에 먹도록 한 다음, 물 200 ㎖에 용해시

켜 비해 놓은 10%(w/w)와 20%(w/w)의 메 추출물을 각각 

섭취하도록 하고, 100 ㎖의 물로 시료가 남지 않도록 완 히 

마시도록 하 다. 실험식이 섭취 후 15분, 30분, 60분, 90분 

 120분에 각각 손끝에서 채 하여 당측정계(Johnson ＆ 
Johnson Co., USA)로 2회 반복하여 당을 측정하 으며, 실
험  30분부터 실험이 끝날 때까지 2시간 30분 동안은 연

하게 하고 가벼운 일상 활동만 하게 하 다. 
당반응면 은 Wolever 등(1991)의 방법에서와 같이 공

복시 당이 당면 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실험식이 섭

취 후 증가된 당면 만을 계산하 다. 당 값이 모두 공복 

시 당 값 이상일 때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Area=
At

+At+
(B－A)t

+Bt+
(C－B)t

+Ct+
(D－C)t

+Dt+
(E－D)t

2 2 2 2 2

A～E: 시간별로 측정된 각 당값과 공복시 당값과의 차이

t: 액을 채취한 시간 간격(분)

D가 0 이상(공복시 당 이상)이고, E가 0 이하(공복시 

당 이하)일 때에는 Fig. 1에서와 같이 D와 E를 직선으로 이은 

후 얻어지는 T값, 즉 당(D)측정 이후부터 당이 공복시 

당까지 감소될 때까지의 시간은 비례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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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od glucose(㎎/㎗) 

Fig. 1. Blood glucose response curve.

T=Dt/(D+|E|) 따라서 D와 E 사이의 공복시 당 의 면

은 DT/2=D2t/2(D+|E|)이다. 따라서 반 인 식을 요약하면 

다음 공식과 같다. 

Area=(A+B+C+D/2)t+D2t/2(D+|E|)

당지수(glycemic index, GI)는 Jenkins 등(1981)의 방법에

서와 같이 밥과 메 추출물 섭취 후 2시간 동안의 당반

응면 을 비교하여 백분율로 계산하 다. 

GI=

Blood glucose area when addition of 
buckwheat extract to rice 

× 100 
Blood glucose area after ingestion of the rice(control)

5. 실험자료의 통계처리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의 통계  유의성은 SAS computer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실험결과는 평균과 표

오차를 구하 다. In vitro의 실험결과  in vivo의 당값과 

GI 결과는 p<0.05 수 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

시하여 실험군들 사이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 다.

결과  고찰

1. In Vitro에서 메 추출물 첨가에 따른 분가수분해율 
가용성 옥수수 분에 물, 40%, 70%, 100% 에탄올  40%, 

70%, 100% 메탄올 가용성 메 추출물 시료를 각각 20%(w/w) 
첨가하고 α-amylase로 반응시킨 후 분의 가수분해율을 측

정하 으며, 그 결과는 Fig. 2와 같다.
In vitro에서 2시간 동안의 분 가수분해 결과, 각 시간

의 분가수분해율은 조군에 비하여 모든 메 추출물군에

서 감소하 다. 30분 에서는 조군과 비교하여 모든 메

추출물군에서 분가수분해율이 유의 으로 감소하 으며

Fig. 2. In vitro rate of starch hydrolysis with or without
addition of 20% buckwheat extract for 120 min. 

(p<0.05), 특히 에탄올 100%와 메탄올 100% 메 추출물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 다. 분 가수분해 60분 에는 조군과 

비교하여 에탄올 40%, 70%, 100% 메 추출물에서 각각 42%, 
28%, 51% 유의 으로 감소하 으며, 메탄올 40%, 70%, 100% 
메 추출물에서 각각 36%, 36%, 45% 유의 으로 감소하

다(p<0.05). 분 가수분해 90분 에는 조군과 비교하여 에

탄올 40%, 70%, 100% 메 추출물에서 각각 35%, 27%, 42% 
유의 으로 감소하 으며, 메탄올 40%, 70%, 100% 메 추

출물에서는 각각 33%, 29%, 39% 유의 으로 감소하 다(p< 
0.05). 분 가수분해 120분 에는 조군과 비교하여 에탄올 

40%, 70%, 100% 메 추출물에서 각각 32%, 24%, 41% 유의

으로 감소하 다(p<0.05). 조군에 한 실험군들의 분

가수분해율 하 효과는 100% 에탄올>100% 메탄올>40% 에
탄올>40% 메탄올>70% 메탄올>70% 에탄올>물 순으로 나

타났다. 
조군과 실험군의 2시간 동안의 가수분해 직선의 아래 

면 을 비교하여 나타낸 분 가수분해지수는 Fig. 3에서와 

같았다. 
조군의 분 가수분해지수와 비교하여 물추출물은 18% 

감소하 으며, 40%, 70%, 100% 에탄올추출물은 각각 42%, 
32%, 50% 유의 으로 감소하 고 40%, 70%, 100% 메탄

올추출물은 각각 38%, 36%, 46% 유의 으로 감소하 다

(p<0.05).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메 추출물 첨가에 의해 in vitro α- 

amylase 분가수분해율은 상당히 해 받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물추출물의 경우 에탄올  메탄올 메 추출물의 해

율과 비교해서 낮았다. 한 추출용매 농도에 따른 결과는 에

탄올, 메탄올 모두 100%, 40% 70% 순으로 확인되었다. 용매

를 이용하여 유효성분을 추출하는 실험은 물을 주로 이용하

는데, 본 실험에서는 메 이 함유하는 다양한 알코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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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ydrolysis index for starch with or without 
addition of buckwheat extract

성 성분들을 고려하여 농도별 에탄올 용액도 이용하 다. 
한편, 추출 용매인 에탄올, 메탄올 모두 70% 용액보다 40% 
용액으로 추출했을 때 해율이 더 높게 나타난 이유는 본 

실험의 결과만으로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후 용매별 추

출물의 성분 실험 등의 연구를 더 진행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기장, 수수, 율무, 메 의 분

가수분해율을 측정한 Lee(2006)는 시료들  메 의 분가

수분해율이 가장 낮았으며, 시료를 열처리 했을 때 모든 시료

들의 분가수분해율은 열처리 하지 않았을 때보다 증가되

었으며, 시료  메 이 가장 낮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메
곡립의 주성분은 탄수화물이지만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해할 수 있는 많은 성분들이 메  자체 내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rkošková & Mrázová 2005). 
한편, Beesley 등(1985)은 콩에서 분리한 수용성의 whey를 

콩 분에 첨가하면 분의 소화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보고

하 는데, 이는 콩의 수용성 whey에 분소화율을 낮출 수 

있는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Thompson 1988). 한 분이나 빵에 정제된 tannin을 첨

가했을 때 사람의 타액에 함유된 α-amylase에 의한 분가수

분해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되었으며(Thompson 등 1986), 
in vitro에서 정제된 식이섬유와 고섬유식이원들은 α-amylase
의 활성을 낮추었고(Dunaif & Schneemanm 1981; Ikeda & Kusano 
1983), 최근 보고에 의하면 여러 종류의 flavonoids 성분  luteolin, 
myricetin, quercetin은 췌장의 α-amylase 활성을 해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Tadera 등 2006). 이처럼 α-amylase의 활성

해와 련하여 in vitro 분가수분해율과 역의 상 계가 있

는 성분으로는 phytic acid, lectin, polyphenols(tannins), flavonoids 
등이 알려지고 있다(Rea 등 1985; Tadera 등 2006; Thompson 
등 1984, 1988; Yoon 등 1983).

2. 메 추출물의 첨가에 의한 인체 내 당  당지수 

In vitro 실험결과에 따라서 메 추출물의 섭취에 따른 정

상성인의 당반응  당지수에 미치는 향은 40%, 70%
와 100% 에탄올가용성 메 추출물에 한하여 실시하 다. 
밥( 조군)  밥에 메 추출물을 첨가한 실험시료 섭취 

후 2시간 동안의 당반응은 Fig. 4와 같았다.
공복 시 당은 모든 군에서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실

험식이 섭취 후 15분 의 당치는 조군에서 100 ㎎/㎗로 

가장 높았으며, 조군과 비교하여 다른 실험군은 모두 낮은 

경향을 보 다. 실험식이 섭취 후 30분 의 당치 한 조

군에서 127 ㎎/㎗로 가장 높았으며, rice-7010군 122 ㎎/㎗, 
rice-7020군 124 ㎎/㎗, rice-10010군 120 ㎎/㎗, rice-10020군 

121 ㎎/㎗이며, 실험군들 간의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실험

식이 섭취 후 60분 의 당치는 조군과 비교하여 rice-4010
군과 rice-4020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rice-7010
군, rice-7020군, rice-10010군, rice-10020군에서 각각 15, 10, 17, 
20 ㎎/㎗씩 유의 으로 감소하 다(p<0.05). 실험식이 섭취 후 

90분 의 당치는 조군과 비교하여 rice-4010군, rice-4020
군, rice-7010군, rice-10010군, rice-10020군에서 각각 8, 8, 9, 
11, 12 ㎎/㎗씩 유의 으로 감소하 다(p<0.05). 실험식이 섭

취 후 120분 의 당치는 조군과 비교하여 rice-4010군, 
rice-10010군, rice-10020군에서 각각 유의 으로 8, 12, 14 ㎎/
㎗ 감소하 으며(p<0.05), rice-4020군, rice-7010군, rice-7020
군은 각각 6, 5, 6 ㎎/㎗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본 실험결과

에서 당은 식후 30분에 최고치를 보 으며, 그 이후에는 감

소하 는데, 밥에 메 에탄올추출물을 첨가해서 섭취한 실

험군들의 식후 당반응은 식후 30～120분에 조군의 당

반응보다 감소율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밥( 조군) 섭취 후 2시간 동안의 당반응면 에 한 

밥에 메 추출물을 첨가한 후의 당반응면 을 비교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당지수는 Fig. 5와 같았다.

Fig. 4. The mean of blood glucose response in normal
subjects after intake of test meal with or without addtion
buckwheat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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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mean glycemic index(GI) of rice with or
without addition of buckwheat extract in normal subjects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red with rice(p<0.05). 

조군인 밥군의 당지수 100과 비교해 보았을 때 rice-4010
군은 79, rice-4020군 74, rice-7010군 84, rice-7020군 79, rice-10010
군 73, rice-10020군은 68로 모두 조군보다 유의 으로 감소

하 다(p<0.05). 
본 실험결과, 밥에 메  에탄올추출물의 첨가에 의한 

당 하 효과는 100% 에탄올>40% 에탄올>70% 에탄올 순이

으며, 메  에탄올추출물의 첨가량에 비례하여 당의 

하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in vitro α-amylase에 

의한 분가수분해율과도 같은 결과로서 이는 메 이 함유

한 성분  물에 녹는 성분보다는 에탄올에 녹는 성분이 탄수

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보다 더 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Kang 등(2001)은 조리된 메 밥과 밥을 각각 정상성인

에게 섭취시킨 후 2시간 동안의 당  인슐린 반응을 보았

을 때 메 군이 밥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한 바 있

다. 한 메 은 다른 여러 종류의 곡류  탄수화물 식품과 

비교했을 때에도 당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보고되었다

(Jenkins 등 1981). 
한편, In vitro 분가수분해율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phytic acid, lectin, polyphenol 등을 사람에게 섭취시켰을 때 

이들은 인체의 식후 당 곡선을 완만하게 낮추는 것으로 보

고되었으며(Rea 등 1985; Thompson 등 1984; Yoon 등 1983), 
여러 종류의 식이섬유가 양소의 소화와 흡수를 해하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Anderson & Lin Chen 1979). 지 까지 

보고된 바와 같이 메 은 당지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메

의 성분이 다른 탄수화물 식품의 당반응을 낮춰주는 특성

을 고려할 때 메 은 당뇨환자에게 유용한 식품으로 사료된

다. 메 은 재 우리나라에서 국수와 부침용 등으로 주로 섭

취되고 있으며, 메  재배가 비교  많은 강원도 일부 지역에

서는 메 싹을 물로 추출한 메 싹추출물을 시 하기도 한

다. 이 외에 메 을 이용한 식품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주

식으로도 다양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메 을 당

뇨환자의 당 하를 한 식품으로 폭 넓게 활용하기 해

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조리학 , 가공학

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결론

본 연구는 메 추출물 첨가가 in vitro에서 α-amylase에 의

한 분가수분해율  정상성인에서의 당반응에 미치는 

향을 실험하 다. In vitro 실험에서 20%(w/w) 메 에탄올

추출물을 분용액에 각각 첨가하고 2시간 동안 가수분해하

면서 30, 60, 90, 120분에 각각 유리된 당을 측정하여 분가

수분해율  분 가수분해지수를 구하 다. 정상성인을 

상으로 한 당반응 실험에서는 밥(50 g, starch basis)을 섭

취한 후 10%, 20%(w/w) 메 에탄올추출물을 각각 100 ㎖ 물
에 녹여 마셨으며, 공복 시 당  실험식이 섭취 후 15, 30, 
60, 90, 120분에 각각 당을 측정하고 당반응면   

당지수를 구하 다. 본 실험결과, α-amylase에 의한 분가

수분해율은 측정된 모든 시간 에서 메 에탄올추출물 첨가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p<0.05), 분가수분해지수는 물, 
40% 에탄올, 70% 에탄올, 100% 에탄올추출물에서 12%, 42%, 
32%, 50% 유의 으로 감소하 고, 40% 메탄올, 70% 메탄올, 
100% 메탄올추출물에서 각각 38%, 36%, 46% 유의 으로 감

소하 다(p<0.05). 밥과 함께 10%와 20% 메 추출물을 각

각 섭취하 을 때 모든 실험군에서 각 시간 의 당값과 

당지수가 낮아졌다. 조군인 밥군의 당지수 100과 비교

해 보았을 때 rice-4010군 79, rice-4020군 74, rice-7010군 84, 
rice-7020군 79, rice-10010군 73, rice-10020군 68로 모두 조

군보다 유의 으로 감소하 다(p<0.05). 밥 섭취와 비교하

여 모든 메 추출물은 당지수를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p<0.05), 특히 100%에탄올 메 추출물군의 당지수 하율

이 가장 높았다. In vitro  in vivo 실험결과로 볼 때, 메 에

탄올추출물은 당뇨환자의 식후 당증가를 낮출 수 있는 항

당뇨 소재로서 유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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