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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활방식의 급격한 서구화 및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

여 주요 질환의 양태가 급성에서 만성 퇴행성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사성 증후군이 만연하게 되었으며,

심혈관질환 등 허혈성 질환, 암, 관절염, 치매 등이 주요

질환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의약품의 작용이

임시적 증상 치료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만성적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여, 원인이 복잡한 만성퇴행성 질환

의 진행을 멈추거나 개선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지속될 경우, 조만간 천문학적인

의료비의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도전에 봉

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조 혹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증거로서, 심혈관질환, 관절염 등의 치료용으로 FDA

승인을 받았던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들이 퇴출되거나 심

각한 법정 소송에 휘말려 있는 실정이다(1-3). 또한 기존

약리학적 견지에서 커다란 기대를 모았던 HDL 증가제

(심혈관치료제 후보물질)(4) 및 감마-세크리타제(치매치

료제 후보물질)(5) 등이 임상 3상에서 심각한 부작용이나

효과 부족으로 실패하는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알츠하이머 환자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

하고 유효한 치료법이 없어,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 의료체

계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져, 금년 1월

에 오바마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한 특별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6). 또한 중국,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들도 대사성 질환, 심혈관 질환, 암 등 서구형 질병 발생의

양태를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다(7). 그러나

현재의 의약품 및 의약개발의 원리는 거의 전적으로 질병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없애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보니, 기존 의약품은 증상에 대한 빠르고 강한 억제력

이 있는 반면 독성 및 부작용이 강하다는 단점이 있어 현

재 및 미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만성퇴행성 질환에 적용하

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식용 가능한 천연 생리활성성분

을 기반으로 한 식품의약은 증상을 강하게 누르는 방식

보다는 질병의 복잡한 병리학적 원인을 조율할 수 있는

요인이 다양하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어 만성질환을 예

방하거나, 원인치료를 통한 점진적 개선에 있어서 기존

의약품을 보완하거나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씨놀은 감태에서 추출되는 저분자량의 폴리페놀 화합

물 복합체로서 에콜(eckol)계 폴리페놀 화합물을 주성분

으로 하는 물질이다. 씨놀 및 그 구성 분자들에 대한 in

vitro, in vivo, 임상연구 결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뛰어

난 식품, 의약적 잠재력이 검증되어 오고 있으며, 라이브

켐(주)에서 세계최초로 표준화하여 2008년 미국 FDA로

부터 NDI (New Dietary Ingredient) 인증을 받은 물질이다.

본 리뷰에서는 씨놀 및 이를 구성하는 대표 화합물들의

화학, 안전성 및 생리활성 적인 측면의 조명을 통하여 씨

놀의 식품의약적 응용 잠재력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씨놀의 화학

갈조류는 플로로탄닌(phlorotannin)이라고 불리우는

독특한 구조의 폴리페놀계 화합물을 2차 대사 산물로 생

산한다. 갈조류에 있어서 플로로탄닌의 생태학적인 역할

은 자외선으로 부터의 세포 보호, 세포벽 강화, 금속이온

흡착, 항균작용, 포식억제 등의 기능이 제안되고 있으나

아직 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8). 플로로탄닌은 육

상 식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폴리페놀계 화합물들과 달

리, 플로로글루씨놀(1,3,5-trihydroxybenzene) 만을 단량

체로 하여 구성된 중합체라는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그림

1). 플로로글루씨놀이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플로로탄닌 화합물이 이루어지는데, 씨놀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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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육상 식물 및 갈조 유래의 폴리페놀

그림 2. 에콜계 화합물의 화학적 구조

하는 에콜계화합물은 그 중에서도 디벤조-p-디옥신 결합

을 갖는 특수한 구조의 올리고머들로서 일반적으로 분자

량이 370～742의 범위에 있다(그림 1 및 2).

씨놀의 안전성 및 생리활성

씨놀 및 씨놀을 구성하는 에콜계 분자들에 대한 안전성,

다양한 실험실적 생리활성 연구와 임상적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씨놀은 갈조류의 일종인 감태(Ecklonia cava)

에서 추출된 에콜계 화합물의 표준화된 성분으로서 GLP

수준의 세포독성, 유전독성, 단회독성, 13주 반복투여 독

성 시험결과 안전성이 검증되어, 2008년 10월 미국 FDA로

부터 해양폴리페놀로서 세계최초로 NDI 인증을 받았다.

NDI는 2004년 이후 미국에 도입되는 신규 식이소재의 잠

재적 위해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재의

표준화 수준과 안전성을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평가하는

장치로서 국내에서 개발된 식품소재로는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 지난 10여년간 다양한 in vitro 및 동물모델 연구

를 통하여 씨놀 및 에콜계 분자들의 항산화, 항염증, 항알

러지, 조직분해억제, 항균, 항바이러스, 항비만, 항당뇨, 혈

압강하 효과 등이 밝혀져 왔으며, 최근 들어 씨놀에 대한

일부 임상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어 식품의약 소재로

서의 산업적 응용이 구체화 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연구보고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씨놀을 이용한 식품의약

소재의 개발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분야를 꼽는다면, 산

화스트레스/노화, 염증성 질환, 면역계질환, 비만, 당뇨등

대사성질환, 심혈관질환, 피부질환 등이 있으며, 지속적이

고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그 폭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

산화스트레스로부터의 보호

세포는 외부환경에서 유입되는 방사선, 화학물질, 물리

적 스트레스(습도, 온도, 기계적) 및 내부에서 발생하는

염증반응 등에 의해 끊임없이 공격(주로 산화적 스트레

스)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공격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하

고 정상적인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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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리 기재를 작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 외부

의 스트레스요인에 의한 과부하 상태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게 되면, 세포는 염증성 전사인자들(NF-kB, AP-1 등)

을 핵 내로 이동시켜 만성염증을 일으키게 되어, 노화촉

진, 암 발생을 포함하여 각종 만성 퇴행성질환을 발생시키

게 된다(9). 특히 최근 일본 원전 손상에 의한 방사능 물질

이나 날로 심해지는 황사에 포함된 중금속 등은 산화스트

레스를 다량 발생시켜 이러한 위험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씨놀 및 에콜계 화합물은 활성산소(ROS), 활성질소

(RNS) 등 자유라디칼에 대한 중화효과가 뛰어나며(10,

11), 자외선(UVA 및 UVB), 감마선에 의한 산화스트레스

로 부터의 세포보호 효과가 뛰어나다(12-14). 이러한 특성

의 응용으로서 방사선 방호제, 암치료 독성으로 부터의

세포보호, 암예방 등의 분야를 들 수 있다. 씨놀을 구성하

는 에콜계 화합물들의 자유라디칼 소거 효과는 DPPH 라

디칼 소거연구(10), peroxinitrite 소거연구(11), 전자스핀

공명(ESR) 연구(15), H2O2에 의한 DNA 손상연구(15), 등

에 의해 밝혀졌다. Eckol이 감마선의 파괴적 효과로부터

동물조직을 보호하며, 이는 eckol이 활성산소 소거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c-Jun NH2-terminal kinase 경로를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었으며(14,16), dieckol이 골

수세포의 조혈작용촉진 및 면역세포의 작용을 증가시키

며, 라디칼소거 효소(MnSOD)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DNA

파괴 및 과산화지질의 감소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치사량

의 감마선을 쬔 마우스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보고되었다(17). 또한, 최근에는 씨놀 성분이 산화스트레

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heme oxygenase (HO-

1)과 같은 체내 항산화방어 기재의 작용을 증가시키는 방

식으로도 나타낸다는 것이 밝혀졌다(18).

항염증 효과

급성염증은 상처나 세균감염 등으로부터 인체를 지키

기 위한 방어기재로서 필수불가결한 반응이지만, 만성적

염증은 오히려 각종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이

된다. 따라서 만성염증을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당뇨,

심혈관질환, 관절염, 치매, 암 등 대부분의 만성질환을 개

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근 과학계의 정설이다(9). 염증

과 관련된 다양한 과정 및 단계에서 씨놀 및 에콜계 화합

물의 염증억제효과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씨놀의 주요

구성분자들인 eckol, dieckol, 8,8'-dieckol 및 phloro-

fucofuroeckol A가 염증호르몬(prostaglandin 및 leuko-

triene)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들인 sPLA2, COX-2,

LOX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으며

(19), 세포수준에서는 COX-2 및 iNOS에 대한 억제 활성

이 마우스 대식세포(RAW 264.7)(20), 관절세포(MG-63

cell)(21) 및 뇌세포(microglial cell)(22)에서 보고된 바 있

다. Ex-vivo에서는 토끼 무릎관절 조직에서의 glyco-

aminoglycan의 분해 억제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11). 또

한, 동물모델실험으로는 26주간의 UVB 노출에 의한 피부

암 발생 마우스모델에서 암발생 억제와 더불어 COX-2

및 iNOS에 대한 발현 억제효과가 보고되었다(23,24). 염증

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결합조직(matrix) 분해 효소의 활

성이 증가하여, 손상된 조직을 분해하여 흡수하는 과정은

중요한 생리활동이다. 그러나 만성적 염증상태에서 증가

되는 결합조직분해 효소의 활성은 만성퇴행성 질환의 주

요 원인이 된다. 염증에 의해 증가하는 결합조직분해 효소

로서 콜라겐을 분해하는 MMP(matrix metalloproteinase),

엘라스타제(elastase), 히알루로니다제(hyaluronidase) 등

이 있다. 이러한 결합조직분해효소들이 만성적으로 작용

함으로써 연골, 혈관, 폐, 피부 등의 조직을 노화, 퇴행화

시키게 된다. 씨놀 및 에콜계 화합물은 단백질 수준에서,

엘라스타제 및 히알루로니다제 억제 활성을 나타낸다(25,

26). 또한, 자외선, LPS, 염증성 cytokine 등 염증성 자극에

노출된 세포에서 MMP 억제 효과를 나타냄이 보고되었다

(13,27,28). 한편 씨놀 및 에콜계 화합물이 염증을 억제하

는 효과에 대한 기작으로서, 산화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

와 더불어 NF-kB 및 MAPK 신호전달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이 제안되고 있다(22).

항알러지 효과

최근 고도산업화, 도시화에 의하여 영양상태가 과도해

지고, 알러지 유발물질의 증가로 인하여 과도한 면역반응

에 의한 천식, 비염, 류마티스성 질환, 아토피 등이 광범위

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예방 효과를 갖거나 부작용 없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의약품을 찾기는 어렵다. 일반적

으로 항알러지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의 경

우에 나타나는 졸리움, 건조증, 시야흐림 등의 부작용이

없이 과도한 면역반응을 완화시켜주고, 면역체질을 점진

적으로 개선시켜 주는 식품의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Sugiura 등(29)은 rat basophilic leukemia-2H3 cells에

서 나타나는 β-hexosaminidase의 release를 측정한 결과,

eckol, 6,6'-bieckol, 6,8'-bieckol, 8,8'-bieckol, phlor-

ofucofuroeckol-A, phlorofucofuroeckol-B가 EGCG와 유

사하거나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phlorofucofur-

oeckol-B는 EGCG의 2.8배에 달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Shim 등(30)은 human basophilic leu-

kemia(KU812F) 및 rat basophilc leukemia (RBL-2H3)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씨놀의 구성 성분들인 fucodi-

phloroethol, DHE, phlorofucofuroeckol A(PFF-A)가 세

포표면에서의 Fc(epsilon)RI 발현, 칼슘 influx를 감소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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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degranulation in basophils를 억제하였음을 보고하

였다(30). Kim 등(31)은 ovalbumin 자극에 의한 천식 마우

스 모델을 이용하여 에콜계 화합물이 풍부한 감태 에탄올

추출물이 천식의 전형적인 병리학적 특징인 호산구의 증

가, 폐 혈관 및 기도(airway)의 염증세포의 증가, 기도 협

착(airway luminal narrowing), 기도의 과민화, bron-

choalveolar lavage(BAL) fluid에서의 TNF-alpha 및 Th2

cytokines(IL-4 and IL-5), 혈액에서의 allergen- specific

immunoglobulin E(IgE)를 모두 감소시킴을 보고하였으

며, matrix metalloproteinase-9(MMP-9) 및 Suppressor

of cytokine signaling-3(SOCS-3) 발현 및 eosinophil

peroxidase(EPO)의 활성을 증가시킴을 보고하였다(31).

Th1 cytokine은 증가시키지 않고 Th2 cytokine (IL-4,

IL-5)만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므로(31), 비염, 아토

피, 류마티스 관절염 등 과다면역반응과 관련된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응용잠재력이 우수하다.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

씨놀 및 씨놀을 구성하는 에콜계 화합물들은 동물세포

에 대한 우수한 안전성을 가졌지만 항균(32-35) 및 항바이

러스 활성(36,37)도 우수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Nagayama

등(33)은 25종의 식품과 연관된 병원균에 대한 효과를 연

구하였으며, MRSA(메티실렌저항성 황색포도상구균), 비

브리오균 등에 대한 항균효과가 녹차 폴리페놀중 가장 우

수한 EGCG에 비해 뛰어남을 보고한 바 있으며, Choi 등(34)

은 eckol의 살모넬라 균에 대한 효과와 항생제(ampicilin)

와의 시너지효과를 보고하였다. Lee 등(35)은 무좀균에 대

한 연구를 통하여 항곰팡이 효과를 보고하였으며, 작용기

작으로서 세포막의 구조를 교란시키는 효과를 제안하였

다. 한편, anti-HIV 효과에 대한 보고를 분석해 보면, Ahn

등(36)은 감태에서 추출한 8,8'-bieckol 및 8,4"'-dieckol

이 HIV-1의 역전사단백질(reverse transcriptase) 및

protease 억제활성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특히 8,8'-

bieckol의 역전사단백질에 대한 억제효과(IC50=0.51 μM)

는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nevirpine(IC50=0.28 M)에 비교

할 수준으로 강력한 것으로 보고하였다(36,37). Artan 등

은 6,6'-bieckol을 사용하여 HIV-1 바이러스 억제효과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바, HIV-1에 의해 유발되는 합포체

(syncytia) 형성(EC(50) 1.72 microM), 세포용해(EC(50)

1.23 microM) 및 viral p24 antigen production(EC(50)

1.26 microM)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6,6'-bieckol이 역전사효소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며(EC50=

1.07 microM), HIV-1의 침투를 억제하는 효과도 밝혔다

(37). 이와 동시에 6,6'-bieckol의 숙주세포에 대한 안전성

은 250 μM 수준에서도 확보될 정도로 우수함을 보고하였

다(37).

비만 및 당뇨 분야

정제당, 정제지방 등의 과도하고 부적절한 칼로리 섭취

에 비해 육체적운동 등을 통한 칼로리 소비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된 도시형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선진국을 비롯

한 개발도상국가 도시 인구의 과반수가 비만 및 인슐린저

항성의 영향을 받고 있어 10년 후에는 당뇨병 쯔나미가

전세계를 뒤덮을 기세이다. 그러나 비만이나 인슐린저항

성과 같은 대사성 증후군은 질병으로 분류하기도 어려우

며, 현존하는 항비만, 항당뇨 의약품의 부작용을 감안한다

면 지속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예방 및 점진적 개선을 유도

할 수 있는 식품의약이 절실한 분야이다. 씨놀 및 이를

구성하는 에콜계 화합물에 대하여 보고된 연구결과에 의

하면, 이들은 비만 및 제2형당뇨의 발생을 막아주는 효과

뿐만 아니라 당대사의 개선효과도 보여주고 있다. 7-

Phloreckol 및 dioxinodehydroeckol에 대한 지방세포

(3T3-L1) 실험에 의하면 이 성분들이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하며 지방생성과 과련된 인자들의 활동을 감소시키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38), dioxinodehydroeckol에 대한

기작 연구를 통하여 AMPK 신호전달계의 활성화 및 조절

을 통하여 지방생성 및 지방세포분화 억제효과를 나타내

는 것으로 밝혀졌다(39). 인체적용시험에서는 BMI 26이

상의 과체중자를 대상으로 한 12주간의 임상시험에서

BMI, 체지방 및 허리둘레 감소효과가 확인된 바 있으며

(40), 또한 고지혈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12주 임상시험에

서 BAI(body adiposity index)가 감소됨이 확인되었다

(41). 한편, Iwai(42)는 에콜계 화합물이 고농도로 포함된

곰피(Ecklonia stolonifera) 추출물을 사용한 비인슐린의

존형 당뇨 마우스모델에서 항당뇨 효과 및 인슐린저항성

억제 효과, 당뇨로 인한 산화스트레스 억제효과를 확인하

였다. Lee 등(43)은 dieckol이 1형 당뇨 모델인 streptozo-

tocin에 의해 유발된 당뇨마우스에서 식후 혈당 감소효과

를 보여주었으며 효소억제 실험을 통하여 α-glucosidase

및 α-amylase에 대한 억제 활성 또한 보고하였다. 한편,

고혈당에 의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로서, Okada 등

(44)은 in vitro 실험수준에서 7-phloreckol, eckol and

dieckol의 단백질 당화 억제효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Lee

등(41)은 대사성증후군 환자에서 당화헤모글로빈이 유의

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고혈당은 혈관

내피세포의 iNOS, COX-2 및 NF-kB를 상승시키는데,

Lee 등(45)은 dieckol이 고혈당에 의해 유발되는 이러한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시키고, 산화스트레스(TBARS, 세

포내 ROS, NO 생성)로부터 혈관내피세포(HUVEC)를 용

량 의존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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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현대인의 많은 수가 비만, 고지혈, 고혈당, 고혈압 등,

동맥경화와 이로 인한 심근경색 등의 심각한 심혈관계질

환 발생에 대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령층

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심혈관계 및 허혈성 질환은 위험인자가 심각해지기 전부

터 관리하여 예방할 수 있는 식품의약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분야이다. 씨놀 및 에콜계 화합물이 심혈관계의

건강 및 심혈관질환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으로서 항산화, 항염, 지질감소, 혈압감소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Yoon 등(46)은 dieckol을 섭취한 고지혈증 랫

드 모델에서의 혈중지질개선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 서울

지역 남녀 과체중자에 대한 씨놀의 효과를 평가하는 임상

시험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상승된 피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12주간의 섭취 결과 총콜레스테

롤 및 LDL 콜레스테롤의 감소 효과 및 HDL 콜레스테롤

의 상승효과가 확인되었다(40). 또한 총콜레스테롤 240

mg/ dL 이상 또는 LDL 콜레스테롤 130 mg/dL 이상에

해당되는 고지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12주 임상시험에

서도, 씨놀의 총 콜레스테롤 및 LDL 콜레스테롤 개선효과

가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CRP의 감소효과가 나타남으로

써, 동맥경화 예방에 대한 잠재력이 확인되었다(41). 고혈

압과 관련된 연구로서는 Jung 등(47)이 eckol, phloro-

fucofuroeckol A 및 dieckol의 ACE(안지오텐신전환효소)

억제효과(IC50)가 각각 70.82±0.25, 12.74±0.15, 34.25± 
3.56 μM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 Hong 등(48)은 고혈압 랫

드 모델(2-kidney 1-clip Goldblatt hypertensive rats)에서

씨놀의 혈압 감소효과와 혈중 ACE 활성 감소효과를 확인

하였다(48). 씨놀 및 에콜화합물은 항산화 및 항염증효과

가 우수하므로 뇌졸중 등 허혈성 질환에 예방에 대한 전반

적인 적용 잠재력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동물모델 및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

피부 분야

씨놀성분은 피부의 노화방지 및 피부질환의 개선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생리활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UVA 및 UVB)은 피부

조직에 산화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DNA를 파괴하고, 각

종 염증반응을 일으켜 조직의 분해를 촉진하며 과도한 멜

라닌 색소를 생성시킨다. Hwang 등(23)은 26주간 UVB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hair-less 마우스에서 씨놀을 섭취할

경우, 염증성 단백질인 COX-2 및 iNOS의 활성과 피부암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Heo 등(12)

은 UVB에 노출된 인체 섬유아세포에 eckol 또는 dieckol

을 처리할 경우, 세포내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고 세포생존

률을 증가시키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특히 dieckol이 UVB

에 의한 DNA 손상을 대폭 줄여주는 효과를 관찰하였다.

Saeki 등(13)은 한 발 더 나아가, UVA 및 UVB에 노출된

인체 유래 피부세포에서 MMP-1, 2 및 9의 활성을 감소시

키는 효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Bu 등(26)은 씨놀을 구성하

는 분자들인 eckol, phlorotannin A, triphlorethol, dieckol,

phlorofucofuroeckol A들이 피부의 탄성을 부여하는 단백

질인 엘라스틴을 가수분해하는 효소(elastase)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고하였다. 종합하면 씨놀은 피부 노

화요인으로부터 주름발생 및 피부 탄력을 지켜줄 수 있는

잠재력이 뛰어나다. 한편, dieckol(12) 및 7-phloreckol(49)

의 강력한 tyrosinase 억제효과도 밝혀져 피부 미백 및 기

미 발생 방지효과에 대한 잠재력 또한 뛰어나다. 피부질환

적인 측면에서의 응용잠재력을 살펴본다면, 여드름이나

아토피, 건선 등의 피부염에 대한 적용 잠재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은 알러지에 의한 과도한

염증성반응에 의해 피부장벽이 허물어지고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때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과 같은 세균에 의한 이차 감염 등으로 인하여 악

순환을 일으키는 난치성 질환이어서 앞서 기술한 씨놀의

항염증, 항알러지, 히알루로산 가수분해효소 억제효과 및

항균력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이다.

결 론

만성질환은 감염성 급성질환과 달리 10～20년에 걸쳐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생리학적 스트레스가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병리학적 증상 발현과 함께 퇴행화

가 진행되는 특성을 갖는다. 최신 학설에 의하면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NF-κB와 같은 redox-sensitive 전

사인자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 각종 염증성 인자들

이 만성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이러한 염증반응이 또 다른

스트레스로 되먹임 됨으로써 만성질환의 발병을 부채질

하게 된다. 따라서 만성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는 현재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방법으로 만성적 스트레스 요인과 만성염증을 동

시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씨놀 및 에콜계 화합물들이 보여주는 안전성과 강력한 항

산화 활성, 그리고 항염증 활성은 식품의약 소재로서의

무한한 응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씨놀 및 에콜

계 화합물이 보여주는 항균 및 항 바이러스 작용은 또 다

른 차원의 응용 잠재력도 제시해 주고 있다. 현재와 미래

의 인류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수많은 만성질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과 원인치료

가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씨놀을 포함하여 식품의약적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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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을 갖는 성분에 관한 첨단 과학적 지식을 적극 활용하

여 예방적 식품의약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기존 의약이 만성질환에 대해 나타내는 부작용과

치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약품과의 상보적

인 기술개발 및 임상 연구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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