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Moringa (Moringa oleifera), which is native to 

tropical and subtropical climates, now grows in Korea due to 

its warming climate. Since it is also imported and used for 

food and other products in various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roperties of moringa being imported into 

Korea. In this study, the antioxidant activity and total phenol 

and flavonoid content were high in the leaves and twigs and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The mineral content was also 

high in the leaves and twigs, and potassium ions were the 

most abundant mineral. In addition, seven phenolic acids 

(caffeic acid, chlorogenic acid, cinnamic acid, coumaric 

acid, ferulic acid, gallic acid, and syringic acid) and four 

flavonoids (kaempferol, myricetin, quercetin, and rutin) 

were detected in the leaves, twigs, and stems, and the ferulic 

acid and quercetin content was particularly high.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comparative data for domestic 

moringa grower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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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모링가는 모링가과(Moringaceae)의 유일속인 모링가속(Moringa)

에 속하는 속씨식물로 열대 및 아열대 기후 지역에 13종이 

분포하고 있다(Paliwal and Sharma 2011).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종은 인도 북서부 히말라야 산기슭에 자라는 모링가 

올레이페라(Moringa oleifera)로, 아프리카, 아라비아, 동남

아시아, 태평양과 캐러비안의 섬 및 남미의 많은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들 지역 사람들 중에는 매일 

야채로 섭취하기도 한다(Abdull Razis et al. 2014). 일반인들 

중에는 각종 질병과 심지어 일부 만성질환에 대한 놀라운 치

유 능력 때문에 ‘기적의 나무’로 불리기도 한다(Gopalakrishnan 

et al. 2016).

  모링가는 수세기 동안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나라에서 피

부감염, 빈혈, 불안, 천식, 블랙헤드(Blackhead), 혈액의 불순

물, 기관지염, 흉부 답답증, 콜레라 및 기타 여러 질병을 치료

하는데 이용되어 왔다(Khawaja et al. 2010). 모링가 올레이페

라 역시 항염증, 항경련, 항고혈압, 항종양, 항산화, 해열제, 

항궤양, 항간질, 콜레스테롤 저하, 이뇨제, 항당뇨 효과가 있

으며(Paliwal et al. 2011), 간보호 효과도 알려져 있다(Huang et 

al. 2012). 또한 음식이나 약용 외에도 이집트 시대부터 피부

연고제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최근에는 신체 및 헤어 

보습제나 컨디셔너를 포함한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으로 알

려지면서 코스메틱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Abdull Razis et al. 

2014). 잎에는 제아틴(zeatin) 성분이 풍부하여 농업에서 농작

물의 생장촉진제로 이용되기도 하며(Ashfaq et al. 2012), 종

자 분말은 물을 정제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Popoola and 

Obembe, 2013). 특히 잎과 종자 추출물은 생물농약활성이 있

어 Trigoderma granarium의 유충과 성충에 효과적이며 땅콩 

씨앗에서 곰팡이 발생율을 줄여주기도 한다(Ashfaq et al. 2012). 

그 외에도 종자는 바이오디젤 생산이 가능한 바이오매스로

써 활용가능하다(Ashfaq et al. 2012, Ofor and Nwufo, 2011).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하여 모링가 재배가 

시작되고 있으며, 차세대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는 모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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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아직까지는 국내 생산보다 외국

에서 수입하여 가공 및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국

내에서 생산이 되기 시작하였을 때 비교 자료로 제공하기 위

하여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및 시약

모링가는 ㈜한라식품(경상북도 상주시 소재)으로부터 태

국에서 구입한 샘플(종자 2종류(S1~2), 잎 3종류(L1~3), 가지 

1종류(T1); L1, S1은 SK1 품종, 태국의 라용에서 채취; L2, S2, 

T1은 품종불명, 태국의 촌부리에서 채취; L3는 태국의 방콕

인근 판매장에서 구매)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Fig. 1). Folin- 

Ciocalteu reagent, caffeic acid, chlorogenic acid, cinnamic acid, 

coumaric acid, ferulic acid, gallic acid, quercetin, kaempferol, 

myricetin, rutin, syringic acid,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및 6-hydroxy-2,5,7,8-tetramethylchroman-2-carboxylic 

acid (trolox)는 Sigma-Aldrich (Sigma-Aldrich Korea, Seoul, 

Korea)에서, 아세토니트릴은 Fisher (Fisher Scientific Korea, 

Seoul, Korea)에서, 트리플루오로 아세트산은 대정화금(Dae- 

Jung Chemicals & Metals, Gyeonggi-do, Korea)으로부터 구매

하였으며, 그 외 사용된 용매 및 시약들은 모두 일급 이상의 

등급을 사용하였다.

추출물의 제조

샘플은 시료 10 g에 70% ethanol 200 mL을 첨가하여 초음파

추출기를 이용하여 추출 후 얻어진 추출물을 회전진공농축

기를 사용하여 농축시켰다.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 실험법으로 측정하였다 (Kim 

and Kim, 2019). 모링가 추출물 100 μL에 Folin-Ciocalteu 시약 

50 μ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20% sodium 

carbonate 300 μL를 넣어 15분간 방치하였다. 그 후 증류수 1 mL

를 첨가한 뒤 분광광도계(UV-1800, Shimadzu, Tokyo, Japan)

로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흡광도 값은 표준물질

인 gallic acid로 작성된 표준검량곡선을 이용하여 gallic acid 

equivalent (mg GAE/g extract)로 나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Eom et al. (2020)이 사용한 방법

에 따라 측정하였다. 모링가 추출물 200 μL에 10% aluminum 

nitrate 100 μL와 1 M potassium acetate 100 μL를 혼합하고 80% 

에탄올 4.6 mL를 첨가하여 40분간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반

응액을 분광광도계로 415 nm에서 측정하였으며, 표준물질

인 quercetin으로 작성된 표준검량곡선을 이용하여 quercetin 

equivalent (mg QE/g extract)로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모링가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 and Kim (2019)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샘플은 메탄올을 가하여 4 mL로 만들고 0.15 mM 1,1-diphenyl- 

2-picrylhydrazyl (DPPH) 용액 1 mL를 혼합하여 30분 뒤 분광

광도계를 이용하여 최대흡광도(λmax) 517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아래와 같이 백분율

로 계산하였으며 DPPH 라디칼을 50% 소거하는데 소요되는 

샘플량을 RC50으로 나타내었다.

Inhibition rate (%) = 〔1-(A-B)/C〕× 100

A : Absorbance of the sample, B : Absorbance of the blank, 

C : Absorbance of the control

RC50 : The concentration of extract needed to inhibit 50% of the 

DPPH radical

무기성분 분석

모링가의 무기질 분석은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법(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scopy, JY138 Ultrace, Jobin Yvon, France)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링가를 건조시킨 다음 분쇄하여 

분석용 시료로 이용하였다. 분말화된 시료 0.5 g을 분해플라

스크에 넣고 왕수분해법으로 분해시킨 후 무기물 함량을 정

량하였다.

항산화 지수 측정

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TEAC) 측정은 Eom et al. 
Fig. 1 Parts of Moringa oleifera: L1, L2, L3, leaves; T1, twigs; 

S1, S2, 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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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의 방법을 변형하여 구하였다. 2.45 mM potassium 

persulfate와 7 mM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를 반응시켜 ABTS 용액을 만든 후 734 nm에서 흡광도

가 0.70±0.02가 되도록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추출물 50 μL

에 ABTS 용액 1 mL를 혼합하여 5분 동안 반응후 분광광도계

를 이용하여 흡광도(734 nm)를 측정하였다. Trolox를 표준품

으로 사용하여 검량선(y=-0.0268x+0.4157, R²=0.9962)을 작

성후 추출물의 TEAC 값을 계산하였고 샘플 g당 trolox 

equivalent (TE)로 나타내었다.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은 Eom et al. (2020)

의 방법으로 구하였다. 20 mM FeCl3과 10 mM 2,4,6-tripyridyls- 

triazine를 동량으로 혼합하고 0.3 M sodium acetate 버퍼(pH 

3.6)를 추가한 후 37°C에서 10분 동안 반응시켜 FRAP working 

solution을 만들었다. 추출물 5 μL에 만들어진 FRAP working 

solution 150 μL를 37°C에서 30분 동안 발색시키고 나서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흡광도(595 nm)를 측정하였다. 

FeSO4를 표준품으로 사용하여 검량선(y=0.0593x–0.0123, R²= 

0.9997)을 작성 후 추출물의 FRAP 값을 계산하였고 샘플 g당 

FeSO4 equivalent (FE)로 나타내었다.

HPLC에 의한 페놀 화합물의 정량

Luna 5 μ C18 (2) 100 A 컬럼(4.6 mm × 250 mm, 입자 크기 5 μm)

과 UV-vis 검출기(SPD-10A, Shimadzu, Japan)가 장착된 Shimadzu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LC-10ADvp)을 사용하여 페놀

화합물의 함량을 정량하였다. 이동상은 용매 A는 0.1 % 트리

플루오로 아세트산이 함유된 증류수이고, 용매 B는 0.1 % 트

리플루오로 아세트산이 함유된 아세토니트릴를 사용하였

다. 농도구배는 0-0.01 분, 90% A; 0.01-28 분, 60% A; 28-39 분, 

40% A; 39-50 분, 10% A; 50-55 분, 10% A; 55-56 분, 90% A; 및 

56-65 분, 90% A로 하였으며 분당 0.7 mL의 유속으로 65 분간 

측정하였다. 페놀 화합물은 피크 면적으로부터 측정된 표준

품의 체류 시간에 의해 확인되었다. 샘플의 피크 면적을 표

준품의 교정 곡선과 비교하여 농도를 계산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현했으며,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 18.0)로 분

산분석을 하였고 유의차이가 있을 경우 Tukey의 다중범위 

검정을 실시하여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고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모링가의 추출수율을 측정하였다(Table 1). 잎에서는 L3 

(29.81%) > L1 (28.39%) > L2 (26.35%) 순이었으나 샘플간 차

이가 없었고 종자에서는 S2 (18.95%)가 S1 (15.39%)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가지는 11.88%로 가장 추출수율이 낮았다. 

Dasola et al. (2014)은 다양한 용매를 이용하여 모링가 잎을 

추출할 경우, 팜와인으로 추출하였을 때 가장 수율이 높았

으며 용매의 극성이 낮아짐에 따라 추출수율 역시 감소하며 

에탄올이나 뜨거운 물로 추출했을 때는 15% 정도, 찬 물로 

추출했을 때는 20% 정도의 수율을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모링가의 총 페놀 함량은 잎에서는 L1 (669.97 ± 29.87 mg 

GAE/g) > L2 (344.56 ± 12.52 mg GAE/g) > L3 (228.87 ± 3.13 mg 

GAE/g)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자에서는 S1 (84.24 ± 11.29 mg 

GAE/g) > S2 (26.39 ± 0.00 mg GAE/g) 순이었다(Table 1). L1과 

S1은 SK1 품종으로 품종불명의 L2나 L3보다 높은 함량을 보

였다. 또한 품종불량의 부위별 페놀 함량에서는 가지부분이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잎 그리고 종자 순

이었다. 플라보노이드 함량 역시 총 페놀함량과 같은 경향

을 보였다(Table 1). 또한 총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항

산화 관련 데이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높은 정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데이터 미제시). 선학초 메탄올 

추출물의 부위별 총 페놀 함량의 경우 잎이 가지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Jang 

et al. 2008). 또한, 활나물 80% 에탄올 추출물에 있어서도 잎 

부위(0.094±0.011 mg/mL)가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다

음으로 가지(0.082±0.003 mg/mL), 종자(0.071±0.002 mg/mL) 

순이었다(Kang et al. 2002). 뽕나무 역시 부위별 총페놀 및 플

라보노이드 함량에서 잎이 가지보다 높은 함량을 보여 많은 

식물체에서 잎부분에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다고 

보고하였다(Park et al. 2012).

  모링가의 무기물함량 함량을 측정하였다(Table 2). 칼륨

Table 1 The yield, total phenol, and flavonoid content in 70% ethanol extracts of the leaves, twigs, and seeds of Moringa oleifera

Sample L1 L2 L3 T1 S1 S2

Yield (%)  28.39 ±  1.95 ab  26.35 ± 1.65 ab  29.81 ± 7.99 a  11.88 ±  1.05 c 15.39 ±  0.83 c 18.95 ± 2.17 bc

Total phenol (mg GAE/g ) 669.97 ± 29.87 a 344.56 ± 12.52 c 228.87 ± 3.13 d 501.84 ± 36.92 b 84.24 ± 11.29 e 26.39 ± 0.00 f

Total flavonoid (mg QAE/g) 470.57 ±  4.81 a 182.15 ±  6.83 c  90.79 ± 8.55 d 237.80 ±  0.61 b  5.61 ±  1.61 e  2.88 ± 0.70 e

Values are expressed as a mean ± SD (n=3), and a-f)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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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L1 (187.9 mg/g of extract)이 월등히 높았으며 L2와 L3 

(21.4 mg/g of extract)은 비슷한 함량을 나타내었다. 가지부위

(119.9 mg/g of extract) 역시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종자(14.6 ~

14.7 mg/g of extract)에서는 칼륨함량이 매우 낮았다. 칼슘의 

경우 잎에서는 L2 (11.3 mg/g of extract)가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L1 (5.6 mg/g of extract)과 L3 (6.0 mg/g of extract)은 

비슷한 함량을 보였다. 가지에서는 9.8 mg/g of extract의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종자(1.3 ~ 1.6 mg/g of extract)에서는 가장 

낮은 함량을 보였다. 마그네슘의 경우 잎(3.5 ~ 3.7 mg/g of 

extract)이 가장 함량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지(3.0 mg/g 

of extract), 종자(2.3 ~ 2.5 mg/g of extract) 순으로 나타났다. 나

트륨의 경우 잎에서는 L2 (1.2 mg/g of extract) > L1 (0.9 mg/g of 

extract) > L3 (0.6 mg/g of extract) 순으로 높았으며 종자의 경

우 S2 (1.9 mg/g of extract)가 S1 (0.7 mg/g of extract)보다 높게 

나타났다. 철의 경우 잎에서는 L3 (92 ppm) > L1 (50 ppm) > L2 

(27 ppm) 순이었으며 종자는 S1 (65 ppm) > S2 (49 ppm) 순이

었으며 가지에서는 미량(13 ppm)이 검출되었다. 망간의 경

우에는 잎 부위(41 ~ 140 ppm)가 다른 부위보다 월등히 많았

으며, 다음으로 가지(39 ppm), 종자(5 ~ 9 ppm) 순이었다. 

Jongrungruangchok et al. (2010)은 태국의 11개 지역으로부터 

모링가 잎을 채취하여 무기물 함량을 측정한 결과, 칼슘은 

15.10 ~ 29.51 mg/g, 칼륨은 15.04 ~ 20.54 mg/g, 철은 0.20 ~

0.37 mg/g 정도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

과와 비교하면 칼슘과 철의 경우 본 데이터(각각 5.6 ~ 6.0 

mg/g of extract, 0.05 ~ 0.09 mg/g of extract)가 많이 낮은 편이었

으며 칼륨의 경우에는 비슷하였으나(L2, L3=21.4 mg/g of 

extract), L1 (187.9 mg/g of extract)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게 나

타났다. 한편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의 세 지

역에서 채집한 모링가 잎에서는 칼슘이 6.8 ~ 35.1 mg/g, 칼륨

이 12.9 ~ 22.5 mg/g, 철은 0.12 ~ 0.52 mg/g 정도 함유되어 있었

으며(Yameogo et al. 2011), 파키스탄 펀자브의 세 지역에서 

채취한 모링가에서는 각각 18.95 ~ 26.35 mg/g, 19.73 ~ 24.40 

mg/g, 0.20 ~ 0.57 mg/g 정도였다(Aslam et al. 2005). 한편, 나이

지리아 아부자의 두 지역에서 수확한 모링가의 부위별 비교 

실험에서 잎의 칼슘 함량이 종자보다 많이 분포하였으며 철

의 경우 종자가 많거나 비슷한 정도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Anjorin et al. 2010). 이처럼 모링가의 잎이나 

가지에서의 미네랄 성분의 함량 차이가 나는 것은 유전적인 

배경, 경작지나 환경 및 재배방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

인다(Aslam et al. 2005).

  ABTS 라디칼 소거능을 trolox 함량으로 환산한 모링가의 

TEAC 값은 Table 3과 같다. 모링가 추출물의 TEAC 값은 L1 

(134.19 ± 14.88 mM TE/g ex)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T1 

(84.10 ± 3.06 mM TE/g ex), L2 (43.55 ± 1.67 mM TE/g ex), L3 

(28.43 ± 1.05 mM TE/g ex), S1 (11.00 ± 0.33 mM TE/g ex), S2 

(2.91 ± 0.76 mM TE/g ex) 순이었다. 특이적으로 L1의 TEAC 

값이 높았을 뿐 전체적으로 보면 가지 부분의 TEAC 값이 높

았고 다음으로 잎, 종자 순으로 나타났다. FRAP 값 역시 

TEAC 값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Table 3). 특이적으로 L1 

(513.68 ± 49.53 mM Fe(II)/mg ex)의 FRAP 값이 가장 높았으며 

T1 (269.11 ± 27.93 mM Fe(II)/mg ex), L2 (125.12 ± 8.49 mM 

Fe(II)/mg ex), L3 (66.35 ± 4.31 mM Fe(II)/mg ex), S1 (22.21 ± 

2.33 mM Fe(II)/mg ex), S2 (10.46 ± 2.53 mM Fe(II)/mg ex) 순이

었다. FRAP 값 역시 평균적으로 본다면 가지 부분이 가장 높

았고 잎, 종자 순서로 활성이 감소하였다. 모링가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잎에서는 L1 (96.19 μg/mL) > L2 

Table 2 The mineral content in 70% ethanol extracts of the leaves, twigs, and seeds of Moringa oleifera

Mineral Unit L1 L2 L3 T1 S1 S2

K+

mg/g 

187.9±13.4 a 21.4±0.8 c  21.4±0.0 c 119.9±1.2 b 14.7±0.1 c 14.6±0.6 c

Ca2+  5.6±0.2 c 11.3±0.3 a   6.0±1.0 c   9.8±0.1 b 1.3±0.1 d  1.6±0.0 d

Mg2+  3.7±0.0 a  3.5±0.0 b   3.5±0.1 b   3.0±0.1 c 2.3±0.0 e  2.5±0.0 d

Na+  0.9±0.1 d  1.2±0.1 c   0.6±0.0 e   1.3±0.0 b 0.7±0.1 e  1.9±0.1 a

Fe
ppm

50±0 c  27±11 d  92±7 a  13±2 e 65±8 b 49±6 c

Mn 41±0 c 128±3 b 140±2 a  39±1 c  5±0 e  9±2 d

Values are expressed as a mean ± SD (n=3), and a-e)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3 Antioxidant capacity in 70% ethanol extracts of the leaves, twigs, and seeds of Moringa oleifera

Sample L1 L2 L3 T1 S1 S2 BHT

TEAC (mM TE/g) 134.19 ± 14.88 a  43.55 ± 1.67 c  28.43 ± 1.05 cd 84.10 ± 3.06 b 11.00 ± 0.33 de  2.91 ± 0.76 e

FRAP (mM FE/g) 513.68 ± 49.53 a 125.12 ± 8.49 c  66.35 ± 4.31 cd 269.11 ± 27.93 b 22.21 ± 2.33 d 10.46 ± 2.53 d

RC50 (μg/mL) 96.19 ± 9.80 a 788.44 ± 0.94 c 1432.86 ± 51.82 d 268.50 ± 39.03 b >1500 e >5000 f 172.86 ± 11.71 ab

Values are expressed as a mean ± SD (n=3), and a-f)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HT; butylated hydroxy tolu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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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44 μg/mL) > L3 (1432.86 μg/mL) 순으로, 종자에서는 S1 

(>1500 μg/mL) > S2 (>5000 μg/mL) 순으로 나타나 페놀 및 플

라보노이드 함량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잎의 

L1만이 대조구로 이용한 BHT (172.86 μg/mL)보다 높은 활성

을 보였을 뿐 다른 부위에서는 낮은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

  페놀산은 방향족 산화합물로 페놀 고리와 유기 카르복실

산 기능(C6-C1 골격)을 가지는 물질을 포함한다. 페놀산의 

중요한 자연 발생 형태로 벤조산과 신남산이 있으며, 각각 

벤조산과 신남산의 비 페놀성 분자에서 유도되었다(Heleno 

et al. 2015). 모링가 추출물 내 대표적인 hydroxybenzoic acid는 

gallic acid와 syringic acid가 함유되어 있었으며, gallic acid의 

경우 S2 (2.66 mg/g extract)에서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L1 (2.24 mg/g extract), L3 (2.01 mg/g extract) 순이었다. 

Syringic acid 함량은 L1 (2.99 mg/g extract)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T1 (2.38 mg/g extract)에서 높게 나왔다. Hydroxy-

cinnamic acid는 C6-C3골격을 갖는 방향족 산의 일종으로 신

남산의 하이드록시 유도체이다. 모링가 추출물에 함유된 

hydroxycinnamic acid에는 caffeic acid, chlorogenic acid, cinnamic 

acid, coumaric acid, ferulic acid가 함유되어 있었으며, ferulic 

acid의 함유량이 가장 많았다. Ferulic acid를 제외한 4가지 

hydroxycinnamic acid는 잎에서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가지였고 종자에서는 소량이거나 검출이 되지 않기도 

하였다. Ferulic acid는 잎의 L1 (81.64 mg/g extract)에서 가장 

함량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지인 T1 (55.64 mg/g extract)에

서 높게 검출이 되었다. 위에서 검출된 성분들은 함량의 차

이가 있긴하나 다수의 논문에서 보고되었다(Prakash et al. 

2007; Zhang et al. 2011).

  플라보노이드는 식물과 곰팡이의 이차대사산물의 한 종

류로, 2개의 페닐 고리와 헤테로시클로 고리로 구성된 15개

의 탄소 골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C6-C3-C6로 표현한다

(Panche et al. 2016). 플라보노이드 중 한 종류인 플라보놀은 

3-hydroxyflavone 골격을 가지며, 페놀릭-OH 그룹의 다른 위

치에 따라 다양한 물질로 불리게 된다(Tungmunnithum et al. 

2018). 플라보놀 성분 중에서는 quercetin 함량이 가장 높았으

며 다음으로 kaempferol, myricetin 순이었으며, 각각 성분마

다 부위별 함유량이 다른 경향을 보였다. Quercetin의 경우 

잎(2.49 ~ 3.87 mg/g extract)에서 가장 함량이 높았으며 다음

으로 가지(1.37 mg/g extract), 종자(0.08 ~ 0.11 mg/g extract)순

이었고, kaempferol의 경우 잎(0.41 ~ 1.62 mg/g extract)에서 높

았으며 다음으로 가지(0.66 mg/g extract)였고 종자에서는 검

출되지 않았다. Myricetin의 경우 종자(0.77 ~ 2.91 mg/g extract)

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다음으로 가지(0.21 mg/g 

extract), 잎(0.13 ~ 0.19 mg/g extract) 순이었다. 플라보놀 배당

체인 rutin의 경우 가지(0.34 mg/g extract)에서 함량이 높았으

며 다음으로 잎(0.06 ~ 0.18 mg/g extract)이었고 종자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모링가 추출물 속에 함유된 phytochemical 

성분의 함량은 L1 (98.07 mg/g extract)이 가장 풍부하였으며 

다음으로 T1 (67.21 mg/g extract)이었으며, 같은 잎(16.83 ~

98.07 mg/g extract)에서도 품종이나 채취 지역에 따라 함량의 

차이가 크게 났으며, 종자(4.09 ~ 4.17 mg/g extract)에서는 함

량이 가장 낮았다(Table 4). Zhang et al. (2011)과 Sultana and 

Anwar (2008)는 모링가의 여러 부위에서 위 성분들이 검출

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재배지역이나 식물체의 유전 등의 

차이로 인한 함량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적 요

열대 및 아열대 기후에서 자생하는 모링가가 기후변화로 인

하여 국내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으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

Table 4 Phytochemical compounds in 70% ethanol extracts of the leaves, twigs, and seeds of Moringa oleifera

mg/g extract L1 L2 L3 T1 S1 S2

Gallic acid  2.24±0.01 b  0.25±0.00 c 2.01±0.01 b  0.50±0.01 c 0.37±0.00 c 2.66±0.25 a

Syringic acid  2.99±0.06 a  1.70±0.13 c 0.32±0.03 d  2.38±0.04 b 0.29±0.01 d 0.29±0.03 d

Caffeic acid  0.53±0.01 b  0.56±0.01 a 0.24±0.01 d  0.39±0.00 c 0.05±0.00 e N.D.　

Chlorogenic acid  0.71±0.02 c  4.59±0.08 a 2.32±0.00 b  0.73±0.00 c 0.29±0.00 d 0.34±0.02 d

Cinnamic acid  0.87±0.02 c  2.32±0.17 a 1.14±0.03 b  0.68±0.02 c N.D. N.D.

Coumaric acid  4.62±0.02 b  7.78±0.40 a 3.79±0.04 c  4.31±0.11 bc 0.02±0.01 d N.D.

Ferulic acid 81.64±3.07 a 19.23±1.33 c 2.95±0.04 d 55.64±2.42 b 0.08±0.00 d N.D.　

Kaempferol  0.41±0.02 d  1.62±0.06 a 1.23±0.02 b  0.66±0.03 c N.D. N.D.

Myricetin  0.13±0.01 c  0.19±0.01 bc 0.19±0.01 bc  0.21±0.00 bc 2.91±0.44 a 0.77±0.03 b

Quercetin  3.87±0.04 a  2.98±0.01 b 2.49±0.07 c  1.37±0.03 d 0.08±0.00 e 0.11±0.00 e

Rutin  0.06±0.00 c  0.18±0.02 b 0.15±0.04 b  0.34±0.02 a 　N.D. N.D.　

Total 98.07 41.40 16.83 67.21 4.09 4.17

Values are expressed as a mean ± SD (n=3), and a-e)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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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양한 나라에서 식품 및 기능성제품으로 사용이 되면

서 국내로 수입되는 모링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여 본 연구

를 실시하게 되었다. 모링가의 부위별(잎, 가지 및 종자) 항

산화 능력과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잎과 가지에서 높

았으며,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무기물 함량 역시 잎

과 가지에서 풍부하였으며 특히 칼륨 이온이 가장 많았다. 

또한 7종의 페놀산과 4종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검출이 되

었으며 페놀산에서는 페룰릭산이, 플라보노이드에서는 쿼

세틴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국내 모링가 

재배농가의 비교자료로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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