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 1225-4339   eISSN 2287-4992
Korean J. Food Nutr. Vol. 31. No. 2, 229~235 (2018)
https://doi.org/10.9799/ksfan.2018.31.2.229  

THE KOREAN JOURNAL OF
한국식품영양학회지
FOOD AND NUTRITION

- 229 -

모싯잎의 육성 계통별 성분 함량, 항산화 및 ACE 저해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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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mie (Boehmeria nivea M.) has been used for fiber materials in Korea traditionally, but in recent years, the concern 
with ramie leaves for the food industry such as tteok (a kind of Korean rice cake) industry has been increasing, so a study 
for eatable ramie is required for the expansion of ramie consumption. Moreover, the ramie varieties for the food industry 
are not established, so the natural species are cultivated in general;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select the ramie varieties 
for the food industry such as rice cakes, tea, beverage and so on.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compare the physiochemical 
properties among 9 ramie lines selected in the Yeonggwang-gun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to select the eatable ramie 
varieties for the food industry. The contents of the protein among 9 ramie lines was 6.21~7.56% and had the highest content 
in the YG55. The folic acid (folate) and vitamin C content had varying differences among the 9 lines; the content of folate 
showed 771.52~1,978.84 μg%, that of vitamin C showed 149.42~275.34 mg%. The ACE inhibitory activity appeared to 
be the highest in YG88 (21.5%) among the 9 ramie varieties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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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모시풀은 저마(苧麻) 또는 ramie라고 하며, 쌍떡잎 식물 쇄

기풀과에 속하는 숙근성으로 백엽종(Boehmeria nivea)은 잎 

뒷면에 흰털이 있고 온대지방에 적응하며, 녹엽종(Boehmeria 
nivea var. tenacissima)은 잎 뒷면에 털이 없다. 원산지는 동남

아시아로 줄기를 인피섬유로 사용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재

배되었고, 잎과 어린 식물체는 고단백질 사료로서 중남미 여

러 나라에서 이용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민간요

법의 약제로서 본초강목에 의하면 흉년에 쪄먹기도 하는 구

황식이기도 하였고, 설사하고 몸이 차가울 경우에 치료제로 

쓰여 나쁜 피가 뭉치거나 뱀에 물릴 때에 지혈제로 쓰였다

(Kim 등 1993a).
오래전부터 모시풀은 대부분 섬유 용도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섬유자원으로서의 모시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

며, 동계 피복이 모시풀의 생육 및 섬유수량에 미치는 영향

(Kwon 등 1993), 모시풀의 생육과 섬유수량에 미치는 비료의 

영향(Kim 등 1993b), 재식밀도가 모시풀의 생육 및 섬유수량

에 미치는 영향(Kim 등 1993c), 국산 모시섬유의 침지조건에 

따른 실험적 연구(Rhie & Choi 2003), 모시풀 조직배양에서 

소독방법 및 생장조절제의 Multiple shoot 유발효과(Park 등 

1996) 등의 연구가 보고되었다. 국내 모시 재배는 충남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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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ie
line Collection region

Leaf Status of
material1)Size Color

YG33 Buan-gun, 
Jeollabuk-do Large Light

green LC

YG39 Seocheon-gun, 
Chungcheongnam-do Large Dark

green LC

YG40 Seocheon-gun, 
Chungcheongnam-do Large Light

green LC

YG55 Jeju-si, Jeju-do Small Dark
green LR

YG65 Baekpi-jong
(Taiwan) Large Light

green LC

YG71 Seobang-jong Medium Green OC

YG75 Natural crossing
(Baekpi) Large Green LC

YG88 Gokseong-gun, 
Jeollanam-do Small Dark

green LR

YG90 Yeonggwang-gun, 
Jeollanam-do

Very
large Green BL

1) LC(Locally Collected Materal), LR(Landrace), BL(Breeding Line), 
OC(Obsolete Cultivar).

Table 1. Ramie lines selected in Yeonggwang-gun Agri- 
cultural Technology Center

Item Condition
Instrument ICP-OES (Varian, Nederland).

Plasma flow 15.0 L/min
Auxiliary flow 1.5 L/min
Nebulizer flow 0.7 L/min

Wavelength (nm) Ca: 319.93, Fe: 238.20, K: 766.49, Mg: 279.08

Table 2. Operating condition of ICP for analysis of 
minerals

군과 전남 영광군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섬

유를 얻기 위한 용도로 재배해 오다가 최근에 모싯잎 송편이 

각광을 받으면서 식용모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식용모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식용모시 품

종 또한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농가에서는 현재 재래종 위주

의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식용모시 품종에 대한 요구도 

또한 매우 크다. 따라서,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식

용 모시전용 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현재 식용 모시 9계통

을 선발하였다.
본 연구는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식용모

시 9계통에 대한 이화학적 특성과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모싯잎 전용 품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모싯잎은 전라남도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식용모시 

품종개발을 위해 육성하고 있는 9종의 모시풀 계통(YG33, 
YG39, YG40, YG55, YG65, YG71, YG75, YG88, YG90)에 대

하여 모싯잎을 9월 15일에 채취하여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으

며, 9종의 모시풀 계통은 90여종의 지역 수집종 중에서 월동

성, 잎의 색도, 용도, 수량성 등을 고려하여 1차 선발된 9종의 

우량계통이다(Table 1). 일반성분과 무기성분 분석용 시료는 

생 시료를 사용하였으며, 비타민 C, 엽산 분석용 시료는 모싯

잎을 채취 후 동결 건조하여 80 mesh로 분쇄한 동결건조 시

료를 －70℃에서 보관하면서 분석용 실험재로로 사용하였다.

2. 모싯잎의 이화학적 성분 분석

1) 일반성분 및 무기성분
일반 영양성분은 AOAC법(AOAC 1984)에 준하여 분석

하였다. 즉, 수분은 105℃상압 가열법으로 조지방은 Soxhlet 
extraction method로, 조회분 함량은 550℃회화법으로 분석하

였으며, 조단백질 함량은 Dumas법(Stewart 등 1964)을 활용한 

질소 분석기(Vario Max C/N, Elementar Co., Germany)로 질소

함량을 분석 후 단백질 계수 6.25를 곱하여 조단백질 함량으

로 표기하였고, 탄수화물 함량은 계산법으로 환산하였다. 무
기성분은 시료 0.5 g에 질산 8.0 mL와 과염소산 2.0 mL를 첨

가하여 가열판에서 습식 분해하고, 50 mL로 정용하여 여과

(Whatman filterpaper No. 6) 후 ICP로 분석하였다(Table 2).

2) 비타민 C
비타민 C는 Phillips 등(2010)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즉, 시료 1.0 g에 추출용매 5% meta-phosphoric acid 50 mL

를 넣고 homogenizer로 1분간 균질한 후 원심분리(3,000 rpm, 
10 min)하여 상등액을 분리하고, 다시 pellet에 추출용매를 

넣어 5분간 초음파 추출한 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합

해 100 mL로 정용하고, 0.2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로 분석하였다

(Table 3).

3) 엽산(Folate)
Devries 등(2005)의 방법에 따라 trienzyme 추출법에 의한 

엽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삼각플라스크에 분석 시료 약 

1.0 g과 0.1 M phosphate buffer(pH 7.8, 1% ascorbic acid) 및 

증류수를 각각 가하여 100℃에서 15분간 열처리 및 냉각하

였다. 사용 전 바로 제조한 protease 용액(2 mg/mL) 1.0 m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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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Synergi 4 μm hydro-RP 80 Å, 250×4.6 mm, 
Phenomenex Co.

Detector UV 245 nm
Mobile phase 0.05% formic acid

Flow rate 0.7 mL/min

Injection volumn 10 μL
Column temp. 40℃

Table 3. Operating condition of HPLC for analysis of 
ascorbic acid content

가하여 37℃에서 3시간 반응시키고, 100℃에서 5분간 열처리

하여 protease를 불활성화 시켰다. 동일 플라스크에 α-amylase 
용액(20 mg/mL) 1.0 mL를 넣고, 37℃에서 2시간 반응을 진행

한 뒤 conjugase 용액(5 mg/mL) 4.0 mL를 가하여 16시간 가수

분해하였다. 효소반응을 정지시키기 위해 100℃에서 5분간 

열처리하고, 추출액의 pH를 4.5로 조정한 뒤 100 mL로 정용

하여 정량 시료로 사용하였다. 추출물의 엽산 정량은 L. casei 
(spp. rhamnosus, ATCC 7469)를 이용한 미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실시하였다(Chae 등 2013).

3. 모싯잎의 항산화 및 ACE 저해활성 측정

1) 모싯잎 추출시료 제조
동결 건조한 모싯잎 분말 1.0 g에 증류수 100 mL를 넣고 

60℃, 4시간 교반 추출한 후 여과지(Whatman filterpaper No. 
4)로 여과한 여과액을 항산화 측정용 추출 시료로 사용하였

고, ACE 저해활성 측정용 시료는 동결건조 모싯잎 분말 10 
g에 80% 에탄올 200 mL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12시간 교반 

추출하고, 여과지(Whatman filterpaper No. 4)로 여과한 여과액

을 갑압 농축기로 농축하여 용매를 제거한 다음 동결건조

기(LP10, Ilshin Lab Co.)로 동결 건조하여 고형물을 얻었고, 동
결 건조한 고형물 시료를 －70℃에서 보관하면서 사용하였으

며, 0.1 M sodium borate(pH 8.3) 완충용액에 2.0% 농도로 고

형물을 용해하여 ACE 저해활성 측정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2) 항산화 활성
열수 추출시료의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 라디칼 소거능은 Blois MS(1958)
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열수추출 시료 100 μL에 

1.5×10－4 M DPPH 용액 100 μL를 가하여 암실에서 30분간 방

치한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시료 무첨가 대조구

와 비교하여 활성을 측정하였다.

3) ACE 저해능

항 고혈압성 Angiotensin I-converting enzyme(ACE) 저해 활

성은 Cushman 등(1971)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0.1 M sodium borate(pH 8.3) 용액에 모싯잎 80% 에탄올 

추출 동결건조물을 2.0%(w/v) 농도로 함유한 시료 50 μL에 

ACE 용액 150 μL(2.8 unit)와 0.1 M sodium borate 완충용액

(pH 8.3) 100 μL를 가한 후 37℃에서 10분간 preincubation 시
켰다. 여기에 기질인 Hip-His-Leu 용액 50 μL를 가하여 37℃
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1.0 N HCl 250 μL를 가하여 반응

을 정지시켰다. 다시 ethyl acetate 1.0 mL를 가하여 30초간 

vortexing한 다음 15분 동안 원심분리(3,000×g)한 후 상층액 
0.8 mL를 취하였다. 이 상층액을 speed vac concentrator(EYELA 
Co., Japan)을 이용하여 완전히 건조시킨 뒤 sodium borate 완
충용액 1.0 mL를 가하여 용해시켜 228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여 ACE 저해활성을 계산하였다.

ACE 저해활성(%) = {1－(S－S.B/C－B)}×100

S: 시료 첨가시의 흡광도

S.B: 시료첨가 및 기질 무 첨가시의 흡광도

C: 시료 대신 증류수 첨가시의 흡광도

B: 시료대신 증류수 첨가 및 ACE 무 첨가시의 흡광도

4. 통계분석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3회 반복 측정한 값을 이용하여 

Mean±S.D로 나타내었고, 유의성 검정은 통계 R 프로그램(The 
R project for statistical computing)을 활용하였으며, 각 시료간

의 유의성은 ANOVA를 실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각 시료의 평균 차이에 대한 사후 검정을 유의수준 5%
에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모싯잎의 이화학적 성분

1) 일반 성분
모싯잎 전용 품종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선발된 9종의 육

성 계통에 대하여 9월 중순에 수확된 생 모싯잎의 일반성분

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수분함량은 86.51~88.20% 
사이의 함량을 보였고, 단백질 함량은 YG55와 YG88에서 각

각 7.56%, 7.25%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인 반면, YG33은 

6.21%로 9계통 중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조지방 

함량은 YG39와 YG75에서 각각 0.48%, 0.46%로 비교적 높았

고, 탄수화물 함량은 YG33에서 3.58%로 유의적으로 높은 함

량을 나타내었으며, YG90과 YG65에서도 각각 2.77%,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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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ie line1) Composition

Moisture Carbohydrate Crude lipid Crude protein Crude ash

YG33 86.51±0.16d,2) 3.58±0.11a 0.25±0.02c 6.21±0.26e 3.45±0.02g

YG39 88.20±0.22a 0.88±0.16d 0.48±0.00a 6.69±0.35cd 3.75±0.07e

YG40 87.46±0.56bc 1.01±0.25d 0.41±0.01b 6.73±0.41cd 4.39±0.04a

YG55 87.02±0.19cd 0.85±0.10d 0.26±0.02c 7.56±0.16a 4.32±0.02b

YG65 86.96±0.32cd 2.59±0.12bc 0.19±0.01d 6.51±0.12cde 3.75±0.03e

YG71 87.31±0.22c 1.93±0.12c 0.24±0.01c 6.46±0.22cde 4.07±0.01d

YG75 88.08±0.26ab 0.98±0.13d 0.46±0.02a 6.91±0.20bc 3.58±0.05f

YG88 87.40±0.32bc 0.88±0.15d 0.26±0.02c 7.25±0.24ab 4.20±0.03c

YG90 87.43±0.72bc 2.77±0.22b 0.25±0.02c 6.29±0.15de 3.26±0.01h

1) Ramie lines selected in Yeonggwang-gun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h)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Proximate composition of ramie leaves of the 9 ramie lines (%)

Ramie 
variety

Mineral composition

Ca Fe K Mg Mn Na P Zn

YG33  788.85±2.90d,1)  9.30±0.42ab 370.25±13.51a  95.60±1.83c  8.85±0.07de 14.05±0.21e 66.90±2.12c 0.90±0.14d

YG39  903.15±15.49c  8.65±0.63abc 336.95±16.86bc  85.45±0.21d 14.55±0.63b 20.53±1.01a 77.45±3.46a 1.40±0.00b

YG40  975.65±0.50b  7.50±0.42bc 342.70±15.98bc 100.45±0.35ab  9.23±0.51de 18.27±0.78b 72.23±1.62b 1.35±0.21bc

YG55 1,099.30±0.85a  6.65±1.20c 350.60±2.12ab 103.45±0.64a 16.30±0.36a 16.30±0.87c 78.20±1.13a 1.47±0.06b 

YG65  857.75±11.67c 10.65±0.64a 332.70±4.10bc  97.45±1.34bc 11.25±0.21c 13.93±0.46e 69.80±1.27bc 1.30±0.00c 

YG71  989.85±72.76b  9.45±2.05ab 261.10±8.77d  93.65±3.04c 15.15±0.49b 16.05±0.07cd 66.25±2.47c 1.70±0.00a 

YG75  872.60±8.91c  7.60±0.14bc 260.30±0.42d 101.85±1.63a 10.50±0.36c 18.70±1.27b 72.75±2.05b 1.35±0.21bc 

YG88  997.40±34.93b  7.00±0.14c 333.90±14.28bc  87.95±3.18d  9.60±0.61d 14.73±0.50de 68.80±1.27bc 1.30±0.10bc

YG90  712.95±12.23e  8.40±2.28bc 322.75±2.05c  77.15±0.92e  8.63±0.29e 14.20±0.00e 81.15±0.21a 1.33±0.06c

1)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e)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Contents of minerals in the 9 ramie lines (mg%)

로 비교적 높은 함량을 나타내어 계통 간 성분함량 차이가 있

었다. 국가표준 식품성분표(R.D.A 2017)에 따르면 모싯잎(서
방종)의 단백질 함량은 4.40%로 뽕잎(6.28%)보다는 단백질 

함량이 낮고, 들깻잎(4.46%), 쑥(3.40%)과 시금치(3.1%)와 비

교하면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물로 보고되어 있으나, 본 연

구에 사용된 9개의 계통의 생 모싯잎의 단백질 함량은 6.21~ 
7.56%로 나타나, 보고된 함량보다 높은 함량을 보였고, 이는 

뽕잎의 단백질 함량보다 높은 함량을 함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단백질의 함량이 전체적으로 높은 이유는 시료

채취 시기가 9월 중순으로 생육 후반기에 채취된 때문으로 여

겨진다. 회분 함량 또한 국가표준 식품성분표에서는 모싯잎

은 2.71%로, 뽕잎(2.10%), 들깻잎(1.85%), 쑥(0.95%), 시금치

(1.0%)의 회분함량보다 높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9개의 계통

의 회분은 3.26~4.39%로 보고된 성분 함량보다도 훨씬 높아 

무기 성분함량이 많이 함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무기성분
일반성분 분석(Table 4)에서 조회분의 함량이 높아 무기성

분 함량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었고, 모시풀은 최근 칼슘 함

량이 높다고 인식되고 있어 식재료로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

는 실정이어서 대표적인 무기성분을 분석하여 계통 간 차이

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9종의 모시풀 계통의 
생잎에 함유된 무기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농산물의 칼슘함량은 국가표준 식품성분표(R.D.A 2017)
에 따르면 들깻잎 296 mg%, 뽕잎 243 mg%, 쑥 109 mg%, 
시금치 40 mg%인 반면, 모싯잎(서방종)의 칼슘 함량은 895 
mg%로 칼슘함량이 매우 높은 농산물로 보고되어 있으며, 
특히 본 실험에 사용된 9계통 모싯잎의 칼슘 성분 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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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ie variety Ascorbic acid (mg%) Folate (μg%)
YG33 258.94±2.92c,1) 912.00±51.27e

YG39 275.34±1.27a 771.52±73.94e

YG40 228.62±0.40d 1,745.47±188.07ab

YG55 172.70±1.02h 1,527.64±248.03bc

YG65 264.51±3.15b 1,080.49±45.84de

YG71 149.42±1.02i 1,510.18±205.25bc

YG75 224.52±0.63e 1,356.74±16.69e

YG88 177.41±3.60g 1,356.74±16.69cd

YG90 199.69±1.26f 1,978.84±145.31a

1)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i)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Contents of vitamin C and folate of the freeze- 
dried ramie lines

712.95~1,099.30 mg%로 높은 함량을 보여 국가표준 식품성

분표에 보고된 성분함량보다 6개의 계통에서 칼슘성분이 높

게 나타나, 육성 중인 식용모시 계통이 칼슘 공급원으로서의 

모싯잎 활용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9계통 중에서 YG55 계통

의 칼슘 함량이 1,099.30 mg%로 가장 높았고, 712.95 mg%를 

포함하고 있는 YG90까지 칼슘 함량에 있어서 9개의 모시 계

통별 칼슘 함량에도 차이가 많았다(Table 5). 칼륨 함량 또한 

모시풀 계통 간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YG33, YG55에서 각각 

370.25 mg%, 350.60 mg%로 다른 품종에 비해 높은 칼륨함

량을 함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가표준 성분분석표(R.D.A 
2017) 모싯잎(서방종) 칼륨 함량 96 mg%보다 전체적으로 높

은 함량을 함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철분은 YG65에
서 10.65mg%로 가장 높았고, 마그네슘 함량은 YG55, YG75, 
YG40에서 각각 103.45 mg%, 101.85 mg%, 100.45 mg%로 비

교적 높은 함량을 나타났었으며, 망간 함량은 YG55 품종에서 
16.30 mg%로 가장 높았고, YG71과 YG39 품종이 각각 15.15 
mg%, 14.55 mg%를 함유하고 있어 조사한 9개 품종 중 비교

적 높은 마그네슘 함량을 보였으며, 나트륨 함량은 13.93~ 
20.53 mg% 사이의 함량을 나타내었고, 9계통 중 YG39 품종

에서 가장 높은 나트륨 함량을 나타내었다. 인 함량은 YG90, 
YG55, YG39에서 각각 81.15 mg%, 78.20 mg%, 77.45 mg%로 

9품종 중 높은 인 함량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아연 함량은 

모싯잎에서는 0.90~1.70 mg%의 함량을 함유하고 있었고, 9
품종 중 YG71에서 가장 높은 아연 함량을 보였다(Table 5).

3) 비타민 C 및 엽산 함량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한 9종의 식용모시 계통의 

모싯잎 동결건조 시료에 대한 비타민 C와 엽산 함량을 분석

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된 

모싯잎 전용 9계통에 대한 비타민 C 함량은 149.42~275.34 
mg%로 9계통 사이에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9계통 중 YG39 
계통의 비타민C 함량이 275.34 mg%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

였고, YG65, YG33에서 각각 264.51 mg%, 258.94 mg%로 상

대적으로 높은 함량의 비타민 C 함량을 나타낸 반면, YG71
에서는 149.42 mg%로 9계통 중에 가장 낮은 비타민 C 함량

을 보였는데, 국가표준 식품성분표(R.D.A 2017)에 따르면 농

산물의 비타민 C 함량은 뽕잎을 삶아서 말린 것 10.01 mg%, 
보리싹 분말 47.0 mg%, 건조 고사리 5.56 mg%, 건조 고춧잎 

13.89 mg%, 브로콜리 말린 것 37.0 mg%로써 실험에 사용된 

모싯잎의 비타민 C 함량(149.42~275.34 mg%)과 비교했을 때 

모싯잎은 비타민 C 공급원으로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임을 알 수 있었다. 식용모시 9계통에 대한 엽산 

함량을 조사해본 결과, 엽산 함량은 771.52~1,978.84 μg% 사
이의 함량을 나타내었고, 품종간의 함량 차이도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며, YG90 품종의 엽산 함량이 1,978.84 μg%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YG40, YG55, YG71에서 각각 1,745.47 μ
g%, 1,527.64 μg%, 1,510.18 μg%로 높은 함량의 엽산을 함유

하고 있었다(Table 6). Gropper 등(2005)에 따르면 엽산은 체

내 대사과정에서 메틸기를 전달하는 조효소 역할을 하는 수

용성 비타민으로 DNA 합성과 아미노산 대사에 필수적인 역

할을 하며, 특히 산모의 엽산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태

아의 신경관 손상으로 인한 기형아 출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으로, 국가표준 식품성분표(R.D.A 2017)에 보고

된 뽕잎을 삶아서 말린 것(236 μg%), 건조 고춧잎(189 μg%), 
쑥 말린 것(740 μg%), 녹차 건조 잎(1,277 μg%) 등과 비교했

을 때, 본 연구에 사용된 9 계통의 모싯잎에 함유된 엽산함량

은 매우 높아서 모싯잎은 엽산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식품원료

로서의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 모싯잎의 항산화 및 ACE 저해활성 측정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한 모시 9계통에 대한 DPPH 

radical 소거능과 ACE 저해활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실험재료로 사용한 9종의 식용모시 육성 계통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19.7~82.6%로 품종 간 큰 차이를 나타내었으

며, 가장 높은 DPPH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낸 품종은 YG90으
로 82.6%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는 YG33, YG65, YG88로 각각 59.7, 53.9, 53.9%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참나물(Chae 등 2013) 
38.71%, 뽕잎차(Park 등 2014) 36.8%와 비교했을 때 모싯잎

은 높은 항산화 활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모싯잎의 성

분분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일반성분 중 탄수화물 함량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다른 성분과의 연관성은 크지 않

았다. 또한, 9종의 모시 계통에 대한 ACE 저해활성을 측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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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ie variety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1) ACE 
YG33 59.7±0.87b,2) 10.2±0.2c

YG39 27.9±1.72f  9.5±0.0d

YG40 19.7±3.89g  N.D3)

YG55 42.6±3.51e N.D
YG65 53.9±1.51c N.D
YG71 48.3±4.82d N.D
YG75 22.7±1.68g 18.5±0.8b

YG88 53.9±0.32c 21.5±0.3a

YG90 82.6±1.90a N.D
1) Control (Butyated hydroxyanisol 0.2 μg/mL): DPPH radical sca-

venging acitivity 67.54±3.24%.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g)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N.D: not detectable.

Table 7.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ACE 
inhibitory activty of the ramie-ethanol extracts according to 
ramie lines

본 결과, 전체적으로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YG88 품종에서 
가장 높은 21.5%의 ACE 저해활성을 보였으며, YG75, YG33, 
YG39에서는 각각 18.5, 10.2, 9.5%의 ACE 저해활성을 보였

고, 나머지 품종에서는 ACE 저해 활성을 나타내지 않아 모싯

잎의 ACE 저해활성은 비교적 높지 않았다(Table 7).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식용 모싯잎 생산을 위한 전용 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선발된 모시풀 9계통에 대한 이화학적인 성분 특성을 

검토하고, 항산화 활성과 ACE 저해활성을 검토하여 식용 모

싯잎 품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영광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한 9종의 모시풀 계통에 대한 일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단백질 함량은 YG55와 YG88에서 각각 

7.56%, 7.25%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고, 이는 국가표준 식

품성분표의 모싯잎(서방종)의 단백질 함량 4.40%보다 매우 

높은 함량이었으며, 실험에 사용된 9계통 모싯잎의 칼슘 성

분 함량은 712.95~1,099.30 mg%이었고, YG55 계통이 가장 

높은 함량의 칼슘 함량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국가표준 식

품성분표에 보고된 모싯잎(서방종) 칼슘 함량보다 6종의 

계통에서 높게 나타났다. 모싯잎의 비타민 C 함량은 149.42~ 
275.34 mg%로 일반 농산물 중 비교적 높은 함량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엽산 함량은 771.52~1,978.84 μg% 사이의 함량을 

나타내어 육성된 모시풀의 모싯잎은 엽산과 비타민 C를 공

급받을 수 있는 식품원료로서의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19.7~82.6%로 품종 간 큰 차이를 보였

고, YG90, YG33, YG65, YG71에서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였

는데, 이는 일반성분 중 탄수화물 함량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

냈으며, 다른 성분과의 연관성은 크지 않았다. 특히 82.6%이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 YG90 계통은 기능성 식품소재로

서의 모싯잎 활용을 기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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