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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lucidate the effect of a 4 week dietary supplementation with pumpkin water extract on serum lipid and 
fasting glucose levels, 41 female collegians residing in the Gyeonggi area were recruited.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placebo-control (PC, n=11), treatment A (TA, 100 ml/day, n=13), and treatment B 
(TB, 300 ml/day, n=17). Total serum cholesterol, high-density lipoprotein (HDL)-cholesterol, low-density lip-
oprotein (LDL)-cholesterol, triglyceride (TG), and fasting glucose were analyzed. The average age, height, 
weight, and body mass index of the subjects were 21.3 years, 161.1 cm, 53.0 kg, and 20.4 kg/m2, res-
pectively. The average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TG, and fasting glucose level (mg/ 
dl) were 171.4±26.1, 63.5±11.4, 92.6±22.9, 76.8±32.0, and 89.1±8.2, respectivel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three groups in any measured parameters, and between the pre- and post-study values 
of the all parameter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4 week pumpkin water extract supplementation (100 ml, 
300 ml) did not influence the serum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TG and fasting glu-
cose level in female colleg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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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물성 식품은 건강증진과 질병치료의 역사에 있

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George 2004). 남과 또는 동과라고도 불리는 호박은 

줄기, 잎, 열매의 껍질, 과육, 종자를 모두 약용으로 

쓴다(김 등 1998). 호박은 다른 박과 채소류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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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이 심하지 않고 약재를 살포할 필요가 거의 

없으므로 친환경 식품으로도 의의가 크다(Jang 등 

2001). 또한 호박은 익기 전부터 맛이 좋아 애호박 

또는 늙은 호박으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잎, 순, 
꽃도 식용으로 이용되어 왔다(George 2004). 최근에

는 호박을 이용하여 제조 가공한 호박 가공제품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여 호박요구르트(Shin 등 

1993), 호박꿀차(Park 1995), 호박술(Ann & Lee 
1996), 호박식초(Keum 1999), 호박떡(Yun 1999; Yun 
& Ahn 2000), 호박고추장(Jeong 등 2001), 호박잼

(Song 등 2004), 호박죽(Cho 등 1996; Hwang 등 

2006), 호박 분말(Hwang 등 2006), 단호박 스톡(Han 
등 2008) 그리고 농축 단호박 설기떡(Jeong 등 2008)
등에 관한 연구개발이 보고되고 있다.

호박은 갓김치와 유지 등 식품에 대한 항산화효과 

외에도 유익한 생리활성 작용들이 보고되고 있다(Oh 
& Park 1998; Park 등 2001). 호박 열수 추출물의 피

부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보고되었으며(An 등 

2004) 동물실험을 통한 호박 연구들로는 호박추출물

의 섭취가 흰쥐의 혈중 중성지방 및 총콜레스테롤 함

량을 감소시키며, 변으로의 중성지방 배설량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1999). 호박의 물 추출물을 농축 

동결 건조하여 고지방식이로 유발시킨 고지혈증흰쥐

에게 섭취시킨 결과 500 mg/kg 투여군에서 고지방식

이에 의해 상승된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함

량을 각각 20.1%와 35.3% 감소시킨 반면 HDL-콜레스

테롤의 함량을 43.1% 증가시킴으로 고지혈증 억제효

과를 보고하였다(Lim & Choi 2001).
또한 호박은 아시아지역에서 혈당 저하효과를 위

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당뇨쥐에게 30일 동

안의 호박추출물의 섭취(300 mg, 600 mg/kg/day)가 혈

당과 당화혈색소를 감소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

하였다(Xia & Wang 2006). 국내에서 호박분말식이를 

당뇨쥐에게 섭취시켰을 때도 혈당강하작용과 함께 

간조직에서의 비타민 A 함량과 SOD 활성이 증가되

었다(Jeong 2004). 인위적으로 쥐에게 위암 및 유선암

을 일으킨 후 2.5%, 5%의 호박분말식이를 공급하였

을 때 체중감소와 함께 위암의 출현과 발달을 감소

시켰으며 유선암의 개시 및 진전을 억제하는 효과 

등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다(Choi 등 1998). 이외에

도 호박씨의 구충작용(Marie-Magdeleine 등 2009), 간

질환 개선(Nkosi 등 2005)이 보고되었다.
사람에서 호박의 보충섭취 효과를 연구한 국내 연

구논문으로는 분만 후 산모에게 호박과 생약재 추출

물을 21일간 보충하였을 때 헤모글로빈이 증가하였

으나(Jang 등 2002) 호박과 가물치 그리고 생화탕을 

각각 보충시킨 Kang 등(2001)의 연구에서는 가물치와 

호박 전탕액이 한약재로 만든 생화탕에 비해 효능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40세 이상 70세 미만의 배

뇨장애환자 47명에게 호박종자유와 톱야자유의 섭취

는 배뇨장애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

다(Kim 2008).
이상과 같이 국내에서 사람에게 호박을 섭취시켜 

그 효과를 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

서는 건강한 여대생에게 호박즙을 보충섭취하여 혈

중 지질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20∼25
세의 여대생 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

하기로 지원한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갑

상선질환과 당뇨병, 신장질환 등 대사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질병이 있는 여대생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실험 전 6개월 내에 복용한 경

험이 있는 여대생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연구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11월까지 4주간 시행하였다.

2. 연구계획

연구대상자들을 체질량지수 및 열량 섭취에 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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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perimental design. PC: placebo-control group, TA: treatment A group, TB: treatment B group.

차이가 없도록 하여 대조군(PC, Placebo-control gro-
up), 호박즙 A군(TA, Treatment A group: 100 ml/day) 
그리고 호박즙 B군(TB, Treatment B group: 300 ml/ 
day)의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Fig. 1, Table 1). 

호박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에 있

는 원진농원에서 2008년 생산된 늙은 호박(맷돌호

박)을 깨끗이 세척하여 꼭지만 제거한 후 내부 섬유

소, 씨, 껍질까지 모두 소량의 물만을 넣어 가압가

열한 후 추출 포장하여 판매한 것을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충 섭취한 호박즙 1팩(100 
ml)의 열량과 영양소 함량을 직접 분석한 결과 열량

은 11.88 kcal이었고 단백질 0.48 g, 지방 0.12 g, 식
이섬유 0.08 g, 칼슘 10.7 mg, 칼륨 220.95 mg, 마그

네슘 10.74 mg, 아연 0.63 mg, 철분 0.57 mg, 비타민 

A 7.57 ug RE, 비타민 B2 0.03 mg, 비타민 B6 0.14 
mg, 비타민 C 2.16 mg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군에서 호박즙 섭취로 인한 열량과 영양소 

섭취량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조군은 호박

즙과 같은 크기와 모양의 팩에 같은 분량의 물을 

하루 한 팩 섭취하도록 하였으며, 실험군은 식사와 

함께 호박즙을 섭취하도록 하였고 1팩 섭취군은 하

루 한 번, 3팩 섭취군은 하루 세 번 식사와 함께 

섭취하도록 하였다. 실험 진행 중에는 전 연구대상

자들로 하여금 일상식이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나, 

식사에서 늙은 호박으로 만들어진 식품을 섭취하면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구 기간 동

안은 호박죽, 호박떡, 호박음료 등의 섭취를 제한하

였다.

3. 신체계측

신장과 체중은 신체 자동계측기(Helmas; Health 
Management System, 체력진단시스템, 세우시스템(주), 
SH9600A)를 사용하여 가벼운 옷차림 상태에서 신발

을 벗고 직립한 자세로 측정하였으며, 신장과 체중

을 이용하여 체질량 지수(BMI, body mass index=체
중(kg)/[신장(m)]2)를 산출하였다.

4. 열량 섭취량 및 영양소 섭취량 분석

식이섭취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식기와 음식 모형

을 제시하며 인터뷰를 하여 실험 전 3일과 실험 종

료 전 3일간의 식이섭취를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조사하였다. 식이섭취 조사결과는 영양분석프로그램 

Can-pro 3.0(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
gram for Professional 한국영양학회 부설 영양정보센

터)을 이용하여 열량, 단백질, 식이섬유, 아연 등의 

섭취량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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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n=41) Control (n=11) Treatment A4) 
(n=13)

Treatment B5) 
(n=17) p-value6)

Age (yr) 21.28±2.083) 21.54±2.26 21.60±2.06 21.14±2.01 NS7)

Weight (kg)

Pre 52.97±6.13 55.22±7.80 51.75±6.56 52.45±4.33 NS

Post 53.66±6.23 55.72±7.56 52.36±7.00 53.32±4.49 NS

Difference  0.69±1.10  0.50±0.72  0.62±1.04  0.87±1.35

p-value2) NS

Height (cm)

Pre 161.12±4.65 159.36±4.97 161.92±4.25 161.65±4.70 NS

Post 161.12±4.65 159.36±4.97 161.92±4.25 161.65±4.70 NS

Difference   0.00±0.00   0.00±0.00   0.00±0.00   0.00±0.00

p-value NS

BMI (kg/m2)1)

Pre 20.41±2.24 21.72±2.67 19.72±2.29 20.08±1.56 NS

Post 20.67±2.30 21.92±2.58 19.96±2.54 20.42±1.63 NS

Difference  0.27±0.43  0.20±0.29  0.24±0.40  0.33±0.54

p-value NS

Body fat (%)

Pre 29.48±4.27 31.62±3.83 29.89±4.56 27.78±3.81 NS

Post 30.34±5.56 32.07±3.81 30.57±5.42 29.05±6.50 NS

Difference  0.86±3.03  0.45±1.65  0.68±1.70  1.26±4.33

p-value NS
1) Body Mass Index
2) Significance determined by paired t-test for difference between pre treatment and post treatment
3) Mean±Standard Deviation
4) Treatment A: pumpkin supplementation 100 ml/day
5) Treatment B: pumpkin supplementation 300 ml/day
6) Significance at α=0.05 determined by ANOVA test
7) Not significant

Table 1. Anthropometric measurements of subjects before and after pumpkin supplementation.

5. 혈중지질 분석

채혈은 실험 시작 전과 실험 종료 직전, 당일 아

침식사여부를 확인하여 공복 시에 시행하였으며 조

사대상자의 혈액에서 총-cholesterol, 중성지방, HDL- 
cholesterol, LDL-cholesterol 등의 지질과 혈당을 측정

하였다. Total-cholesterol은 효소법으로 측정하였는데 

미국 Random사의 Kit을 이용하여 자동분석기(Olym-
pus 5021)를 사용하였다. Triglyceride는 효소법으로 측

정하고 일본국제시약사의 Kit을 이용하였으며 CL750 
spectrophotometer로 분석하였다. HDL-cholesterol은 혈

청의 sodium phosphotungstate와 magnesium chloride를 

사용하여 VLDL과 LDL의 복합체를 형성시켜 이들

은 침전시키고 HDL-cholesterol을 분리한 후 상층에 

잔존하는 HDL-cholesterol의 함량을 효소법으로 측정

하였다. 혈당의 분석은 채취된 혈액 중 1방울을 즉

시 포도당 검사지(glucose test strip)에 떨어뜨려 휴대

용 혈당 측정기(Accucheck Active, Roche Manheim, 
Germany)로 혈당 측정을 하였다. Park 등의 연구

(2006)에 따르면 휴대용 혈당 측정기를 사용한 검사

결과도 생화학자동분석기를 사용한 결과와 비교했

을 때 임상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하였다.

6. 통계분석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모든 조사결과는 SAS 
program(version 9.1)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군에서 pre와 post의 차이를 pa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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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n=41) Control (n=11) Treatment A1) (n=13) Treatment B2) (n=17)

Regular exercise
Yes  3 (  7.3)  2 ( 18.2)  0 (  0.0)  1 (  5.9)

No 38 ( 92.7)  9 ( 81.8) 13 (100.0) 16 ( 94.1)

Alcohol drinking
Yes 27 ( 65.9)  6 ( 54.6)  9 ( 69.2) 12 ( 70.6)

No 14 ( 34.2)  5 ( 45.5)  4 ( 30.8)  5 ( 29.4)

Smoking
Yes  2 (  4.9)  0 (  0.0)  0 (  0.0)  2 ( 11.8)

No 39 ( 95.1) 11 (100.0) 13 (100.0) 15 ( 88.2)
1) Treatment A: pumpkin supplementation 100 ml/day
2) Treatment B: pumpkin supplementation 300 ml/day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t-test로 분석하였으며 군 간의 실험효과의 비교는 실

험 전과 후의 차이값으로 p＜0.05 수준에서 유의성

을 검정하였다. 호박즙 보충 여부 및 용량에 따른 

세 군 간의 평균 비교는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nce)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

여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 과

1. 일반사항

연구대상자의 연령과 신장, 체중 등 신체계측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체중과 

신장은 각각 53.0 kg, 161.1 cm이었으며 군 간에 유

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한 신장과 체중으로부터 

산출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와 체지방

량은 각각 전체 대상자에서 20.41±2.24 kg/m2, 29.48± 
4.27%이었으며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
러나 체질량지수의 경우는 대상자의 대부분이 정상

체중 범위에 속하였으나 체지방량은 과체중과 비만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가 오랜 시

간 앉아서 생활하는 여대생으로 지방량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되며 대부분의 대상자(92.7%)가 규칙적

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결과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조사 대상자의 운동, 음주, 흡연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조사대상자들 중 3명(7.3%)
만이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38명
(92.7%)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음주를 한다고 대답한 학생이 27명(65.9%)으로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학생 14명(34.2%)보다 많았다. 
흡연은 39명(95.1%)이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2명
(4.9%)만이 흡연을 한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대상

자의 대부분이 규칙적인 운동(92.7%)과 흡연(95.1%)
을 하지 않으며 대상자의 65.9%(27명)이 음주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열량과 영양소 섭취량

전체 대상자들의 열량 및 영양소 섭취량을 분석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에너지 

섭취량은 1446.9±320.9 kcal이었고 총 단백질, 식이섬

유, 아연의 섭취량은 각각 54.4±14.5 g, 13.4±4.7 g, 
6.2±1.6 mg이었다. 호박즙 섭취 전 철분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의 섭취량에서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다. 철분의 경우는 호박즙을 3팩(300 ml) 섭
취한 TB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호

박즙 섭취로 인해 실험 후반부의 섭취량에서는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B군의 경우 다른 

두 군에 비해 식이 철분 섭취량이 낮은 학생이 많

아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

험 후의 열량 및 영양소 섭취량에도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다.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으나 실험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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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n=41) Control (n=11) Treatment A3) (n=13) Treatment B4) (n=17) p-value5)

Energy (kcal)

Pre 1446.9±320.92) 1377.4±292.4 1597.1±315.4 1385.8±324.0 NS7)

Post 1376.4±324.4 1438.4±473.0 1347.0±231.9 1358.8±281.6 NS

p-value1) NS

Protein (g)

Pre   54.4±14.5   54.4±12.8   60.0±15.5   50.7±14.6 NS

Post   52.0±15.8   54.0±15.1   54.4±19.8   48.8±13.2 NS

p-value NS

Fat (g)

Pre   42.0±14.8   37.8±14.2   47.4±14.2   40.8±15.2 NS

Post   42.0±14.6   43.7±14.4   45.7±19.7   38.2±9.3 NS

p-value NS

Dietary fiber (g)

Pre   13.4±4.7   14.7±4.4   13.8±4.7   12.4±5.0 NS

Post   14.8±13.6   14.3±5.1   19.8±23.1   11.3±3.4 NS

p-value NS

Vitamin A
(μg R.E)

Pre  569.3±250.6  571.8±251.0  649.5±286.6  511.0±221.0 NS

Post  548.3±238.4  604.9±275.0  562.5±153.4  500.9±269.1 NS

p-value NS

Vitamin B2 (mg)

Pre    0.9±0.3    0.9±0.4    1.0±0.3    0.8±0.3 NS

Post    0.8±0.3    0.9±0.5    0.8±0.2    0.8±0.2 NS

p-value NS

Vitamin B6 (mg)

Pre    1.5±0.6    1.6±0.6    1.7±0.7    1.4±0.5 NS

Post    1.5±0.4    1.5±0.7    1.4±0.3    1.6±0.3 NS

p-value NS

Vitamin C (mg)

Pre   46.2±24.7   56.5±27.7   46.0±27.4   39.7±19.2 NS

Post   55.2±29.0   54.1±28.4   59.3±36.3   52.8±24.3 NS

p-value NS

Calcium (mg)

Pre  343.7±128.1   368.1±136.0  361.9±72.0  315.1±152.7 NS

Post  343.9±122.7   332.0±141.5  354.4±88.2  343.6±138.2 NS

p-value NS

Potassium (mg)

Pre 1711.4±554.2 1809.6±449.7 1747.2±573.9 1622.6±616.3 NS

Post 1935.2±464.0 1711.2±519.2 1928.3±474.3 2085.3±377.5 NS

p-value NS

Iron (mg)

Pre   10.3±3.5   11.9±4.6a,6)   11.0±2.6ab    8.7±2.8b p＜0.05

Post    9.5±2.4    9.5±3.2    9.2±1.8    9.3±2.3 NS

p-value NS

Zinc (mg)

Pre    6.2±1.6    6.3±1.5    6.5±1.8    5.9±1.6 NS

Post    6.7±1.5    5.9±2.0    6.6±1.2    7.2±1.2 NS

p-value NS
1) Significance determined by paired t-test for difference between pre treatment and post treatment
2) Mean±Standard Deviation
3) Treatment A: pumpkin supplementation 100 ml/day 
4) Treatment B: pumpkin supplementation 300 ml/day 
5) Significance at α=0.05 determined by ANOVA test
6)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 b)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α=0.05 as determined by ANOVA test (a＞b)
7) Not significant

Table 3. Comparison of the mean daily intakes of energy and nutrients of subjects before and after pumpkin sup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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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즙을 보충 섭취하였던 두 군의 열량 섭취량이 

대조군 보다 낮아 호박즙 보충 섭취로 인한 만복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3. 혈중지질과 혈액성분분석

전체 대상자의 호박즙 섭취 전 혈청 총 콜레스테

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각각 171.41±26.09 mg/dl, 63.46±11.38 mg/dl, 92.59± 
22.87 mg/dl, 76.83±32.03 mg/dl이었으며 군 간에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4). 또한 호박즙 

섭취 전과 후의 차이값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그 외 호박즙 섭취 전 혈당과 알부민

도 각각 89.10±8.23 mg/dl, 4.78±0.19 g/dl이었으며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4). 또한 

호박즙 섭취 전과 후의 차이값에서도 유의적인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으나 

호박즙 A군에서 섭취로 인한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당의 감소량이 가장 컸다.

고 찰

호박추출물이 여대생의 혈중 지질 농도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4주간 호박즙 100 
ml와 300 ml를 섭취하였을 때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였던 평균 21세 여대생의 평균 신

장과 체중은 161.1 cm, 53.0 kg이었다. 이는 20∼29
세 범위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설정을 위한 체위

기준치(2005년)인 160 cm, 56.3 kg과 비교하였을 때 

신장은 161.1 cm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체중은 

3.3 kg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Kim 등(1998)의 연구

에서 일부 농촌지역 여대생의 신장 158.5 cm 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1년 체육전공 여대생(Nam 
2001)들의 신장 162.0 cm와 2005년 서울 경기지역

(Kim 등 2005) 여대생 연구의 신장 161.3 cm, 162.25 
cm 보다는 비슷하거나 작아 1990년대보다 여대생들

의 신장이 커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장과 체중으로부터 산출한 체질량지수

(BMI, body mass index)는 전체 대상자에서 20.41± 
2.24 kg/m2

이었으며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다. 이는 체질량 지수에 따른 일부 농촌지역 여대생

의 저체중군 17명의 BMI 19.3±0.5 kg/m2 보다는 높

았으나 정상체중군 46명의 BMI 22.3±1.4 kg/m2
와 과

체중군 16명의 BMI 27.1±2.9 kg/m2 보다는 낮은 수

준이었다(Kim 등 1998). 일본 여대생 60명의 BMI 
21.0 kg/m2

과는 비슷한 수준이었다(Kim 등 1993).
혈청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

스테롤, 중성지방은 각각 171.41±26.09 mg/dl, 63.46± 
11.38 mg/dl, 92.59±22.87 mg/dl, 76.83±32.03 mg/dl이
었으며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섭취 전과 후의 차이값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호박즙 섭취 전 대상자들의 평균 총 

콜레스테롤 수준 171.41±26.09 mg/dl은 우유와 칼슘 

섭취량이 하위 20%(Kim 등 2005)군의 171.47±26.46 
mg/dl과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우유와 칼슘 섭취량

이 상위 20%군의 총 콜레스테롤 179.25±25.95 mg/dl
보다는 낮았다. 이는 규칙적인 운동을 주 3회 이상 1
회 운동시간은 2∼3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있는 체육

전공 여대생(Nam 2001)들의 총 콜레스테롤 170.60± 
10.15 mg/dl과는 비슷하였으나 같은 연구의 비운동 

대조군의 186.03±13.71 mg/dl과 비만 여대생(Jung 
2000)의 운동 전 총 콜레스테롤 206.28±41.42 mg/dl
와 운동 후 187.47±38.29 mg/dl 보다는 낮았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총 콜레스테롤 수준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체육 전공학생들과 비슷한 수준

이었다. Albrink & Man(1959)는 혈청지질 수준이 식

이, 인종, 환경, 연령, 성별 등 여러 인자에 의해서

도 심한 차가 있다고 했다. 본 연구 대상자인 여대생

의 총 콜레스테롤 수준 171.41±26.09 mg/dl은 Lee 등
(2008)의 금주 금연 남자대학생의 총 콜레스테롤 수

준 129.60±28.27 mg/dl과 Kang & Sung (1983)의 채식 

남자대학생의 혈청 총 콜레스테롤인 126.4±18.4 mg/dl 
보다 높았다. 그러나 여대생이 남자대학생보다 총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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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n=41) Control (n=11) Treatment A3) (n=13) Treatment B4) (n=17) p-value5)

Albumin (g/dl)

Pre   4.78±0.192)   4.72±0.19    4.78±0.20    4.81±0.18 NS6)

Post   4.74±0.22   4.65±0.27    4.72±0.13    4.82±0.22 NS

Difference －0.03±0.17 －0.07±0.18  －0.05±0.16    0.01±0.17

p-value1) NS

Total cholesterol
(mg/dl)

Pre 171.41±26.09 158.36±16.99  182.15±32.64  171.65±22.62 NS

Post 167.24±24.64 155.18±15.36  170.15±28.84  172.82±24.62

Difference －4.17±20.27 －3.18±20.70 －12.00±20.30    1.18±19.22
NS

p-value NS

HDL-Cholesterol 
(mg/dl)

Pre  63.46±11.38  60.55±9.20   64.85±13.14   64.29±11.54

Post  64.98±13.14  59.91±11.61   65.77±16.36   67.65±11.01 NS

Difference   1.51±7.71 －0.64±10.59    0.92±7.05    3.35±5.86
NS

p-value NS

LDL-Cholesterol 
(mg/dl)

Pre  92.59±22.87  84.60±15.59  103.05±27.07   89.75±21.56 NS

Post  86.37±20.19  81.09±18.86   88.55±22.48   88.11±19.79 NS

Difference －6.22±18.07 －3.51±14.88 －14.49±17.83  －1.65±18.87

p-value NS

Triglyceride
(mg/dl)

Pre  76.83±32.03  66.09±19.74   71.31±22.73   88.00±41.20 NS

Post  79.51±24.72  70.91±18.59   79.15±23.83   85.35±28.27 NS

Difference   2.68±27.09   4.82±26.76    7.85±24.67  －2.65±29.60

p-value NS

Glucose (mg/dl)

Pre  89.10±8.23  88.00±6.68   92.46±9.43   87.06±7.65 NS

Post  78.83±9.10  81.09±8.67   80.38±10.51   76.18±8.01 NS

Difference －10.13±10.78 －6.80±9.81 －12.08±10.11 －10.63±11.99

p-value NS
1) Significance determined by paired t-test for difference between pre treatment and post treatment
2) Mean±Standard Deviation
3) Treatment A: pumpkin supplementation 100 ml/day 
4) Treatment B: pumpkin supplementation 300 ml/day 
5) Significance at α=0.05 determined by ANOVA test
6) Not significant

Table 4. Blood indicators of subjects before and after pumpkin supplementation.

레스테롤치가 높은 경향이라고 한 Byun(1994)의 연구

에서 남학생(99명)의 총 콜레스테롤 172.2 mg/dl과 평

균 신장 159.4 cm, 평균 체중 50.8 kg인 103명의 여

학생 총 콜레스테롤 182.4 mg/dl, 비만 여대생(Jung 
2000)의 운동 전 총 콜레스테롤 206.28±41.42 mg/dl 
그리고 운동 후 총 콜레스테롤 수준 187.47± 38.29 
mg/dl 보다는 낮았다. 호박즙 섭취 전 호박즙 A(100 
ml/day)군의 총 콜레스테롤 수준(182.15±32.64 mg/dl)
은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으나 대조군(158.36±16.99 

mg/dl)과 호박즙 B(300 ml/day)군의 총 콜레스테롤 수

준(171.65±22.62 mg/dl)보다 높았다. 4주간의 호박즙 

섭취 후 감소량이 호박즙 A군은 －12.00±20.30 mg/dl
으로 대조군(－3.18±20.70 mg/dl)과 호박즙 B군(+1.18± 
19.22 mg/dl)의 변화량보다 커서 호박즙 섭취로 인한 

변화는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준이 높은 군에서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호박즙 섭취 전 HDL-콜레스

테롤 수준 63.46±11.38 mg/dl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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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체육전공 여대생(Nam 2001)들의 HDL-콜레

스테롤 68.40±7.92 mg/dl과 비운동군 66.79±12.55 
mg/dl의 HDL-콜레스테롤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또

한 평균 체중 68.6 kg인 비만 여대생(Jung 2000)의 

운동 전 HDL-콜레스테롤 49.54±5.62 mg/dl 보다는 

높았으나 12주간 조깅과 근저항 복합운동 후의 

69.98±7.24 mg/dl 보다는 낮았다. 호박즙 섭취 후 대

조군의 HDL-콜레스테롤 수준 59.91±11.61 mg/dl은 

호박즙 섭취 전보다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호박즙 

A(100 ml/day)군 65.77±16.36 mg/dl과 호박즙 B(300 
ml/day)군 67.65±11.01 mg/dl은 각각 0.92±7.05 mg/dl, 
3.35±5.86 mg/dl 증가하였다. 호박즙 B(300 ml/day)군
의 HDL-콜레스테롤 수준 67.65±11.01 mg/dl는 규칙

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체육전공 여대생(Nam 2001)
들의 HDL-콜레스테롤 68.40±7.92 mg/dl과 비슷한 수

준이었으며 비만 여대생(Jung 2000)의 12주간 운동 

실시 후의 HDL-콜레스테롤 69.98±7.24 mg/dl과도 비

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우유와 칼슘 섭취량이 하위 

20%(Kim 등 2005)군의 66.47±11.36 mg/dl과는 비슷

한 수준이었으나 우유와 칼슘 섭취량이 상위 20%군

의 HDL-콜레스테롤 70.66±13.15 mg/dl 보다는 낮았

다. 농촌 지역 여대생(Kim 등 1998)을 체질량 지수

별로 나누었을 때 BMI는 HDL-콜레스테롤/총 콜레

스테롤 비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는

데 본 연구 대상자들의 대부분(92.7%)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았으나 체질량지수가 정상범위에 있

어 HDL-콜레스테롤 수준이 매우 낮지는 않은 것으

로 사료된다.
최근 호박즙 뿐만 아니라 호박잎의 섭취도 혈장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수준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나이지리아에서 고콜레스

테롤 식이로 9주간 사육한 흰쥐에게 호박 잎 건조 

식이를 3%, 6% 수준으로 보충하였을 때 혈장 콜레

스테롤 수준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LDL 콜레

스테롤 수준도 각각 24%, 28% 감소하였다(Adara-
moye 등 2007). 또한 혈장 지질 과산화 수준도 24%, 
42% 감소하였다. 이 건조호박 잎의 비타민 C 함량

은 건물 100 g 당 148 mg이며(Oboh & Akindahunsi 
2004) 식도암, 구강암, 위암 예방 효과와 함께 흡연

자에게서 동맥 순환 개선 등의 효능이 보고되었다

(Nagy 1980; Block 등 1992). 또한 건조 호박잎의 식

이섬유 함량이 14% 정도로 높은 것도 콜레스테롤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Akwaowoa 
등 2000).

흰쥐에서 호박 물 추출물이 고지혈증에 효과를 

보인 경우는 Lim & Choi(2001)의 연구에서 고콜레

스테롤이 함유된 고지방 식이를 섭취시킨 후 체중 

Kg 당 250 mg과 500 mg을 각각 투여하였을 때 용

량 의존적으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감소시켰

고 특히 500 mg 투여 시에 20.1%, 35.3% 저하하는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또한 HDL 콜레스테롤도 

250 mg, 500 mg 투여 시 각각 36.5%, 43.1% 상승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호박즙 A군에는 1일 100 
ml, B군에는 1일 300ml 공급하였는데 체중 Kg 당으

로 환산하면 A군은 약 1.92 ml, B군도 약 5.72 ml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으로 효과가 유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체중 Kg 당 500 mg의 양이라면 50 
kg인 여대생의 경우 25,000 mg(25 g)으로 계산되는

데 동결 건조한 호박추출물 25 g을 얻기 위해서는 

수분함량이 97%인 호박즙을 808.3 ml(약 8팩)를 마

셔야 한다. 또한 물추출액 시료는 호박 물추출액을 

감압 여과 농축 후 동결 건조하여 물 추출물 시료

(수득률 10.9%)로 사용하였으나(Lim & Choi 2001),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호박 전탕액은 농축과 동결건

조 과정을 거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효성분의 양

이 적었던 것 같다. 
빈혈에 대한 호박의 효과도 비슷한 경향으로 분

만 후 산모에게 호박과 생약재 추출물을 21일간 보

충하였을 때 헤모글로빈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Jang 등 2002) 호박과 가물치 그리고 생화탕을 각각 

보충시킨 연구에서는 가물치와 호박 전탕액이 한약

재로 만든 생화탕에 비해 효능이 낮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Kang 등 2001). 따라서 호박전탕액은 약재의 

경우보다 유효성분의 농도가 낮아 효능이 낮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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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호박즙 섭취 전 대상자의 평균 LDL-콜레스테롤 

수준은 92.59±22.87 mg/dl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체육전공 여대생(Nam 2001)들의 LDL-콜레스테

롤 76.40±9.27 mg/dl 보다는 높았으나 비운동군 

90.66±8.86 mg/dl의 LDL-콜레스테롤과는 비슷한 수

준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 대부분이 운동을 하지 않

아 비운동군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고 사

료된다. 대상자의 LDL-콜레스테롤 수준은 비만 여

대생의 운동 전 LDL-콜레스테롤 수준 128.63±21.16 
mg/dl과 12주간 운동 후 103.28±18.93 mg/dl 보다는 

낮았다(Jung 2000). 호박즙 섭취 전 호박즙 A군의 

LDL-콜레스테롤 수준 103.05±27.07 mg/dl은 대조군

(84.60±15.59 mg/dl)과 호박즙 B군(89.75±21.56 mg/dl)
의 LDL-콜레스테롤 수준보다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

었으나 높았는데 총 콜레스테롤과 비슷한 경향으로 

호박즙 섭취 후 감소량이 －14.49±17.83 mg/dl으로 

대조군(－3.51±14.88 mg/dl)과 호박즙 B군(－1.65± 
18.87 mg/dl) 보다 컸다. 따라서 호박즙 섭취는 HDL-
콜레스테롤 보다는 총 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

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호박즙 한 팩(100 ml/day)을 섭취한 A군이 

대조군과 호박즙 세 팩(100 ml/day)을 섭취한 B군보

다 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

준이 감소하였다(Jung 2000).
혈중 중성지방은 호박즙 섭취 전 76.83±32.03 mg/ 

dl으로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A
군(호박즙 100 ml)에서는 증가하고 B군(호박즙 100 
ml)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섭취 전과 후

의 차이값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Byun(1994)의 연구(72.46± 
31.23 mg/dl)와 Jung의 연구(2000)에서 비만 여대생의 

운동 후 수준 77.76±19.13 mg/dl과 비슷하였다. 혈청 

중성지방 수준은 비만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으며 당

질 섭취, 음주, 흡연 등과도 관련이 있는데 폐경 전 

여성과 남성보다는 폐경 후 여성에서 당질 섭취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으며 특히 남자에서는 음주, 흡연 

등의 생활습관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Oh 등 2004).
호박은 아시아지역에서 혈당 저하효과를 위해 일

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당뇨쥐에게 30일 동안의 

호박추출물을 섭취(300 mg, 600 mg/kg/day)시켰을 때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감소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개

선하였다(Xia & Wang 2006). 그들은 호박추출물이 

나타낸 그 같은 효과가 호박에 함유된 인슐린 활성

을 조절하는 물질인 D-chiro-inosotol과 각종 항산화 

성분들의 효과일 것으로 보고하였다. D-chiro-inosotol
은 인슐린 신호전달과정에 존재하는 신호전달 물질

로 당뇨쥐나 비만쥐의 혈중 농도가 낮아 제2형 당

뇨의 치료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82명 당뇨환자에게 

12주간 D-chiro-inosotol의 메틸 유도체인 피니톨을 

투여하였을 때 혈당 조절효과가 보고되었다(Ku 등 

2007). 국내에서 streptozotocin으로 당뇨를 유발시킨 

흰쥐에게 늙은 호박을 동결 건조하여 얻은 분말 

0.5%를 첨가한 식이를 4주간 급여(Jeong 2004)하였

을 때 유의적이지는 않았으나 혈당이 저하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호박즙 섭취 전 혈당 수준은 

89.10±8.23 mg/dl으로 비만 여성들의 혈당 85.40± 
12.97 mg/dl과 비슷한 수준이었다(Lee 등 2004). 혈청 

총 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과 비슷한 경향으로 

호박즙 섭취 전 혈당도 호박즙 A군에서 92.46±9.43 
mg/dl으로 유의적이지는 않으나 대조군(88.00±6.68 mg/ 
dl)과 호박즙 B군(87.06±7.65 mg/dl)보다 높은 수준이

었다. 호박즙 섭취 후 A군의 혈당 감소량은 －12.08± 
10.11 mg/dl로 대조군(－6.80±9.81 mg/dl)과 호박즙 B
군(－10.63±11.99 mg/dl)보다 유의적이지는 않았으나 

감소량이 컸다. 따라서 혈당이 높은 경우에 혈당 저

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호박추출물이 여대생의 혈중 지질 농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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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체중과 신장은 각각 53.0 
kg, 161.1 cm이었으며 신장과 체중으로부터 산출

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는 전체 대

상자에서 20.41±2.24이었으며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2. 조사대상자들의 실험 전 에너지 섭취량은 1446.9± 

320.9 kcal이었고 총 단백질, 식이섬유, 아연의 섭

취량은 각각 54.4±14.5 g, 13.4±4.7 g, 6.2±1.6 mg
이었다. 철분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의 섭취량에

서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한 실험 

후의 섭취량에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3. 혈청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

스테롤, 중성지방 그리고 혈당은 각각 171.41± 
26.09 mg/dl, 63.46±11.38 mg/dl, 92.59±22.87 mg/dl, 
76.83±32.03 mg/dl 89.10±8.23 mg/dl으로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섭취 전과 후의 

차이값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

나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지만 호박즙 A(100 ml/ 
day)군에서 섭취 전에 비해 총 콜레스테롤(－12.00± 
20.30 mg/dl), LDL-콜레스테롤(－14.49±17.83 mg/ 
dl), 혈당(－12.08±10.11 mg/dl)이 감소하였다. 이는 

대조군과 호박즙 B군의 감소량에 비해 컸는데 이

는 호박즙 섭취 전 총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

롤, 혈당 수준이 다른 군에 비해 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높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되며, 고지혈증 환자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당지

수를 고려하여 호박즙의 섭취량을 증가시키거나 

장기간 섭취시키는 연구가 필요된다고 사료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4주간의 호박추출물의 섭취

가 여대생의 혈청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리고 혈당 수준에 유

의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섭취기간이 

4주로 짧았던 점과 섭취량이 동물 실험에 비해 부

족하였고 대상자가 혈중 지질 수준이 정상인 여대

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많은 인원 또는 

질병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좀 더 장기간의 섭취

를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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