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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초향 추출물의 이화학적 품질 특성 및 생리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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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gastache rugosa is used as a medicinal herb and contains various polyphenol compounds. Here, we investigated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the immunomodulatory and anti-obesity effects of Agastache rugosa extracts.
Agastache rugosa was extracted with hot water (HE), 70% ethanol (EE), and 70% methanol (ME). The yield of
Agastache rugosa extracts varied depending on the extraction solvents, from 6.11 to -8.86%. The total sugar content
was the highest in the HE -(33.98 g/100 g). In contrast,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was the highest in the ME
-(10.25 g/100 g), while the total protein content was similar in all extracts.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ME was 61.05%, and the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EE was 47.73% at 1,000 μg/mL. Additionally,
the FRAP activity and ORAC value of the EE at 1,000 μg/mL were 1.14 μM and 121.03 μM TE/g, respectively.
Importantly, all extracts decreased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 in RAW 264.7 cells, and the cytokine content
also decreas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In addition, all extracts decreased lipid accumulation in adipocytes
in vitro, compared with that in the untreated adipocytes. Therefore, Agastache rugosa extracts can potentially be
used as functional materials with immunomodulatory and anti-obesity effects.
Key words：Agastache rugosa,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tioxidants, immunomodulatory effect, anti-obesity
activity

서

론

국민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해 식생활의 서구화 등 생활 스
타일의 변화에 따라 비만 및 당뇨병과 같은 각종 성인병 발병
률이 증가하고 있다(Oh, 2016). 비만은 과다한 에너지 섭취
로 인해 체내 대사활동으로 다 사용되지 못한 에너지가 중성
지방으로 전환된 후, 지방조직에 축적되어 체지방이 과다된
상태를 의미한다(Chua와 Leibel, 1997). 지방조직은 다양한
아디포카인 및 사이토카인 내분비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며(Castoldi, 2016), 지방조직으로 인한 과도한 에너지의 축
적은 지방세포의 비대와 이상 증식뿐만 아니라, leukocytes,
granulocytes 및 dendritic cells와 같은 다양한 면역세포의 과
도한 염증 인자 생성으로 인해 낮은 수준의 만성적인 염증이
나타난다(Kalupahana 등, 2012; Rose 등, 2015).
염증 반응은 염증성 매개물질을 분비하는 신체 보호 작용
중 하나지만, 염증 매개물질의 과다 분비 시 암을 유발하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인해 당뇨 등 다양한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다(Lee 등, 2011). 대식세포는 염증에 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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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포로, 다양한 자극이나 면역세포들이 분비하는 사이토
카인 등에 의해 활성화되어 염증성 사이토카인, nitric oxide
(NO)와 PGE2(prostaglandin E2)를 생성함으로써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면역세포의 이동을 활성화 하며(Kim 등, 2012), 이
러한 염증 반응이 항염증 반응에 의해 제한될 때 신체의 건강
및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 염증 반응과 관련된 다양한 사이
토카인에는 CRP 및 TNF(tumor necrosis factor)등이 있으며,
특히 TNF는 다른 세포를 활성화시켜 IL-1과 같은 다른 종류
의 사이토카인, 산화질소 및 활성산소종과 같은 매개체를 분
비하게 하여 염증 반응을 확대시켜 비만 및 대사증후군 등 만
성염증 반응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Park 과 Yoo,
2004), 이러한 사이토카인들의 생성은 다양한 대사성 질환 발
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등, 2020).
배초향은 꿀풀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주로 아시아
지역에 서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한방에서 소화
및 감기와 같은 질환에 사용되어 왔다(Cho 등, 2011; Lee 등,
1994). 배초향에는 rosmarinic acid와 같은 폴리페놀 화합물
이 함유되어 있으며, 그 중 플라보노이드계 화합물인 tilianin,
acacetin 및 agastachin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효
과, 항암효과, 항염증, 항바이러스 효과 및 항균성 등의 기능
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en과 Ho, 1997; Kim 등,
2015). 최근 배초향 추출물의 피부 항노화 활성 및 미백효과
와 관련된 연구들이 보고되어(Park 등, 2019; Yun 등, 2019)
배초향 추출물의 피부 기능성 효과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
였다. 이처럼 배초향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및 피부 기능성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었으나, 추출물의 면역
조절 효과 및 항비만 활성 관련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출 용매에 따른 배초향 추출물의
이화학적 품질 특성과 항산화 활성, RAW 264.7 cell을 이용
한 면역조절 효과 및 3T3-L1 cell을 이용한 항비만 활성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능성식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
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건조 배초향(Agastache rugosa, 국내산)
은 두손애약초(주)(Yeongcheon, Korea)에서 구입 후, 상온에
보관하였으며, 수분함량 5% 미만으로 건조 후 분쇄하여 40
mesh 표준망체를 통과한 분말을 -70℃ 이하의 암소에 보관하
며 추출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추출물 제조
배초향 분말 30 g에 증류수, 70% 에탄올 및 70% 메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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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300 mL 첨가하여 각각 100℃ 및 80℃에서 4시간 동안
환류냉각추출기(CA-1112, Eyela Co., Tokyo, Japan)를 사용
하여 추출하였다. 추출 후 불순물 제거를 위해 여과지
(Whatman No.4, Whatman International Ltd., Maidstone,
England)를 사용하였으며, 여과 후 감압농축기(N-1N, Eycla
Co., Tokyo, Japan)로 농축하여 동결건조기(Free Zone 2.5,
Labconco Co., Kansas city, MO, USA)로 건조 후 -70℃ 이
하의 암소에서 보관하며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수율, 총당 및 총단백질 함량 측정
수율은 각 추출 용매별로 제조한 배초향 추출물을 동결건
조하여 건물 중량을 구한 후 시료 제조 시 사용한 원료건물량
대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총당 함량은 phenol-sulfuric acid법(Dubois 등, 1956)을 응
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1 mL에 5% phenol 1 mL를 첨가하
고 sulfuric acid 5 mL를 혼합 후, 20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470 nm에서 분광광도계(Ultraspec 2100pro, Biochrom
Ltd., Cambridge, U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당 함량은
표준물질 glucose(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로 작성한 표준정량곡선으로 계산하였다.
총단백질 함량은 Bradford법(Bradford, 1976)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0.2 mL에 5×에서 1×로 희석한 Bradford
reagent 0.8 mL를 첨가하여 5분 동안 상온 방치 후 multi
microplate reader(Infinite 200 PRO, Asys Co., Tecan,
Salzburg, Austria)를 이용하여 5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총단백 함량은 표준물질 BSA(Bovine serum albumin,
Sigma-Aldrich Co.)으로 작성한 표준정량곡선으로 계산하
였다.
총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폴리페놀(phenol) 함량은 Folin-Denis법(Singleton과 Rossi,
1965)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1 mL에 2배 희석한 2
N Folin-Ciocalteu phenol reagent 1 mL를 혼합한 다음 20%
sodium carbonate 1 mL를 첨가하여 30분 동안 암소에서 반
응시킨 후 분광광도계(Ultrospec 2100pro, Biochrom Ltd.)를
이용하여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폴리페놀 함
량은 표준물질 tannic acid(Sigma-Aldrich Co.)로 작성한 표
준정량곡선으로 계산하였다.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1,1-diphenyl-2-pycrylhydrazyl
(DPPH)의 환원력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Blois, 1958). 즉,
DPPH reagent는 DPPH(Sigma-Aldrich Co.) 12 mg을 99.9%
ethanol 100 mL에 용해한 후 증류수 100 mL 첨가하여 흡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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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517 nm에서 약 1.50으로 조정하여 제조하였다. 시료
0.5 mL에 DPPH reagent 5 m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분광광도계(Ultrospec 2100pro, Biochrom Ltd.)
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   ) × 100

S : absorbance of sample at 517 nm
C : absorbance of control at 517 nm

(2001)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제조 시 중성
phosphate buffer(61.6:38.9, v/v, 75 mM NaH2PO4)를 사용하
여 동결건조 분말 및 trolox를 농도별 희석 후 사용하였다.
검량곡선 작성을 위해 trolox(water soluble analogue of
vitamin E, 6-hydroxy-2,5,7,8-tetramethylchromane-2-carboxylic
acid, Sigma-Aldrich Co.) 10 μL를 50 mL phosphate buffer
를 사용하여 제조하였으며, 측정기기는 fluorescent micro
plate reader(Infinite M200 PRO, Tccan Co., Salzburg,
Austria)를 사용하여 485 nm에서 전자가 여기되고, 538 nm
에서 방출되게 조절 후 측정하였다.

ABTS radical 소거활성 측정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ABTS)
radical 소거활성은 양이온(ABTS+)에 대한 항산화물질의 소
거능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Re 등, 1999). ABTS reaction
mixture는 7.4 mM ABTS(Sigma-Aldrich Co.)와 2.6 mM
potassium persulfate를 최종 농도로 혼합하여 실온인 암소에
서 24시간 동안 방치하여 ABTS+을 형성시킨 후 732 nm에서
흡광도 값이 0.70±0.03이 되게 증류수를 사용하여 희석하였
다. 시료 50 µL에 ABTS reaction mixture 950 µL를 첨가하
여 혼합 후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다음 multi microplate
reader(Asys Co.)를 이용하여 7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시료의 첨가 전과 후의 차이
를 아래와 같이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   ) × 100

S : absorbance of sample at 732 nm
C : absorbance of control at 732 nm
FRAP 활성 측정
FRAP(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는 Benzie와
Strain의 방법(Benzie과 Strain, 199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
정하였다. FRAP reagent는 25 mL acetate buffer(300 mM,
pH 3.6)를 40 mM HCl에 용해한 10 mM 2,4,6-tris(2pyridyl)-s-triazine(TPTZ, Sigma-Aldrich Co.) 2.5 mL와 20
mM ferric chloride(FeCl3 6H2O) 2.5 mL를 첨가하여 제조
하였으며, 실험 직전 37℃에서 10분 이상 반응시켜 사용하였
다. 시료 25 μL에 제조된 FRAP reagent 175 μL를 넣고 37℃
암소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multi microplate reader(Asys
Co.)를 이용하여 5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FRAP는
FeSO4 7H2O(Sigma-Aldrich Co.)을 정량하여 작성한 표준
곡선으로부터 계산하였다.

․

․

ORAC value 측정
ORAC(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은 Ou 등

세포주 배양
마우스 대식세포(RAW 264.7) 및 마우스 지방전구세포인
3T3-L1 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KTCC, Seoul, Korea)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으며, DMEM 배지(Welgene Co., Daegu,
Korea)에 10% fetal bovine serum(Gibco BRL Co., Crewe,
Cheshire, UK) 및 2% penicillin-streptomycin(Gibco BRL
Co.)을 첨가하여 사용하였으며, 37℃, 5% CO2로 조절된
incubator(MCO-18 AIC, Sanyo Co., Osaka, Japan)에서 배양
하였다.
세포독성 측정
배초향 추출물의 RAW 264.7 세포 및 3T3-L1 세포의 세
포독성은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Sigma-Aldrich Co.) 시약의 환원 정도를 측정
하는 MTT assay 방법(Van 등, 2011)을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배양된 세포주를 1×104 cell/mL로 96-well plate에 첨가하
여 24시간 배양하고 50-1,000 μg/mL 농도로 제조한 시료를
처리한 후 1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PBS 완충용액에
녹인 MTT 용액(5 mg/mL)을 각 well에 10 μL씩 첨가하고,
다시 4시간 동안 배양하여 MTT가 환원되도록 하였다. 배양
종료 후 생성된 formazan 결정이 흐트러지지 않게 상등액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각각의 well에 100 μL씩 dimethyl
sulfoxide(DMSO, Junsei Chemical Co., Tokyo, Japan)를 첨
가하고,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켜 formazan 결정을 완전히
용해한 다음 multi microplate reader(Asys Co.)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생존율은 시료를 처
리하지 않은 세포를 대조군으로 하여 상대적인 백분율로 나
타내었다.
Nitric oxide 생성량 측정
RAW 264.7 세포를 이용한 nitric oxide 생성량은 Rao
(1997)의 방법을 참고하여 측정하였다. 배양된 세포주를 96
well plate에 5×104 cell/well의 농도로 100 µL씩 첨가하여 24

91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physiological activities of Agastache rugosa extracts

시간 배양 후 배지교환 및 10 μL의 lipopolysaccharide(LPS,
0.15 µg/mL, Sigma-Aldrich Co.)와 동량의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된 상등액 50 µL와
Griess시약(Sigma-Aldrich Co.) 50 µL를 혼합 후 37℃, 5%
CO2로 조절된 incubator(MCO-18 AIC, Sanyo Co.)에서 10
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540 nm로 조정한 multi microplate
reader(Asys Co.)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aNO2
로 작성한 표준정량곡선으로 nitric oxide 함량을 계산하였다.
Cytokine 함량 측정
RAW 264.7 세포를 이용한 cytokines 함량은 Dong 등
(1994)의 방법을 참고하여 측정하였다. 24 well plate에
5×104 cell/well의 농도로 1 mL씩 첨가하여 24시간 배양 후
배지교환 및 10 μL의 lipopolysaccharide(LPS, 0.1 μg/mL,
Sigma-Aldrich Co.) 동량의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24시
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된 상등액을 이용하여 ELISA kit
(eBioscience, Inc., 10255 Science Center Dr., San Diego,
USA)으로 TNF-α 및 IL-6의 양을 분석하여 multi microplate
reader(Asys Co.)를 이용하여 4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Cytokines 함량은 TNF-α 및 IL-6으로 작성한 표준정량곡
선으로 계산하였다.

Oil-Red O staining 및 정량분석
Oil-Red O staining 및 정량분석은 Kang 등(2013)의 방법
을 참고하여 측정하였다. 지방세포 분화 완료 후 배지 제거
및 PBS(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4)로 세척하였으며,
200 μL의 10% formaldehyde 용액을 첨가하여 자연건조 후
400 μL의 Oil-Red O solution(Sigma-Aldrich Co.)을 각 well
에 처리 후 암소에서 1시간 염색하였다. 염색 완료된 지방을
세포 용해를 위해 100% isopropanol 1 mL를 첨가하였으며,
510 nm에서 multi microplate reader(Asys Co.)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Free glycerol 함량 측정
Free glycerol 함량 측정은 Lee 등(2014)의 방법을 참고하
여 측정하였다. 지방세포 분화 완료 후, 세포 배양액 50 µL와
동량의 free glycerol reagent(Sigma-Aldrich Co.)를 첨가하여
37℃, 5% CO2로 조정된 incubator(MCO-18 AIC, Sanyo
Co.)에서 30분간 방치 후 540 nm에서 multi microplate
reader (Asys Co.)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Free
glycerol 함량은 Glycerol standard solution(Sigma-Aldrich
Co.)으로 작성한 표준정량곡선으로 계산하였다.
통계처리

3T3-L1 지방전구세포의 분화 유도
3T3-L1 지방전구세포의 분화유도는 Yeh 등(1995)의 방법
을 참고하였다. 24-well plate에 3T3-L1 세포를 2.5×104
cell/well의 농도로 1,000 μL씩 첨가하였으며, 100% confluent
상태가 되도록 배양하였다. 48시간 더 배양 후 DMEM 배지
에 MDI(1 μM dexamethasone, 0.5 mM IBMX, 1 μg/mL
insulin)를 첨가하여 배지교환 및 시료 처리를 하였으며, 48시
간 동안 지방세포 분화를 유도하였다. 48시간 간격으로
DMEM 배지에 10% FBS와 10 μg/mL insulin을 첨가하여 배
지 교환 및 100 µL의 시료를 총 3회 처리하였으며, 마지막
시료 처리 후 48시간 배양하여 완전 분화된 지방세포를 확인
하였다.

실험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SPSS(19.0, SPSS
Inc., Chicago, NY, USA)를 이용한 분산분석(ANOVA)을 실
시하였으며, 각 측정 평균값의 유의성(p<0.05)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율, 총당 및 총단백 함량
추출 용매에 따른 배초향 추출물의 수율, 총당 및 총단백
함량은 Table 1과 같다. 열수, 70% 에탄올 및 70% 메탄올
추출물의 수율은 각각 8.86%, 6.11% 및 6.93%로 열수 추출
물에서 가장 높은 수율을 나타냈다. 천연물 내 생리활성 물질

Table 1. The yield, total sugar and total protein contents of Agastache rugosa extracts

1)

Sample1)

Yield
(dry basis, %)

Total sugar content
(glucose, g/100 g)

Total protein content
(BSA2), g/100 g)

HE

8.86

33.98±4.38a3)

9.33±0.06c

EE

6.11

21.25±1.95b

9.78±0.16b

ME

6.93

25.32±3.34b

10.25±0.00a

HE, hot-water extracts of Agastache rugosa; EE, 70% ethanol extracts of Agastache rugosa; ME, 70% methanol extracts of Agastache rugosa.
BSA, bovine serum albumin.
Means±SD (n=3) within each column (a-c) followed by the same letter represents no significant difference (p<0.0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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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추출 용매의 종류에 따라 추출되는 성분들이 달라지며
(Cha 등, 2009), 추출 용매의 극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용성
고형분의 용출량이 높아져(Dong 등, 2004), 열수 추출물의
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총당 함량 측정 결과, 열수 추출물에서 33.98 g/100 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는데, 이는 용매인 물의 극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Park 등(2012)은 배초향 추출물의 총
당 함량 측정 결과, 5.37 g/100 g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는
데, 이는 재배환경에 따라 식물체 내의 수용성 탄수화물의 함
량이 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Anderson, 1986).
총단백 함량의 경우, 9.33-10.25 g/100 g으로 추출 용매별
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Park 등(2012)은 배
초향 추출물의 총단백 함량 측정 결과, 11.10 g/100 g으로 보
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함량을 나타내었다.
총폴리페놀 및 ORAC value
추출 용매에 따른 배초향 추출물의 총폴리페놀 함량 및
ORAC value 측정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폴리페놀
화합물은 식물의 2차 대사산물로서 수산기인 OH–기를 가지
고 있어 체내에서 항산화제로서 작용하여 각종 질환 예방, 염
증 및 노화 예방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그 함량이 증가할수록 생리활성 기능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Blois, 1958; Choi와 Chung, 2019). 총폴리페놀 함량 측
정 결과, 70% 메탄올 및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16.02
g/100 g 및 14.07 g/100 g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Ji 등
(2020)은 배초향 에탄올 추출물의 총폴리페놀 함량 측정 결
과, 34.51 mg gallic acid equivalent(GAE)/g으로 보고하였다.
ORAC value는 수소 전자의 전달에 의한 환원력을 측정하
는 방법으로서 식품 내 수용성 및 지용성 성분 모두와 반응하
기 때문에 응용범위가 넓어 생물자원의 항산화 측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수용성 비타민 E의 일종인 trolox를 표준물질
로 사용하였으며, peroxyl radical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fluorescence의 감소율을 통해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
Table 2. Total polyphenol and ORAC value of Agastache rugosa
extracts

1)

Sample1)

Total polyphenol
(tannic acid, g/100 g)

ORAC value
(trolox, μM TE/g FW)

HE

10.10±0.11c2)

114.29±1.69b

EE

14.07±0.57b

121.03±0.60a

ME

16.02±0.70a

115.31±0.70b

HE, hot water extracts of Agastache rugosa; EE, 70% ethanol extracts
of Agastache rugosa; ME, 70% methanol extracts of Agastache rugosa.
Means±SD (n=3) within each column (a-c) followed by the same letter
represents no significant difference (p<0.05).

2)

으로 측정 감도가 예민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Prior 등, 2005). 시료의 항산화 물질이 AAPH(2,2’-azobis(2methylpropionamidine)dihychloride)가 생성한 peroxyl radical
을 제거함으로써 fluorescence를 유지하며 시료의 항산화 활
성이 고갈될 때까지 측정되어 peroxyl radical에 대한 산화 방
지능을 측정한다. ORAC는 일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유라
디칼에 의해 손상되어 발색되는 형광 값을 측정하여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항산화 물질은 형광물질에 대한 자유라
디칼로부터의 손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형광 시그널로 관
찰된다. 자유라디칼 생성을 위해 AAPH를 사용하여 항산화
물질의 소거능력인 활성산소 흡수능력을 측정한다. 추출 용
매에 따른 배초향 추출물의 ORAC 측정 결과,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121.03 μM TE/g으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
는데, You 등(2018)은 약재로 사용되는 상백피 추출물의
ORAC value 측정 결과,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
었다. 에탄올은 소수성 및 친수성을 모두 가진 효과적인 용매
로서 물과의 혼합 정도에 따라 용매 성질인 극성과 밀도가
변하며, 삼투압에도 영향을 주어 용출되는 주요 성분에도 변
화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는데(Kim과 Kim, 2019), 이런 까
닭에 70% 에탄올 추출물의 ORAC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항산화 활성
추출 용매에 따른 배초향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활
성, ABTS radical 소거활성 및 FRAP 활성을 Fig. 1에 나타내
었다. 모든 추출물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활성이 증가하는 경
향이 나타났다. 활성산소는 체내에서 강한 산화력이 있어 세
포막 분해, 단백질 손상, DNA 합성 억제, 지방 산화와 같은
생리적인 장애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Lee 등,
2005),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를 억제하는 물
질로서 질병 예방 및 노화 억제와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Yoon 등, 2003). 또한 DPPH 및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각각 음이온 및 양이온 라디칼을 생성하여
식품의 항산화 활성 측정에 사용되며(Kwak과 Choi, 2015),
FRAP 활성은 환원제인 antioxidant에 의해 Fe3+-TPTZ 복합
체가 파란색의 Fe2+-TPTZ 복합체로 될 때의 흡광도를 측정
하여 환원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DPPH 및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각각 70% 메탄올 및 70% 에탄올 추출물(1,000
μg/mL)에서 61.05% 및 47.73%로 나타났으며, FRAP 활성은
70% 에탄올 추출물(1,000 μg/mL)에서 1.14로 열수 추출물에
비해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추출 용매에 따른 배초향 추출
물의 항산화 활성 측정 결과, 열수 추출물에 비해 70% 에탄올
및 70% 메탄올 추출물에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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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2004). 일반적으로 nitric oxide(NO)는 과발현 시 염증
반응 및 염증 매개체의 생합성을 촉진하여 염증을 심화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Yoon 등, 2011), 이러한 NO 생성
의 억제는 염증 반응의 만성화 및 과발현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출 용매에 따른 배초향 추출물의 RAW 264.7 세포에 대
한 세포독성 및 NO 생성량을 Fig. 2에 나타내었다. RAW
264.7 세포에 대한 배초향 추출물의 세포독성 측정 결과,
100-1,000 μg/mL 농도에서 95% 이상의 생존율을 나타내어
세포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대식세포에 자극을 주어 NO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LPS를 1.5mM 농도로 처리하였으며, 모
든 시료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NO 생성량이 감소함을 확인하
였다. 70% 에탄올 및 70% 메탄올 추출물(1,000 μg/mL)에서
7.55 μM 및 9.10 μM로 열수 추출물에 비해(11.43 μM) 우수한
NO 생성 억제능을 나타냈으며, 특히 70% 에탄올 추출물의 경
우 LPS 첨가 대조군(32.54 μM) 대비 약 23% 정도 감소하였
다. Yoon 등(2011)은 황금 추출물의 NO 생성량 측정 결과,
25-200 μg/mL 농도에서 LPS(1 μg/mL) 처리군과 비교하여 유
의하게 감소하였으며, Song과 Lee(2017)는 망초 에탄올 추출
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NO 생성을 억제했다고 보고하였다.
(A)

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 and FRAP activity (C) of Agastache
rugosa extracts.
HE, hot-water extract of Agastache rugosa; EE, 70% ethanol extracts
of Agastache rugosa; ME, 70% methanol extracts of Agastache rugosa.
Means±SD (n=3) in each column (a-j) followed by the same letter
represents no significant difference (p<0.05).

Kim 등(2017)은 매화꽃봉오리의 추출 용매별 항산화 효과 측
정 결과, 열수 추출물에 비해 에탄올 및 메탄올 추출물의 항산
화 효과가 높게 측정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이는
추출 용매의 극성에 따라 추출된 생리활성 물질 및 폴리페놀
화합물의 용해도 차이에 의한 것으로 폴리페놀 함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Ham 등, 2016; Kim 등, 2017).

(B)

Nitric oxide 생성량
염증 반응은 생체 조직의 방어 반응의 하나로 각종
cytokines과 protein 및 free radical 등 다양한 면역계 세포와
매개 물질들이 관여하고 있으며, 만성화가 진행되면 염증인
자의 과량 생산으로 인해 지속적인 염증반응을 유발하여 인
체의 각종 질환을 야기 및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며(Kim 등,
2010; Yoon등, 2011), 최근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고혈압
및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의 원인으로 확대되고 있다(Park과

Fig. 2. MTT assay (A) and Nitric oxide production (B) in RAW
264.7 cell line treated with Agastache rugosa extracts.
HE, hot-water extract of Agastache rugosa; EE, 70% ethanol extracts
of Agastache rugosa; ME, 70% methanol extracts of Agastache rugosa.
Means±SD (n=3) in each column (a-j) followed by the same letter
represents no significant differenc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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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kine 생성억제 효과
TNF-α(tumornecrosis factor-α) 및 IL(interleukin)-6는 염
증 유발인자로서 대식세포의 염증성 매개물질에 의해 생성되
며(Storck M 등, 1994), 과도하게 분비 시 만성적인 염증 반
응을 유발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동맥경화를 악화시
키는 등 다양한 질환 발병 기전에 관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Cheon 등, 2009). TNF-α는 림프조직의 발달을 조절하고, 혈
관 내피세포와 대식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염증 반응을
촉진하며, IL-6는 골 흡수 촉진 등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을
가지고 있어 염증 질환 발생에 따라 생성이 증가된다(Lee 등,
2005). 지방세포에서는 사이토카인으로 간에서 CRP의 생산
을 자극하는 전염증성 IL-6의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어 전신
순환으로의 분비도 증가하며, 또한 과체중 및 비만인 사람의
경우 TNF-α의 혈중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
(Park과 Yoo, 2004).
NO 생성 억제능이 우수하게 나타난 배초향 70% 에탄올
추출물을 50-250 μg/mL 농도로 RAW 264.7 세포에 처리하
여 cytokines 함량을 측정하였다(Fig. 3). TNF-α 및 IL-6 함량
측정 결과,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TNF-α 함량 측정 결과, 54.06-70.57 pg/mL로 LPS

(A)

(B)

Fig. 3. TNF-α (A) and IL-6 production (B) in LPS (lipopolysaccharide) induced RAW 264.7 cell line treated with ethanol
extract from Agastache rugosa extracts.
EE, 70% ethanol extracts of Agastache rugosa.
Means±SD (n=3) in each column (a-d) followed by the same letter
represents no significant difference (p<0.05).

1 mM 처리군(83.22 pg/mL) 대비 함량이 감소하였으며, Lim
과 Lee(2020)는 향부추 80% 에탄올 추출물의 TNF-α 함량
측정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분비가 억제됐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IL-6 함량 측정 결과,
25.41-32.68 pg/mL로 LPS 1 mM 처리군(85.35 pg/mL) 대비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Lee 등(2017)은 삼채 추출물의
IL-6 함량 측정 결과, LPS 처리군 대비 낮은 함량을 나타냈
으며, 농도 의존적으로 생성이 억제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
구와 유사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배초향 추출
물의 NO 생성 억제능뿐만 아니라, 사이토카인의 분비 또한
억제하여 면역조절물질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
된다. Yun 등(2019)은 5주령의 무모쥐(SKH-1)에 12주 동안
매일 1회 식염수 투여군, 배초향 추출물 100 mg/kg/day 투여
군, 배초향 추출물 250 mg/kg/day 투여군의 IL-6, IL-1β 및
TNF-α 등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함량 측정 결과, 배초향 추출
물이 12주 후 염증성 사이토카인 유전자 발현량이 감소하였
다고 보고하였다.
3T3-L1 cell을 통한 지방세포 분화 억제효과 및 free
glycerol 함량
지방세포는 세포의 증식 및 분화로 인해 과발현되며(Ji 등,
2012), TNF-α 및 IL-6 등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 증가
로 인해 비만에 의한 염증 반응은 대사성 질환의 주요 원인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ark 등, 2014). 추출 용매에
따른 배초향 추출물의 지방세포 분화억제 효과, Oil-Red O
staining 및 free glycerol 함량 측정 결과는 Fig. 4 및 Fig. 5와
같다. 추출 용매에 따른 배초향 추출물을 100-1,000 μg/mL
농도로 MTT assay를 진행한 결과, 1,000 μg/mL 농도에서 세
포 독성을 나타내어 50-500 μg/mL 농도로 처리하였으며, 모
든 시료 처리구간에서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 후,
Oil-Red O staining을 진행하여 지방전구세포의 분화억제 효
과를 측정하였다. 지방세포 분화유도 억제능 측정 결과, 배초
향 추출물을 처리하지 않고 분화만 유도한 군에서 세포 내
lipid droplet의 생성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시료 처리구간별 6.88-29.48%로 측정되었고, 70% 메탄올 추
출물 500 μg/mL 농도(29.48%)에서 가장 높은 억제능을 나타
낸 것을 확인하였다. 모든 배초향 추출물 처리구간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지방세포 분화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Kim 등(2014)은 꿀풀과에 속하는 하고초 추출물의 지방세포
분화 억제능 측정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생성이 저해되었다
고 보고하였으며, Kim 등(2017)은 약초로도 사용되어온 꿀
풀과의 배암차즈기 에탄올 추출물의 지방세포 분화 억제효과
측정 결과, 300 μg/mL 농도에서 35%의 억제능을 나타냈다
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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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MTT assay (A) and lipid accumulation (B) in 3T3-L1 cell
line treated with Agastache rugosa extracts.
HE, hot-water extract of Agastache rugosa; EE, 70% ethanol extracts
of Agastache rugosa; ME, 70% methanol extracts of Agastache rugosa.
Means±SD (n=3) in each column (a-h) followed by the same letter
represents no significant differenc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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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내 축적된 중성지방은 지방구에 존재하는 TG가 분해
되면 유리지방산과 glycerol로 혈액 속으로 방출되어 간으로
이동하며, 3T3-L1 세포에서는 유리된 glycerol의 함량 측정
으로 지방구 내 중성지방의 분해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Lee 등, 2014). 추출 용매에 따른 배초향 추출물의
free glycerol 함량은 Fig. 5에 나타냈다. 모든 시료 처리구에
서 분화유도 후, 시료처리하지 않은 Control 대비 낮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70% 메탄올 추출물(250 μg/mL)에서 103.63%로
가장 낮은 함량을 보여주었다. Jeon 등(2014)은 어린 으름잎
추출물의 free glycerol 함량 측정 결과, 지방분화 유도한
Control 대비 낮은 함량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지
방구 생성 감소, 지방세포의 지방구 내 중성지방 함량 감소와
더불어 배양액으로 유출되는 free glycerol 함량의 감소에 의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배초향 추출물은 지방축적 억
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Kim 등(2015)은 배초향의
지방합성 인자 조절 및 식이 섭취 감소를 통한 항비만 효능
측정을 위해 수컷 C57BL/6 mice를 구입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으며,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과 배초향 추출물 200
mg/kg을 200 μL씩 4주 동안 경구 투여한 결과, 배초향 추출
물 투여군에서 고지방식이 섭취로 인하여 증가된 지방세포의
크기를 감소시켜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켰다고 보고하였다.
Rosmarinic acid는 꿀풀과의 식물에서 주로 높은 함유량을
나타내며, 배초향의 생리활성 물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
분 중 하나로서 혈중에 흩어진 당분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당
치의 상승을 억제하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등, 2009). 이러한 rosmarinic acid의
효능으로 인하여 배초향의 항비만 활성이 나타난 것으로 판
단되며, 항비만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 배초향 추출물이 사용
되기 위해 향후 적절한 농도 선정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요

Fig 5. Lipid accumulation in differentiated adipocytes visualized
by Oil-Red O staining (A) and Free glycerol contents (B) in
3T3-L1 cell line treated with Agastache rugosa extracts.
HE, hot-water extract of Agastache rugosa; EE, 70% ethanol extracts
of Agastache rugosa; ME, 70% methanol extracts of Agastache rugosa.
MDI, methylisobutylxanthine, dexamethasone, insuline.
Means±SD (n=3) in each column (a-c) followed by the same letter
represents no significant differenc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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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본 연구에서는 배초향의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
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출 용매에 따른 추출물을 제조하
여 이화학적 품질 특성, 면역조절효과 및 항비만 활성을 조사
하였다. 증류수, 70% 에탄올 및 70% 메탄올을 사용하여 추
출물을 제조하였으며, 추출 수율은 열수 추출물에서 8.86%로
가장 높이 측정되었으며, 총당 함량은 열수 추출물에서 33.98
g/100 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내었다. 총단백 함량 측정 결과,
추출물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총폴리페놀
함량 측정 결과 16.02 g/100 g으로 70% 메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70% 메탄올
추출물(1,000 µg/mL)에서 61.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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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TS radical 소거활성, FRAP 활성 및 ORAC value는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배초향 추
출물의 NO 생성 억제능 측정 결과, 70% 에탄올 추출물 1,000
µg/mL에서 7.55 μM로 가장 높은 억제능을 나타내었으며, 가
장 높은 억제능을 나타낸 70% 에탄올 추출물의 TNF-α 함량
은 54.06-70.57 pg/mL였으며, IL-6 함량은 25.41-32.68
pg/mL로 나타나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함량이 감소함을 확
인하였다. 또한, 3T3-L1 세포를 통해 지방세포 분화억제 효
과는 70% 메탄올 추출물(500 μg/mL)에서 29.48%로 가장 높
은 억제능을 나타냈으며, free glycerol 함량은 70% 메탄올
추출물(250 μg/mL)에서 103.63%로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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