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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ntin contents of leaves, stems, female and male flowers, and fruits in bitter gourd 
(Momordica charantia) were analyzed at different harvest seasons to investigate the availability of 
potential edible parts other than fruits. The charantin contents of fruits ranged from 14.7 to 16.0 
mg∙g-1 dry weight (DW) and those of leaves ranged from 131.4 to 138.0 mg∙g-1 DW, which was 
eight times higher than in fruits. The charantin contents of female and male flowers and stems 
were also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fruits. The ratio of total charantin content was 
highest in leaves (48%) of DW, followed by female flowers (20-21%), male flowers (14%), stems 
(12-13%), and fruits (5%). The charantin contents of fruits harvested 14 days after fruit setting 
was higher in June to mid-July (20.2 to 23.3 mg∙g-1 DW) than in late July to late August (13.3 to 
19.4 mg∙g-1 DW). The higher the fruit weight, the lower the charantin contents, which showed that 
a negative correlation exists between fruit weight and charantin contents in bitter gour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o obtain bitter gourd fruits with high charantin contents, fruits should be 
harvested until mid-July when fruit growth is fast and temperature is high. In addition, leaves, 
stems, and female and male flowers of bitter gourd can be used as for food, which are known to 
reduce blood suga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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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여주(쓴오이)(Momordica charantia)는 1년생 박과채소로 아시아, 아프리카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치통, 설사, 종기, 당뇨를 치료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민간요법에 이용되어 왔다(Grover and Yadav, 2004; 

Chen et al., 2008). 영양적 가치로는 vitamin C, 철(Fe) 등의 함량이 높고, 70여종의 cucurbitacin과 

cucurbitane glycoside가 뿌리, 줄기, 과실, 종자, 잎에서 분리되었으며(Chang et al., 2008), chara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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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ine, polypeptide-p 등 혈당강하 작용을 하는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y et al., 1994; Behera, 2004; Yeh 

et al., 2004; Shetty et al., 2005). 식물체의 조직별 기능성 및 이용을 살펴보면 과실은 항암 및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

으며(Ganguly et al., 2000; Ahmed et al., 2001), 꽃, 어린 줄기와 함께 향료로도 이용되고 있다. 잎과 어린 줄기는 아시아지역에

서는 엽채류로 식용되고 있으며 항바이러스, 항균, 살충효과가 보고되었다(Chen et al., 1999; Li et al., 2001; Zhang et al., 2003; 

Cheng et al., 2004; Kubola and Siriamornpun, 2008). 한편 여주의 잎과 미숙과실은 줄기와 완숙과 보다 항산화 활성이 높으

며, 주요한 페놀화합물로는 gallic acid, caffeic acid, catechin이다(Kubola and Siriamornpun, 2008). 또한 여주 잎의 영양분과 

생리활성물질의 함량은 동결건조방법이 오븐 건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Zhang et al., 2009). 여주 과실의 지질함량은 과

실의 성숙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단백질함량은 성숙이 진행될수록 감소하였고, 완숙종자의 단백질과 지질의 함량

이 미숙종자보다 높았다(Horax et al., 2010). 한편 여주의 주요 혈당강하성분인 charantin 함량은 품종 및 유전자원에 따라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Kim et al., 2013; Kim et al., 2014), 항산화활성도 야생종 여주품종에 따라 변이를 보였다(Lu et 

al., 2012; Behera et al., 2013).

여주는 캐나다, 인도, 미국, 영국 등에서 2형 당뇨병의 치료를 위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Basch et al., 2003) 캡슐 또는 태

블릿의 형태로 가공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Krawinkel and Keding, 2006). 그러나 여주를 당뇨병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는 경

우의 안전성, 다른 잠재적 생화합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Diabetes UK Statement on Karela Capsules, 2006). 중국, 

태국 등의 아시아지역에서는 과실 뿐 아니라 잎, 줄기 등을 식용 또는 가공용으로 이용하고 있다(Kubola and Siriamornpun, 

2008). 국내에서는 미숙과만을 식용대상으로 생과 및 가공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과실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에 대해 미백 

또는 주름개선 효과검토 등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Kim et al., 2015).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여

주의 열매, 잎, 생장점은 식품원료 사용 가능부위로 분류하고 있고, 씨, 덩이줄기, 뿌리는 식용 불가능한 부위로 구분함에 따라 

일부 잎의 가공품도 유통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여

주 재배면적 및 지역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Kim et al., 2013; Lee et al., 2015). 초기에는 노

지재배를 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안정생산 및 재배기간 연장을 위하여 비가림시설을 이용한 재배가 확대되고 있어 생육 후기

까지 건전한 잎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주재배 후기인 과실 수확 종료기 무렵에 잎, 줄기 등의 조직별 및 생육시

기에 따른 charantin 함량을 분석하여 새로운 이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공시품종은 ‘NS454’(Asia seed co., Seoul, Korea)와 ‘드레곤’(Gana seed co., Gwangju, Korea)’ 2품종을 사용하였다. 발아촉

진을 위하여 손톱깍기로 종피에 상처를 낸 다음 패트리디쉬에 기름종이를 깔고 물을 잠기지 않을 정도로 채운 다음 종자를 넣

어 27°C에서 하루 보관 후 2015년 4월 9일에 32공 plug tray에 파종하였다. 발아 후 덮어두었던 신문지를 제거하고 30일간 전

주 국립원예특작과학원(E 35°50, 127°02, and elevation 32m)의 유리온실에서 육묘하였다. 본엽 4.5-5.0매 전개되었을때 5마

디에서 적심하고 파종 후 5월 6일 PE플라스틱 하우스에 이랑 폭 1.2m에 주간거리 1m 간격으로 하여 이랑 중앙에 정식하였다. 

이후 측지 2본을 양쪽으로 그물망에 유인하여 재배하였으며 암꽃 개화시 인공수정하여 착과를 유도하였다. 시비량은 오이 농

업기술길잡이(Kim et al., 2001)의 시설재배 기준(Kim et al., 2001)에 따라 N: P :K를 10a당 19.7: 10.3: 12.2kg 으로 하여 질소

와 칼리는 총시비량의 60%를 시용하고 인산은 전량 기비로 하였다. 관수는 토양상태를 관찰하면서 2-5일 간격으로 주당 2-3L

를 점적관수 하였고, 시설 내 환경관리는 주간온도는 30-35°C, 야간온도는 20-25°C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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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분석

식물체 부위별 charantin 함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최종 수확한 미숙과, 수꽃, 암꽃(자방 포함), 잎

(생장점 아래쪽으로 10마디까지의 건전한 잎), 줄기(생장점 포함한 10마디까지)를 채취하였다. 수확시기별 charantin 함량 분

석은 6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2-3일 간격으로 착과 후 14일된 미숙과를 수확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5mm 두께로 절단한 

미숙과와 수꽃, 암꽃, 잎, 줄기를 각각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 후 동결 건조기(PVTFD 10R, IShin Lab, Korea)를 사용하여 건조

하였다. 건조된 분말 샘플 0.5g을 100% MeOH 12.5mL와 50mL 플라스틱 튜브에 넣어 시료와 용매를 초음파 발생기(Branson 

Ultrasonic Co., USA)를 이용하여 15분간 초음파 처리 후 진탕 교반을 15분간 각각 3회 반복하고, 13,000rpm으로 5분간 원심

분리 하였다. 원심분리 후 시료의 상징액을 0.2 μm실린지 필터에 여과시킨 후 샘플을 UPLC 시스템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UPLC 시스템은 Waters system(Acquity UPLC H-Class system, Waters, Milford, MA, USA)에 UV-VIS PDA 검출기를 사

용하였으며 검출 파장은 204nm였다. 컬럼은 Waters μ-Bondapak C18(BEH C18 1.7μm)을 사용하였고, 유속은 0.3mL· min-1

였으며, 이동상 용매는 증류수(A)와 MeOH(B)을 사용하였다. Gradient 방법으로 초기 10분간의 용매 비율은(A/B, v/v)15/85, 

이후 5분간은 5/95로 이동상 용매를 흘려 주었고, 시료는 20μL를 주입하였다. Charantin 분석에 사용된 표준물질은 

ChromaDex(Santa Ana,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구 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AS 프로그램(SAS 9.2, SAS Institute Inc., USA)을 이용하여 95% 

신뢰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DMRT)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확종료 시기의 식물체 부위별 charantin 함량

과실 수확 종료 시점에 식물체 부위별 charantin 함량을 분석한 결과(Table 1), ‘NS454’는 잎의 charantin 함량이 138.0mg∙   g-1 

D.W.으로 가장 높았고 과실은 16.0mg∙   g-1 D.W.으로 가장 낮았다. ‘드레곤’도 잎의 charantin 함량이 131.5mg∙   g-1 D.W.로 가장 

높았고 암꽃 57.8mg∙ g-1 D.W., 수꽃과 줄기는 각각 40.1 mg∙ g-1 D.W. 과 38.5mg∙  g-1 D.W.이었고, 과실내 함량은 16.0mg∙  g-1 

Table 1. Charantin contents and ratio of fruits, male and female flowers, leaves, and stems in bitter gourd at harvest seasons.

‘NS 454’ ‘Dregon’
Parts of plant Charantin content Ratio of total content Charantin content Ratio of total content

(mg∙g-1 D.W.) (%) (mg∙g-1 D.W.) (%)
Fruits 16.0 dz 5.5y 14.7 c 5.4
Male flowers 40.1 c 13.8 38.6 bc 14.1
Female flowers 57.8 b 19.9 57.0 b 20.8
Leaves 138.0 a 47.5 131.5 a 48.0
Stems 38.5 c 13.3 31.9 bc 11.7
Total 290.4 100.0 273.7 100.0
zMean separation withi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yValues represented ratio of charantin contents of fruits, male and female flowers, leaves, and stems to that of total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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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으로 유의성 있게 낮았다. ‘드레곤’ 역시 잎의 charantin 함량이 131.5mg∙     g-1 D.W.으로 가장 높았고 과실내 함량은 14.7mg∙   

g-1 D.W.로 가장 낮았다. 즉, 과실 수확 종료기가 되면 여주 잎의 charantin 함량이 과실보다 약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암꽃, 수꽃과 줄기에도 charantin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S454’와 ‘드레곤’ 품종의 과실 수확 종료 무렵에 식물체 부위별 charantin 함량의 분포를 보면 과실의 charantin 함량은 5%

로 가장 낮았고 줄기 12-13%, 수꽃 14%, 암꽃 20-21%, 잎 48% 였다. 수확 후 식물체를 폐기하게 되면 과실내 5%의 charantin 

함량만 이용하고 과실 이외의 잎 등의 charantin 함량 95%를 버리게 된다. 채소의 비식용부위에 대한 이용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결과로 딸기와 당근의 잎은 phenolic compounds의 함량이 식용부위보다 높다고 하였다(Kähkönenet al., 1999; Kim 

et al., 2013). 또한 토마토의 잎은 완숙과 보다 β-carotene, lutein, caffeic acids, anillic acids 등의 이차대사산물의 함량이 높아 

항산화제, 소염약, 항균제, 살충제로의 이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Kim et al., 2014). 여주 잎은 lutein 함량이 케일, 엔디브, 시금

치보다 높고, β-carotene 함량은 엔디브, 시금치보다 높아 영양과 기능성성분이 풍부하다고 하였다(Zhang et al., 2009). 여주 

재래종과 ‘드레곤’ 품종의 과실, 잎, 줄기의 charantin 함량을 분석한 결과 두 품종 모두 잎과 줄기의 charantin 함량이 과실보다 

높았다(Lee et al., 2015)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여 여주의 과실내 charantin 함량뿐만 아니라 잎과 줄기내 charantin 함량의 이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본 실험의 경우 수확 종료기 무렵에 어린 암꽃과 수꽃의 charantin 함량도 과실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이들의 이용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수확 시기별 charantin 함량

‘NS454’와 ‘드레곤’ 두 품종을 6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수정 후 14일된 미숙과실을 수확한 후 과실의 charantin 함량을 분

석하였다(Table 2). ‘NS454’의 charantin 함량은 7월 6일에 수확한 과실의 charantin 함량이 24.1mg∙   g-1 D.W. 로 가장 높았고, 7

월 30일에 수확한 과실의 함량이 14.0mg∙   g-1 D.W.로 가장 낮았는데, 전반적으로 8월에 수확한 과실의 charantin 함량이 다른 

시기에 수확한 과실보다 낮았다. ‘드레곤’의 charantin 함량도 ‘NS454’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6월 30일과 7월 6일에 수확

한 과실의 charantin 함량이 각각 24.4와 24.7mg∙   g-1 D.W. 로 높았고, 7월 30일과 8월에 수확한 과실의 charatin 함량이 낮은 경

향을 보였다. 두 품종 모두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수확한 과실의 charantin 함량이 높았고,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수확한 

과실의 charantin 함량이 낮아 여주 과실의 charantin 함량은 수확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charantin의 축

Table 2. Effect of harvest season on charantin contents of bitter gourd fruits.

‘NS 454’ ‘Dregon’

Harvesting date Charantin content 
(mg∙g-1 D.W.)

Proportional to the
content of first fruit Charantin content 

(mg∙g-1 D.W.)

Proportional to the
content of first fruit 

(%) (%)
2015-06-24 23.3 abz 100.0y 22.8 ab 100.0 
2015-06-26 22.8 ab 97.9 21.4 ab 93.9 
2015-06-30 22.6 ab 97.0 24.4 a 107.0 
2015-07-06 24.1 a 103.4 24.7 a 108.3 
2015-07-14 20.2 abc 86.7 22.5 ab 98.7 
2015-07-30 14.0 e 60.1 13.3 d 58.3 
2015-08-07 16.1 de 69.1 16.6 cd 72.8 
2015-08-10 16.0 de 68.7 14.7 d 64.5 
2015-08-20 19.4 bcd 83.3 14.6 d 64.0 
2015-09-01 17.4 cde 74.7 19.3 bc 84.6 
2015-09-08 20.1 abcd 86.3 21.2 ab 93.0 
zMean separation withi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yValues were ratio of charantin contents at varying harvest season to that of first harvested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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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최대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7월 초순까지로 판단되었다.

여주는 아열대성 작물로써 온도가 높은 시기에는 과실의 성장이 빨라 착과 후 동일한 날짜에 수확을 하더라도 과중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Fig. 1). ‘NS454’ 품종은 6월에는 평균 과중이 200-250g 정도였으나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는 300-350g

으로 100g이나 무거웠다. ‘드레곤’의 과중도 6월에는 220-240g이었으나 ‘NS 454’ 보다 고온기에 과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7월 

중순부터 8월 중하순까지 330-450g이었다. 여주 과실의 charantin 함량은 생산지 및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

고(Kim et al., 2013; Kim et al., 2014), 우리나라 재래종을 대상으로 과중과 charantin 함량을 비교한 결과 과실의 크기가 커짐

에 따라 감소한다고 하였다(Lee et al., 2015). 이러한 결과를 보더라도 여주의 charantin 함량은 수확시기, 품종 등 다양한 요인

에 따라서 charantin 함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Kole et al.(2013)은 여주에 탄소 기반 나노입자를 처리하였을

때 cucurbitacin-B 성분을 74%, lycopene 82%, charantin 함량을 20% 증진시켰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토마토의 경우 

품종, 재배환경요인, 식물생장조절제, 숙기 등이 주요 항산화성분인 lycopene의 함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었다(Kuti and Konuru, 2005; Brandt et al., 2006). 따라서 여주의 주요 기능성성분인 charantin 함량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1. Fruit weight and charantin contents of bitter gourd fruits at harvesting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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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 동안 여주의 혈당강하 활성 관련 내분비계와 생화학적 기작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여주의 혈당강하 활성

에 대한 연구들은 생리활성화합물에 대한 정성 또는 정량 없이 액체 또는 건조된 식물체 추출물을 사용해 왔다(Krawinkel and 

Keding, 2006). 더욱이 재배 및 수확시기가 혈당강하성분의 함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여

주의 charantin 함량은 재배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charantin 함량과 과중의 상관관계를 구명함으로써 기능성함량 증진을 

위한 재배법 개발에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과실을 주로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charantin 함량이 풍부한 여주의 잎과 암꽃, 수꽃 등 과실 이외의 부분을 채취하여 환이나 차 등으로 가공함으로써 이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초  록

여주(Momordica charantia)의 과실 이외의 새로운 부위에 대한 이용 가능성을 구명하고자 과실 수확 종료기 무렵의 식물체 

부위별 charantin 함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품종 모두 잎의 charantin 함량이 131.4-138.0mg∙   g-1 D.W.으로 가장 높았고 과

실은 14.7-16.0mg∙   g-1 D.W.으로 가장 낮아 수확기 무렵에는 charantin 함량이 과실보다 잎이 약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어린 암꽃, 수꽃과 줄기의 함량도 과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기 무렵의 식물체 부위별 charantin 함량의 비

율은 과실이 5%로 매우 낮았으며 줄기 12-13%, 수꽃 14%, 암꽃 20-21%, 잎이 48% 정도로 가장 높았다. 착과 후 14일에 채

취한 과실의 수확시기별 charantin 함량은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수확한 과실의 charantin 함량이 20.2-23.3mg∙   g-1 D.W.으로 높

았고,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수확한 과실은 13.3-19.4mg∙   g-1 D.W.으로 낮았다. 따라서 charantin 함량이 높은 과실을 수확

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높고 과실 비대속도가 빠른 7월 중순 이전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었고, 여주 과실 수확 종료기에는 과

실 내 charantin 함량보다 여주의 잎, 암꽃, 수꽃 및 줄기의 charantin 함량이 높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새로운 가공품 개발에 이

용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추가 주요어 : antioxidant activity, cucurbitacin, cucurbitane glycoside, polypeptide-p, 여주, vicine

Literature Cited

Ahmed I, Lakhani MS, Gillett M, John A, Raza H (2001) Hypotriglyceridemic and hypocholesterolemic effects of anti-diabetic 
Momordica charantia (karela) fruit extract in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rats. Diabetes Res. Clinical Practice 51:155-161

Basch E, Gabardi S, Ulbricht C (2003) Bitter melon (Momordica charantia): A review of efficacy and safety. Amer. J. Health-System 
Pharmacy. 60:356-359

Behera TK (2004) Heterosis in bitter gourd. J. New Seeds 6:217-222

Behera TK, Tiwari H, Saha S, Singhal P (2013) Variation in chlorophyll and carotenoids content in bitter gourd genotypes at edible 
maturity stage. Indian J. Hort. 70:599-602

Brandt S, Pek Z, Barna E, Lugasi A, Helyes L (2006) Lycopene content and colour of ripening tomatoes as affected by environmental 
conditions. J. Sci. Food Agr. 86:568-572

Chang CI, Chen CR, Liao YW, Cheng HL, Chen YC, Chou CH (2008) Cucurbitane-type triterpenoids from the stems of Momordica 
charantia. J. Natural Products 71:1327-1330

Chen H, Jin Y, Dong H, Peng YK (1999) Effects of extracts of balsam pear leaves on life and behavior of Plulella xylostella. L. Acta Agric 
Boreal Sinica 14:117-121

Chen JC, Tian RR, Qiu MH, Lu L, Zheng YT, Zhang JQ (2008) Trinorcucurbitane and cucurbitane triterpenoids from the roots of 
Momordica charantia. Phytochemistry 69:1043-1048

Cheng LY, Tang L, Yan F, Wang S, Chen F (2004) The effects of the total saponin extract from the shoots of Momordica charantia L. 
on anti-virus HSV-II activity. J Sichuan Univ (Nat Sci Ed) 41:641-643

Diabetes UK (2006) Statement on Karela Capsules. http://www.diabetes.org.uk/infocentre/ inform/karela.htm

Ganguly C, De S, Das S (2000) Prevention of carcinogen-induced mouse skin papilloma by whole fruit aqueous extract of Momordica 



식물체 부위와 수확 시기에 따른 여주 charantin 함량의 변이

Korean Journal of Horticultural Science & Technology 707

charantia. European J. Cancer Prevention 9:283-288

Grover JK, Yadav SP (2004) Pharmacological actions and potential uses of Momordica charantia: a review. J. Ethnopharmacol. 93:123-
132

Horax R, Hettiarachchy N, Kannan A, Chen P (2010) Proximate composition and amino acid and mineral contents of Mormordica 
charantia L. pericarp and seeds at different maturity stages. Food Chemistry 122:1111-1115

K hk nen MP, Hopia AI, Vuorela HJ, Rauha JP, Pihlaja K, Kujala TS, Heinonen M (1999) Antioxidant activity of plant extracts 
containing phenolic compounds. J. Agric. Food Chem. 47:3954-3962

Kim AK, Lee HJ, Oh MM, Lee WM, Lee SG, Chae WB, Choi HS, Yang EY, Huh YC et al., (2013) Selection of bitter gourd (Momordica 
charantia L.) germplasm for improvement anti-diabetic compound contents. Kor. J. Breed. Sci. 45:332-338

Kim DS, Na H, Kwack Y, Kim SK, Heo JW, Chun C (2013) Composition of secondary metabolites in various parts of ‘Seolhyang’ 
strawberry plants. Kor. J. Hort. Sci. Technol. 31:224-230

Kim DS, Na H, Kwack Y, Chun C (2014) Secondary metabolite profiling in various parts of tomato plants. Kor. J. Hort. Sci. Technol. 
32:252-260

Kim GY, Kim SG, Ko GD, Sung KC, Choi GS, Lee SY (2001) Practical manual of cucumber. Korea, pp 109-113

Kim HW, Shin HJ, Hwang DB, Lee JE, Jeong JL, Kim DG (2015) Functional cosmetic characteristics of Momordica charantia fruit 
extract. Kor. Chem. Eng. Res. 53:289-294

Kim YK, Park WT, Uddin MR, Kim YB, Bae H, Kim HH, Park KW, Park SU (2014) Variation of charantin content in different bitter melon 
cultivars. Asian J. Chem. 26:309-310

Kole C, Kole P, Randunu KM, Choudhary P, Podila R, Ke PC, Rao AM, Marcus RK (2013) Nanobiotechnology can boost crop 
production and quality: first evidence from increased plant biomass, fruit yield and phytomedicine content in bitter melon 
(Momordica charantia). Bmc Biotechnology 13:37-46

Krawinkel MB, Keding GB (2006) Bitter gourd (Momordica charantia): A dietary approach to hyperglycemia. Nutrition Reviews 
64:331-337

Kubola J, Siriamornpun S (2008) Phenolic content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bitter gourd (Momordica charantia L.) leaf, stem and 
fruit fraction extracts in vitro. Food Chemistry 110:881-890

Kuti JO, Konuru HB (2005) Effects of genotype and cultivation environment on lycopene content in red-ripe tomatoes. J. Sci. Food 
Agr. 85:2021-2026

Lee JW, Lee HS, Na YW, Kang MJ, Jeon YA, Sung JS, Ma KH, Lee SY (2015) Investigation of physicochemical properties according to 
different parts and maturity of Momordica charantia L. Kor. J. Plant Res. 28:382-390

Li S, Deng W, Zhang Q (2001) The killing action and growth influence of Momordica charantia extracts on Liriomyza sativae. J. 
Huazhong Agric. Univ. 20:539-543

Lu YL, Liu YH, Chyuan JH, Cheng KT, Liang WL, Hou WC (2012) Antioxidant activities of different wild bitter gourd (Momordica 
charantia L. var. abbreviata Seringe) cultivars. Botanical Studies 53:207-214

Reyes MEC, Gildemacher BH, Jansen GJ (1994) Momordica L. In: J.S. Siemonsma and K. Piluek (eds.). Plant Resources of South-East 
Asia: Vegetables. Pudoc. Sci. Pub., Wageningen, The Netherlands, pp 206-210

Shetty AK, Kumar GS, Sambaiah K, Salimath PV (2005) Effect of bitter gourd (Momordica charantia) on glycaemic status in 
streptozotocin induced diabetic rats. Plant Foods Hum Nutr. 60:109-112

Yeh GY, Eisenber DM, Kaptchuk TJ, Phillips RS (2003) Systematic review of herbs and dietary supplements for glycemic control in 
diabetes. Diabetes Care. 26:1277-1294

Zhang M, Hettiarachchy NS, Horax R, Chen PY, Over KF (2009) Effect of maturity stages and drying methods on the retention of 
selected nutrients and phytochemicals in bitter melon (Momordica charantia) leaf. J. Food Sci. 74:441-448

Zhang RQ, Ma LL, Lu JH, Hu YQ, Yu JF (2003) A bacteriostatic test of leaf of Momordica charantia L. J. Gannan Med. College 23:272-
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