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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recognized that Perilla frutescens L. (PfL) are useful for various diseases, including allergic disorders. To 
evaluate whether the PfL extract have potential in alleviating oxidant and inflammatory process, some in vitro 
antioxidant assays and in vivo DNFB-induced atopic assay were investigated. Extracts of PfL have potent anti-oxidant 
activity by DPPH or FRAP assay. By treatment of high temperature / high pressure extraction process of PfL 
seed, the activity was increased. Using a mouse animal model, we found that PfL extract reduces ear thickness 
and epithelial thickening and infiltration of immune cells inhibition. Collectively, the present results suggest that 
PfL can be used as an antioxidant and/or anti-inflammatory biomaterial, that should be proved to evaluate on mechanistic 
study and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

Key words：Perilla frutescens L., anti-oxidant, anti-inflammation, atopy mouse model

서 론
1)

자소는 중국이 원산지이며, 차조기 또는 소엽(蘇葉)이라

고도 한다. 자소는 뛰어난 효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항산화 효과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소의

luteolin이 reactive oxygen species에 의한 신경세포의 손상

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노인성 질환인

Parkinson's disease, Alzheimer's disease 질환에 이용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1). 자소씨의 오일 또한 불포화지방산

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reactive oxygen species에 의한 뇌신

경세포의 손상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자소의 항산

화 활성은 이를 섭취한 연구에서 잘 나타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10일간 자소를 섭취한 실험군에서 혈액 내 leutin

과 beta-carotene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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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자소의 또 다른 효능으로 염증억제 활성을 열거할 수

있다. RAW264.7 세포주(mouse macrophage cell line)에서

LPS에 의해 유도된 NO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염증을 유도하는 IFN-beta-STAT1 경로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자소는 또한 염증과 관련한 알레르기

성 비염(allergic rhinitis)에 항히스타민제보다 우수한 효과

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5), 이러한 자소 계열의 식물이

로즈마릭산(romarinic acid)을 다수 함유하고 있어, 이를 이

용하여 마우스 천식모델에서의 확인 결과 항알러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자소는 항산화 및 염증 이외

에도 항암활성(7), 항균활성(8), 식균작용 증가(9) 등이 알려

져 있다.

본 연구는 자소의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한

아토피 활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많은 물질들이 항염증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0,11),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자소의 항아토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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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가 미진하여 본 실험을 수행하게 되었다.

재료 및 방법

시 료

실험에 사용된 자소는 송광매원에서 제공 받은 것으로

자소와 자소씨를 분리하여 추출과정을 거쳤다. 항산화 활

성 실험을 위하여 자소와 자소씨를 각각 DW, 50% Ethanol

에 상온에서 24시간 추출과정을 거쳤으며, DW 추출물의

경우 자소와 자소씨를 121℃, 1.5 기압에서 15분간 추출

과정을 거쳤다. 자소 추출원액(original)은 자소 원액을 실험

에 사용하였으며, 용매는 시료와 용액의 비율을 1:1로 설정

하여 추출과정을 거쳤다.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assay

각 추출물의 시료에 0.2 mM DPPH (1,1-Diphenyl-2-

picrylhydrazyl)를 자소 및 자소씨 추출물과 DPPH solution

을 1/20의 비율로 해서 실온서 10분간 incubation한 후 517

nm (Victor3, Perkin Elmer)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radical 소거활성 비율 (% inhibition)은 아래와 같이

계산 하였다 (12).

  


×

(A : Absorbance O. D 517 nm)

Ferric ion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assay

FRAP 활성실험의 반응액으로 acetate buffer (pH 3.6, 300

mM) : 10 mM의 TPTZ (2,4,6-tripyridyl-s- triazine) : 20 mM

의 FeCl3·6H2O를 10:1:1의 비율로 혼합하여 실험직전에 만

들었다. 반응액과 추출물을 각각의 비율로 혼합 한 후 10분

간 상온에서 보관 후 5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13).

마우스 동물모델을 이용한 항알러지 실험

마우스 동물모델을 이용한 알러지실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알러지의 대표적인 실험방법은 알러지성 피부

염 모델이므로 이를 적용하였다. 면역반응 유도물질은

DNFB (dinitrofluorobenzene)를 처리하여 마우스의 귀에 염

증반응을 유도한 다음, 자소 추출물을 처리하여 귀에서의

염증반응(inflammation)의 완화 정도를 확인하였다. 마우스

는 샘타코(주)에서 5주령의 C57BL/6 수컷을 구입하여 사육

장 내에서 약 일주일간 순화과정을 거쳤다. 실험 0일째

0.5% DNFB 50 μL를 복강에 감작 한 후, 일주일 후 1일

간격으로 3회 0.2% DNFB를 마우스의 귀에 처리하여 알러

지를 유도하였다. 송광매원에서 제공받은 자소 추출물 20

μL를 실험진행 후 10일부터 15일까지 6회 매일 간격으로

마우스의 귀에 처리하였다. 이후 육안으로 DNFB 만을 처리

한 군의 손상정도를 확인 한 다음, 사진 촬영 후 마우스

귀를 절취한 다음 10% formalin을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고정 이후 수세, 탈수, 파라핀 고정 등을 거쳐 약 6~7 μm의

두께로 파라핀 절편을 만들었다. 절편은 파라핀을 제거한

후 Hematoxyline (H), eosin (E)을 이용하여 HE 이중염색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10).

통계처리

각 실험에 이용된 그룹 간 통계처리결과는 엑셀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SD (standard deviation) 값을 산정하여 error

bar로 표시하였으며, student t-test의 검정에 값으로 p < 0.05

수준의 값을 산정하였다(14).

결과 및 고찰

자소의 항산화 활성 효과

자소 추출물을 이용하여 DPPH 항산화 활성을 알아보았

다. 실험 결과 자소 DW 추출물, 자소 추출물, 자소 고온/고

압 추출물, 자소 50% 에탄올 추출물, 자소씨 고온/고압 추출

물에서 각각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반면 자소씨 50% 에탄올 추출물, 자소씨 DW 추출물에

서는 상대적으로 활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추

출물에서 농도에 따른 항산화 활성의 증가를 알 수 있었다.

씨의 경우 또한 일반 자소 추출물과 같이 농도에 따른 항산

화 활성의 증가를 알 수 있었지만, 자소잎 추출물에 비해서

는 활성이 사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자소씨 DW 추출물의 경우 상온에서의 추출방법으로

는 높은 항산화 활성이 나타나지 않으나, 고온/고압의 추출

방법을 사용한 경우 항산화 활성이 강력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자소씨 추출물이 오일 성분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 고온/고압 하에서 추출물로 용출되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자소 추출물의 고농도에서 항산화

활성이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실험자체의 특성에 의한 것으

로 시료의 색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Fig. 1).

FRAP을 이용한 항산화 활성 결과, 자소 DW 추출물,

자소 추출물, 자소 고온/고압 추출물, 자소 50% 에탄올 추출

물, 자소씨 HI 추출물에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자소씨 50% 에탄올 추출물, 자소씨

DW 추출물에서는 상대적으로 활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모든 추출물에서 농도에 따른 항산화 활성의 증가를

알 수 있었다. DPPH 활성과 마찬가지로 자소씨 DW 추출물

의 경우 실온의 추출방법으로는 높은 항산화 활성이 나타나

지 않으나, 고온/고압의 추출방법을 사용한 경우 항산화

활성이 강력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2). 자소시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이 추출 방법에 따라 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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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Electron donation activity of Perilla frutescens L. (PfL)
extracts by DPPH assay (A, Pf extracts; B, Pf seed extracts). Data
are denoted as means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화 활성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향후 자소씨의

이용에 있어 추출방법에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기대된다.

자소의 물과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한 항산화 활성 결과,

물 추출물에 비해 에탄올 추출물에서 보다 높은 항산화

활성을 확인 하였으며, ethyl acetate 분획물에서 더욱 높은

활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15). 본 연구에서는 자소 추출물

의 활성이 DW, 50% 에탄올에 다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지만 DW 추출물의 추출 환경에 다른 차이, 즉고온/고압으

로 추출한 것이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씨 추출물의 경우 더욱 큰 차이를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시료가 가지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토피 억제활성

자소 추출물을 이용하여 항아토피 활성을 마우스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0.2 % DNFB를

처리한 군은 무처리군에 비해 귀의 손상이 크게 나타나며,

과도한 주름의 형성과 함께 두께 또한 크게 증가하는 것을

A

B

Fig. 2.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Perilla frutescens L. (PfL)
extracts by FRAP assay (A, Pf extracts; B, Pf seed extracts). Data
are denoted as means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알 수 있었다. 반면 DNFB를 이용하여 아토피를 유도 한

후 자소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 귀의 손상정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귀의형태또한무처리

군과 비교하여서는 다소 손상이 있었으나, 아토피 유도군

에 비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3).

아토피 유도에 의한 귀의 두께변화를 알아본 결과, 무처

리군에 비해 DNFB를 처리하여 아토피를 유발한 경우 약

4배의 귀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

면, 자소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 약 3배 정도 증가에 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약 30% 정도 두께의 감소를 나타

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귀 상피의 경우, 아토피를 유도한

군은 약 4배의 두께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자소

추출물을 처리한 군은 약 2.5배증가하는 것에 그쳐 약 50%

정도 귀 상피 두께 증가를 완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DNFB는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를

이용하여 귀에 자가면역반응의 일종인 아토피를 유도한

후 자소추출물의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역반응이 유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제17권 제5호 (2010)760

Fig. 3. Perilla frutescens L. (PfL) seed extract inhibits the dermatitis
in mouse atopic models (photography a, d and g; HE staining at
x100 b, e and h; HE staining at x400 c, f and i).

도되면 그 부위로 면역세포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면역

반응의 유도정도 및 이로 인한 손상정도에 따라 면역세포의

집중현상이 일어나므로 이를 H-E (Hematoxyline-Eosin)염

색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다. 염증을 유도하지 않는 무처리

군에서는 염증을 유도하는 세포들이 거의 관찰되지 않지

만, DNFB를 처리하여 염증을 유도한 경우 많은 수의 염증

세포들이 관찰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여기에 자소추

출물을 처리한 결과 면역세포의 수가 약 45%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백혈구의 일종인 eosinophil의 경우,

DNFB에 의해 아토피가 유도된 군에 비해 약 65%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Fig. 4).

자가면역질환은 면역계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면역과민반응의 일종이다. 이는 T-세포에 의해 유도된다고

A B C D

Fig. 4. Inhibition effects of Perilla frutescens L. (PfL) seed extract on ear thickness (A), ear epidermis thickness (B), total cell counting
(C) and eosinophil counting (D) in DNFB-induced atopic models. *P < 0.05 compared with only DNFB-induced group.

알려져 있는데, 영유아나 면역체계에 방어능력이 미약한

노령자에 대표적인 질환이 천식과 아토피이다(16). 이중

T-세포는 Th1과 Th2 세포로 분화를 하는데 정상인 경우

이 두 세포가 밸런스를 이루지만 천식환자들의 경우 Th2

세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17), 자소잎 추출물은 이러한

자가면역반응을 유도하는 Th2 세포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8). 아토피는 천식과 함께 대표적인 자가면역질

환으로 Th2 세포에 의해 유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 마우스 동물실험에서 자소 추출물에 의한 아토

피 억제 활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자소는 항산화와 항염증

이외에 항암(7), 우울증(19,20) 등의 여러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가공방법을 이용한 질환

예방소재 및 기능성 식품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리라 사료

된다.

요 약

자소는 여러 질환을 치료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는 자소 추출물을 이용하여 항산화 활성 및 항염증

활성을 알아보았다. 자소 추출물을 이용한 DPPH, FRAP

실험 결과, 농도에 따른 항산화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소자 추출물의 경우 고온/고압 추출시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우스 동물모델을 이용한 항아토피

활성 결과 귀와 상피의 비후를 감소시키고, 면역세포의

침투현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자

소는 항산화 및 염증완화 소재로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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