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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far-infrared (FIR) irradiation on the antioxidant 
and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ies of Schizonepeta (S.) tenuifolia. After FIR irradiation of S. tenuifolia for 30 min 
at 70, 90, or 110°C, water extracts (2 g/100 mL) were prepared at 60°C for 1, 3, or 5 h. Total phenol content (TPC),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and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radical scav-
enging activities (RSAs), and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of the extracts were determined. TPC, antioxidant and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ies of the extracts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increasing FIR irradiation temperature of 
S. tenuifolia. For example, irradiation at 110°C for 5 h increased TPC, DPPH RSA, ABTS RSA, and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of the extract from 204.64 to 618.67 µg gallic acid equivalents/mL, from 30.15 to 80.84%, from 24.43 to 
55.33%, and from 7.05 to 33.65%,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extract of untreated S. tenuifolia. These results indicate 
that FIR irradiation may be useful as a processing method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S. tenuif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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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형개(Schizonepeta tenuifolia)는 한해살이풀로 중국 북

부지방이 원산지로서 중국의 하남, 하북, 산동 등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약용식물로써 각지에서 재배되

고 있으며 한방에서는 형개를 감기에 의한 발열, 발진, 알레

르기, 천식 등에 사용한다(1,2). 정유 및 flavonoid 등이 형

개의 주요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유는 d-menthone, 

l-pulegone이 주성분이며, l-isomenthone, d-limonene, 

isopulegone, piperitenone 등의 monoterpene과 caryo-

phyllene, β-elemene, β-humulene 등의 sesquiterpene

이 있다(1,3). 형개는 통증과 가려움을 완화하며(4,5), 백혈

구 DNA를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효과(6)가 보

고되었다.

항산화제는 식용 유지나 지방질 식품의 가공ㆍ저장 중에 

산화로 인한 냄새, 풍미, 변화, 유지의 산패, 변색 등의 방지

뿐만 아니라 생체 내에서 DNA, RNA, 단백질, 지질 등과 

반응하여 각종 염증, 암, 생체 내의 노화 등을 유발하는 su-

peroxide anion radical, hydroxy radical, singlet oxygen 

및 H2O2 등의 활성산소 생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다(7,8). 최근 다양한 제품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항산화제로는 butylated hydroxyanisole(BHA), butylated 

hydroxytoluene(BHT), tertiary butyl hydroquinone 

(TBHQ) 등의 페놀계 인공 합성 물질이다. 그러나 이들은 

독성(9,10) 및 발암성(11,12)이 지적되었으며, 이를 대체하

기 위해 안전성과 관능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식품 유래의 

천연 항산화제의 개발이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다(13). 

원적외선은 약 3.0~1,000 μm의 파장을 가지고 있으며, 

가열 또는 비가열 방법으로 이용된다. 원적외선은 생물학적 

활성이 있으며, 물질의 중심까지 열을 고르게 전달하는 특성

이 있다(14). 이에 Lee 등(15,16)은 원적외선 처리로 인하

여 왕겨와 땅콩껍질의 고분자 polyphenol들이 유리되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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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능이 증가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원적외선 조사가 형개 추출물의 총 폐놀 함량,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과 같은 항산화력과 ty-

rosinase 저해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원적외선 

조사가 형개의 기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약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형개는 자연애제약(Sancheong, 

Korea)에서 2013년에 구입하였으며, L-ascorbic acid,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tablets,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gallic acid, L-tyrosine 시약은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Folin-Ciocalteu 시약

은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Osaka, Japan)

에서 구입하였다. 기타 시약 및 용매는 모두 일급 이상의 

등급을 사용하였다.

원적외선 처리 및 형개 추출물의 조제

형개 2.0 g을 유리 페트리 접시(∅ 10.0 cm)에 놓고 원적

외선 처리기(2~14 μm, 245×58 mm, output 300 W, 

Hakko Electric Machine Works Co., Ltd., Nagano, 

Japan)와 건조기(A-Sung Test Machine, Busan, Korea)

를 이용하여 70, 90, 110°C에서 30분간 각각 처리하였다. 

처리된 형개에 100 mL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60°C에서 1, 

3, 5시간 100 rpm으로 각각 추출하였고, Whatman No. 1 

여과지(Whatman plc, Kent, UK)에 여과하여 시료로 사용

하였다.

총 페놀 함량

총 페놀 함량은 Gutfinger의 방법(17)을 변형하여 측정하

였다. 즉 형개 추출액을 10배로 희석한 후 1 mL를 취하여 

2%(w/v) Na2CO3 용액 1 mL를 가하고 3분간 방치 후, 50% 

Folin-Ciocalteu 시약 0.2 mL를 첨가한 후 상온에서 30분

간 방치하였다. 이 혼합물을 10분간 12,000 rpm에서 원심분

리한 후, 상징액 1 mL를 취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총 페놀 함량은 gall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

곡선과 비교하여 gallic acid 당량(GAE)/mL로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능은 Jeong 등(18)의 방법에 준하여 

10배로 희석한 형개 추출액 0.1 mL에 0.041 mM DPPH 용

액 0.9 mL를 가한 후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켜 517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
＝(1－

시료첨가구의 흡광도
)×100

무첨가구의 흡광도

ABTS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은 Pellegrini 등(19)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100배로 희석한 시료 100 μL에 0.1 M의 so-

dium phosphate buffer(pH 5.0) 100 μL와 10 mM의 hy-

drogen peroxide 20 μL를 가하고 이 혼합물을 37°C에서 

5분간 예비 반응시켰다. 이 반응물에 1.25 mM의 ABTS와 

peroxidase(1 U/mL)를 각각 30 μL 넣고 다시 37°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405 nm에서 Multiplate Reader 

(Sunrise RC/TS/TS Color TC/TW/BC/6Filter, Tecan 

Austria GmbH, Grödig, Austria)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ABTS 라디칼

소거능 (%)
＝(1－

시료첨가구의 흡광도
)×100

무첨가구의 흡광도

Tyrosinase 저해 활성

Tyrosinase 저해 활성은 Vanni 등(20)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시료 100 μL에 0.05 M sodium phosphate 

buffer(pH 6.8) 140 μL, 1.5 mM L-tyrosine 20 μL, ty-

rosinase(1500 U/mL) 20 μL를 혼합하여 37°C에서 15분

간 반응시킨 후 492 nm에서 Multiplate Reader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yrosinase 저해능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Tyrosinase

저해능 (%)
＝(1－

시료첨가구의 흡광도
)×100

무첨가구의 흡광도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SPSS 

software(Ver. 12.0K,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

용하여 처리하였다. 각 측정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고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또한 페놀 화합물과 항산화

능, tyrosinase 저해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P<0.05).

결과 및 고찰

총 페놀 함량

식물의 2차 대사산물의 주요 물질인 페놀성 화합물은 수

산기를 가지는 방향족 화합물을 총칭한다. 페놀성 화합물은 

유리라디칼을 안정화시키는데, 이는 페놀이 수소원자를 라

디칼에 제공하여 안정하게 만들고 공명 혼성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산소와의 반응이 어려워 유리 라디칼을 안정화시키

기 때문이다(21). 이에 원적외선 처리와 추출시간이 형개의 

총 페놀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Table 1). 원적외

선 처리 없이 1시간 추출 시 204.64±1.57 μg GAE/mL의 

페놀 함량을 보인 것에 비해 70, 90, 110°C에서 원적외선 

처리 후 1시간 추출한 경우 각각 293.36±3.86, 4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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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far-infrared irradiation and extraction time 
on total phenol content from Schizonepeta tenuifolia

(unit: µg GAE/mL)
Temperature 

(°C)
Time (hour)

1 3 5
Untreatment

70
90

110

204.64±1.57aw

293.36±3.86ax

442.48±2.56ay

515.91±2.30az

258.77±4.83bw

341.73±5.87bx

499.12±17.48cy

592.36±17.10bz

289.35±9.55cw

389.35±4.53cx

475.06±1.89by

618.67±7.53cz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c) and a column (w-z)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3.
Schizonepeta tenuifolia (2 g) was far-infrared irradiated for 30 
min and then extracted with water (100 mL) for 1, 3, or 5 h 
at 60°C. The extracts were filtered through Whatman No. 1, and 
diluted 10-fold with water before analysis.

Table 2. Effect of far-infrared irradiation and extraction time o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rom Schizonepeta tenuifolia
(unit: %)

Temperature (°C)
Time (hour) L-Ascorbic acid

(50 µg/mL)1 3 5
Untreatment

70
90

110

30.15±0.84aw

48.87±0.81ax

78.37±0.44ay

80.41±0.34az

49.82±2.00cw

63.22±0.38bx

79.68±0.37by

81.50±0.24bz

44.87±1.11bw

70.43±1.27cx

78.81±0.22ay

80.84±0.14az

93.78±0.11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c) and a column (w-z)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3.

2.56, 515.91±2.30 μg GAE/mL의 페놀 함량을 보였다. 특

히 무처리구와 110°C에서 처리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페놀 

함량이 2.5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고온에서의 원적외선 처

리가 형개의 페놀성 화합물을 유리시키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있다. 

원적외선이 식물의 페놀 물질 추출에 효과적임이 여러 논

문에서 보고되었는데, 왕겨의 경우 원적외선을 10~60분까

지 80~120°C에서 조사한 후 추출을 하였을 때 왕겨가 원적

외선에 노출되는 시간과 온도에 비례하여 총 페놀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22), 녹차의 경우 90°C에서 원적

외선을 10분간 처리한 후 추출하였을 때 원적외선 처리 없

이 추출한 경우보다 페놀 함량이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23). 이상의 결과는 원적외선이 형개를 비롯한 식물의 페놀 

물질 유리화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전자파의 일종인 원적외선은 직접 전자파가 열원으로부

터 방사되어 복사 방식으로 피가열체에 열이 전달된다. 복사

의 경우 전자파의 형태로 빛과 동일한 속도로 직접 피가열체

에 흡수되며 파장이 짧은 고에너지파의 비해 침투력이 강하

다. 게다가 유기 고분자물질과 진동수가 비슷하여 공명 흡수

상태를 유발하는데, 이로 인해 분자 결합의 진동운동이 활발

해져(24) 식물에 존재하는 다양한 결합형태의 페놀 화합물

의 유리화를 유발한다.

또한 추출시간이 형개의 페놀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추출시간에 길어질수록 형개의 페놀 함량도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 추출했을 때보다는 3시간

을 추출했을 때, 그보다는 5시간을 추출하는 경우에 높은 

페놀 함량을 보였다. 이를 통해 고온에서의 원적외선 처리와 

오랜 추출시간이 형개의 페놀 함량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페놀 화합

물은 그 종류 및 결합이 다양하므로 대상 식물에 적합한 처

리 온도와 시간이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원적외선 처리에 따른 형개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

정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총 페놀 함량의 결과와 마찬

가지로 원적외선이 처리되는 온도가 높을수록 형개 추출물

의 항산화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가운데, 원적외선 처리 

없이 1시간 추출 시 30.15±0.84%의 활성을 나타낸 반면, 

110°C에서 원적외선 처리 후 1시간 추출 시 80.41±0.34%

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DPPH 라디칼 소거능이 2.6배 

이상 향상된 것으로 총 페놀 함량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준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이 결과를 통하여 형개의 항산

화능의 주된 원인이 페놀 물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추출시간에 따라서도 비례적으로 라디칼 소거능

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적외선 처리 없이 3시간 

추출하였을 때 49.82±2.00%의 DPPH 라디칼을 소거한 것

에 비해 5시간 추출 시 44.87±1.11%로 오히려 활성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고, 90, 110°C에서 원적외선을 처리 후 

1시간을 추출한 경우와 5시간을 추출한 경우 라디칼 소거능

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3시간 이상 

추출되었을 때는 항산화능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Folin-Denis법은 페놀성 물질이 phos-

phomolybdic acid와 반응하여 청색을 나타내는 현상을 이

용한 방법으로 시료의 항산화능 평가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25). 그러나 이 반응에서는 항산화능이 있는 페놀 화합물뿐 

아니라 항산화능이 없더라도 페놀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

은 반응을 일으켜 발색을 한다. 즉 추출시간이 길어짐에 따

라 항산화능에 관여하지 않는 페놀성 물질이 추출되어 총 

페놀 함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라디칼 소거능은 변화

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Jo와 Lee(26)는 어성초의 아임계수 추출물에 대한 

연구에서 100°C에서 1시간 아임계수 추출하였을 때 10.24 

±0.66%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다. 본 연구의 110 

°C에서 원적외선 처리 후 1시간 추출물이 80.41±0.34%의 

결과를 보인 것을 볼 때, 본 연구의 추출물 농도가 4배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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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far-infrared irradiation and extraction time on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rom Schizonepeta tenuifolia
(unit: %)

Temperature (°C)
Time (hour) L-Ascorbic acid

(10 µg/mL)1 3 5
Untreatment

70
90

110

24.43±1.06aw

29.23±0.68ax

45.65±0.50ay

52.59±0.38az

28.81±3.07bw

35.16±0.79bx

50.07±0.28by

57.10±0.36bz

27.82±1.12bw

35.73±1.15bx

49.35±0.43by

55.33±0.38bz

63.29±0.63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b) and a column (w-z)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3.

Table 4. Effect of far-infrared irradiation and extraction time on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from Schizonepeta tenuifolia
(unit: %)

Temperature (°C)
Time (hour)

Arbutin (1 mg/mL)
1 3 5

Untreatment
70
90

110

 7.95±0.36aw

11.19±1.41ax

19.27±1.24ay

35.08±2.08az

 8.19±1.28bw

11.06±0.79bx

20.28±0.74by

32.70±1.44bz

 7.05±1.30bw

19.51±0.83bx

18.75±0.29by

33.65±1.55bz

64.46±1.14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b) and a column (w-z)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3.

가공방법과 추출 온도가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

나 형개의 항산화능도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ABTS 라디칼 소거능

원적외선 처리에 따른 형개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측

정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총 페놀 함량 및 DPPH 라디

칼 소거능의 결과와 유사하게 원적외선 처리 온도에 비례하

여 ABTS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원적외

선 처리 없이 1시간 추출 시 가장 낮은 활성(24.43±1.06%)

을 보였으며, 110°C에서 원적외선 처리 후 3시간 추출 시 

라디칼 소거능이 2.3배 이상 증가(57.10±0.36%)하였다. 

또한 DPPH 라디칼 소거능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추출시간

에 따라서는 비례적으로 활성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출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항산

화능과 관련된 물질이 더 이상 유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00배 희석한 시료를 실험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출물을 10배 희석하여 사용한 DPPH 라디칼 소

거능에 비해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DPPH 라디칼은 유기용매에 잘 녹는 반면, 

ABTS 라디칼은 유기용매뿐 아니라 수용성 용매에도 잘 녹

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27), 본 연구에서는 원적외

선을 처리한 형개의 추출 용매가 물이었으므로 추출물 내의 

수용성 항산화제들이 DPPH 라디칼보다 ABTS 라디칼과 더 

활발히 반응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Jeong 등(28)은 어성초의 60% 메탄올 추출물이 5 

mg/mL의 농도에서 99.27%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을 보인

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2 g의 형개를 100 mL의 

물로 추출한 것을 100배 희석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직접 비

교하기는 어려우나 원적외선을 처리한 형개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yrosinase 저해 활성

멜라닌 합성과정의 단계에 관여하는 효소인 tyrosinase

는 L-tyrosine을 가역적 산화반응을 통하여 L-DOPA로 만

들고, L-DOPA를 L-DOPA quinone으로 만든다(29). 페놀 

화합물을 가지는 식물이 모두 tyrosinase 저해능이 있는 것

은 아니지만(30,31) 여러 페놀 화합물이 tyrosinase 저해능

이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바 있으며(3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형개의 페놀 화합물이 tyrosinase 저해 효과가 

있는 지와 원적외선 처리에 따른 활성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tyrosinase 저해 활성을 측정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원적외선 처리 없이 1시간 추출 시 7.95±0.36%의 활성을 

보였으며, 110°C에서 원적외선 처리 후 1시간 추출 시 

35.08±2.08%의 활성을 보이며 4.4배 이상 활성이 증가하

였다. 이는 총 페놀 함량이 약 2.5배,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약 2.6배, ABTS 라디칼 소거능이 약 2.3배 증가 폭을 보인 

것에 비해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는 원적외선 

처리에 따라 페놀성 화합물이 효과적으로 유리된 것 외에도 

효소활성을 억제하는 유용한 성분들이 원적외선 조사에 따

라 다량 유리되어 tyrosinase의 가역적 산화반응을 효과적

으로 억제시킴으로써 멜라닌의 생성이 저해되었다고 판단

된다. Hwang 등(33)의 연구에 따르면 홍화자, 향부자, 형개

의 에탄올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 활성이 1,000 μg/mL

의 농도에서 27, 6, 23%를 보인 것을 볼 때, 형개의 ty-

rosinase 저해능이 다른 약초들과 비교하더라도 우수한 활

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확인한 형개의 항산화능 및 tyrosinase 저해

능과 총 페놀 함량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Table 5). 총 페놀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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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between TPC, antioxidant, and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ies

TPC DPPH
RSA

ABTS
RSA

Tyrosinase
IA

TPC
DPPH RSA
ABTS RSA
Tyrosinase IA

1 0.921
1

0.977
0.928

1

0.921
0.817
0.906

1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P<0.01. 
TPC, total phenolic content; DPPH RSA, DPPH radical scaveng-
ing activity; ABTS RSA,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yrosinase IA,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능, ABTS 라디칼 소거능, tyrosinase 저해능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0.921, 0.977, 0.921). 페놀

성 물질은 일반적으로 항산화 활성 및 tyrosinase 저해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보고에 근거하여(34) 형개의 항산화 

활성과 tyrosinase 저해능은 페놀 화합물이 주된 원인인 것

으로 생각된다.

요   약

형개(Schizonepeta tenuifolia) 2 g을 70, 90, 110°C에서 

30분간 원적외선 처리 후 물 100 mL와 함께 60°C에서 1, 

3, 5시간 추출하였다. 원적외선을 고온에서 처리함에 따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및 tyrosinase 저해능이 증가하였다. 

시료에 원적외선을 처리하였을 때 무처리구에 비해서 항산

화능 및 tyrosinase 저해능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온에서 

원적외선을 처리할수록 좋은 활성을 보였다. 총 페놀 함량,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 tyrosinase 

저해능이 110°C에서 원적외선을 처리하였을 때 각각 약 

2.5, 2.6, 2.3, 4.4배 증가하였고, 추출시간이 항산화 활성과 

tyrosinase 저해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러한 

형개 추출물의 생리적 활성은 페놀성 화합물에 근거한 것으

로 생각되며 형개를 건강기능식품이나 미백화장품의 소재

로서 적용하고자 할 때 원적외선 처리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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