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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mordica charantia, commonly known as bitter

melon, has interesting pharmacological activities such as anticancer,

antiviral, antibacterial, anti-inflammatory, analgesic, and antioxidant.

As supported by recent scientific reports on the beneficial effects

of M. charantia, it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functional plants

for diabetes today. In this study, we fermented the bitter melon

with lactic acid bacteria and investigated the capability of controlling

diabetic conditions by decreasing the blood glucose levels. After

extracting the fermented bitter melon with hot water or ethanol,

we tested several biological activities using mouse models. When

we tested the efficacy of the glycemic control, the extracts of

fermented bitter melon significantly lowered the blood glucose

levels of the alloxan-induced diabetic mice. We also found that the

lactic acid bacteria-fermented bitter melon protected liver damages

from the treatment of alloxan monohydrates and maintained low

levels of triglycerides and high levels of HDL cholesterol in these

mouse models. These results suggest that our approach on

fermenting bitter melon and the extracts of fermented bitter melon

could lead to the possibility of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s that contain the effectiveness of controlling blood glucose

and lipid levels as well as preventing liver damages.

Keywords alloxan · anti-diabetic · fermentation · lactic acid

bacteria · Momordica charantia

서 론

당뇨병(diabetes mellitus, DM)은 포도당 대사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체내 인슐린 부족으로 유발된 인슐린 의존

형 당뇨병인 제1형 당뇨병(insulin-dependent DM, IDDM)과 유

전적이거나 비만 등으로 인해 인슐린 수용체에 이상이 나타나서

인슐린 저항성 같은 신호전달의 문제로 파생된 인슐린 비 의존

형 당뇨병인 제2형 당뇨병(non-insulin-dependent DM, NIDDM)

으로 분류된다(Hue 등, 2009).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 약 10명

중 1명이 당뇨환자이며 당뇨 유병률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2050년에는 예상 당뇨병 환자수가

약 6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Lee와 Park,

2014).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서

세포의 포도당 이용 및 혈당강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당뇨환자는 인슐린 부족이나 저항성으로 인해 혈중 포도당 농

도가 높게 유지되고, 지속적인 고혈당이 지질과 단백질의 대사

이상, 신장 기능저하, 동맥경화, 시력저하 등 실생활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한다. 당뇨병은 현재 완치가 어려우

며,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혈당치를 조절하여 예방하거나

대부분의 당뇨환자가 경구 혈당 강하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당뇨병의 악화를 지연시키고 있다(Meena 등, 2009). 그러나 대

표적인 당뇨병 치료약인 설폰요소제(sulfonylurease), 비구아나이

드(biguanides), 아카보즈(acarbose), 다이아자이드(thiazide) 계열

의 약품은 한 두 군데의 신진대사 과정에만 인위적으로 작용하

기 때문에, 부작용과 내성을 피할 수 없다(Lee 등, 2013).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천연물을 이용하여 보다

안전한 혈당 강하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추세이며(Kim과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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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더덕 추출물이 제2형 당뇨에 미치는 영향(Yun 등, 2014),

뽕잎과 녹차 혼합 분말의 항당뇨 효과(Son 등, 2014), 한약 복

합체 추출물의 혈당 강하 효과(Lee 등, 2014) 등의 천연물을 이

용한 항당뇨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최근 들어 천연물을 이용

한 항당뇨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여주

도 항당뇨 효과가 있는 천연물로 각광받고 있으며, 미국과 한

국에서 혈당 강하를 위한 음료와 차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Lee

등, 2012). 이와 같이 여주가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

황에 비해 여주의 이용 및 효능에 관한 과학적 분석 연구 등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여주(Momordica charantia)는 박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덩굴

성 풀로서 잎은 크고 콩팥 모양의 원형인 모양을 가지고 있으

며, 길이와 너비는 약 5−12 cm이고 일반적으로 5−7개의 깊은

갈래가 있다. 열매는 긴 타원형 모양이거나 난형이며 양끝이 모

두 좁고, 길이는 8−30 cm로 자라며 전체가 뭉뚝하고 혹 모양의

도드라진 돌기가 무작위로 덮여 있다. 여주는 또한 고과(苦瓜)

로 불리기도 하며 특히 여주를 영어권에서는 “bitter melon”이라

불린다. 일본에서는 ‘니가우리’, 오키나와 방언으로는 ‘고야’, 필

리핀에서는 ‘암팔라야’, 인도에서는 ‘카라벨라’, 태국에서는 ‘마

라’라고 불리며 열대 아시아, 아프리카, 지중해 등에서 재배가

되는 섭취 가능한 과일로 그 맛이 매우 쓰므로 비터멜론으로

알려져 있다(Lee 등, 2009; Kim, 2013). 또한 비타민 C, 사포

닌, 알칼로이드, 글루코사이드 등의 유용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혈당 강하 기능이 있는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높

게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Lee 등, 2012).

현재 유용 미생물을 이용해 천연물의 생리활성을 증진시키는

주요한 기술로 발효가 널리 이용되고 있고, 발효 녹차의 항당

뇨 효과(Lee 등, 2014)와 발효버섯의 항산화 활성(Yang 등,

2014) 등 발효를 통해 기능성을 증진시킨 연구가 보고된 바 있

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주는 여주추출물과 과즙을 이용한 연구

만 보고 되었을 뿐, 발효시킨 여주의 기능성 증진 효과에 관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여주의 항

당뇨 효능 증진을 위해 유산균(Lactobacillus plantarium)을 이

용해 발효하고 열수와 에탄올로 추출한 후 당뇨 마우스 모델에

여주 발효추출물을 투여하여 혈당 강하 효능, 간기능 개선 여

부와 지질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여주 발효추출물의 기능성식

품 소재개발에 대한 가능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추출물의 제조. 여주는 국내에서 재배된 것을 경동시장에서 구

매하여 사용하였다. 건여주를 믹서기로 분쇄하여 분말화한 후

여주 100 g 당 유산균(Lactobacillus plantarium) 약 1×107개를

혼합하고 3배수의 물을 첨가하였다. 이 혼합물을 96시간 동안

30oC에서 발효한 후, 열수 또는 에탄올(30%)을 이용하여 교반

추출하고 추출물을 여과 및 감압농축(0.5 g/mL)하여 여주발효열

수추출물(bitter melon fermented and boiled water extracts,

BMB)과 여주발효에탄올추출물(bitter melon fermented and

ethanol extracts, BME)을 제조하였다. 대조군인 여주열수추출물

(bitter melon boiled water control, BMBC)과 여주에탄올추출

물(bitter melon ethanol control, BMEC)은 유산균을 첨가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실험동물. 생후 5주령의 imprinting control region mouse를 (주)

대한바이오링크로 부터 구입한 후, 온도 18±2oC, 상대습도

50±10%, 환기회수 10-20회/시간, 조명시간 12시간(점등 08:00−

소등 20:00)으로 설정된 동물실에서 환경적응을 위해 1주일간

예비 사육 후 평균 체중 30−40 g의 마우스를 사용하였다. 실험

동물의 사육과 사용 등 실험과정은 중원대학교 동물윤리위원회

의 승인을 받았고, 윤리위원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게 실시하

였다.

당 유발 마우스의 제조. 생후 6주령의 마우스를 alloxan monohydrate

(Sigma Aldrich, USA) 120 mg/kg을 복강 투여하여 당뇨를 유

발시킨 후, 72시간 후 쥐의 꼬리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개인용

혈당측정 시스템(Infopia Co., Korea)을 이용하여 glucose 수치

를 측정하였다. Glucose 수치는 측정하기 8−12시간 전에 사료

를 빼주어 8−12시간 정도 공복 상태 후 측정하였으며, 혈당수

치가 160−180 mg/dL인 것을 정상으로 보았고, 혈당수치가 200−

600 mg/dL까지 증가한 것을 당뇨가 유발된 것으로 간주하고 실

험에 사용하였다.

효능 검증. 마우스 실험의 실험군은 여주열수추출물(BMBC), 여

주발효열수추출물 (BMB), 여주에탄올추출물(BMEC), 여주발효

에탄올추출물(BME) 투여군으로 하였고 대조군은 정상 마우스

군(normal control, NC)과 alloxan monohydrate 투여 마우스군

(alloxan control, AC)으로 하였다. 추출물의 투여는 oral zonde

를 이용하여 0.5 g/mL 농도의 추출물을 200 µL씩 4주 동안 매

일 한번씩 경구투여를 하였고, 1주일에 한번씩 혈당과 몸무게

를 측정하였다. 

AST 및 ALT 측정. 혈중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와

alanine aminotransferase (ALT)의 함량은 4주 동안의 경구투여

가 끝난 마우스를 ethyl ether로 마취 후 흉부를 열어 심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13,000 rpm으로 원심 분리한 후 혈청을 분리

하여 −80oC에 냉동 보관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혈장 AST/

ALT 측정용 키트(ASAN pharmaceutical co Ltd., Korea)를 사

용하여 Reitman-Frankel 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후 5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혈장 지질 분석. 간의 지질분석을 위해 혈청 채취는 4주 동안

의 경구투여가 끝난 마우스를 ethyl ether로 마취 후 흉부를 열

어 심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13,000 rpm으로 원심 분리한 후

혈청을 분리하여 −80oC에 냉동 보관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혈

중 중성지방(TG) 함량 측정은 중성지방 측정용 키트(Asan

pharmaceutical co Ltd.)를 이용하여 enzymatic method로 분석

후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total cholesterol (T-CHO)

함량 측정은 전체 콜레스테롤 측정용 키트(Asan pharmaceutical

co Ltd.)를 이용해 enzymatic method로 분석 후 5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HDL-cholesterol (HDL) 함량 측정도 키

트(Asan pharmaceutical Co., Ltd.)를 이용하여 enzymatic

method으로 분석 후 500 nm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처리. 결과의 통계학적 분석은 graph pad prism 5.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 항목의 결과는 평균

(mean)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표시하였고 대조군과

실험군간의 평균 차이는 one-way ANOVA로 유의성을 확인한

후 p <0.05 수준에서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항당뇨 효능 검증. Alloxan (120 mg/kg body weight)을 복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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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하고 약 3−7일에 한번씩 혈당을 측정하여 혈당수치가 200−

600 mg/dL의 범위로 상승한 마우스를 당뇨가 유발되었다고 판

단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으며(Fig. 1), 각 군의 혈당 평균치가 비

슷하도록 실험동물을 나누었다. 여주열수추출물(bitter melon

boiled water control, BMBC), 여주발효열수추출물(bitter melon

fermented and boiled water extracts, BMB), 여주에탄올추출물

(bitter melon ethanol control, BMEC)과 여주발효에탄올추출물

(bitter melon fermented and ethanol extracts, BME)을 당뇨를

유발한 마우스에게 4주 동안 경구투여를 수행하였고, 동시에 일

주일에 한번씩 8−12시간 동안 절식시킨 상태에서 혈당수치와

몸무게의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2, 3). 또한 실험 기간 동안

대조군과 실험군의 음수량과 식이량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

4).

Fig. 2에서 보듯이 NC군(158.6±1.5 mg/dL)의 당 수치와 유사

하게 BMB (183±33.5 mg/dL)를 투여한 군에서만 뚜렷한 혈당

강하 효과가 보였다. 이 결과는 여주발효열수추출물이 혈당 상

승을 억제하거나 정상치를 유지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의

미한다. 반면에 그 외의 BMBC (339±4 mg/dL), BMEC (329.2±

42.9 mg/dL), BME (390±221 mg/dL)의 투여군에서는 AC군

(317.8±28.7 mg/dL)과 비교하여 명백한 혈당강하 효능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여주의 유산균 발효 과정에서 항당뇨 기능을 갖

는 유효 성분의 활성이 증가한 형태이거나 흡수 또는 추출이

용이한 형태로 전환된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유산균 발효로 인한 여주 유효 성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뇨로 인한 체중감소가 나타나는 지

를 확인한 결과, 체중의 변화는 모든 군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를 통해 alloxan에 의한 당뇨 또는 BMB에

의한 혈당 강하가 체중의 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관찰하였다(Fig. 3).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실험이 4주 동

안의 비교적 단기간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당뇨병

은 만성질환으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감안할 때 추후 연

구에서 여주추출물이 혈당 및 체중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이

연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대조군(NC군과 AC군)과 실험군(BMBC, BMB, BMEC

과 BME 투여군) 사이의 음수량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BMB

투여군에서 혈당강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2주째가 되는

Fig. 1 Generation of the alloxan-induced mouse models. Alloxan
monohydrates (120 mg/kg) was intraperitoneally administered to six
week-old mice and then the blood glucose levels were determined. The
blood glucose levels in the mice of alloxan control (AC) were
continuously increased whereas the levels in the normal control (NC)
were stably maintained. Data expressed as the mean ± SD (n =7). 

Fig. 2 Changes of the blood glucose levels. The extracts of bitter melon were supplied to diabetic mice by oral administration for four weeks. (A-E)
Blood glucose levels at day 0, 7, 14, 21, and 28, respectively. (F) Changes of the blood glucose levels represented by a line graph. The blood glucose
levels in the mouse group provided with the fermented and boiled water extracts (BMB) clearly decreased to normal glucose levels within 21 days
(***p <0.001). Other mouse groups (BMBC, BMEC, and BME) showed no clear tendency of decreasing blood glucose levels (NC, normal control;
AC, alloxan control; BMBC, bitter melon boiled water control; BMB, bitter melon fermented and boiled water extracts; BMEC, bitter melon ethanol
control; BME, bitter melon fermented and ethanol extracts). Values are mean ± SD (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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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부터 음수량도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4주가 되는

시기에는 정상 대조군인 NC군의 수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Fig. 2A, 4A). 그러나 BMBC, BME, BMEC 투여군 및

AC군들은 NC군과 비교하여 약 3배 정도 음수량이 많았고

BMB 투여군과는 다르게 음수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당뇨가 유발 되면서 모델동물의 음수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혈당이 감소하면서 음수량도 줄어드

는 기존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Lee 등, 2010; Tian 등,

2010). 하지만 식이량은 단순 시간에 따라 마우스들이 성장하면

서 조금씩 늘어나는 정도였고 각 군별로도 크게 차이를 나타내

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Fig. 4B).

AST 및 ALT 측정. 혈청 중 AST 및 ALT의 수치 증가는 간

손상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며, 간 조직의 괴사와 간 세포의

파괴가 진행됨에 따라 transaminase가 혈중으로 유출되어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세포의 변성 및 괴사의 지표로 이용

되고 있다(Park과 Kim, 2010). 간질환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많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AST와 ALT가 증가하므로(Bhatt와

Smith, 2015), 본 실험에서는 여주추출물이 당뇨로 인한 간기능

저하의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혈중 AST 및

ALT를 조사하였다. 대조군인 AC군을 제외한 모든 그룹들이 NC

군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BMB 투여군

이 유의적으로 AST와 ALT를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다(Fig. 5).

즉, AST 테스트에서 AC군(236.0±108.6 mg/dL)에 비해 BMB

투여군(53.4±12.1 mg/dL)에서 p <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고, BME 투여군(61.4±7.2 mg/dL)에서도 p <0.05 수준에

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Fig. 5A). ALT 테스트에서도 또한

Fig. 3 Changes of the body weights. (A-E) Body weights at day 0, 7, 14, 21 and 28, respectively. (F) Changes of the body weights represented by a line
graph. The body weights of the five mouse groups (AC, BMBC, BMB, BMEC and BME) were similarly maintained as the normal control (NC). No
obvious changes in the body weights of the mouse groups were seen during the experiment. Values are mean ± SD (n =7).

Fig. 4 Water and food intake levels in the diabetic mice. During the oral administration of the extracts of bitter melon, water (A) and food (B) intake
levels were measured at the same time intervals. The water intake level of the BMB group gradually decreased to the level of normal control (NC)
during four weeks. Other mouse groups (BMBC, BMEC, BME, and AC) showed no obvious tendency of decreasing water intake levels during the
experiment. In contrast, all of the six mouse groups (NC, AC, BMBC, BMB, BMEC, and BME) showed similar levels of food consumption during the
experiment. Values are mean ± SD (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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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군(122.7±87.8 mg/dL)과 비교해서 BMB 투여군(32.9±16.0

mg/dL)이 p <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Fig. 5B).

이러한 결과는 다른 추출물 투여군과 비교 했을 때 BMB와

BME 투여군이 당뇨로 인한 간 손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

할 수 있는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사료된다.

혈중 지질 분석. 당뇨병은 만성 대사 질환으로서 혈중 중성지

질 및 L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감소하

는 특징을 나타낸다. 또한 제1형 당뇨환자의 HDL 수치가 높아

지면 단백뇨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보

고되어 있다(Molitch 등, 2006). 당뇨병에서 혈장 내 지방이 중

성지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증가하여 혈중 중성지방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으며, 당뇨쥐에서 지질분해효소의 활성이

저하되면 중성지방이 풍부한 지단백 분해를 감소시켜 HDL 콜

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인 당뇨환자의

약 80%가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혈

당 수준과 함께 이상지질혈증의 개선이 당뇨 환자의 합병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여주추출물 투여로 인한 이상지질대사의 개선효과를 조사한 결

과, 여주추출물과 여주발효추출물을 섭취한 군의 HDL 함량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Fig. 6). 이 중에서도 대조군인

AC군(15.6±9.4 mg/dL)에 비해 BMBC 투여군(46.6±17.6 mg/dL)

과 BMEC 투여군(42.3±14.9 mg/dL)에서 p <0.01 수준의 유의성

이 보여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MB 투여군

(36.3±18.1 mg/dL)에서도 p <0.05 수준의 유의성으로 HDL 수치

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Fig. 6A). T-CHO은 AC군과 비

교하여 BMB 투여군이 p <0.01 수준의 유의성으로 T-CHO 함

량을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다(Fig. 6B). 혈중 중성지방(TG) 함

량은 AC군과 비교하여 BMB와 BME를 투여했을 때 상대적으

로 NC군의 수준으로 중성지방 함량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

다(p <0.05)(Fig. 6C). 이러한 결과들은 여주추출물들이 전반적

으로 T-CHO과 중성지방(TG)의 함량은 낮추고 HDL의 함량은

증가시켜 당뇨병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지질혈증에 대

Fig. 5 Serum AST and ALT analyses. The degree of liver injury was demonstrated by the serum AST (A) and ALT (B) levels. Resul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provided with the extracts of fermented bitter melon (BMB and BME) and alloxan control (AC) in the
reduction of serum AST and ALT levels. BMB and BME were shown to offer liver protection against alloxan-induced liver injury in mice (**p <0.01
and *p <0.05). Values are mean ± SD (n =7). 

Fig. 6 HDL-cholesterol (HDL) (A), Plasma total cholesterol (T-CHO) (B) and triglyceride (TG) (C) levels of normal or alloxan-induced diabetic mice
fed the extracts of bitter melon. Supplement of the boiled water extracts of fermented bitter melon (BMB) significantly decreased the T-CHO and TG
levels and increased the HDL levels (**p <0.01 and *p <0.05). Values are mean ± SD (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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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절 및 완화 기능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사료된다. 당뇨병

에 수반되는 합병증인 심장질환,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은 당뇨

환자의 주요 사망원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본 실험결과로 미

루어볼 때 여주발효추출물의 지속적인 투여는 당뇨환자들의 혈

당증가를 조절하는 기능 외에도 당뇨로 인한 혈중 지질함량의

이상에 의한 여러 합병증에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Kim 등, 2013).

본 실험에서 우리는 여주발효추출물의 제조를 위해 분쇄한

여주를 유산균과 배합한 후 30oC에서 96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유산균의 최적 발효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접종한 유산균이 잘

자라고 있는 지를 24시간 간격으로 유산균의 수를 비교 분석하

였을 때 96시간까지 유산균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96시간 이후로는 유산균 수는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고 따라서 충분한 발효를 위해 96시간 배양한 여주발효

추출물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유

산균의 최적 배양온도로 30oC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실험에 사

용한 L. plantarium을 김치에서 분리할 때 사용한 온도가 30oC

이었기 때문이며 추후 연구에서 다른 온도 조건이 여주의 유산

균 발효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실험에서 우리는 여주발효추출물의 혈당강하 효능을

당뇨유발 마우스모델을 이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여주발효

열수추출물(BMB)을 투여한 군들에서는 급격한 혈당 증가를 억

제하거나 감소시켜 혈당 농도를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긍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혈청 AST 및 ALT 측정테스트에서 AC

군을 제외한 모든 그룹들이 NC군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므로

여주발효추출물에 의한 간 독성은 없을 뿐만 아니라, 당뇨 합

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간기능 저하를 정상 수준으로 회복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혈중지질 분석결과는 AC군에 비

해 전체적으로 BMB 투여군에서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함

량은 감소시키고 HDL 함량은 증진시키는 효과가 가장 유의성

이 있게 나타났다. 이는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혈

관계 합병증 발생을 완화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결

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들은 여주에 유산균 발효를 결합한 새

로운 추출물 제조방법이 여주의 효능을 극대화시킴으로써 혈당

강하와 간 손상 억제 및 혈중 지질 조절 등 당뇨병의 증상 완

화 및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나타냈고, 이를 활

용하여 여주발효추출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성식품으로의 개발 가

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된다. 추후 연구에서 대량 생산을 위

한 최적의 여주 발효 조건 확립과 발효 후 기능 성분들의 변화,

효능 기전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초 록

비터멜론으로 알려진 여주(Momordica charantia)는 항암, 항바

이러스, 항균, 항염증, 진통 및 산화방지제를 포함한 흥미로운

약리활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민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된

여주의 효능은 최근에 과학적인 보고에 의해 증명이 되고 있으

며, 현재 당뇨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연구되어야 할 가장 기대

되는 기능성 식물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주를 유산균

으로 발효하여 추출하고 이것이 혈당을 감소시켜 당뇨병을 조

절할 수 있는 지를 조사하였다. 발효한 여주를 열수 또는 에탄

올로 추출한 후, 마우스 모델을 사용하여 고혈당 조절 등 여러

가지 생물학적 활성을 테스트를 하였다. 여주발효추출물은 알록

산으로 유도한 당뇨 마우스모델의 혈당을 유의적 수준에서 저

하시켰고, 또한 알록산 처리에 의한 간 손상을 보호하였으며 중

성지방은 낮게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여주와 유

산균을 결합한 새로운 방법이 여주의 효능을 극대화시킴으로써

혈당 강하와 간 손상 억제 및 혈중 지질 조절 등 건강기능식품

으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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