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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및 중국산 들깨 종자의 대사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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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rehensive comparison of fatty acid and metabolite profiles in 8 species of perilla seeds harvested from
Korea and China was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correlation between cultivation conditions and the quality of perilla
seeds. Metabolomic studies revealed that the perilla seeds were distinct from each other, based on the partial least squares
-discriminant analysis (PLS-DA) score plots; 23 compounds including metabolites, fatty acids, and phytosterols that
predominantly contributed to this interspecies difference were identified. Changes in the growth environment affected these
compounds. In particular, phenolic compounds were affected by rainfall and temperature. Moreover, temperature and
altitude showed negative and positive correlations, respectively, to oleic acid. Although more studies on the effect of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on cultivation of perilla plants as well as their seeds are needed, the present results provide
information that would be useful in identifying perilla seeds produced in specific regions and in the cultivation of good
quality per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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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들깨(Perilla frutescens)는 꿀풀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식물로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종실이나 잎을 착유하

여 기름을 얻는 유료작물로써 널리 소비되고 있다(Seong 등, 2015).

들깨 종자는 약 44%의 지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 중 omega-3

지방산이면서 심혈관, 고혈압, 염증, 우울증 및 특정 신경계 기능

장애와 같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진(Gu 등, 2009)

α-linolenic acid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Lee 등, 2016). α-

Linolenic acid 이외에도 들깨는 linoleic acid, oleic acid과 같은 불

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rosmarinic acid, luteolin 등의 phenolic

compounds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himire

등, 2017). 최근에는 들깨의 항암(He 등, 2015), 항염증(Lee 등,

2014), 항우울증(Ji 등, 2014) 등과 같은 생리활성들에 대한 다양

한 기능성 밝혀지면서 들깨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나 재배환경

이 들깨 식물 자체뿐만 아니라 들깨 종자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재배조건에 따라 생육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식물에 함유된 다양한 phytochemical 성분들은 외부 환경변화 스

트레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다(Akula 등, 2011).

식물은 외부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어작용들을 스스

로 증가시키게 되는데 주요 방어물질들이 이차대사산물이라고 알

려진 phytochemical 성분들이다. 가뭄, 일조량, 물의 염농도, 토양

성분 등은 상추(Oh 등, 2009), 녹차(Lee 등, 2013a), 캐모마일

(Baghalian 등, 2011)을 비롯한 다양한 식물의 이차대사물질 함량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최근에는 재배환경의 변화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omics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특히 nuclear mag-

netic resonance (NMR), 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

try (LC/MS),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MS)와

같은 고처리량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식물을 포함한 생물체에서

발견되는 모든 대사 물질을 분석하는 대사체 기술은(Wishart, 2008)

블루베리(Sim 등, 2017), 녹차(Lee 등, 2010), 담뱃잎(Zhao 등,

2015), 아로니아(Jeon 등, 2018) 등이 재배환경에 따른 이차대사

산물 변화를 연구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사체분석

기술을 통해 도출된 재배환경에 따른 이차대사산물의 대사경로

는 재배환경이 식물에 미치는 대사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

을 주고 있다. 비록 이전 연구에서 들깨 29품종의 종자 특성을

대사체분석 기술로 분석(Gu 등, 2019)하였지만 대사체분석 기술

을 이용한 재배환경 및 기후 조건이 들깨 종자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밀양)과 중국(요녕, 길림, 단둥, 서

북)에서 재배된 8가지 들깨 종자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산을 포

*Corresponding author: Hyun-Jin Kim, Division of Applied Life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Gyeongnam
52828, Korea 
Tel: +82-55-772-1908
Fax: +82-55-772-1909
Email: hyunjkim@gnu.ac.kr
Received June 28, 2019; revised October 4, 2019;
accepted October 9, 2019



412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51권 제 5호 (2019)

함한 대사물질들과 총 페놀화합물 함량, 항산화 활성을 비교 분

석 함으로써 국내산과 중국산 들깨 종자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

였다.

재료 및 방법

들깨 종자

본 실험에 사용된 들깨 종자는 한국 밀양 지역에서 재배된 4

가지 품종(들향, 들샘, 다미, 소담)과 중국의 요녕, 길림, 단둥, 서

북 지역에서 재배된 4가지 품종을 국립식량과학원으로부터 제공

받아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총 페놀화합물 함량

들깨 종자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Folin-Ciocalteu의 방법을 변

형(Singleton 등, 1999)하여 UV-VIS Spectrophotometers (UV-

1800, Shimadz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80%

methanol로 시료를 추출한 뒤, 추출물 50 μL, 증류수 450 μL, 20%

Na
2
CO

3
 1.25 mL, 2 N Folin-Ciocalteu reagent 250 μL를 혼합하여

25oC 암실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종료 후 735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양성대조군으로 gallic acid를 사용하였다.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gallic acid equivalent (mg GAE/g)으로 나

타내었다.

항산화 활성

들깨 종자의 항산화 활성은 2,2-diphenyl-2-picrylhydrazyl

(DPPH) 라디칼 소거능에 의해 UV-VIS Spectrophotometers (UV-

1800, Shimadzu)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Yang 등, 2013). 80%

methanol로 시료를 추출한 뒤, 추출물 18 μL, 증류수 482 μL, 0.3

mM DPPH 용액 500 μL를 혼합하여 25oC 암실에서 20분간 반응

시켰다. 반응 종료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양성

대조군으로 trolox를 사용하였다. 항산화 활성은 DPPH에 대한 추

출물의 소거능으로 trolox equivalent (mg TE/g)으로 나타났다.

대사체 분석

들깨 종자의 대사물질 분석은 Gu 등(2019)의 방법을 사용하였

다. 대사물질들은 내부표준물질로 abscisic acid (Sigma-Aldrich,

Missouri, USA)을 함유한 80% methanol로 추출하였다. 추출한 들

깨 종자의 추출물은 BEH C18 column (100×2.1 mm, 1.7 μm;

Waters, Milford, MA, USA)이 장착된 ultra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quadrupole-time of flight (UPLC-Q-TOF) mass

spectrometry (MS) (Xevo G2-S, Waters)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다. 컬럼 온도는 40oC로 설정하였으며, 용매는 0.1% formic

acid가 함유된 acetonitrile과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컬럼을 통해 분

리되어 나온 대사물질들은 Q-TOF MS로 분석하였다. Q-TOF MS

의 분석조건은 negative 모드를 사용하였고, Capillary 전압은 2.5

kV, sampling cone 전압은 40 V, source 온도는 100, desolvation

온도는 400oC, desolvation 유량은 900 L/h로 설정하였다. 0.2 s의

scan 시간으로 m/z 50-1500 범위에서 분석된 모든 데이터의 재현

성 및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leucine-enkephalin ([M-H]=

554.2615 Da)를 lock spray로 사용하였으며, 5 μL/min의 유속과

10 s의 빈도로 분석하였다. 모든 시료들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quality control은 시료 10개 분석당 한번씩 분석 전후로 분석하였

다. 대사 산물의 MS/MS 스펙트럼은 10-40 eV, m/z 50-1500에서

수집하였다. UPLC-Q-TOF MS를 통해 얻어진 모든 MS 데이터

는 MarkerLynx (Waters)를 이용하여 프로세싱을 진행하였다. 대

사물질들의 peak은 5% height에서 1 peak-to-peak baseline noise,

1 s peak-width, 10,000 intensity threshold, 6 noise elimination의

조건으로 수집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0.2 min retention time

window, 0.05 Da mass window 조건에서 alignment되었으며, 모든

데이터는 내부표준물질을 이용하여 normalization 하였다. 물질 동

정은 표준물질들과 METLIN database (metlin.scripps.edu), Chem-

Spider (www.chemspider.com), human metabolome databases

(www.hmdb.ca), 논문들(Lee 등, 2017; Lee 등, 2013a)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지방산 분석 및 phytosterol 분석

들깨 종자의 지방산 분석은 Gu 등(2019)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들깨 종자 분말 50 mg과 0.5 M KOH/MeOH 9 mL을 혼합하여

90oC 항온수조에서 15분간 추출한 뒤, 추출물에 boron trifluoride-

methanol (BF
3
-methanol) 1 mL을 첨가하여 동일한 온도에서 5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냉각한 뒤 반응액에 포화 NaCl

용액 2.5 mL, hexane 2 mL을 첨가하여 지방산을 추출하였다. 원

심분리 후, 상등액 100 μL에 N,O-bis(trimethylsilyl)trifluoroaceta-

mide (BSTFA) 60 μL와 내부표준물질인 pentadecanoic acid

(Sigma-Aldrich)을 첨가한 후, 70oC에서 30분 동안 반응하여 지방

산을 유도체 시켰다. Phytosterols은 들깨 종자 분말 300 mg을

methyl tert-butyl ether (MTBE) 3 mL과 혼합하여 1시간 동안 흔

들어 추출한 뒤, 원심분리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유도체화 된 지방산은 GC (GC-2010 plus, Shimadzu)에 DB-

WAX capillary column (30 m×0.25 mm, 0.25 µm, Agilent J&W,

Santa Clara, CA, USA)을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이동상으로 헬륨

가스를 이용하였으며, 유속은 1 mL/min으로 설정하였다. Injection

온도는 200oC로 설정하였으며, oven 온도는 190oC에서 5분 동안

유지한 뒤 230oC까지 3oC/min의 속도로 올려 230oC에서 3분 동

안 유지하였다. GC 컬럼을 통해 분리되어 나온 지방산은 전자

이온화 모드(70ev)의 질량분석기(GCMS-TQ 8030, Shimadzu)로 검

출되었다. 질량분석기의 ion source와 interface 온도는 각각 200

와 250oC로 설정하였으며, MS 스펙트럼은 m/z 45에서 800까지

의 전체 스캔 모드에서 scan event 시간은 0.3 s와 스캔 속도는

3333 u/s로 모니터링 되었다. 모든 MS data는 내부표준물질을 이

용하여 normalization 하였으며, 분석된 물질들은 n-alkanes (C8-

C40)을 이용하여 얻은 retention indices (RIs)와 Wiley 및 NIST

mass spectral databases를 이용하여 동정하였다. 추출된 phytoster-

ols은 GC (GC-2010 plus, Shimadzu)에 DB-5 capillary column

(30 m×0.25 mm, 0.25 µm, Agilent J&W)을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이동상으로 헬륨 가스를 이용하였으며, 유속은 1.05 mL/min으로

설정하였다. Injection 온도는 200oC로 설정하였으며, oven 온도는

60oC에서 2분 동안 유지한 뒤 320oC까지 20oC/min의 속도로 올

린 후 320oC에서 6분 동안 유지하였다. GC 컬럼을 통해 분리되

어 나온 phytosterols은 전자 이온화 모드(70 ev)의 질량분석기

(GCMS-TQ 8030, Shimadzu)로 검출되었다. 질량분석기의 ion

source와 interface 온도는 각각 230와 280oC로 설정하였으며, MS

스펙트럼은 m/z 45에서 550까지의 전체 스캔 모드에서 scan event

시간은 0.3 s로 모니터링 하였다. 분석된 물질들은 Wiley 및 NIST

mass spectral databases를 이용하여 동정하였다.

통계 분석

들깨 종자들의 대사체, 지방산 및 phytosterols 분석 데이터들은

SIMCA-P+ version (Umetrics, Ume, Sweden)을 이용하여 다변량

통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partial least squares-discrimina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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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DA)를 이용하여 시료들을 그룹화하고 차이를 시각화 하였

다. 사용된 PLS-DA 모델은 적합도(R2X와 R2Y), 예측도(Q2), p-

value로 평가하였으며, permutation test로 교차 검증하였다. 총 페

놀화합물 함량, 항산화 활성, 대사체, 지방산 및 phytosterols을 포

함한 대사물질들의 함량은 SPSS (SPSS Inc., Chicago, IL, USA)

를 이용한 Duncan’s test (p<0.05)로 통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들깨의 재배조건 및 종자의 외관

본 실험에 사용된 들깨 종자는 지리적, 기후적 조건이 다른 중

국의 요녕, 길림, 단둥, 서북 지역과 한국의 밀양 지역에서 재배

된 것으로, 밀양 지역은 위도 35.493o, 경도 128.749o, 고도 약 47

m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요녕, 길림, 단둥 지역은 위도 40.129o-

43.851o, 경도 123.173o-126.56o, 고도 9 m-197 m이다. 그러나 서북

지역의 위도는 밀양 지역과 비슷한 36.626o에 위치하고 있으나

경도는 101.757o, 고도 2,293 m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

하여 매우 높은 고도를 보이고 있다(Fig. 1A). 재배기간 동안 지

역별 온도는 밀양, 요녕, 길림, 단둥 지역이 각각 24.9±3.4,

22.9±4.1, 20.8±4.2, 22.4±3.4oC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고도가 높

은 서북 지역은 17.1±2.6oC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6oC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1B). 재배기간 동안의 총 강수량은

밀양, 요녕, 길림, 단둥, 서북 지역이 각각 759, 345, 708, 643,

406 mm로 요녕과 서북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약 2배 낮은

평균 강수량을 보였다(Fig. 1C). 그러나 재배기간 동안 평균 일조

량은 13.7-14.2 h/day로 지역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Fig. 1D).

들깨 종자의 외관을 비교한 결과, 들향과 소담의 종피색은 회백

색으로 관찰된 반면, 다미와 서북의 종피색은 검정색에 가까운

갈색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종자들은 다미와 서북

의 종피색보다는 다소 연하기는 하지만 종자들 간의 색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회백색을 보인 들향과 소담 이외는 종피색에 의

한 구별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1E).

들깨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과 항산화 활성

국내산 및 중국산 들깨 종자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8.0-9.0

mg GAE/g으로 종자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Fig. 2A), 항산화 활성은 품종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Fig. 2B). 요녕의 항산화 활성이 약 7.4 mg TE/

g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들향, 들샘과 길림의 항산화 활

성이 각각 5.2, 5.1, 4.8 mg TE/g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그

외 다미, 소담, 단둥, 서북의 항산화 활성은 약 6.3-6.6 mg TE/g

의 값을 나타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들깨품종 29종의 종자를

분석한 이전의 결과들(Gu 등, 2019) 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

이기는 하지만 국내산과 중국산 품종들간에 총 페놀화합물 함량

과 항산화 활성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들

의 상관관계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품종별 들

Fig. 1. Geographical locations of cultivated perilla (A) and appearance of the 8 species of perilla seeds (B). Climate conditions with
average temperature (C), total rainfall (D), daylight (E) of the 5 cultivation areas in China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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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 종자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비슷하지만 들깨의 주요 항산

화 물질로 알려진 rosmarinic acid (Jun 등, 2014; Nakamura 등,

1998)계열 물질들(Asif 등, 2012; Meng 등, 2009; Zhou 등, 2014)

의 함량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들깨 종자 대사물질 분석 및 이의 다변량 통계 분석

들깨 종자에 들어있는 대사물질, 지방산과 phytosterol을 LC/MS

와 GC/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LC/MS 분석 결과, rosmarinic

acid, rosmarinic acid-3-glucoside, viscumneoside VI가 주요 대사

물질로 나타났다(Fig. 3A). GC/MS 분석 결과, 지방산으로 palmitic

acid, stearic acid, oleic acid, linoleic acid, linolenic acid가 검출

되었으며, phytosterol인 squalene, β-tocopherol, β-sitosterol이 검출

되었다(Fig. 3B,C). LC/MS와 GC/MS로 분석된 물질들을 PLS-DA

로 분석한 결과, t[1]을 기준으로 들향을 제외한 국내산 들깨 종

자와 중국산 들깨 종자가 분리되었으며, t[2]를 기준으로 소담과

요녕이 다른 품종의 들깨 종자와 분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4A). 사용된 PLS-DA 모델을 R2X, R2Y, Q2, p-value로 검증한

결과 R2X=0.895, R2Y=0.976, Q2=0.915으로 매우 높아서 사용된

모델이 잘 그려졌을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고 p-value도 8.3×10−6로 사용된 PLS-DA 모델이 통계

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4B). 또한 permu-

tation test를 이용하여 교차검증한 결과 R2와 Q2의 y 절편이 각

각 <0.5, <−0.9을 나타내 통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Fig. 4B). 이러한 PLS-DA 모델을 바탕으로 지역별 종자들

의 hierarchical clustering 분석 결과, PLS-DA score plot의 결과와

유사하게, 소담, 들샘, 다미가 다른 들깨 종자들과 구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들향 품종인 경우 중국의 서북, 길림, 단둥

지역에서 재배된 들깨 종자들과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요녕은 이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4C).

주요 대사물질 동정

PLS-DA 모델에서 보여지는 품종별 들깨 종자들의 차이에 관

여하는 주요 물질들을 분석한 결과, LC/MS에서 15개 물질들

(maltose, isocitric acid, syringic acid-hexoside, tryptophan, caffeic

acid-3-glucoside, tuberonic acid glucoside, apigenin-7-glucoside,

rosmarinic-3-glucoside, viscumneoside VI, rosmarinic acid,

octanoylsucrose, rosmarinic acid methyl ester, luteolin, apigenin,

chrysoeriol)이 동정 되었으며, GC/MS에서는 8개 물질들(palmitic

acid, stearic acid, oleic acid, linoleic acid, linolenic acid,

squalene, β-tocopherol, β-sitosterol)이 동정되었다. 이들 물질들의

variable importance in the projection (VIP) 값을 확인한 결과,

syringic acid-hexoside (0.99), caffeic acid-3-glucoside (0.82),

octanoylsucrose (0.69), linoleic acid (0.80)를 제외한 모든 물질이

VIP 값이 1.0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어 동정된 물질 대부분이 들

깨 종자 간의 차이에 주로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대사물질들의 함량 비교 및 상관관계 분석

동정된 물질들의 chromatogram intensity를 비교한 결과(Fig. 5),

Fig. 2. Total phenolic contents (A) and antioxidant activity (B) of 8 species perilla seeds. Total phenolic contents and antioxidant activity
were measured by Folin-Ciocalteu reagent and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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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presentative chromatogram of metabolite profiles (A), fatty acids (B), and phytosterols (C) analyzed by LC/MS and GC/MS.
Metabolites extracted from QC sample, a mixture of all perilla species, by 80% methanol were analyzed UPLC-Q-TOF MS. Fatty acids and
phytosterols extracted from QC sample by hexane and methyl tert-butyl ether, respectively, were analyzed GC/MS. Identified metabolites were
1, maltose; 2, isocitric acid; 3, syringic acid-hexoside; 4, tryptophan; 5, caffeic acid-3-glucoside; 6, tuberonic acid glucoside; 7, apigenin-7-
glucoside; 8, salviaflaside; 9, viscumneoside VI; 10, rosmarinic acid; 11, octanoylsucrose; 12, rosmarinic acid methyl ester; 13, luteolin; 14,
apigenin; 15, chrysoeriol. And identified fatty acids and phytosterols were 1, palmitic acid; 2, stearic acid; 3, oleic acid; 4, linoleic acid; 5,
linolenic acid; 6, squalene; 7, β-tocopherol; 8, β-sitosterol.

Fig. 4. Partial least squares discriminant analysis (PLS-DA) score plots (A), permutation test (B) and hierarchical clustering (C) of
perilla seed metabolites, fatty acids and phytosterols analyzed using LC/MS and GC/MS. The qualification of the PLS-DA models was
evaluated by the goodness of fit measure (R2X and R2Y) and predictive ability (Q2), and cross-validated with a permutation test (n=200).



416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51권 제 5호 (2019)

지방산인 경우 linolenic acid과 linoleic acid은 소담이 다른 종자

들에 비해 약 60% 높은 반면 palmitic acid, stearic acid의 경우

길림과 단둥이 다른 종자들보다 약 30% 높은 함량을 보였으나

나머지 종자들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Oleic acid인 경우 함

량이 높은 서북과 길림이 함량이 낮은 들향, 다미, 요녕보다 약

39-52%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종자들의 지방

산 함량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항산화, 항암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갖

는 것으로 알려진 phytosterol (Kim 등, 2012; Saeidnia 등, 2014;

Yoshida 등, 2003)에는 cholesterol, β-sitosterol, stigmasterol,

campesterol 등이 있는데 들깨 종자에는 β-sitosterol이 주로 존재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phytosterol 전구물질로 알려진 squalene

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β-sitosterol의 함량은 들

향, 들샘, 요녕, 단둥, 길림이 다른 종자들에 비해 다소 높은 반

면, squalene은 들향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여 다른 종자들에

비해 68%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담과 길림에서 상대적으

로 낮게 관찰되었다. 식물의 주요 항산화물질로 알려진 β-tocopherol

(Kamal-Eldin과 Appelqvist, 1996)은 요녕에서 다른 종자들에 비해

75%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미, 서북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관찰되었다.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들깨 페놀화합

물(Kang과 Lee, 2011; Lee 등, 2013b)인 경우 들깨 종자에 들어

있는 지방산, phytosterols 및 다른 대사물질들에 비해 종자에 따

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Flavone 계열 물질 중 항

산화, 항염증 및 항알레르기 기능성을 갖는 luteolin (Ueda 등,

2002), apigenin (Funakoshi-Tage 등, 2011), chrysoeriol (Mishra

등, 2003)의 함량은 들샘, 다미, 소담 품종이 다른 종자들에 비해

높은 함량을 보인 반면 들향과 요녕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

다. 특히 들샘과 소담인 경우 단둥, 길림, 서북에 비해 luteolin,

apigenin, chrysoeriol 함량이 각각 약 2.4배, 4.4배, 3.7배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미인 경우 luteolin의 함량이 단둥, 길

림, 서북에 비해 약 60%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항당뇨병

효능을 갖고 있는 syringic acid-hexoside (Muthukumaran 등,

2013)의 경우 국내산 들깨 종자들이 중국산 들깨 종자들에 비해

약 2.9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Rosmarinic acid-3-glucoside와

viscumneoside VI인 경우 소담과 다미가 다소 높은 값을 보인 반

면 요녕인 경우 제일 낮은 viscumneoside VI 함량을 보여 가장

높은 함량을 보인 소담에 비해 2.7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들

깨의 주요 기능성 물질로 알려진 rosmarinic acid (Alagawany 등,

2017; Oh 등, 2011)의 경우 요녕이 가장 높은 함량을 보여 가장

낮은 들샘에 비해 1.3배 높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종자들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Caffeic acid-3-glucoside와 ros-

marinic acid methyl ester인 경우 각각 요녕과 소담에서 가장 높

은 함량을 보여 다른 종자들에 비해 각각 2배, 2.7배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apigenin-7-glucoside인 경우 특이하게 요녕에서만 높

게 관찰된 반면 나머지 종자들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거나 함

량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페놀화합물 이외에도 octanoylsucrose, isocitric acid, mal-

tose, tryptophan의 함량도 종자들에 따라서 다른 경향을 보였다.

Octanoylsucrose인 경우 들향, 다미, 소담, 단둥에서만 확인된 반

면 나머지 종자들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Maltose와 isocitric acid

인 경우 소담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가장 낮은 함량을

Table 1. Identification of major metabolites contributing to the separation on the PLS-DA score plots of the data analyzed by LC/MS

and GC/MS

NO Metabolites RTa Mass ([M-H]) MS Fragments RIb VIPc p-valued

LC/MS

1 maltose 0.69 341.1132 195 - 1.89 2.33E-11

2 isocitric acid 0.84 191.0198 111 - 1.92 1.71E-14

3 syringic acid-hexoside 1.14 359.0971 191, 145, 116 - 0.99 4.13E-12

4 tryptophan 1.51 203.0857 145, 116 - 1.94 4.84E-18

5 caffeic acid-3-glucoside 1.79 341.0901 235, 145, 116 - 0.82 1.51E-06

6 tuberonic acid glucoside 2.48 387.1656 235, 116 - 1.52 8.40E-08

7 apigenin-7-glucoside 3.00 431.0965 403 - 1.56 9.42E-17

8 rosmarinic-3-glucoside 3.02 521.1351 341 - 2.87 1.42E-09

9 viscumneoside VI 3.26 505.1375 369, 323, 161 - 2.75 1.06E-12

10 rosmarinic acid 3.36 359.0820 313, 179, 161 - 2.40 7.50E-09

11 octanoylsucrose 3.71 467.2130 343, 116 - 0.69 1.48E-07

12 rosmarinic acid methyl ester 3.75 373.0951 179, 116 - 1.32 3.46E-16

13 luteolin 3.83 285.0441 116 - 3.36 1.78E-16

14 apigenin 4.20 269.0488 235, 116 - 2.77 2.09E-21

15 chrysoeriol 4.30 299.0558 284, 116 - 2.07 5.44E-21

GC/MS

1 palmitic acid 7.87 256.2402 313, 117, 73 1994 1.93 4.68E-08

2 stearic acid 12.22 284.2715 341, 117, 73 2197 1.59 1.13E-09

3 oleic acid 12.45 282.2558 55 2207 2.18 1.64E-18

4 linoleic acid 13.28 280.2402 67, 55 2241 0.80 2.43E-05

5 linolenic acid 14.55 278.2245 95, 79, 55 2294 2.55 3.99E-09

6 squalene 16.52 410.3912 207, 81, 69 2830 2.14 9.73E-05

7 β-tocopherol 18.01 416.3654 419, 207, 151 2996 2.11 3.67E-05

8 β-sitosterol 20.58 414.3861 207, 73 2982 1.47 1.38E-02

aRT is retention time. bRI is retention indices calculated with n-Alkanes. cFatty acids and metabolites with variable importance in the projection
(VIP) value >1.0 were more important to the classification. dp-values were analyzed by ANOVA with Duncan’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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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들향, 다미에 비해 각각 약 3.8배, 2.7배 높은 반면 나머지

종자들은 소담보다 각각 약 2.1배, 1.6배 낮은 함량들을 보였다.

Tryptophan인 경우 들샘, 다미, 단둥이 다른 종자들에 비해 약

62% 높은 함량을 보였다.

동정된 이들 대사물질들과 재배환경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Fig. 6), 재배지역의 온도가 높을수록 oleic acid (r= −0.55)의 함

량은 감소한 반면 syringic acid-hexoside (r=0.42)와 tryptophan

(r=0.40)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강수량이 많을수록

syringic acid-hexoside, tryptophan, tuberonic acid glucoside, ros-

marinic acid-3-glucoside, viscumneoside VI, octanoylsucrose,

chrysoeriol, luteolin, apigenin이 증가하는 positive correlation

(0.46< r <0.67)을 보인 반면 caffeic acid-3-glucoside, apigenin-7-

glucoside, rosmarinic acid의 함량이 감소하는 강한 negative corre-

lation (−0.74< r < −0.66)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배지역의

위도가 높을수록 syringic acid-hexoside, viscumneoside VI,

octanoylsucrose, rosmarinic acid methyl ester, luteolin, apigenin의

함량은 낮아지는 negative correlation (−0.67< r < −0.40)을 보인 반

면 caffeic acid-3-glucoside, palmitic acid, stearic acid는 위도가

높을수록 함량이 증가하는 positive correlation (0.41< r <0.52)을 갖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배된 지역의 고도가 높을수록 syringic

acid-hexoside, tryptophan, tuberonic acid glucoside, rosmarinic

acid-3-glucoside의 함량이 감소하는 negative correlation (−0.58< r <

−0.40)을 보인 반면 oleic acid (r=0.77) 함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들깨 종자의 대사물질 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온도보다는 강수량, 위도, 고도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들 중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강수량으로 페놀화

합물의 변화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페놀화합물의 함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고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oleic acid의 함

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결과는 재배 온

도별 호두의 지방산을 분석한 결과 온도가 낮을수록 oleic acid

함량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Poggetti 등, 2018)와 같은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재배환경에 따른 식물 종자의 대사물질 변화와 생

육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잎, 줄기, 뿌리 등에 존재하는 대

사물질들의 변화는 다를 수는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종자

의 대사물질 변화는 재배환경이 다른 곳에서 재배된 식물들에 들

어있는 이차대사물질들 또는 지방산을 분석한 단삼(Zhang 등,

2019), 베리류(Sim 등, 2017), 대두 잎(Yun 등, 2018) 및 녹차(Lee

등, 2010; Lee 등, 2013b)의 결과들과 일부 유사한 경향을 보이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5. The relative abundance of identified compounds. Vertical and horizontal axes show normalized intensity and 8 species of perilla

seeds, respectively. The following perilla seeds are abbreviated: Deulhyang (DH), Deulsaem (DS), Dami (DM), Sodam (SD), Onyeong (ON),
Gillim (GL), Dandong (DD), and Seobug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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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산 및 중국산 들깨 종자에 들어있는 지방산과 이차대사물

질들의 프로파일들을 대사체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PLS-DA score plot 상에서 국내산 들샘, 다미, 소담

들깨 종자들과 중국산 들깨 종자들과 서로 분리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들깨 종자들 사이의 차이에 관여하는 물질들을 분석한

결과 지방산, phytosterols, 페놀화합물을 포함하는 23종의 물질들

이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들의 함량과 재배환경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강수량, 온도, 위도, 고도가 들깨 종자 대사

물질의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하였다. 동일 품종을 사용

한 다양한 재배환경의 변화가 들깨 종자의 품질뿐만 아니라 들

깨의 생육에 미치는 연구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

과는 재배환경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들깨 종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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