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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various roles and effects of Morinda citrifolia L.(noni) on the human body 
and to utilize the findings obtained for future disease related research on food and nutrition. Morinda citrifolia L. has been 
used in folk medicine by Polynesians for over 2,000 years and is reported to have a broad range of therapeutic effects. Noni 
is an alkaloid system such as proxeronine, scopoletin, octanoic acid, terpenoids, alkaloids, anthraquinones, nordamnacanthal, 
morindone, rubiadin, b-sitosterol, flavone glycosides, linoleic acid, acubin, L-asperuloside, caproic acid, caprylic acid, ursolic 
acid, rutin. Noni's side effects have been reported to affect anti-inflammatory, analgesics, LDL antioxidant, anti-tumor, 
antifungal, antibiotic, antiviral, antiparasitic and immunosuppressive effects. In particular, noni’s efficacy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for the prevention of diseases by inhibiting active oxygen, which is a direct cause of oxidative stress, through 
various metabolites through 'xeronine system'. Noni’s functions and effects that have been examined in this study include 
anti-inflammation, pain relief, antioxidant, anticancer, hepatocyte protection among others. Therefore, noni’s extracts are 
considered highly useful for diverse scientific and nutritional health functional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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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니(Morinda citrifolia L.)는 약 2,000년 전부터 폴리네시

아 지역, 인도 및 중국 등에서 발견된 약용 식물 중 하나로 

동의보감에 해파극(海波戟) 또는 파극천(巴戟天)으로 기술

되어 있으며, 전통 민간 약용 식물로 사용되어 왔다(Tabrah & 
Eveleth 1966; Dixon 등 1999). 노니는 모린다(Morinda)와 루

비과(Rubiaceae)에 속하며, 모린다는 약 80종을 포함하는데, 
그 중 노니는 "여왕"으로 간주된다(McClatchey W 2002). 해발 

약 1,300 피트의 산림 지대에서 자라는 작은 상록수이며, 식
물의 형태는 크고 타원형의 밝은 녹색을 띄고 있는 잎과 흰색

의 관 모양의 꽃 그리고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열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열매는 최대 12 cm까지 자라며, 다각형 모

양의 단면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잘 익은 과육은 강력한 부

티르산을 함유하고 있어 독특한 냄새를 풍기며,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Swanholm 등 1959; Morton JF 1992; Wang 등 

2002). 폴리네시아 지역 사람들은 이 노니의 과육뿐만 아니

라, 뿌리․줄기․나무껍질․잎․꽃 등을 이용하여 옷을 염색

하거나, 상처에 덧붙이는 등 약 40여 가지의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노니 과육의 추출물로 만든 노니

주스 형태가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Whistler 
WA 1992; Sunder 등 2013).

폴리네시아 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노니는 

1970년 미국의 생화학자인 랄프 하이니케(Ralph Heinicke)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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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의해 무기질, 비타민, 단백질 등의 영양소 외의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Heinicke RM 1983; Yoo 등 2004). 노니의 

과육에는 약 9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식이

섬유, 단백질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Singh DR 2012).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하여 노니의 과육에는 페놀화합물, 유기산 및 

알칼로이드를 포함하는 약 160종의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

으며, 비타민 C․비타민 B1․비타민 B2․비타민 B6․비타민 

B12․엽산․니아신(비타민 B3)․판도텐산․비타민 E․베타

카로틴(비타민 A) 등의 다양한 비타민과 칼슘․마그네슘․

인․철․몰리브덴․나트륨․칼륨 등의 무기질, 식이섬유, 
조지방과 조단백질 성분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다(Heinicke 
RM 1985; Wang & Su 2001).

랄프 하이니케 박사는 파인애플의 약리학적 특성을 부여

하는 브로멜린을 분석하는 도중 노니의 다양한 성분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고,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알칼로이드를 

보고하였다(Heinicke RM 1983). 이 새로운 알칼로이드 성분

은 노니의 독특한 효능의 주요 성분인 proxeronine, scopoletin, 
octoanoic acid, terpenoids, alkaloids, anthraquinones, nordamna-
canthal, morindone, rubiadin, b-sitosterol, flavone glycosides, 
linoleic acid, acubin, L-asperuloside, caproic acid, caprylic acid, 
ursolic acid, rutin 등을 포함하고 있다(Levand & Larson 1979; 
Heinicke RM 1985; Higa & Fuyama 1993; Legal 등 1994; 
Farine 등 1996; Mathivanan 등 2005). 이렇게 다양한 노니의 

알칼로이드 성분 중 proxeronine는 xeronine의 전구체로서 대

장에서 xeronine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xeronine
의 생체 내 독특한 기능을 ‘xeronine system’이라 명명하였다

(Heinicke RM 1985). Xeronine은 세포 조절의 필수적인 알칼

로이드로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조절하여 손상된 세포 

기능을 재생시키며, 세포 재생을 강화시켜 체내의 모든 기능

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영양소 흡수 기능에 도움을 주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Heinicke RM 
1985; Motshakeri & Ghazali 2015).

노니 과육의 섭취를 통한 다양한 선행연구(Hirazumi  &  
Furusawa 1999; Saludes 등 2002; Furusawa 등 2003; Kamiya 등 

2004; Yoo 등 2004; Peter PI 2007)에서 밝혀진 노니의 효능은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항종양제, 항돌연변이성 항

암제, 구충제, 진통제, 저혈압, 항염증제, LDL 산화 방지 및 

면역 강화효과에 영향을 있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

한 노니의 효능은 ‘xeronine system’을 통하여 다양한 대사산

물로 산화적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원인인 활성산소(reactive 
oxygen)를 통해 유발되는 세포와 조직에 비가역적인 손상, 세
포노화, DNA 합성 억제 및 돌연변이 유발, 암의 유발 그리고 

효소의 불활성 등을 통해 초래되는 암, 심혈관계질환, 면역질

환의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며, 생체 내 free radical 생성을 억

제하는 것으로 밝혀져 질병 예방에 중요한 대응책 중 하나로 

여겨진다(Willcox 등 2004; Allemann & Baumann 2008; Ahmad 
등 2012). 

노니에 함유된 성분들의 기작이 밝혀지고, 체내에서 다양

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

으로 노니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니는 재배 국가보

다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에서 상업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EU(European Union)에서도 새로운 성분으로 다양한 제

품들이 생산되고 있어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노니와 질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여 발표된 총설이 많지 않으므로, 본 연

구를 통해 노니 연구논문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증명된 체내에

서 노니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정리하여 살펴봄으로써 영

양학적으로 노니의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의 활용도를 높이

고, 노니 추출물과 질병과의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총설을 작성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노니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 연구에 대해 총설

(systematic review)을 작성하였다. Yoon & Shin(2018)의 연구

에서 제시한 총설 연구방법에 따라 1단계는 노니의 특성에 

관한 연구내용을 설계 및 계획하였으며, 2단계는 노니와 관

련된 다양한 문헌을 검색하였다. 3단계는 선정된 문헌을 바

탕으로 연구적 내용을 질병과 연관지어 차례로 제시하였다. 
4단계는 본 논문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해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유추하였다.
본 문헌의 검색과 결과의 정리 기간과 자료의 게재 시기

는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5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문
헌 검색은 database로서 Pubmed와 국내 각각의 학회 사이트

를 활용하였으며, 검색어로는 ‘Morinda citrifolia L.’ xeronine, 
chronic pain, antiinflammation, antioxidant 및 그와 관련된 용

어들을 사용하였다.

결론 및 고찰

1. 노니의 항염 및 통증완화
수십 년 동안 폴리네시아인들은 고통을 줄이고, 염증을 줄

이기 위해 노니 열매와 잎을 관절염 치료 및 상처 치유 등 

모든 종류의 통증을 멈추거나 줄이기 위해 2,000년 전부터 사

용되어 왔다(Pawlus & Kinghorn 2007). 폴레이시아 지역 피지

섬의 주민들은 노니의 가장 유익한 영향에 대한 역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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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Result Reference

2002 10 mg of noni extract had effect on carrageenan-induced inflammation, whereas the extract inhibited 
bradykinin-induced maximum increase in volume by 40% and completely relieved the edema within 4 h McKoy 등 

2002 A decrease in inflammatory foci and lymphocytes surrounding central vein areas were observed at 6 hours 
post CCl4 administration in animals pretreated with 10% noni extract for twelve days Wang 등 

2003 M. citriforlia fruit powder showed potent inhibitory effects on COX-1 with the IC50 values of 141.25, 
144.54, 158.48, and 163.30 μg/mL, respectively Li 등 

2005
Treatment of animals with Morinda citrifolia alcoholic extract (1~4 g kg－1, i.p.) analgesic effect of the 
4 g kg－1 dose of extract was similar to that produced by morphine in a dose of 1.5 mg kg－1

(93.1±1.7% and 96.7±1.6%, respectively)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01)

Punjanon &
Nandhasri

2010 Injection of diluted noni extract to rats reduced MMP-9 secretion 100 times dilution: 56.31±1.03% 
decreased for MMP-9/200 times dilution: 50.75±4.66% decreased for MMP-9 Basar 등

Table 1. Anti-inflammatory and analgesics effects of Morinda citrifolia L. (noni)

에 따르면, 관절염 및 기타 이유로 인한 통증 감소를 위한 섭

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Pande 등 2005).
관절 연골의 기능 저하는 심한 통증 유발 및 붓기와 열이 

발생하여 관절에서 연골이 점진적으로 파괴되는데(Basar 등 

2010), 골관절염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치료법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 효소인 cyclooxygenase Ⅰ와 Ⅱ를 조절

하기 위하여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Vane & Botting 1998; Palu 등 2008). 그러나 이러한 약물은 

종종 위, 간, 신장 및 기타 장기에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Pirmohamed 등 2004). 따라서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에 대한 대안으로 관절염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물

질 interleukin-1b가 연골세포의 prostaglandin(PG) 생성을 억제

하여 matrix metalloproteinase(MMP)나 nitric oxide(NO)를 포함

한 oxygen-derived free radical 등의 연골을 분해시킬 수 있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 기질을 분해하고, 연골세포의 사멸을 촉

진하게 되는 기전을 조절하는 치료법에 노니를 이용하고 있

다(Baker & Ferguson 2005; Hulejova 등 2007).
Hulejova 등(2007)은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대

조군과 비교한 결과, 혈청 내 MMP 수치가 훨씬 높고 관절액 

내 MMP 농도도 50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골관절염 환자들의 질환 및 통증은 MMP의 농도에 영

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Brown AC(2012)는 노니 과일 퓌

레의 알코올 추출물은 지질 다당류(LPS)로 자극한 후, 인간 

단구에서 MMP 방출을 억제함으로써 진통 및 항염증 효과에 

대하여 제시하였고, Basar 등(2010)은 면역 세포 자극 후 인간 

단구에서 MMP의 방출이 노니 열매의 알코올 추출물에 의해

서도 억제됨을 보고하였고, 이 효과는 내인성 항염증 화합물 

하이드로 코르티손(코르티졸)의 효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다. 노니의 효능은 MMP의 억제뿐만 아니라, cyclooxygenases
(COX-1과 COX-2)와 lipoxygenase(LOX-5)를 이중 억제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Rethinam & Sivaraman 2007; Palu 등 2008). 
염증 반응으로 백혈구의 유출을 유발시키는 bradykinin은 혈

액에 미량만 존재하더라도 혈압 강화와 급성 부종을 유발시

키는데, 혈액 내 bradykinin의 농도가 높은 흰쥐에게 노니 추

출물 200 mg을 경구 투여한 결과, 부종이 빠르게 억제되었다

고 보고하였다(Chan-Blanco 등 2006).
Younos 등(1990)은 비만 유발 생쥐를 열판 테스트를 통해 

노니의 진통제와 진정 작용을 연구한 결과, 노니 뿌리 추출물

(1,600 mg/kg)을 투여한 군에서는 유의한 진통 효과를 보였으

며, 이 결과는 강력한 진통제인 morphine의 75% 활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노니는 강력한 진통

제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특히 인체 내에서 외인성 독소로

부터 간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Wang 등 

2008).

2. 노니의 항산화 효과
생체 대사산물인 과산화물들은 세포막을 손상시켜 다양한 

질환의 주요 원인이며, 그 중 하나인 lipid hydroperoxide는 헤

모글로빈 손상에 영향을 주어 노화 등 다양한 생리변화를 일

으킨다. 이러한 변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항산화 영양

소의 섭취를 통하여 과산화물의 활성을 예방하고자 한다.
노니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에탄올과 에틸 아세테이트 추

출물은 대표적 항산화제인 α-토코페롤과 부틸 하이드록시 톨

루엔(BHT)과 동일한 양으로 ferric thiocyanate(FTC)와 thiobar-
bituric acid test(TBA)로 분석한 결과, 유사한 항산화력을 보이

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으며, 노니 과육에는 에탄올과 에틸 아

세테이트 추출물이 각각 0.2 mg/mL와 1.5 mg/mL 함유되어 있

다고 보고하였다(Ohara 등 1993; Gokce 등 1999; Zin 등 2002; 
Stocker & Keaney 2004). 노니에 함유된 proxeronine 성분은 대

표 생리활성 물질로 보고되어 있는데, 특히 이 성분은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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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Result Reference

2004 In the concentration range of 0.25?9.0 mg/mL, extract of Morinda lucida (ML) elicited rat aortic 
rings vasorelaxation in noradrenaline-precontracted rings Ettarch & Emeka

2007 Ethyl acetate extract of noni exhibited strong inhibition of lipid oxidation comparable to the same 
weight of pure α-tocopherol and butylated hydroxy toluene (BHT) Mohd 등

2011
Antioxidant capacity was 1.2-2.2 times, their total phenols 1.5 times, and their ascorbic acid content 
7.0 times those of immature green noni fruits, and were 1.1-1.5, 1.3, and 1.3 times greater than 
those of ripe fruits

Yang 등

Table 2. Antioxidant effect of Morinda citrifolia L. (noni)

Year Result Reference

1999 Therapeutic administration of 6~15 mg crude noni juice significantly enhanced the duration of 
survival of inbred syngeneic LLC tumour bearing mice Hirazumi & Furusawa

2001 The carcinogenic rats were fed with 10% noni juice : The amount of 7,12-dimethyl[a]benzanthracene-
DNA in heart, lung, liver and kidney decreased by 30%, 41%, 42% and 80%, respectively Wang & Su 

2003 Capillary vessels from cancer cells rapidly degenerate (2~3 days) in media supplemented with 10% 
noni Hornick 등 

Table 3. Anti-cancer effect of Morinda citrifolia L. (noni)

인삼 사포닌(saponin) 성분과 유사한 기능을 보이며,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의 활성을 강화시키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Oh 등 2010).
한편, Wang 등(1999)의 연구에 의하면 노니 잎에서 발견된 

iridoid glycoside는 AP-1활성과 세포의 변형을 억제한다고 보

고하였다. 또한 노니 추출물의 항산화 작용은 vitamin C보다 

약 1.4배, 포도씨 분말보다 약 1.1배 강한 항산화 작용이 있다

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사염화탄소에 의한 간세포의 lipid 
hyperoxidation은 노니 추출물을 12일간 투여 시 사염화탄소 

투여 3시간 후 지질과산화를 20~50% 감소시킨다고 보고하

였다(Wang & Su 2001). 흡연자를 대상으로 노니 추출물을 30
일 동안 보충하였을 때, 혈청 활성산소 수준이 유의적으로 낮

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Wang 등 2009). 이러한 결과

는 노니의 주요 성분인 여러 항산화제의 가장 뚜렷한 생리활

성을 통한 건강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이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의 밝혀진 연구 결과에서는 노니 추출물 0.25~
9.0 mg/mL 농도에서 저밀도지단백질(LDL-cholesterol)의 산화

를 저하시키며, 대동맥에서 내피 세포 의존성 경로와 비의존

성 경로를 통해 혈관을 이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Ettarch 
& Emeka 2004).

3. 노니의 항암 효과
암의 발생은 환경과 유전요인에 의해 발생되며, 유전 요인

으로는 염색체 이상에서부터 돌연변이에 이르는 다양한 유

전 변이들이 축적되어 발생한다(Pitot & Sirica 1980; Farber 

E 1984). 일반적으로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

고 있으며,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통해 인체 내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산화 손상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암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대표적인 발암 물질인 방향족 탄화수소 7,12-
dimethylbenz(a)anthrancene(DMBA), 과산화물질인 superoxide 
anion radical(SAR) 등의 활성을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노니가 

함유한 proxeronine 등의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

다(Bostrom 등 2002; Xue & Warshawsky 2005). 노니 추출물의 

강력한 항산화력이 세포의 산화적 변화를 유발시키는 SAR 
및 DMBA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발암의 개시단계에서 예

방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Wang & Su 2001). 특히 xeronine
은 세포의 기능을 유지해 주고, 손상된 세포에는 재생능력을 

부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Ahmad 등 2012). 
또한 노니 추출물은 직접적으로 면역체계를 자극하여 암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항암 요법으로 쓰이

는 adriamycin(Adria), cisplatin(CDDP), 5-flourouracil(5-FU) 및 
vincristine(VCR)에서 보조제로서 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향상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irazumi & Furusawa 1999). 이러한 

결과는 암 환자에게 항암제의 복용량을 낮추거나 동일한 양

의 항암제를 복용하더라도 노니 추출물을 함께 섭취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암 환자의 건강상태 완화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된다.

4. 노니의 항균효과
노니의 항균효과는 가장 처음 밝혀진 성질로 과학적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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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Result Reference

1998
The number of E. coli O157 represents approximately 6% of the total viable anaerobic bacteria in the 
control incubations, with no added esculin (flavonid of noni), compared to 0.003% when esculin was 
added, representing a 2,000-fold decrease in the relative proportion of viable E. coli O157 cells

Duncan 등

2009 Methanolic extract of the noni exhibited inhibition against Trichophyton mentagrophytes (79.3%), while 
approximately 50% activity was recorded against Penicillium, Fusarium and Rhizopus species Jainkittivong 등

2012 Ethanolic extract of mature noni fruit against K. pneumonia (21 mm) whereas in methanolic extract of 
mature noni fruit showed maximum antifungal activity against A. flavous (19 mm) Ramesh 등

Table 4. Antibacterial effect of Morinda citrifolia L. (noni)

구가 부족한 때부터 특별한 처리과정 없이 태평양 섬에서 노

니를 보트로 장시간 운반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러한 특성

을 바탕으로 다양한 균의 증식과정을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 
Locher 등(1995)은 노니의 성분 증 aucubin, L-asperuloside 및 

alizarin 등은 병원성 균주인 Pseudomonas, Salmonella 등에 항

균 효과를 나타내었고, 각종 전염성 세균에서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Duncan 등 1998)에서는 

노니의 구성성분인 식물성 플라보노이드 중 esculin에 의해 

장 내에 존재하며, 다양한 질병의 원인균인 E. coli O157의 

생육 저해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또 다른 노니의 성분인 

E-phytol, cycloartenol, stigmasterol, beta-sitosterol, campesta-5,
7,22-trien-3-betanol 및 stigmasta-4-en-3-one 등을 포함한 각종 

ketosteroids 등이 결핵균을 사멸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

였다. 그리고 노니의 숙성과 가공 형태에 따라 함유되는 에탄

올 및 핵산 추출물의 양이 달라지는데, 이 성분 또한 결핵균

인 Mycobacterium tuberculosis의 성장을 87~95% 억제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Saludes 등 2002). Locher 등(1995)은 노니 뿌리

의 anthraquinone은 항균작용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Pseudomonas aeruginosa, Proteus morgaii, Staphylococcus 
aureus, Baciillis subtilis, Escherichia coli, Salmonella 및 Shigela
와 같은 감염성 세균을 억제하며, 노니의 항균성 물질들은 피

부염, 감기, 열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노니 

열매의 메탄올 추출물은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균인 Tricho-
phyton mentagrophytes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enicillium, Fusarium 및 Rhizopus 종의 성장도 억제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Jainkittivong 등 2009). 따라서 노화가 진행되면

서 면역계 질환의 발생 빈도가 높은데, 꾸준한 노니 추출물을 

복용한다면 체내 감염성 세균의 감염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UVB로 인한 피부손상 및 피부질환을 완화

(West 등 2009)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5. 그 외 노니의 다양한 효과
현재까지 밝혀진 노니 추출물의 기능은 진통제, 항산화, 

항암, 항염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노니 추출물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데, 이는 간 효소 활

성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급성 외인성 화학 물질에 의한 간 

손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Wang 등 2008). 
선행연구(Liu 등 1995; Seifert 등 1995; Aniya 등 2005)에서는 

carbon tetrachloride(CCl4)를 투여하여 흰쥐에서 간세포의 

손상을 유도한 후, 노니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염 작용으로 

lipid peroxides(LPO)(2.3±0.4 nmol/mg)를 중화시킴으로 간세

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노니 추

출물은 화학적으로 간 독성에 대한 천연 간 보호 영양제로써 

보충제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노니 추출물로 간 손상과 

관련된 염증 및 세포 독성 사이토카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 연구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노니 추출물은 

염증매개물질인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촉진하여 면

역세포들에서 TNF-α, interleukin-1β, IL-10, IL-12, inerferon-1
β, nitric oxide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Hirazumi 
& Furusawa 1999). 또한 면역 세포인 B-세포는 노니 추출물에 

의해 혈구 응집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니 추출

물은 면역 반응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Davis & Kuttan 2000; Joharapurkar 등 2003; Prasad 등 2006; 
Nayak & Mengi 2010).

Nayak 등(2011)은 in vitro 연구에서 노니 추출물이 인슐린

에 영향을 미쳐 혈당 조절에 관여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식물 

추출물로써 노니 추출물은 합성 약품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질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Kamiya 등(2004)
은 노니 추출물의 리그난 성분이 혈액 내 저밀도지단백질

(LDLs)의 산화를 감소시킴으로 동맥경화를 예방한다고 보고

하였으며, Wang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들에게 하

루에 29.5~188 mL의 노니주스 섭취시킨 결과, 섭취하지 않은 

실험군에 비하여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hs-CRP를 감소시

켰다고 보고하였다. 노니 추출물 중 scopoletin은 혈관을 확장

시켜 고혈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serotonin(포유동

물의 혈청, 혈소판, 뇌 등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을 

차단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ittmar A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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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Result Reference

Immunity

Gallic acid (noni extract) reduced compound 48/80-or immunoglobulin E (IgE) which induced 
histamine release from mast cells. The inhibitory effect of gallic acid(noni extract) on the histamine 
release was mediated by the modulation of cAMP and intracellular calcium

Kim 등(2006)

In-vivo studies reported oral administration of Tahitian noni juice(1 mg/mL) ad libitum for 16 days 
decreased the production of IL-4 and increased the production of IFN-γ Palu 등(2008)

Liver funtion

The MeOH extract and CHCl3-, EtOAc- from the fruits of M. citrifolia were evaluated for their 
inhibitory activity on copper-induced LDL oxidation by the thiobarbituric acid-reactive substances 
(TBARS) method. The MeOH extract and EtOAc-soluble phase showed 88 and 96% inhibition, 
respectively

Kamiya 등(2004)

Blood serum alanine aminotransferase and aspartate aminotransferase level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noni group than the placebo group. Female SD rats, pretreated with 10% placebo for 12 
days, caused sequential progressive hepatotoxic lesions over a 24 h period, while a protective effect 
from 10% noni juice pretreatment was observed

Wang 등(2008)

Both the groups(treated with M. citrifolia juice (2 mL/kg, twice a day) and diabetic standard with 
hypoglycemic drug, glibenclamide orally for 20 days) exhibit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blood 
glucose level of 150±15.88 mg/dL and 125±3.89 mg/dL, respectively, as compared to diabetic 
untreated with FBS=360.0±15.81 mg/dL

Nayak 등(2011)

Table 5. Biological function of Morinda citrifolia L. (noni)

따라서 노니는 천연생리 활성 물질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연구되고 있으며, in vivo와 in vitro 실험을 통해 노니 추출물

이 체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더 진행되어야 된다고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노니의 기능과 역할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정리하여 알아보

고, 인체 내에서 노니의 다양한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영양학

적으로 노니와 질병 관련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자 총설을 작성하였다. 위의 총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니 

추출물은 체내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 입증된 기능

적 특성은 여러 질병의 통제와 관련이 있다. 노니에 함유된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단백질 및 다양한 종류의 알칼로

이드 성분(proxeronine, scopoletin, octoanoic acid, terpenoids, 
alkaloids, anthraquinones, nordamnacanthal, morindone, rubiadin, 
β-sitosterol, flavone glycosides, linoleic acid, acubin, L-asperuloside, 
caproic acid, caprylic acid, ursolic acid, rutin 등)은 항염, 통증 

완화, 항산화, 항암,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항종양

제, 항돌연변이성 항암제, 진통제 및 면역 강화효과, 간세포 

보호 등에 도움을 주며,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과 효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요인

들로 인하여 건강을 위협받는 이 시점에서 노니 추출물은 천

연물질로써 합성화합물보다 더 안전한 식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노니 추출물이 천연물이라는 장점을 적극 활용

하여 앞으로 관련된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되어야 하며, 노니 

추출물은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과학적 및 영양학적으로 다

양한 면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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