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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otective effects of methanolic extract from perilla (Perilla
frutescens Britt var. japonica) leaves (PLME) on oxidative injury from hydrogen peroxide (H2O2) in human
HaCaT keratinoctyes. Cells were co-incub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0～200 μg/mL) of PLME for 24
hr, and then exposed to H2O2 (500 μM) for 4 hr. H2O2 significantly decreased cell viability (p<0.05). However,
PLME provided protection from H2O2-induced HaCaT cell oxidation in a dose-dependent manner. To further
investigate the protective effects of PLME on H2O2-induced oxidative stress in HaCaT cells, the cellular levels
of lipid peroxidation, and antioxidant enzymes (including superoxide dismutase (SOD), glutathione peroxidase
(GSH-px) and catalase (CAT)) were measured. PLME decreased cellular levels of lipid peroxidation, and also
increased the activities of antioxidant enzymes. In addition,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PLME were also de-
termined by DPPH and hydroxyl (․OH) radical scavenging assay, and major antioxidant compounds of PLME
were measured by colorimetric methods. DPPH and ․O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PLME increased in
a dose dependent manner and was similar to the DPPH scavenging activity of ascorbic acid at 50 μg/mL; however
PLME activities were stronger than ascorbic acid (50 μg/mL) in the ․OH scavenging assay. The amounts of
antioxidant compounds, including total polyphenolics, total flavonoids, and total ascorbic acid from PLME were
52.2±1.1 mg gallic acid (GAE)/g, 33.7±4.7 mg rutin (RUE)/g, and 17.0±0.5 mg ascorbic acid (AA)/g, resp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PLME has a strong free radical-scavenging activity and a protective effect against
H2O2-induced oxidative stress in the keratinoc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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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체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표피에 있는 각질세포(keratinocytes)는 외부 자극(화

학적 및 물리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체온 조절, 보습

유지 등의 작용을 한다. 하지만 각질세포는 이런 외부 자극

에 의해 세포내에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를 일으

킨다. 산화적 스트레스와 reactive oxygen species(ROS)는

다양한 기전을 통하여 암, 염증, 심장질환, 당뇨병, 비만 및

노화 등의 여러 가지 질병의 발생과 진행에 관여한다(1,2).

과산화수소는 직접적으로 피부 각질 세포 내에서 산화적 스

트레스를 유발하며(3), 과량의 ROS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인

불포화지방산을 공격하여 지질과산화물질인 malondialde-

hyde(MDA)를 생성한다. 세포 내에 많은 MDA가 축적되면

세포막에서 교차결합, 중합 및 변성이 일어나 이온 수송, 효

소 활성 및 세포 표면의 부착상태를 변성시키며 DNA의 염기

와 반응하여 돌연변이성 병변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4).

들깻(Perilla frutescens Britt var. japonica) 잎은 경남

밀양 등이 주요 산지이며, 한국인이 즐겨 먹는 채소로 다양

한 비타민(A, B2 및 C)이 풍부하고 K, P, Ca, Mg 등 미네랄과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5,6). 들깻잎에 관한 연구

결과에는 DPPH free radical(7), peroxynitrite(8) 소거효과

와 지질과산화 억제효과(9), HMG-CoA 환원효소 및 angio-

tensin converting 효소와 nitric oxide 합성 효소의 저해효과

(7,8)가 보고되었고 항균(10), 암세포의 증식억제효과(10-

12), 항피부종양(13), 항염증(14), 항산화(15,16) 및 항돌연변

이(15), 항바이러스(17) 등의 효과가 관찰되었다. 들깻잎의

대표적인 생리활성 성분으로는 rosmarinic acid(18), luteo-

lin(19), lignan(20) 및 phytol과 eicosatrienoic acid(15) 등이

보고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과거 연구에서 들깻잎의 항산화 효능에 대한

다양한 보고가 있어 왔으나 들깻잎의 피부미용에 대한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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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부의 전반적 노화의 억제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들깻잎 메탄올추출물의 피부각질

세포 보호작용 및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체 피부

각질세포인 HaCaT 세포에서 과산화수소(H2O2)로 유발된

산화적 스트레스의 감소효과를 측정하였다. 세포의 지질과

산화물질인 MDA의 생성 억제효과를 관찰하고, 세포내에

항산화 효소(SOD, CAT 및 GSH-px)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들깻잎 메탄올추출물의 DPPH 및․OH free radical 소

거효과, 항산화 작용의 중요한 성분인 총 폴리페놀, 총 플라

보노이드와 아스코르브산 함량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의 추출

본 실험에서 사용한 들깻잎은 경상남도 밀양 농수산물 시

장에서 신선한 상태로 구입하여 실험하였다. 동결건조 된

들깻잎 10 g에 메탄올 200 mL를 가하여 24시간 동안 교반하

고, 이를 3회 반복한 후 filter paper(Roshi Kaisha, Ltd.,

Tokyo, Japan)로 여과한 다음, 감압농축기(EYELA, Tokyo

Rikakikai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45
o
C에서 감압농

축 하여 메탄올추출물을 얻었다(15). 농축된 들깻잎 메탄올

추출물(PLME)을 dimethyl sulfoxide(DMSO)에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

실험에 사용된 세포주는 인체 유래 피부 keratinocyte인

HaCaT 세포주(조선대학교 단백질소재연구센터에서 제공

받음)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DMEM, Gibco

BRL, Paisley, UK)에 10%(v/v) fetal bovine serum(FBS,

Gibco BRL)과 항생제를 첨가한 후 37
o
C, 5% CO2의 배양기

(Model 3154, Forma Scientific Inc, Marietta, OH, USA)에

서 배양하였다. 세포는 T75 세포 배양용 flask(Nunc, Ro-

chester, NY, USA)의 80% 정도 자랐을 때 세포의 탈착을

위하여 PBS로 가볍게 세척한 다음, 0.05% typsin-0.02%

EDTA(Gibco BRL)를 처리한 후, 37oC에서 5분간 방치한 후

세포를 채집하였다. 계대 배양은 2～3일에 한 번씩 시행하였

다.

세포 생존율 측정

들깻잎 추출물이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2H-tet-

razolium bromide(MTT) assay(21)를 수행하였다. 96 well

plate(Nunc)에 1×104 cell/mL의 농도로 HaCaT 세포를 분

주하여 배양기(37oC, 5% CO2)에서 24시간 동안 pre-in-

cubation시킨 후 농도별로 추출물을 처리하여 24시간 배양

하였다. 그 후 MTT시약을 처리하여 MTT가 생존 세포의

효소 작용에 의해 환원되도록 4시간 배양한 후 배양액을 제

거하고 각 well에 생성된 formazan 결정에 DMSO를 첨가하

여 녹인 다음 microplate reader(Model 680, Bio-Rad, Her-

cules, CA, USA)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손상 보호효과 측정

산화적 스트레스 요인에 의한 세포 손상 보호효과는 MTT

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HaCaT 세포를 96 well

plate에 1×104 cell/mL 분주한 후, 배양기(37
o
C, 5% CO2)에

서 24시간 동안 방치하여 세포를 부착시켰다. 세포가 부착된

후 농도별로 PLME를 처리하고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방

치하였다. 24시간 배양이 끝난 후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

기 위해 세포 생존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500

μM의 과산화수소를 처리하고 배양기에서 4시간 동안 방치

하였다. 배양이 끝난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각 well에 생성된

formazan 결정에 DMSO를 첨가하여 녹인 다음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지질과산화 측정

지질과산화물 생성 정도는 세포에 PLME를 처리한 후 24

시간 배양시킨 다음, 과산화수소(500 μM)를 처리하여 4시간

방치하고 세포 배양액을 제거한 후 0.1 M의 PBS(pH 7.4)로

3번 세척하여 세포를 모아 sonication한 다음, 4oC, 10,000

rpm에서 약 1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세포 상층액에 25%

trichloroacetic acid(TCA) 1 mL와 0.67% thiobarbituric

acid(TBA) 1 mL를 첨가하여 95oC에서 30분간 가열하였다.

그 후 n-butanol 4 mL를 첨가하여 섞은 후 3,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지질과산화물은 MDA의 양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

다(22).

항산화 효소 측정

세포내에 항산화 효소는 superoxide dismutase(SOD),

catalase(CAT) 및 glutathione peroxidase(GSH-px)의 활성

을 측정하였다. 세포에 농도별로 PLME를 처리하고 24시간

배양시킨 다음, 500 μM의 과산화수소를 처리하여 4시간 방

치하고, 세포 배양액을 제거한 후 0.1 M의 PBS(pH 7.4)로

3번 세척하여 세포를 모아 sonication한 다음에 4oC, 10,000

rpm에서 약 1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Bio-Rad protein as-

say kit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세포내 단백질의 함량을

측정하고, 세포 상등액을 이용하여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SOD는 pyrogallol의 자동 산화율이 억제되는 양을 측정

하는 Marklund와 Marklund(23)의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50 mM PBS(pH 8.2) 8.7 mL에 세포 상등액을 넣은 후 0.3

mL의 3 mM pryogallol 용액을 첨가하여 UV/VIS spectro-

photometer(UV-2401PC, Shimadzu, Kyoto, Japan)를 이용

해 3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효소활성의 1 unit는

반응액 중의 pryogallol의 산화를 50% 억제하는 효소의 양으

로 계산하였다. CAT 활성도의 측정은 과산화수소를 기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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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perilla leaves methanolic extract (PLME)
on cell viability of human HaCaT keratinocytes in vitro.
a-eMea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e present
data were expressed mean±SD.

사용하여 spectrophotometer로 240 nm 파장에서 과산화수

소가 환원되어 감소하는 흡광도로써 효소 활성을 측정하는

Nelson과 Kiesow(24)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효소 활

성도의 단위는 1분간에 1 mg의 단백질이 반응하여 환원시

킨 과산화수소를 nmol로 나타내었다. GSH-px 활성도는

Lawrence와 Burk(25)의 방법에 따라 340 nm에서 NADPH

의 산화로 인한 흡광도 감소율로 측정하였다. GSH-px 활성

1 unit은 1분당 1 unit의 NADPH가 산화되는 효소의 양으로

나타내었다.

항산화 효과 측정

DPPH free radical 소거 효과는 Blois(26)의 방법을 응용

하여 실행하였다. DPPH는 150 μM의 농도로 메탄올에 녹여

사용하였으며, DPPH 용액 100 μL에 여러 농도의 시료 100

μL를 각각 혼합하여 암소에서 30분 반응시킨 후에 517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Hydroxyl free radical(․OH) 소거 효과는 Chung 등(27)

의 방법에 따라 10 mM FeSO4-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disodium salt(EDTA)에 10 mM의 2-deoxyribose와 여

러 농도의 시료용액을 혼합한 다음, 10 mM의 H2O2를 첨가

하여 Fenton 반응에 따라 37oC에서 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 혼합액에 2.8% TCA 1.0 mL와 1.0 mL의 1.0% TBA 용액

을 첨가하여 100
o
C water bath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다음

냉각시킨 후 532 nm에서 UV/VIS spectrophotometer를 사

용하여 홉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시료의 메탄올추출물 g당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

Ciocalteu 시약(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8). 추출물 희석액 0.1 mL에 2%

Na2CO3용액을 2 mL 첨가하고 3분 후 Folin-Ciocalteu 시약

0.1 mL를 혼합하고, 30분 동안 방치 후 750 nm에서 UV/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폴

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GAE)(Sigma-Aldrich Co.)를 표

준물질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후 gallic acid 기준으로 환

산하여 mg GAE/g 단위로 나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료의 메탄올추출물 g당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dieth-

ylene glycol 비색법(29)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추출물 희

석액 0.2 mL에 diethylene glycol 2 mL, 1 N NaOH 0.2 mL를

첨가하여, 37oC의 water bath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UV/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Rutin(RUN)(Sigma-Aldrich Co.)을 표준

물질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후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rutin 기준으로 환산하여 mg RUN/g 단위로 나타내었다.

아스코르브산 함량

시료의 메탄올추출물 g당 아스코르브산 함량은 2,6-di-

chlorophenolindophenol(DCPIP) 비색법(30)을 이용하여 정

량하였다. 추출물 0.05 g에 1% metaphosphoric acid 용액을

10 mL 첨가하고 1시간 교반 후 여과하였다. 1 mL 여과액에

9 mL의 DCPIP를 혼합하고, 30분 후 515 nm에서 UV/ 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s-

corbic acid(AA)(Sigma-Aldrich Co.)를 표준물질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후 아스코르브산 함량을 ascorbic acid 기

준으로 환산하여 mg AA/g 단위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대조군과 각 시료로부터 얻은 실험 결과들의 유의성을 검

정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행한 후 p<0.05 수준

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 평균(mean)±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표시

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tatistic Analysis System(v9.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세포독성

인체 유래 정상 피부각질세포 HaCaT는 피부 재생, 미백

과 관련된 많은 실험에서 사용되고 있다(31). HaCaT 세포의

세포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PLME를 농도

별로 처리하고, 24시간 배양한 후에 MTT assay 방법으로

세포의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PLME는 50 μg/mL부터 200

μg/mL까지 약 90% 이상의 HaCaT 세포 생존율을 유지하였

으며, 30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HaCaT 세포에 대해

독성 효과를 나타냈다(p<0.05)(Fig. 1). 이상의 결과로 보아

적당한 농도(50～200 μg/mL)의 PLME는 HaCaT 세포에 대

해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따라서 다음에 진행된 실험에

서는 50 μg/mL부터 200 μg/mL까지의 PLME를 사용하였다.

세포 생존율

H2O2는 심근세포, 연골세포, 피부 섬유아세포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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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tective effect of perilla leaves methanolic extract
(PLME) against oxidative stress induced by hydrogen per-
oxide (H2O2) in HaCaT keratinocytes.

a-e
Mean values with dif-

ferent letters on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
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e present data were
expressed mean±SD.

Table 1. Effects of perilla leaves methanolic extract (PLME) on antioxidant enzyme activities in peroxide hydrogen (H2O2)
treated HaCaT keratinocytes

Normal
H2O2 (500 μM)＋PLME (μg/mL)

0 50 100 150 200

SOD (unit/mg protein)
GSH-px (unit/mg protein)
CAT (umole/mg protein/min)

21.3±0.3a
5.6±0.5a
5.1±0.3a

7.8±0.7e
2.1±0.3d
1.4±0.2d

11.1±0.1d
2.5±0.1d
1.6±0.1d

12.7±0.6c
3.0±0.3c
2.1±0.4c

13.8±0.5b
3.5±0.3bc
2.5±0.1c

14.3±1.0b
3.9±0.5b
3.1±0.1b

Mea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a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ll data were expressed mean±SD. SOD, superoxide dismutase; GSH-px, glutathione peroxidase; CAT, catal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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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perilla leaves methanolic extract (PLME)
on lipid peroxidation in HaCaT keratinocytes exposed to hy-
drogen peroxide (H2O2).

a-e
Mea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e present data were expressed
mean±SD. MDA: malonadehyde.

세포들의 세포자살을 유도한다(32). H2O2에 의한 세포 독성

이 PLME 처리에 의해 감소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MTT

assay 방법으로 정상군과 H2O2 처리군, 그리고 H2O2 처리와

함께 PLME를 농도별로 처리한 군을 비교하였다. PLME를

24시간 동안 HaCaT세포에 처리한 후 500 μM의 H2O2를 4시

간 동안 처리하였다. HaCaT세포에 H2O2(500 μM)를 처리한

군에서는 세포 생존율이 49%로 정상군에 비해 세포손상이

유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그러나 PLME를

세포에 농도별로 처리하였을 경우 H2O2 처리군에 비해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생존율이 증가하였다(p<0.05). 특히 200 μg/

mL에서 81%로 정상군에 가까운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어

H2O2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로 유발된 세포 손상에 대한

PLME의 보호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세포내 지질과산화물의 함량

지질과산화물은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의

증거로 지질과산화의 반응생성물인 MDA를 tr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TBARS)법으로 측정하여 PLME

의 산화적 스트레스로 유발된 지질과산화 억제 효과를 확인

하였다. HaCaT세포에 농도별로 PLME를 전처리한 후

H2O2(500 μM)로 산화스트레스를 유도한 다음 지질과산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PLME의 지질과산화 억제 효과를 검

토하였다. 정상군의 MDA 생성량은 0.63±0.07 nM/mg pro-
tein인데 비하여 H2O2처리군은 1.36±0.03 nM/mg protein으
로 나타나 정상군에 비해 2.2배 이상 높았다. 불포화지방산,

특히 세포막내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인지질은 free radical

의 공격에 의하여 과산화되고 세포막이 파괴되면서 과산화

물질이 증가된다. 불포화지방산이 과산화되면 hydroperox-

ide가 많이 생성된다. MDA는 hydroperoxide의 중요한 분해

산물로서 MDA의 측정이 lipid peroxidation의 중요한 bio-

marker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HaCaT세포에

농도별로 PLME를 전처리한 후 H2O2(500 μM)를 처리하였

을 때 H2O2 처리군에 비해 유의적(p<0.05)으로 감소하여 세

포손상에 의한 지질과산화물 생성이 PLME 처리에 의해 억

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Fig. 3). 또한 Lee 등(15)의 연구

결과에서는 PLME은 in vitro에서 H2O2와 FeSO4로 유발된

ICR 마우스의 간 조직에서 MDA의 생성 억제 효과를 가진

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깻잎은 항산화효과를 나타내므로

산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퇴행성 질병의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세포내 항산화효소 활성

500 μM의 H2O2으로 처리한 HaCaT세포에서 PLME가 항

산화효소 SOD, CAT 및 GSH-px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HaCaT세포에 500 μM H2O2를 처리

하였을 때 SOD, CAT와 GSH-px의 활성이 현저히 감소되

었다. SOD는 항산화 방어체계의 첫 번째 단계에서 독성이

강한 O2
-
를 H2O2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이며,

정상군의 SOD 활성은 21.3±0.3 unit/mg protein, H2O2 처리

군은 7.8±0.7 unit/mg protein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L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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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per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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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 letters on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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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ydroxyl (⦁O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perilla
leaves methanolic extract (PLME). a-cMean values with differ-
ent letters on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
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e present data were ex-
pressed mean±SD. AA: ascorbic acid.

를 농도별로 처리한 결과, 50 μg/mL에서 11.1±0.1 unit/mg
protein 수준으로 SOD 활성이 회복되었으며, 농도가 100,

150, 200으로 증가됨에 따라 H2O2 처리군과 대조하여 그 활

성의 회복 정도가 농도 의존적이면서 유의적(p<0.05)으로

증가되었다. GSH-px는 H2O2와 환원형 glutathione으로부

터 산화형 glutathione과 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촉매시켜 생

물체내의 과산화적 손상을 방지하는데, 정상군의 GSH-px

활성은 5.6±0.5 unit/mg protein, H2O2 처리군은 2.1±0.3
unit/mg protein으로 나타난 반면, PLME를 농도별로 처리

한 실험군의 경우 100 μg/mL에서 3.0±0.3 unit/mg protein
수준으로 GSH-px 활성이 회복되었으며 150 μg/mL와 200

μg/mL 처리군에서는 그 회복 정도가 농도 의존적이면서 유

의적(p<0.05)으로 증가하였다. 50 μg/mL 처리군 역시 2.5± 
0.1 unit/mg protein으로 나타나 H2O2 처리군에 비해 증가하

는 양상을 보였다. CAT는 SOD로 인해 생성된 H2O2를 물과

산소로 전환하는 작용을 촉매하는데, 정상군의 CAT활성은

5.1±0.3 μmole/mg protein/min이었으며, H2O2 처리군은

1.4±0.2 μmole/mg protein/min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100 μg/mL에서 2.1±0.4 μmole/mg protein/min 수준으로

CAT 활성이 회복되었으며 150 μg/mL와 200 μg/mL 처리군

에서 그 회복 정도가 농도 의존적이면서 유의적(p<0.05)으

로 증가하였다. 50 μg/mL의 PLME 처리군에서도 1.6±0.1
μmole/mg protein/min 수준으로 H2O2 처리군에 비해 증가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aCaT세포에 H2O2를 처리

하였을 때 SOD, CAT 및 GSH-px 등 항산화 효소들의 활성

이 떨어졌으나 PLME를 동시에 처리하였을 때에는 모든 항

산화 효소의 활성이 회복되어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발된 세

포의 손상이 완화되었다.

DPPH 및 hydroxyl( OH) radical 소거 효과

DPPH는 짙은 자주색을 나타내며, 그 자체가 질소 중심의

radical로 radical전자의 비편재화에 의해 안정한 구조의

radical로 존재한다(33). DPPH radical 소거 능력은 식물 추

출물과 식품의 항산화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 방법으로써

PLME의 측정 결과는 Fig. 4와 같다. PLME는 농도 의존적

으로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이 증가함이 관찰되었다. 특

히 천연 항산화제인 아스코르브산(50 μg/mL)은 DPPH rad-

ical 소거능이 약 60%로 나타났는데, PLME(50～200 μg/

mL)는 아스코르브산(50 μg/mL)과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

이는 DPPH radical 소거능에 대한 Chou 등(34)의 연구 결과

와 비슷하다.

또한 hydroxyl radical은 활성산소 중에서 화학적으로 반

응성이 가장 크며, 이 hydroxyl radical은 세포막 분해, 단백

질 분해, 지방산화, DNA 손상, DNA 손상으로 유발된 돌연

변이 등을 일으켜 세포의 정상기능을 파괴시키고 세포 사멸

을 초래하게 된다. PLME의 OH radical 소거 능력 측정

결과는 Fig. 5와 같다. 특히 50 μg/mL 이상 농도에서 PLME

의 OH radical 소거 능력은 50 μg/mL의 천연 항산화제인

아스코르브산의 OH radical 소거능(34%)과 비교하였을 때

높게 나타났다.

총 폴리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및 아스코르브산 함량

폴리페놀물질은 식물체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산

물로 한 분자 내에 2개 이상의 phenolic hydroxyl(OH)기를

가지고 있으며 항산화, 항균, 항암, 항당뇨 및 심장질환 예방

효과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다(35,36). 플라보노이드

는 식물에 널리 분포하는 노란색 계통의 색소로 페닐기 2개

가 C3 사슬을 매개하여 결합한 탄소골격구조로 되어 있고,

항균, 항암, 항바이러스, 항염증 및 항알레르기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체 내에서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7). 아스코르브산 또한 우수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 PLME가 함유하고 있는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류, 플라보노이드류, 아스코르브산의 함량을 측정

한 결과, 총 페놀류 화합물은 52.2±1.1 mg GAE/g, 총 플라

보노이드 화합물은 33.7±4.7 mg RUE/g, 아스코르브산의

함량은 17.0±0.5 mg AA/g으로 나타났다(Table 2). 이는

Kim 등(38)과 Meng 등(39)의 연구에서 보고한 총 폴리페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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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otal polyphenlics, total flavonoid and ascorbic acid
contents of perilla leaves methanolic extract (PLME)

Sample

Antioxidant compounds

Total phenolics
(mg GAE/g)

Total flavonid
(mg RUE/g)

Ascorbic acid
(mg AA/g)

PLME 52.2±1.1 33.7±4.7 17.0±0.5
All data were expressed mean±SD. GAE, gallic acid; RUE,
rutin; AA, ascorbic acid.

류 함량(38.0±6.7～54.8±2.1 mg/g)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

고, Kim 등(38)의 결과(38.0±6.7 mg/g)와 비교하였을 때 총

폴리페놀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산 들깻잎은

중국산 들깻잎과 비교하였을 때 총 폴리페놀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34,39). 총 플라보노이드류의 측정 결과는 Chou 등

(34)과 Meng 등(39)의 연구 결과(29.2±3.3 mg/g)와 비슷하

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항산화물질(폴리페놀류, 플라보

노이드류, 아스코르브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들깻잎을 이

용하여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등 많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들깻잎 메탄올추출물(PLME)이 가지는 산화적 스트레스

개선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H2O2으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

레스에 대한 HaCaT 피부 각질세포의 보호효과를 조사하였

다. 또한 PLME의 항산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DPPH,

hydroxyl free radical 소거능 및 총 항산화물질(페놀류, 플라

보노이드류 및 아스코르브산) 함량을 조사하였다. H2O2(500

μM)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발된 HaCaT세포에 PLME

를 처리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의 생존율이 증가하였

고, 세포 지질과산화물질 MDA의 생성효과는 PLME 처리

에 의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H2O2

로 인하여 세포내 항산화효소인 SOD, GSH-px와 CAT 등

의 활성이 감소된 HaCaT세포에 PLME를 처리했을 때, 이

들 효소의 활성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되었다. PLME의

DPPH와 hydroxyl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농도 의존

적으로 radical 소거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50 μg/mL

이상 농도의 PLME의 DPPH 소거능은 60%의 저해율을 나

타낸 천연항산화제인 아스코르브산(50 μg/mL)과 유사한 효

과를 보였고, OH radical 소거능은 아스코르브산(50 μg/

mL)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PLME가 함유하고 있

는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류, 플라보노이드류, 아스코르브

산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총 페놀류화합물은 52.2±1.1 mg
GAE/g, 총 플라보노이드화합물은 33.7±4.7 mg RUE/g, 아

스코르브산의 함량은 17.0±0.5 mg AA/g으로 나타났다.

HaCaT 세포에서 H2O2에 의해 발생하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효과를 측정한 결과 PLME는 세포 사멸을 방지하

고, 세포 지질과산화물질(MDA)의 생성을 억제하여 세포내

항산화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

인다. 이상의 결과로 들깻잎 메탄올추출물은 인체 피부각질

세포에 대한 보호 작용과 in vitro에서의 항산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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