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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깨의 FT-IR 스펙트럼 데이터로부터 다변량통계분석을 이용한 원산지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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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determine whether Fourier-transform infrared (FT-IR) spectral analysis based on multivariate analysis for whole-cell extracts
can be used to discriminate different countries of Perilla seeds at the metabolic level, leaves of Perilla seeds were subjected to FT-IR spectroscopy.
FT-IR spectral data of leaves were analyzed b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partial least square discriminant analysis (PLS-DA), and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HCA). FT-IR spectra confirmed typical spectral differences between frequency regions of 1,700-1,500, 1,500-1,300,
and 1,100-950 cm-1. These spectral regions reflect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variations of amide I, II in amino acids and proteins (1,700-1,500
cm-1), phosphodiester groups in nucleic acids and phospholipids (1,500-1,300 cm-1), and carbohydrates (1,100-950 cm-1). PCA revealed separate
clusters corresponding to their country relationship. Thus, PCA could be used to distinguish between countries of origin with different metabolite
contents. And PLS-DA showed a similar country classification of Perilla seeds. Furthermore, these metabolic discrimination systems could
be used for the rapid selection and classification of useful field crop cultiv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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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보호를 위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또한,
수입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의 가격차이와 육안식별이 어려움에

들깨는 꿀풀과에 속하는 유료작물 중 하나로 생육기간이 짧고,

따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원산지에

재배지 토양에 대한 적응성이 높아 혼작과 윤작이 가능한 중요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들깨(Perilla)는 동아시아를 중심

작물로 평가되고 있다(Choung 2005). 들깨 종실에는 약 44%의

으로 착유를 통해 기름을 얻는 유료작물로 소비되고 있고(Seong

지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 중 체내에서 생성되지 못하여 필수로

et al. 2015),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많은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섭취해야 하는 오메가-3계 지방산이면서 고혈압, 항산화, 인지기

있다. 국내산과 중국 등의 수입산 들깨의 육안적 특성을 통한

능 개선, 항알러지 등의 다양한 기능성 효과를 갖는다고 알려진

원산지 식별은 한계가 있지만, 동일한 들깨 품종이라도 재배

알파-리놀렌산이 약 60% 조성되어 있다(Kim et al. 2015, Seong

조건(생육온도, 광, 생장호르몬, 무기성분, 기후변화 등)과 외부

et al. 2015, Li et al. 2017). 그 외에도 루테올린, 로즈마린산,

환경변화(염류장해, 질소장해, 환경변화, 생장조절물질 등)에

폴리코사놀 등의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

따라 이차대사산물의 함량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차대사산물을

기능성 식품으로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Lee et al. 2017,

이용하여 원산지 식별이 가능하다(Akula et al. 2011).

Lee et al. 2020a). 이에 따라 들깨에 대한 소비는 확대되고

대사체를 이용하여 시료간 양적, 질적 패턴 차이를 구명하는

있지만, 재배환경을 통한 들깨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대사체학 연구는 오믹스 기법의 발달을 통해 활발한 연구가

지지 않았다(Gu et al. 2019).

진행되고 있다. 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spectroscopy,

원산지 판별은 수입 개방화 추세에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proton nuclear magnetic resonance (HNMR) spectroscopy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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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spectrometry (MS)등의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종 시료

들깨 whole-cell 추출물 제조

의 식별과 대사체 마커 개발에 활용이 되고 있다(Krishnan et al.

시료 분말 20 mg을 20% (v/v) methanol 200 µL에 첨가하여

2005). FT-IR 스펙트럼 분석은 스펙트럼이 나타내는 다양한

(1.5 mL Eppendorf tube) 시료와 용액이 잘 섞이도록 vortexing

정보를 다변량통계분석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분할

하여, 50°C water bath에서 5분 간격으로 시료를 잘 섞어주며

수 있다(Gallardo-Velázquez et al. 2009). 대사성분의 작용기작

30분간 추출하였다. 추출된 시료는 15분간 13,000 rpm에서 원심

구명과 같은 기초학문적 활용이 가능한 대사체학은 농산물의

분리 하고,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새로운 tube에 옮겼다. 추출물

품종, 원산지 식별과 재배연령 등의 진위 식별 그리고, 식품이나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다시 한번 5분간 13,000 rpm에서

의약품 산업의 표준화 및 안정성 관련 산업적 활용이 다양하게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새로운 tube로 옮겼다. FT-IR 스펙트럼

이루어지고 있다. 대사체 분석의 데이터를 보다 유용한 생물학적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추출된 추출물은 -20°C에서 냉동 보관하

정보 추출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변량통계분석 기법이 필수적으

여 사용하였다(Song et al. 2014).

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다변량통계분석기법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Partial least squares discriminant

FT-IR 스펙트럼과 데이터 전처리 및 다변량 통계분석

(PLS-DA) 그리고 Partial least squares (PLS) regression을 주로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스펙트럼 조사는 Tensor II

사용하며, Partial least squares (PLS) regression은 서로 다른

(Bruker Optics GmbH, Ettlingen, Germany)과 DTGS (Deuterated

두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통해 다양한 예측 모델링

triglycine sulfate) 검출기를 사용하였다(Song et al. 2014). 추출

방법에 이용되고 있다(Höskuldsson 1988, Wold et al. 2001,

된 각각의 시료는 5 µL씩 5반복으로 384-well ZnSe plate에

Bastiena et al. 2005, Mevik & Wehrens 2007). PLS regression

분주하여, 37°C hot plate에서 약 20-30분간 건조한 후 HTS-XT

기법을 이용하여 동백나무속 식물(Camellia oleifera)에서 지방

(Bruker Optics GmbH) 고효율 자동화 장치를 이용하여 스펙트

산 함량 예측 모델링(Yuan et al. 2013), 사과, 오렌지 그리고

럼을 측정하였다. 스펙트럼은 4000-400 cm-1 범위에서 4 cm-1

복숭아 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carotenoid 성분 함량 예측 모델링

간격으로 128회 반복 측정되었고, 측정된 스펙트럼의 평균 스펙

(Leopold et al. 2011), 버섯에 존재하는 단당류와 다당류 함량

트럼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Bruker 에서 제공하는 OPUS Lab

예측 모델링(Chen et al. 2012), 육류의 부패 및 손상에 대한

(ver. 7.0, Bruker Optics Inc.)를 사용하여 FT-IR 스펙트럼 조사

예측 모델링(Argyri et al. 2013) 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및 데이터 변환을 하였고, baseline 교정을 위해 FT-IR 스펙트럼

있지만, 들깨 원산지 식별 예측 모델링에 활용이 없는 실정이다.

분석 영역의 양 끝점(800-1800 cm-1)의 흡광도를 0으로 조정하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T-IR 스펙트럼 데이터의 다변량통계

다. 실험상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스펙트럼을 동일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들깨를 신속한 구분 및 식별 체계를 확립하

면적으로 normalization을 실시하였으며, mean centering 과정

고 더 나아가 들깨의 원산지 예측 모델링을 개발하여 국내산과

을 거쳐 2차 미분하여 스펙트럼의 전처리 과정을 실시하였다

수입산의 신속한 선발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Song et al. 2014). 가공된 FT-IR 스펙트럼 데이터는 NIPALS
알고리즘(Wold 1966)을 이용하여 R 프로그램(version 3.1.2)을

재료 및 방법

사용하여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와 PLS-DA
(Partial least squares discriminant)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식물재료

HCA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분석하였으며 유사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들깨 종자는 원산지 식별을 위해 국립식량

지수로 UPGMA (unweighted pair group method with arithmetic

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산 들깨 4종을

mean analysis)를 사용한 Euclidean distance를 측정하여 각 시료

사용하였고, 수입산 들깨 4종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재료

의 유연관계를 덴드로그램으로 나타냈다(Fiehn et al. 2000, Trygg

는 품종별 3반복으로 시료를 사용하였고, 각각의 시료는 Wonder

et al. 2007).

crusher, WC-3를 이용하여 분말 형태로 분쇄하였다. 분쇄된
시료는 -70°C 초저온냉동고에 보관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FT-IR 스펙트럼 데이터를 이용한 Classification, prediction
그리고 cross-validation
FT-IR 스펙트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사물질을 통한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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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을 위해서 PLS regression 분석을 적용하여 확립하였다.
원산지 예측을 위해 2개의 변수 X와 Y를 나누고 X 변수에는
FT-IR 스펙트럼 데이터를 Y 변수에는 원산지 지역 번호를 그룹
화 시키고 각각의 정보를 연결시켜 PLS regression을 실시하였
다. 예측 모델의 예측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트레이닝 세트를
만들어 모델 구축에 사용하였고, 트레이닝 세트는 테스트 세트에
사용되지 않았다. X 변수와 Y 변수간의 측정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예측한 후 회귀계수를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계산하였다. 전체의 데이터는 임의의 두 부분으로 나눴고, 먼저
트레이닝 세트를 선발 후 트레이닝 세트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
를 테스트 세트로 사용하여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데 사용되었다.
PLS 모델의 예측 능력은 실측 값과 PLS 예측 값 사이의 정확도를
10 bootstrap 테스트하여 나타냈고, RMSEP (Root Mean Square
Error of Prediction)와 MSEP (Mean Square Error of Prediction)
를 측정하여 예측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Liu et al. 2006,
Terhoeven-Urselmans et al. 2010).

Fig. 1. Representative FT-IR spectral from Perilla seed of main
cultivar. FT-IR spectral ranges showed quantitative information of
protein/amide I, II (1500-1700 cm-1), phosphodiester group (13001500 cm-1), and sugar compound (950-1100 cm-1).

결과 및 고찰

FT-IR 스펙트럼 다변량 통계분석 및 대사체 수준 유연관계
비교

들깨의 FT-IR 스펙트럼 비교 분석

들깨의 FT-IR 스펙트럼 데이터를 PCA 분석한 결과 PC 1과

들깨의 원산지 식별을 위해 FT-IR 스펙트럼 데이터로부터
다변량통계분석을 통해 들깨의 원산지별 유연관계를 분석하였
다. 각각의 품종들은 FT-IR 스펙트럼 1750-1500, 1500-1300,
1150-950 cm-1 상에서 특정적인 스펙트럼 패턴 변화가 나타났다
(Fig. 1). FT-IR 스펙트럼의 특정적인 주요 부위는 각각 특정
화합물들을 나타내는데, 1750-1500 cm-1 부위에서는 주로
Amide I 과 II을 포함하는 아미노산 및 단백질계열의 화합물들의
질적, 양적 정보를 나타내고(P=O, C=O, N-H, C-C 그리고 C=
C), 1500-1300 cm-1 부위에서는 phosphodiester group을 포함한
핵산 및 인지질의 정보가 반영이 되고(CH2와 P=O), 그리고
1100-950 cm-1 부위에서는 단당류나 복합 다당류를 포함하는
carbohydrates 계열의 화합물들이 질적, 양적 정보가 반영(C-O,
C-C 그리고 C-O-C)되어 나타낸다(Parker 1983, Dumas & Miller
2003, Wolkers et al. 2004, Yee et al. 2004, D’Souza et al.
2008, Lopez-Sanchez et al. 2010). 이처럼 FT-IR 스펙트럼 상의
질적, 양적 차이는 들깨가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지방산, 그리고 탄수화물계통의 화합물들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FT-IR 스펙트럼 분석은 주요 대사체
의 질적, 양적 변화를 분석하여 원산지 식별 수단으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2의 설명력이 98.3%와 0.8%로 각각 나타났다(Fig. 2A). 들깨의
경우에도 중국산 품종(china)이 상단에 위치하였고, 국산 품종
(korea)이 하단에 위치하였다(Fig. 2A). 이처럼 들깨 품종은 주로
상하로 중국산 품종과 국산 품종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적인 중국산 품종의 분포가 국산 품종에 비해 넓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2A). 아직까지 FT-IR 스펙트럼 데이
터를 이용한 들깨 품종의 원산지 식별이 분석이 없었지만, 두과작
물의 품종간 식별(Song et al. 2012), 배추 계통 식별을 통한 F1
판별(Ahn et al. 2016), 아티초크의 품종간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et al. 2016). 따라서, 들깨의 FT-IR 스펙트럼
데이터를 이용한 대사체 분석을 통해 원산지 간의 차이와 유사성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방법을 이용한 밭작물에 대한 원산지
품종 육성에 빠르고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들깨의 FT-IR 스펙트럼 데이터 식별에 중요하게 작용한 FT-IR
스펙트럼 부위를 확인하였다(Fig. 2B). FT-IR loading value를
확인한 결과, 1700-1500, 1500-1300 그리고 1100-950 cm-1 부위
임에서 PC 1과 2를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알 수 있었다(Fig.
2B). FT-IR 스펙트럼상에서 차이를 나타냈던 부위(Fig. 1)와
loading value 상에서 나타난 부위가 일치하였고, 이 부위가 나타
내는 아미노산 및 단백질계열의 화합물, 핵산 및 인지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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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hydrates 계열 질적, 양적 차이가 나타남을 의미하며 원산지
식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Schulz &
Baranska 2007)(Fig. 2B).

분석으로 들깨의 원산지 식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HCA dendrogram 분석 결과를 보면 국산 들깨 품종과 중국산
들깨 품종이 서로 구분되어 식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PLS-DA 분석의 경우 PCA 분석 보다 들깨 원산지 식별이

3B). 하지만, 중국 들깨 품종 중 ‘Cha4’의 경우만 국산 들깨

뚜렷하게 나타났다(Fig. 3A). PLS-DA score plot을 보면 중국

품종과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다른 품종들은 각 지역별로 유의성

품종이 상단에 위치하고, 국산 품종이 하단에 위치하는 것을

을 나타냈다. 이것은 각각의 대사체 정보가 재배 지역에 따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 품종 중 ‘China 4’ 품종에 경우

다르게 나타나고 지역별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PCA와 같이 국산 품종과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연구 결과로 FT-IR 스펙트럼 데이터를 이용한 재배 지역 구분이

국산 품종과 유사한 대사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Fig.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까지 FT-IR 스펙트럼 데이터를

3A). 이 결과, 들깨의 FT-IR 스펙트럼 데이터를 이용한 PLS-DA

통해 들깨에서 재배 지역 구분을 실시한 경우가 없어 비교가

Fig. 2. PCA score plot (A) and loading value plot (B) of PCA analysis from FT-IR data of Perilla seed. Dotted shapes represent significant
FT-IR spectral region for metabolic discrimination of each country.

Fig. 3. PLS-DA score plot (A) and Hierarchical dendrogram (B) of FT-IR data from Perilla seed. Dotted shapes represent significant FT-IR
spectral region for metabolic discrimination of each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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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지만, 다른 작물에서는 다양한 대사체 분석을 통해 품종

대한 정확도를 나타냈다(Table 1). 이러한 결과는 들깨 품종간의

식별을 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우리나라 고유 한지를 연구하기

지역적 차이를 PLS 모델링을 통해 높은 정확도로 명확히 구별

위해 닥나무에 NIR과 MIR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원산지 판별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국산 4종과 중국산

이용하였고(Jang et al. 2019), IR-MS를 이용하여 안정동위원소

4종 들깨 품종을 테스트하였고, 테스트를 통해 정확하게 예측하

인 질소, 탄소, 산소의 비율을 통해 고춧가루와 콩의 원산지

고 자신의 그룹으로 분류 되었다(Fig. 4). FT-IR 스펙트럼의 특정

식별을 하였으며(Oh et al. 2021), 근적외선분광분석기와 에너지
분산형 X선 형광분석기를 이용해 무기 성분을 분석하여 청국장
의 원산지를 식별하였다(Kang et al. 2016). 또한, 콩 원산지
식별을 위해 ED-XRF를 이용하여 무기성분 함량을 분석하여
원산지 판별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ee et al. 2020b).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립된 FT-IR 스펙트럼 데이터를 이용한
들깨의 원산지 식별 기술은 품종, 원산지의 신속한 선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육종을 통한 품종개발 가속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들깨 원산지간 Classification, prediction 그리고 crossvalidation
원산지간 들깨로부터 품종간 PLS-DA 식별이 bootstrap test를
통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Table 1). Bootstrap test의 정확
도는 99%로 나타냈고, p값(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RMSEP (Root Mean Square Error of Prediction)은 0.23,
MSEP (Mean Square Error of Prediction)는 0.005로 예측값에

Fig. 4.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estimated and predicted
values of Perilla seed by PLS regression model from FT-IR spectral
data. Regression coefficient values (R2) was 0.99.

Table 1. Summary of the PLS-DA classification results from FT-IR spectral data of Perilla seed.
Prediction
Kor1
Count

Kor1

Kor2

Kor3

Kor4

Kor5

Cha1

Cha2

Cha3

Cha4

Cha5

3

3
3

Kor4

3
3

Kor5

3
3

Kor6

3
3

Cha1

3
3

Cha2

3
3

Cha3

3
3

Cha4

3
3

Cha5

3
3

Cha6
3

Total
3

Kor3

Total

Cha6

3

Kor2

Cross
validated

Kor6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6

In bootstrapping, each case was classified by the functions derived from all other cases.
Kor: Korea, Cha: China.
MSEP (Mean Square Error of Prediction)=0.005
RMSEP (Root Mean Square Error of Prediction)=0.23
R2=0.9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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