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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성 식품소재로서 pinitol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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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702-701, Korea, 1SongKwangMaeWon Company, Ltd., Chilgok 718-850,
Korea - D-pinitol, another chemical structure of 3-O-methyl-D-chiro-inositol, is an important in-
sulin-sensitizer.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pinitol and other ana-
logs as functional food biomaterials which were well known to reduce blood glucose levels. Pinitol
can be converted to chiro-inositol in normal humans, while diabetic patients can not use the molecule,
resulting in exhibiting low level of chiro-inositol in their urine. Recently, it is reported that pinitol can
trigger phospholipase C/D, thus the rate of glucose metabolism accelerates to use as fuel for human
body. To not only reduce insulin resistance of diabetic patients, but also alleviate the symptoms of
diabetes, obesity, and muscle contraction, pinitol and its dietary supplementation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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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으로서 당뇨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이란 복부비만, 당뇨, 콜

레스테롤, 고혈압, 고중성지방 등 5가지 지표 중 3가지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를 말한다. 과거에는 심장병·당뇨병·뇌

졸중·고혈압 등을 별개의 질환으로 여겼으나 최근 이들 질환

은 하나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의 질환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

잡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4]. 즉 이들

은 하나의 원인에서 분지하여 발병되는데, 근원적인 기전은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이다. Insulin은 췌장의 β cell

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탄수화물이 세포 활동의 에너지원

인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이동하면 혈관

내의 포도당을 각 조직의 세포 내로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insulin이 충분히 있어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insulin resistance이라고 한다[4]. Insulin resistance의 원인으

로 혈관 내의 포도당은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여 고(高)혈당을

만들고, 세포는 세포대로 포도당을 섭취 못해 배고픈 상태가

된다. 더 중요한 사실은 혈관 내에 고혈당의 원인이 인슐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고 판단하는 생리학적인 오류가 문제이

다. 우리의 뇌는 췌장에 insulin 생산량을 늘리도록 지시한다.

이로 인하여 insulin은 더욱 쏟아져 나오지만 저항성으로 고혈

당은 개선되지 않은 채, 피 속의 insulin 농도마저 높아진다.

이를 고(高)인슐린 혈증(hyperinsulemia)이라 한다[4].

Hyperinsulemia는 혈당 대사의 이상을 일으켜 당뇨병을 유발

하는 것은 물론 지질대사 이상을 초래, 중성지방을 올리고,

저밀도 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LDL)은 떨어뜨

리고, 고밀도 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HDL)은 증

가시킨다. 혈액에 나트륨(sodium)성분을 높여 고혈압을 유발

하고 요산을 올려 통풍을 유도하며,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하

는 성분의 농도도 높여 혈류의 진행을 방해한다. 이로 인해

insulin resistance가 당뇨·고혈압·뇌졸중·심장병 등 심혈관 질

환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되는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은 과도

하게 췌장으로부터 insulin 분비를 촉진시키므로 이로 인하여

췌장의 베타세포를 파괴시켜 궁극적으로 분비되는 insulin의

고갈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다. 실제로 당뇨환자의 병력을

추적해 보면 초기에는 insulin의 양은 충분하고 인슐린 저항성

으로 인하여 내당능 장애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병력이

진행될수록 혈관 내의 insulin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13].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인슐린 저항성은 복부 내장 비만, 운동 등 신체

활동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기인됨은 분명하다. 비만과 노화

등이 insulin 작용을 담당하는 유전자를 변형시키는데 관여하

고, 고혈당 식사, 운동 부족 등이 이를 증폭시킨다. 이 때문에

비만 인구가 늘면서 대사증후군도 덩달아 늘고 있다. 1998년

국민 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대사증

후군은 성인 남자의 19.9%, 여자는 23.7%에서 나타났는데, 이

는 우리나라 성인 4-5명 중 한 명은 대사증후군이다. 당뇨병은

다양한 발병 기전에 의하여 발병되므로 그 치료법 또한 다양

할 수밖에 없으며, 더구나 기존의 고전적인 치료법만으로 만

족할 만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새로운 치료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당뇨병 치료제 연구는 당뇨병 환자

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를 중심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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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13]. Insulin 요법은 그 효과가

확실하지만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약물요

법이 insulin 요법에 비해 선호되는 경향이 있으나, sulfony-

lurea는 경우에 따라서 그 효능이 한계가 있고, Biagunide 제

제는 유산증과 같은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응증이 더욱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존 약제들을 보완하

거나 능가할 수 있는 약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15]. 이에

따라, insulin 분비 촉진물질(Pirogliride, Linogliride, 2,4-

Diamino-5-cyanobromori pidine, Incretin, Repaglinide,

Nateglinide) 등과 인슐린 작용 증강제(troglitazone),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Pinitol, Chiro-inositol, Inzitol, Caro-sitol), 세

포 표면에서 insulin 유사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Pirogliride,

Linogliride, Dichloro-acetate, Insulin lispro, Insulin aspart),

포도당 신합성 억제제(지방분해 억제제, Carnitine transferase

inhibitor, β-Oxidase inhibitor), insulin 길항 호르몬 억제제

(Somatostatin, Glucagon agonist),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키

는 약제(Plant fiber, α-Glucosidase inhibitor), Amylin agonist

(Pramlintide)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32]. 이들 중에

는 일부 시판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당수가 아직도 인체

에 사용하기에는 미흡한 실험단계에 있거나 독성 검사단계에

있다. 그동안 당뇨병 병인에 대한 연구는 insulin resistance의

원인이 insulin receptor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지난

10년 여 동안 연구를 계속해 왔으나, 현재는 insulin 신호전달

체계 쪽으로 연구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최근, protein ty-

rosine phosphatase-1B (PTP- 1B)를 knock out 시킨 마우스를

통하여 insulin에 대한 감수성의 증가와 고지방식에 대한 저항

성을 보인다는 실험결과가 보고되었다[9]. 최근에 발표된 다수

의 연구에 의하면 PTP-1B의 활성을 억제하는 물질이 표적세

포에서 insulin의 감수성을 증가시켜 insulin resistance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만형(obese type)및 비비만형

(non-Obese type) 제 2형 당뇨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지방세포

에 있는 PTP-1B의 활성을 검사한 결과, 정상군과 비교하여,

단백질 발현은 각각 3배, 5.5배로 증가하고, 활성은 71%, 88%

로 나타남을 보고하였다[17]. 국내에서도 한국화합물 은행에

서 아직 약물로 개발되지 않은 수 만 개의 화합물로부터

PTP-1B 활성 저해제 개발을 위하여 무작위로 스크리닝을 수

행하고 있다. 한편, 비만 및 비비만형 당뇨의 치료제 개발에

있어 PTP-1B에 대한 억제제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체 당뇨환자의 60% 정도가 비만과 관련 있는 것으

로 발표되어 비만형 당뇨병을 치료하려는 β-3-adreno-re-

ceptor agonist의 개발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기

타 현재 당뇨 치료제 후보물질로 연구 중에 있는 물질은 in-

sulin agonist,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γ
agonist (PPAR-γ), glucagon like peptide-1 agonist 등이 활발

하게 연구되고 있다. 2007년 9월 현재 혈당 조절 관련 건강기

능식품 원료성분으로 인정을 받은 제품은 난소화성 말토덱스

트린(소화억제), 바나바주정 추출물(소화억제), 콩발효 추출물

(소화억제), 토치대두발효 추출물(소화억제), 솔잎 증류 농축

액(내당능개선 3-carene, Limonene, Terpinolene), 구아바 잎

추출물 (탄닌, 소화억제제), 홍경천추출물(소화억제제), 피니

톨(인슐린 감작제)로서 8개 품목이며 현재 신청중인 원료는

참밀알부민, 동결건조누에분말 등 2종 등이 현재 원료성분 인

정을 신청 중에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부터 인정

을 받았거나 혹은 신청 중인 제품 중에는 그 기능성분이 α-

glucosidase inhibitor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 전체 10

종류 중 8개 품목이며 솔잎 추출물과 pinitol만이 insulin 감작

제로 알려져 있어서 그 효용성이 기대된다.

Pinitol의 특성 및 기능

피니톨(Pinitol: D-Pinitol, 3-O- methyl-D-chiro-inositol)은

콩류나 솔잎 등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 혈당조절 성분으로서

myo-inositol의 구조이성체인 chiro-inositol의 3번 탄소에

methyl기가 ether 결합으로 붙은 물질이다(Fig. 1).

Pinitol은 세계 각국에서 당뇨인들에게 민간요법으로 사용

되는 여러 식물체 내에 존재하는 유효성분인 것으로 밝혀져

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African Ginseng 이라고도 불리우는

Sutherlandia sp. 식물의 잎을 전통적으로 당뇨병을 포함한 질

병치료에 도움을 주는 민간요법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그 유효

성분 중의 하나가 pinitol로 밝혀졌다[28]. 또한, 남아메리카

서인도제도,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는 콩과류 식물인

Bougainvillea spectabilis 잎을 당뇨병 치료에 민간요법으로 사

용하여 왔는데 그 유효성분이 pinitol인 것으로 밝혀졌다[24].

미국 남부 아리조나, 멕시코, 파라과이에서는 Eysenhardtia pol-

ystachya (Kidneywood, Palo azul)이라는 식물을 당뇨병에 대

한 민간 요법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성분분석 결과 pinitol의

유도체인 chiro-inositol이 함유되어 있었다. 경상대학교 자연

과학대학에서는 120여 종의 식물 및 식품을 분석한 결과 전통

적으로 당뇨환자들이 섭취해온 콩, 쥐눈이콩, 솔잎 등에 pini-

tol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2002년 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실시한 피니톨의 혈당 개선 효과를 위한 인체

시험에서 그 유의성을 확인[16]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의

벤쳐회사에서는 2005년 8월과 2007년 8월에 건강기능식품 원

료 및 성분 인정(식약청 제 2005-15호, 2007년-12호)을 받은

 

Fig. 1. Chemical structure of pinitol and anal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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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1990년 미국의 Virginia대학 연구진들은 일반인들과

는 달리 당뇨병 환자들의 소변에는 chiro-inositol의 함량이 현

저히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고[7], 그 이후 chiro-inositol이 인

체 내에서 혈중포도당 대사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밝혀내었다

[1,6,8,10-12,18,21,22,24,26,30,31]. 또한,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myo-inositol을 chiro-inositol로 전환하는 기능이 결핍되어 있

다는 사실을 토대로 chiro-inositol을 외부에서 섭취 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내었다[22]. 또 다른 그룹의 연구

자들은 chiro-inositol이 자연계에 주로 존재하는 형태인 pini-

tol의 경우에도 동일한 혈당강하 효과가 있음을 알아내고 혈당

강하 소재로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2]. 혈관 내에 glucose의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의 뇌는 췌장의 β cell로부터 인슐린 분

비를 촉진시키며 분비된 인슐린은 세포에 있는 insulin re-

ceptor와 결합하게 된다.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의 결합은

세포 내의 phospholipase C/D의 작용을 활성화시켜 glucosyl

phosphatidyl inositol을 분해시켜 inositol phosphoglycan

(IPG)을 생성시키며 IPG는 pyruvate dehydrgenase/ gal-

actosamine phosphatase를 활성화 시켜 혈중의 포도당이 세

포 내로 유입되도록 일련의 신호전달을 일으킨다. 이때 체내

에 chiro-inositol은 phspholipase C/D의 작용을 활성화 시키

는데 중요한 신호전달 매개체로 작용한다(Fig. 2). 정상적인

체내에서 근육이나 지방조직, 간에서 myo-inositol이 chiro-in-

ositol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5,26], 당뇨환자의

경우 소변에 chiro-inositol이 결핍되어 있다고 보고하였고

[13], 당뇨환자는 소변에 myo-inositol의 양이 chiro-inositol 보

다 현저히 증가함을 보고하였으며 배출되는 chiro-inositol을

측정함으로서 인슐린 민감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

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31]. 콩과식물이나 소나무에 다량 존

재하는 pinitol은 체내에서 chiro-inositol로 전환되는데 이는

pinitol 섭취 후 혈중에 pinitol의 농도는 48배, chiro-inositol의

농도는 14배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고[5], 세포 내 pyruvate

Fig. 2. Mode of action of pinitol.

dehydrogenase phsphatase를 자극하는 인슐린 신호전달체는

galactosamine과 chiro-inositol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18]. 기타, 사람을 포함한 동물 시험 결과 chiro-inositol 결핍

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으며[1,18,21,30],

chiro-inositol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보고는 인위적으

로 당뇨를 유발한 당뇨쥐 실험을 통하여 밝혀내었다[8,9,19,22].

Pinitol을 암의 치료적인 효과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

었는데 그 중에서도 Zhan 등은 azole nucleoside 유도체를 만

들어서 이들의 항암활성을 비교한 결과, human lung cancer

cell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EC50이 11.3-22.6 uM의 농도를

나타내었음을 보고하였다[33]. 미국의 MD Anderson 암센터

의 Aggarwal 박사팀은 pinitol이 암세포에서 면역학적 자극이

나 암유발원에 의하여 생성된NF-kB의 활성화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구성적으로 존재하는 NF-kB도 제거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27]. 또한 tumor necrosis receptor-1, 또는 이에 관련된

몇가지 분자에 의하여 유도된 NF-kB의 활성화도 억제함을 증

명하여 면역학적으로 항암의 활성을 입증하는 기전연구를 수

행하였다.

Pinitol의 인체 생리학적인 기능은 암이나 생활습관병의 원

인인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국내에 pinitol이 소개되기 이전 서구에서는 pinitol을 운동선

수들의 근육강화나 근력 강화를 위한 건강 보조식품으로 사용

하였다. 2007년 발표한 Buford의 최근 논문에 의하면 creatine

monohydrate의 복용은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며, 근육의 양을

늘려 주며 creatine의 이러한 약리작용은 근육 내에 creatine이

머무르는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3]하였고 pinitol

과 creatine의 복합 복용은 creatine이 근육 내에 존재하는 시

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3]. 실제 미국에서

시판중인 근력강화 식품이 1회 3-50 mg 정도의 pinitol을 복용

할 수 있도록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2005년 국내

대학의 연구센터에서 피니톨에 대한 운동능력 및 피로회복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pinitol과 운동능력 향상 및 피로

회복에 대한 연관성이 보고되었다[19,29].

Pinitol의 이용

Pinitol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콩과식물을 비롯한 다양한 식

물에 존재하며 특히, 민간요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대두를 비

롯하여 쥐눈이콩, 가시오가피, 누에가루, 헛개나무 등에서 다

량 존재함이 보고되었다. Pinitol은 생체 내에서 위산의 영향으

로 3번째 탄소에 붙어있는 methyl기가 제거됨으로서 chiro-in-

ositol로 전환되며 chiro-inositol은 혈관으로 흡수되어 세포 내

에서 galactosamine과 인슐린 신호전달체를 형성하여 정상적

인 에너지 대사에 관여 한다[4]. 내당능 장애가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당뇨환자의 경우 체내에 chiro-inositol

의 농도가 떨어져 있음이 보고[4,13,15]되었고, 인위적인 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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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inositol의 투여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킨다고 보고하였

다[13,15]. 비만이나 운동량이 부족한 현대인의 경우 체내에서

chiro-inositol의 전환이 결여되어 있어 인슐린 저항성을 통한

당뇨로의 전환은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 여겨진다. 그동안 발

표되어온 혈당 조절 관련 건강기능식품 소재의 대다수는 체내

에서 포도당을 흡수를 조절 하여 혈관 내에 급격한 포도당

농도의 상승을 막아주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주

종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인슐린 저항성과 내당능 장애,

대사성증후군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치료법이 될 수는 없다.

당뇨의 치료 및 관리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한 생활습관

병이며 스트레스, 비만, 과음, 과식과 같은 불규칙한 식생활로

부터 벗어나는 길이 당뇨와 같은 위험한 질병을 이겨내는 올

바른 방법이며, 식이요법 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규칙적인 운

동을 통하여 신체의 대사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리 지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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