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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천식(Asthma)은 여러 세포 및 세포 인자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발병하는 복합적 만성 염증 질환

(Inflammatory disease)으로, 바이러스(Virus), 알레르

기 항원(Allergen) 등 다양한 자극원에 의한 감염

(Infection), 대기 오염, 심인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2]. 다른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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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hma is a complex inflammatory disease of the lung characterized by variable airflow 
obstruction, airway hyperresponsiveness, airway inflammation, and reduction of respiratory 
function. Its prevalence and incidence are increasing because of the effect of various environmental 
and lifestyle risk factors. Steroid inhalation, long-acting agonists, and other synthetic drugs are 
used for the treatment of this disease. However, they have some side effects and show unsatisfied 
result and response after treatment. Therefore, many researchers hav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natural product-related treatment for asthma to suppress the side effects and unsatisfied results. 
Seaweeds contain various bioactive compounds with anti-inflammatory, antibacterial, and anti-
oxidant activities. Thus, we investigated the asthma treatment-related literature using marine algae 
via the Google scholar search engine. Consequently, the literature is rarely investigated, but is 
increasing steadily. The literature was performed as a comparison study with an ovalbumin-induced 
group or drug-treated group, and investigated the antiasthma activity of algae ethanol extract. 
Although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marine algae-derived therapeutic agents for asthma, the 
amount of literature is rare compared with those of herbal medicine-derived therapeutic agents. 
Conclusively, we suggest that many researchers should investigate and develop algae-derived ther-
apeutic agents for asthma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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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만성 기관지염(Chronic 
bronchitis)과 기관지 평활근(Bronchial smooth mus-
cle, BSM)의 과민성(Irritability)으로 유발되는 기침

(Cough), 호흡곤란(Dyspnea), 가슴 답답함(Chest 
tightness) 외에도 특징적인 양상과 함께 가변적인 기

류 제한(Variable airflow obstruction) 등의 임상적 증

상을 나타낸다 [3-5]. 과거에는 천식을 알레르기 질

환(Allergic disease) 중 하나로 인식했지만, 최근 산업

화, 환경오염, 주거 및 작업 환경 변화로 인해 전 세

계적으로 3억 명 이상이 천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2015년 천식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38만여 명에 이

를 정도로 중요한 공중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6]. 우리나라의 경우, 만 19세 이상 성인에서의 천식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2.7%로 집계

되었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고연령군에서 지

속적으로 발병하는 추세이다 [7]. 이러한 발병 추세

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상 

향후 천식이 지금보다 더 큰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몽골 및 중국 등 주변 국가의 먼지 대기오염 

영향으로 미세 먼지 오염이 지속되고 있어 천식 발

병률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8].
초기 천식 환자의 대부분은 스테로이드 흡입

(Steroid inhalation), 지속성 베타 2 항진제(Long-act-
ing beta 2 agonists, LABA), 류코트리엔(Leukotriene) 
조절제를 통해 치료되며, 중증 천식 환자의 경우 전

신 스테로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9-11]. 
하지만 천식의 치료제 및 치료방법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가 

여전히 천식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치료 결

과에 대한 불만족(Dissatisfaction) 또는 부작용(Side 
effects) 등으로 인해 천연물 유래 치료제에 관해 관

심을 보이고 있다 [12-14]. 
천식은 병리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발병하는데, 폐로 유입된 항원의 1차적인 제거를 위

해 이를 담당하는 대식세포(Macrophage)가 활성화

(Activation)되면, 대식세포가 항원에 대해 특이적인 

항체(Antibody) 생산을 위해 B세포를 자극하여 항

원에 특이적인 면역글로불린 E (Immunoglobulin E, 
IgE)를 분비한다. 생산된 면역글로불린 E는 비만 세

포(Mast cell)를 활성화하고, 항원과의 결합을 통해 

비만 세포에서 탈과립되면, 이 과정을 통해 기관지 

수측 등의 초기 천식 반응이 유발된다. 또한, B세포

는 항원에 노출된 이후 CD4+ T세포를 자극하여 제 

0형 보조 T 세포(Type 0 T helper cell, Th0)는 인터루

킨-4 (Interlukin-4, IL-4), 인터루킨-5 (IL-5), 인터루킨

-13 (IL-13) 등을 분비(Secretion)하는 제 2형 보조 T 
세포(Type 2 T helper cell, Th2)로 과분화되어 제 1형 

보조 T 세포(Type 1 T helper cell, Th1) 사이의 불균

형이 발생한다 [15]. 그 결과 기도의 부종(Edema)과 

더불어 림프구(Lymphocyte), 호산구(Eosinophil), 호
중구(Neutrophil) 등 다양한 염증 세포들의 침윤

(Infiltration)과 모세혈관 밀도 증가에 따른 세포 수 

증가(Cellularity), 상피세포의 박탈(Denudation) 등이 

흔히 관찰된다 [16]. 
합성 치료제를 대체하기 위한 천연물 유래 치료

제들은 면역글로불린 E, 히스타민(Histamine), 인터

페론 감마(Interferon-γ, IFN-γ), 인터루킨-4, 인터루

킨-5, 인터루킨-13 등과 같은 항체 및 사이토카인

(Cytokine)의 분비 및 생산 억제, 면역세포(Immune 
cell)들의 침윤 억제를 통한 천식 예방 및 치료에 중

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1, 4, 13, 17-19]. 
이러한 천연물 유래 치료제 원료 중, 해조류

(Marine algae)는 고대부터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

아 각국에서 소비되었으며, 주로 일반 및 건강식품

으로 소비되어 왔다. 최근 들어 유럽 및 북미지역에

서도 미네랄(Mineral), 식이섬유(Dietary fiber), 필수 

지방산(Essential fatty acid), 효소(Enzyme), 다당류

(Polysaccharide) 및 기능성 폴리페놀성 물질

(Polyphenolic compound)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영양

학 및 건강 기능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적으로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6,20]. 해조류 유래 

생리활성물질은 항알레르기(Anti-allergic), 항염증

(Anti-inflammatory), 항당뇨(Anti-diabetic), 항산화

(Anti-oxidant) 등 다양한 효과를 지닌 것으로 보고되

었다 [21,22]. 특히, 천식 발병 기전에 관여하는 인터

루킨-4, 인터루킨-5 등의 사이토카인의 분비와 관련 

신호전달경로(Signaling pathway)의 활성화 억제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천식 치료제로서의 무

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5,23].
이에 본 연구진은 현재 천식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 

및 치료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해조류 유래 치료

제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 및 추후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자 이와 관련된 연구 동향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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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해조류 유래 생리활성물질을 활용한 천식 억제 효

과에 관한 연구는 Google Scholar를 통해 검색하였다. 
“Asthma”,”Algae” 및 “천식”,”해조류”와 같은 검색어

를 포함하는 논문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0년
부터 2020년까지 “Asthma”,”Algae”로 검색하는 경우, 
특허 및 서지 정보를 제외하고 총 13,700개의 논문이, 
“천식”,”해조류”로 검색하는 경우, 총 90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논문에 대하여 초록, 실험방법을 

확인하여 천식 억제에 관한 논문 18편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 및 수준을 분석 및 고찰하였다.

결 과

In vitro 연구

2010년부터 진행된 해조류 유래 생리활성물질의 

천식 억제 효과에 대한 In vitro 연구는 5편으로, 2000
년대 1편, 2010년대 4편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해
조류 유래 다당류(Polysaccharide)를 활용한 연구는 

2편, 폴리페놀성 물질(Polyphenolic compound)을 활

용한 연구는 1편, 추출물을 활용한 연구는 1편, 해양 

카로니노이드(Marine carotenoid)를 활용한 연구는 1

편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에 In vitro 연구들을 게재 연도와 저자명에 따

라 나열하였으며, 시료, 자극제, 사용 세포주 및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다. 2008년 Yong Li, et al. 
[24]은 Ecklonia cava로부터 분리된 단일 폴리페놀성 물

질들의 천식 억제능에 대해 연구하였다. E. cava 유래 

fucodiphloroethol G와 phlorofucofuroeckol A는 대상 세

포주에서 히스타민, 베타-헥소사미니다제(β
-Hexosaminidase, β-HEX)의 분비 억제 및 면역글로불린 

E와 면역글로불린 E 수용체(Receptor for IgE, FcεRI)와
의 결합능 감소를 통한 천식 억제 효과가 규명되었다. 
Song, E.-J., et al. [25]은 E. cava 물 추출물이 세포 사멸

(Apoptosis) 없이 면역글로불린 E, 인터루킨-4 및 인터페

론 감마 분비 억제를 통해 천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을 

확인하였다. Eisenia bicyclis로부터 추출한 푸코잔틴

(Fucoxanthin)은 베타-헥소사미니다제의 분비를 억제할 

뿐 아니라 nuclear factor-κB (NF-κB) 단백질과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단백질 중 extracellular 
signal regulated kinase (ERK)와 c-Jun N-terminal kinase 
(JNK)의 인산화(Phosphorylation) 억제를 통한 천식 억제 

효과를 밝혔다 [26]. 대만 소재 기업인 QMarine Biotech 
International Ltd.에서 생산하는 Hi-Q oligo-fucoidan®는 

임상 실험자로부터 채취한 말초혈액단핵세포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 PBMCs)에 대해 콘카

Table 1. Marine algae-derived anti-asthma compounds through in vitro studies.

Publication 
Year Authors Sample Source Stimulator Cell lines Outcomes Ref

2008 Li, Y., et al.
Fucodiphloroethol G 

and
phlorofucofuroeckol A

E. cava

Human IgE, 
calcium 

inonophore 
(A23187), 

or DNP-BSA 

KU812 and RBL-2H3 cell 
lines

↓ Human IgE-induced histamine release 
on KU812 cells

↓ A23187-induced histamine release on 
KU812 and RBL-2H3 cells

↓ DNP-BSA-induced β-HEX release in 
KU812 cells

↓ Binding activity between IgE and FcεRI 
in human IgE -stimulated KU812F cells

[24]

2010 Song, E.-J., 
et al. Water extract E. cava OVA

Splenocytes isolated from 
OVA-induced asthma 

murine model
↓ OVA-induced secretion of IFN-γ, IgE, 

and IL-4 without cell apoptosis [25]

2012 Namkoong, 
S., et al. Fucoxanthin E. bicy

clis

IgE-antigen 
complex 

(IgE/DNP-
BSA)

Rat basophilic leukemia 
(RBL-2H3)

↓ IgE/DNP-BSA-induced β-HEX release
↓ IgE/DNP-BSA-induced activation of 

NF-κB and phosphorylation of ERK 
and JNK

[26]

2016 Yang, C.-H., 
et al. Oligo-fucoidan - PDGF ASMCs

↓ PDGF-induced cell proliferation
↑ G1/G0 cell cycle arrest without apoptosis
↓ PDGF-induced phosphorylation of ERK 

and NF-κB
[28]

2018 Yang, C.-H., 
et al. Oligo‑fucoidan - Con A

PBMCs isolated from 
allergic asthma subjects or 

healthy subjects
↓ T cell stimulation-inhibited Th1/Th2 

ratio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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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발린 A (Concanavalin A, Con A) 유도 T 세포 자극을 

통해 발생한 제 1형 보조 T세포와 제 2형 보조 T세포의 

불균형을 억제시키며, 혈소판유래성장인자(Platelet-de-
rived growth factor, PDGF) 자극 기도평활근세포(Airway 
smooth muscle cell, ASMCs)에 대해서는 세포 성장 억제 

및 세포 사멸을 유도하지 않는 G1/G0세포 주기 정지 및 

NF-κB 단백질 및 ERK의 인산화 억제를 통한 천식 억제 

효과에 대해 규명되었다 [27,28].

In vivo 연구

2010년부터 진행된 해조류 유래 생리활성물질의 

천식 억제 효과에 대한 In vivo 연구는 13편으로, 
2000년대 4편, 2010년대 9편의 연구가 진행되었으

며, 해조류 유래 다당류를 활용한 연구는 2편, 추출

물을 활용한 연구는 10편, 해조류 분말 자체를 활용

한 연구는 1편으로 분석되었다.
In vivo 연구에서 사용된 시료, 자극제, 동물 모델 및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게재 연도와 저자명에 따라 나열

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다. Undaria pinnatifida의 포자

엽 (미역귀)로부터 추출한 푸코이단은 오브알부민

(Ovalbumin, OVA)의 복강 투여 및 분무를 통해 천식을 

유발한 쥐(Murine) 모델에 대해 제 2형 보조 T 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인터루킨-4, 인터루킨-5, 인터루

킨-13)과 면역글로불린 E의 생산을 억제하며, 인터루킨

-5의 양을 감소를 통해 호산구에 의한 조직 손상을 감소

시켰다 [29]. 2008년 Kim, S.-K., et al. [30]에 의해서 

E. cava 에탄올 추출물이 기관지폐포세척액

(Bronchoalveolar lavage fluids, BALF) 내 면역세포의 수 

감소와 인터루킨-4, 인터루킨-5 및 종양괴사인자 알파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분비 억제, 기도 과민

성 감소, 세기관지 및 혈관 주위 부분의 면역세포 침윤 

억제하는 것으로 관찰되어 오브알부민 유도 천식 모델

에 대해 천식 억제 효능을 규명하였다. S. horneri의 에

탄올 추출물[31]은 제 2형 보조 T세포 면역 반응과 관

련된 Signal Transducer and Transcription (STAT) 3과 

STAT5 신호전달경로의 활성화 및 림포카인

(Lymphokines)과 T 세포 조절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억

제하였다 (Fig. 1C, D). 오브알부민과 대기분진

(Airborne particulate matter, PM)에 의해 천식 유도된 동

물 모델에 대해 기존 약물인 프레드니손(Predonisone)

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도 과민성 반응, T세포 활성화로 

인한 기도(Trachea) 내 비만세포 활성화, 폐(Lung) 내 

배상세포(Goblet cell)의 화생(Metaplasia)을 억제하여 

천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Fig. 1A, B). L. 
undulata의 에탄올 추출물[32]은 오브알부민 유도 천식 

동물 모델에 대하여 기관지폐포세척액 및 폐 내에서의 

면역세포 수, 사이토카인 수준, 오브알부민에 대한 항

체 수준을 억제하며, 이를 통해 기도 과민성 반응을 감

소시켰다 (Fig. 2). 더불어 Callophyllis japonica와 

Polyopes affinis 에탄올 추출물도 기관지폐포세척액 내 

면역세포 수, 기도 과민성 반응 감소 등을 통해 천식 

억제 효과를 지닌 것으로 보고되었다 [34-35]. 
Sargassum wightii 에탄올 추출물은 히스타민 유도 천식 

기니피그(Guinea pigs) 동물 모델에 대해 잠복기를 연장

시켜 천식 예방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36]. 에탄올 추출물에서 천식 억제 효과를 보인 E. cava
은 물 추출물에서도 오브알부민 유도 천식 모델의 혈청 

내 면역글로불린 E의 레벨을 감소시켜 천식 억제 효능

을 보였지만 혈청 내 면역글로불린 E 억제 효과만을 

연구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5]. 다른 연구자들은 Eisenia arborea 분말 자체의 섭

취가 오브알부민 섭취에 의해 천식이 유도된 동물 모델

에 대해 면역글로블린 E와 히스타민의 레벨 감소, 비장

(Spleens)과 장간막림프절(Mesenteric lymph nodes, 
MLN) 내 인터페론 감마와 인터루킨-10 생산 억제, 비
장의 인터루킨-4 생산 억제를 통해 천식 억제 효과를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2015년에는 Eucheuma cot-
tonii 메탄올 추출물이 오브알부민 유도 천식 랫드(Rat) 
모델에 대해 보조 T 세포의 균형을 조절하며, 점액의 

과생산 억제 등을 통한 천식 억제 효과가 보고되었다 

[37]. Chlorella vulgaris로부터 추출된 세포외 다당류

(Extracellular polysaccharide)는 오브알부민 유도 천식 

기니피그 모델에 대해 섬모진동수(Ciliary beat fre-
quency, CBF) 감소, 기도 과민성 반응 억제, 기관지폐포

세척액 내 제 2형 보조 T 세포 사이토카인(인터루킨-4, 
인터루킨-5, 인터루킨-13)과 종양괴사인자 알파 분비 

억제를 통한 천식 억제 효과를 보였다 [38]. Chlorella 
열수 추출물은 오브알부민 유도 천식 모델에 대해 점액 

생산 억제, 기도 섬유증 억제 등 다양한 천식 증상 및 

관련 인자들의 분비 억제를 통해 천식을 억제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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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rine algae-derived anti-asthma compounds through in vivo studies.
Publication

Year Authors Sample Source Stimulator Model Major outcomes Ref

2005 Maruyama, H., 
et al. Fucoidan

Sporophyll 
of U. pinna

tifida
OVA 

Sensitization Murine

↓ Production of IL-4, IL-5, and IL-13 before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OVA 

↓ IgE production in serum
↓ Tissue damage induced by eosinophils
↓ Generation of a Th2-type immune response

[29]

2008 Kim, S.-K.,
et al. Ethanol extract E. cava OVA 

Sensitization Murine

↓ OVA-induced number of inflammatory cells in BALF
↓ OVA-induced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within the
  peribronchiolar and perivascular regions
↑ OVA-induced luminal narrowing in the airway
↓ OVA-induced eosinophil peroxidase (EPO) levels and cytokine
  secretion of IL-4, IL-5, and TNF-α  in BALF
↓ OVA-induced airway responsiveness (AHR) 
↓ OVA-induced IgE levels
↓ Generation of a Th2-type immune response
↓ OVA-induced MMP-9 expression and gelatinolytic activity
↓ OVA-induced expression of suppressor of cytokine signaling
  (SOCS)-3 and SOCS-5

[30]

2008 Sugiura, Y.,
et al. Algal powder E. arborea OVA 

Sensitization
Brown
Norway

rat

↓ OVA-induced level of IgE and histamine 
↑ Production of IL-10 and INF-γ in the spleens and MLN
↓ IL-4 production in the spleens

[2]

2009 Jung, W.-K.,
et al. Ethanol extract L. undulata OVA 

Sensitization Murine

↓ OVA-induced number of eosinophil in BALF
↓ OVA-induced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into the lung around 

blood vessels and airways
↑ OVA-induced luminal narrowing in the airway
↓ OVA-induced AHR
↓ OVA-induced cytokine secretion of IL-4, IL-5, and TNF-α in BALF
↓ OVA-induced level of IgE in the serum

[32]

2010 Song, E.-J.,
et al. Water extract E. cava OVA 

Sensitization Murine ↓ OVA-induced level of IgE in the serum [25]

2011 Lee, D.-S.,
et al. Ethanol extract P. affinis OVA 

Sensitization Murine

↓ OVA-induced number of eosinophil in BALF
↓ OVA-induced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into the lung around  

 blood vessels and airways
↑ OVA-induced luminal narrowing in the airway
↓ OVA-induced AHR
↓ OVA-induced EPO levels and cytokine secretion of IL-4, IL-5, and 

TNF-α in BALF
↓ OVA-induced level of IgE in the serum

[33]

2012 S.L.V.V.S.N., 
K. S. K. et al. Ethanol extract S. wightii Nebulization 

of histamine
Guinea 

pigs ↑ Latent period of convulsions (PCT) [36]

2013 Park, W. S., 
et al. Ethanol extract C. japonic

a
OVA 

Sensitization Murine
↓ OVA-induced number of eosinophil in BALF
↓ OVA-induced AHR
↓ OVA-induced cytokine secretion of IL-4 and IL-5 in BALF
↓ OVA-induced level of IgE in the serum

[34]

2015 Bakar, N. A., 
et al.

Methanol 
extract E. cottonii OVA 

Sensitization
Sprague-
Dawley

rat

↓ Inflammation at higher doses
↓ OVA-induced nasal symptoms
↓ OVA-induced lung inflammatory scores and bronchiole smooth
  muscle thickness
↓ OVA-induced infiltration of eosinophils
↓ OVA-induced overproduction of mucus and goblet cell hyperplasia
↓ OVA-induced expression of TNF-α, NF-κB, EGFR, and MMP-9
Regulated Th1/Th2 balance

[37]

2019 Barboríková, 
J., et al.

Extracellular 
polysaccharide C. vulgaris OVA 

Sensitization
Guinea 

pig

↓ Citric acid-induced cough
↓ Bronchoprovoking agents-induced AHR
↓ OVA-induced CBF
↓ OVA-induced cytokine secretion of IL-4, IL-5, IL-13, and TNF-α  

 in BALF

[38]

2019 Asanka Sanjeewa, 
K. K., et al.

Ethanol 
extract S. horneri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OVA and 

nebulization of 
particulate 

matter (PM)

Murine
↓ OVA and PM-induced expression of COX-2, iNOS, IL-1β, IL-6,  

 and TNF-α
↓ OVA and PM-induced activation MAPK
↑ OVA and PM-inhibited expression of Nrf2 and HO-1

[35]

2019 Kuwahara, N., 
et al. 

How water 
extract Chlorella OVA 

Sensitization Murine

↓ OVA-induced AHR
↓ OVA-induced number of eosinophil in BALF
↓ OVA-induced cytokine level of IFN-γ, IL-4, IL-5, IL-13, and TARC  

 in BALF
↓ OVA-induced airway fibrosis
↓ OVA-induced production of mucus

[39]

2020 Herath, K. H. 
I. N. M., et al Ethanol extract S. horneri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OVA and 

nebulization of 
PM

Murine

↓ OVA and PM-induced AHR
↓ OVA and PM-induced infiltration of eosinophils and lymphocytes
↓ OVA and PM-induced infiltration and activation of mast cells
  in trachea
↓ OVA and PM-induced IgE production in serum
↓ OVA and PM-induced overproduction of mucus and goblet cell
  hyperplasia
↓ OVA and PM-induced activation of STAT5 and STAT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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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1. Asthma inhibitory effect of Sargassum horneri extract in a murine asthma model. (A) Effect on PM induced airway 
hyperresponsiveness. (B) Histological analysis. (C) Effect on STAT5 and STAT3 signaling pathway. (D) Effect on 
expression of cytokine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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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sthma inhibitory effect of Laurencia undulata in a murine asthma model. (A) Effect on total cell numbers in 
the BALF. (B) Histological analysis. (C) Effect on cytokine levels in the BALF. (D) Effect on Airway responsiveness. 
(E) Effect on Serum OVA-specific IgE levels.

Table 3. Information of marine algae with potential for asthma treatment.
Subclassification Scientific name Algae-derived therapeutic agents Ref

Phaeophyta

Ecklonia cava

Fucodiphloroethol G and phlorofucofuroeckol A [24]

Water extract [25]

Ethanol extract [30]

Eisenia bicyclis Fucoxanthin [26]

Undaria pinnatifida Fucoidan [29]

Sargassum horneri Ethanol extract [31,35]

Sargassum wightii Ethanol extract [36]

Eisenia arborea - [2]

Rhodophyta

Laurencia undulata Ethanol extract [32]

Polyopes affinis Ethanol extract [33]

Callophyllis japonica Ethanol extract [34]

Eucheuma cottonii Methanol extract [37]

Chlorophyta
Chlorella vulgaris Extracellular polysaccharide [38]

Chlorella How water extract [39]

- - Oligo-fucoidan [27,28]

결 론

Google Scholar 검색을 통해 선정된 해조류 유래 

천식 치료제에 관한 연구 18편을 대상으로 분석 및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연도별 분

포는 2000년대 5편, 2010년대 13편으로 점차 증가하

는 추세이며, 주된 연구방법은 대체로 오브알부민 

유도 천식 유도군과 비교 연구로 진행되었고,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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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약물과의 비교 연구 등이 있었다. 치료 약물은 

대부분 갈조류와 홍조류 에탄올 추출물이었으며, 그 

외에는 해조류 유래 다당류, 해양 카로티노이드로 

분석되었다 (Table 3). 천식 억제 효과의 평가는 면역

글로불린 E 및 사이토카인의 수준 평가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In vivo 연구의 경우 면역세포 침윤 

평가도 빈번히 사용되었다. 하지만 비임상 및 임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약재에 비해서는 해조류 

유래 천식 치료제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므

로, 본 연구를 통해 해조류 유래 천식 치료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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