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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ar (Pyrus spp.) fruit has been widely consumed

fruits in the world. Pears are generally classified as Asian pears

(Japanese pear: Pyruspyritolia N, China pear: P. ussuriensis M)

and European pears (Pyrus communis L.). Pears have been

reported to contain the diverse bioactive substances and the study

on screening for bioactive compounds and its functional role in

pear has been still going on. Therefore, this review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bioactive compounds and physiological

effects of pears on diverse diseases.

Keywords bioactive compounds · pear · physiological activity

서 론

배는 낙엽고목 식물로 배나무과속(pyrus)에 속하며, 우리나라와

일본이 원산지인 남방형 동양배(일본배, Pyruspyritolia N.)와 중

국이 원산지인 북방형 동양배(중국배, Pyrusussuriansis M.)그리

고 유럽 및 서부아시아가 원산지인 서양배(Pyruscommunis L.)

등으로 분류 된다. 배에 대한 논문은 2002년에서부터 2012년까

지 Web of Science를 이용한 논문 검색에서 볼 수 있듯이 일

본, 한국, 중국 및 미국 등에서 주요 논문들이 발표 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1).

우리나라 배의 국내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5년 부

터 45만 톤 정도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과실생산액(28,223억 원)의 11.5%를 차지하는 중요한 과수 작

물로서 포도(5,254억 원), 사과(5,143억 원), 감귤(4,526억 원)

다음으로 과수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

에서 재배되고 있는 배 품종은 일본에서 도입된 신고(cv.

Niitaka)가 재배 면적의 8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배

품종이 육성되어 보급되기 시작한 1984년 이후 2007년까지 20

여 년에 걸쳐 전체 재배면적의 13.3%를 신품종으로 갱신하고

있고, 신품종 등 다양한 배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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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국가별 배와 관련된 논문 수 

Countries/Territories records % of 755

JAPAN 288 38.146

USA 98 12.98

PEOPLES R CHINA 85 11.258

SPAIN 56 7.417

ITALY 42 5.563

SOUTH KOREA 34 4.503

AUSTRALIA 22 2.914

GERMANY 21 2.781

PORTUGAL 21 2.781

BRAZIL 18 2.384

FRANCE 18 2.384

CANADA 17 2.252

ISRAEL 17 2.252

BELGIUM 15 1.987

NEW ZEALAND 15 1.987

TURKEY 15 1.987

ARGENTINA 13 1.722

ENGLAND 12 1.589

SLOVENIA 11 1.457

GREECE 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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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향후 신품종 재배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농촌진흥

청, 배 산업동향 자료). 배는 먹을 수 있는 가식율이 80–2%,

수분함량이 85–8%이며 열량은 100 g당 51칼로리이다. 예로부터

배 잎과 껍질, 과실을 민간요법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과피는 부

스럼이나 피부질환에, 과육은 가래, 기침, 숙취, 해열, 변비, 연

육 등에 쓰여왔다(Yu, 1989). 배의 세포벽은 다당류인 20–30%

의 셀룰로오스, 25%의 헤미셀룰로오스, 35%의 펙틴과 5–10%

의 당단백질, 그리고 미량의 페놀계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Fisher와 Bennett, 1991).

이러한 기초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배의 생리활성에 대한 논문

은 미약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전반적 문헌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종설에서는 배의 생리활성에 대해서 기술하

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서양배. 서양배는 클로로겐산(chlorogenic acid), 루틴(rutin), 프

로시아니딘(procyanidin), 그리고 아르부틴(arbutin, 4-hydroxyphenyl

phD-glucopyranoside)과 같은 페놀계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Wald 등, 1989; Oleszek 등, 1994; Schieber 등, 2001).

현재까지 서양배의 항산화능에 관한 실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총항산화능(total radical-trapping antioxidative potential,

TRAP) 측정, RA카로틴을 이용한 항산화능 분석, 및 DPPH (1,1-

diphenyl-2-picrylhydrazyl) 라디칼 소거능 측정 방법이 이용되어

오고 있다. Leontowicz 등(2003)의 논문 에 따르면, 배의 항산

화능은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주로 기여하며, 폴리페

놀류 함량 및 DPPH 라디칼 제거능이 과육보다 과피 부분에서

더 높았으며, 이와 유사하게 과육보다 과피 부분이 DPPH 라디

칼 제거능이 높았다. 이 논문에서, 실험 쥐에 콜레스테롤 함유

식이를 제공하면 혈장의 TRAP 수치는 감소하고, malondialdehyde

(MDA) 수치는 증가하는데, 콜레스테롤 함유 식이와 함께 배 과

피나 과육 부분을 함께 식이한 경우에는 TRAP의 감소와 MDA

의 증가 둘 모두를 유의성 있게 차단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배 과육 부분에서보다 과피 부분의 효과가 더 컸다. 이것으로

보아 서양 배의 일상적인 섭취는 고지방식에 따른 활성산소의

제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배 성분 중 하나이며 전체 폴리페놀류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시아니딘(procyanidins)은 일부 배 품종(예: Joséphine

de Malines와 Winter Nélis)의 떫은 맛을 내는 인자로 알려져

있지만(Leontowicz 등, 2003), 항산화능(Zhu 등, 2002), 자유라

디칼 제거능(Osawa 등, 1999; Hamauzu 등, 2005), 항염증활성

(Osawa 등, 1999), 항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활성(Hamauzu 등,

2005) 및 강력한 항산화능에 기인한 쥐의 위 손상에 예방 기능

(Hamauzu 등, 2007)등의 몸에 좋은 기능이 보고되었다.

동양배. 동양배는 예로부터 배잎과 과피, 과실을 민간 요법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잎은 토사곽란에 특효약으로, 과피는 부스럼

이나 피부질환에, 그리고 과실은 가래, 기침, 숙취, 해열, 배변,

연육 등에 쓰여왔다(Yu, 1989). 배의 세포벽은 서양배와 마찬가

지로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펙틴, 당단백질, 그리고 미량

이 페놀계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Fisher와 Bennett, 1991). 배의

페놀계 성분들은 항산화능이나 과일에서의 색소인자로써 연구

가 진행되어왔다(Lin과 Harnly, 2008). 천연 폴리페놀 화합물은

플라보노이드, 클로로제닉산, 아르부틴, 리그난, 리그닌 그리고

탄닌 등이 있다. 탄닌은 단백질과 결합하는 특징을 가진 폴리

페놀을 총칭하는 것으로 식물계에 다량 존재하며, 친수적으로

분자량이 500-4,000 정도이고, 플라보노이드는 과일껍질, 채소

의 잎, 줄기, 뿌리, 꽃 등 식물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액포

중에 유리상태 또는 배당체로 존재하는 수용성 물질이다. 클로

로제닉산은 배에서 가장 중요한 항산화 활성인자이며, 잠재적

항암물질로써 이것은 암이나 심혈관 질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예

방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rton 등, 2000; Kris-

Etherton 등, 2002). 최근 클로로제닉산의 생리적 활성이 많이

연구되었는데, 클로로제닉산은 항암활성(Tanaka 등, 1993; Zheng

등, 2002; Bandyopadhyay 등, 2004), 면역증강(Yeh와 Yen,

2003; Wu 등, 2004), 화학약물치료의 독성을 낮추는 효과

(Krakauer, 2002; Chlopcíková, 2004)가 있으며, 수면 각성 주

기에 영향을 미치고(Shinomiya 등, 2004), 항산화능이 증가되는

효과(Nakatani 등, 2000; Zheng 등, 2002; Zang 등, 2003)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아르부틴은 배의 또 다른 페놀계 성분으로 처음에는 서양배

의 부란병(腐爛病, fire blight)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항생물질로

동정되었고(Hildebracd와 Schroth, 1963), 이후 상품 진성 평가

에 있어서 배의 특이 마커로 이용되었다(Branca와 Paula, 2000).

또한 아르부틴은 이것의 진해제(鎭咳劑)로써의 효과와 항균 효

과에 관심이 집중되어왔다(Jin과 Sato, 2003). 아르부틴을 활성

물질로 다량 함유하는 월귤나무(Arctostaphylosuva-ursi) 잎 추출

물은 비뇨생식관 감염 치료제로 사용되어왔다(Schindler 등,

2002). 더욱이 피부의 과다색소침착은 멜라닌 색소와 타이로시

나아제의 과도한 합성으로 나타나는데 아르부틴은 멜라닌 색소

의 생합성을 저해하며 화장품에 미백 기능 인자로 사용되고 있

다(Akiu 등, 1988; Miyata 등, 1990). 배의 아르부틴을 이용한

다면 천연소재로써 그 값어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클로로제닉산과 아르부틴에 대해 최근 동양배의 서로

다른 품종에서 이들 성분의 분포 부위와 함유 성분에 대한 분

석이 이루어졌다. 14품종의 숙과에서 두 성분의 분포는 품종별

로 차이가 많이 나지만, 배를 과피, 과심, 과육 부분으로 분류

했을 때, 아르부틴은 평균적으로 과피에 가장 높은 농도로 분

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클로로제닉산의 농도는 과피보

다 과심 부분에서 높았다. Pyrusbretschnrideri, Pyruspyrifolia,

Pyrusussuriensis, Pyrussinkiangensis를 포함하여 17종의 동양배

를 5종의 서양배(Pyruscommunis)와 비교해보면, 동양배 품종에

서의 아르부틴 평균 농도는 0.164 mg/g FW로써, 이는 서양배

품종의 0.083 mg/g FW보다 높은 수치이고, 동양배 품종 중 아

르부틴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cv. Yali로 함유량은 0.400 mg/g

FW였다. 그러나 동양배의 클로로제닉산의 평균 농도는 0.163 mg/

g FW로 이는 서양배 평균 농도 0.309 mg/g FW 보다 낮게 나

타났다(Cui 등, 2005).

최근에는 배의 화학 성분과 생리활성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

지고 있다. Zhang 등(2003)은 신고(pyruspyrifoliaNakai)에서

(+)-카테킨(chtechin), (+)-갈로카테킨 (gallocatechin), (-)-에피갈로

카테킨(epigallocatechin), 그리고 프로시아니딘 B-3-3-O-갈레이

트(procyanidin B-3-3-O-gallate)를 동정하였다. 최근에는 Lee 등

(2011)이 추황배(Pyrus pyrifolia Nakai cv. Chuhwangbae) 껍질

에서 에탄올아세테이트(EtOAc) 용해성 산성성분에서 2종의 새

로운 카페오일말릭산 메틸에스테르 화합물(caffeoylmalic acid

methyl esters)인 2-O-(trans-caffeoyl)malic acid 1-methylester와

2-O-(trans-caffeoyl)malic acid 4-methyl ester를 추출하였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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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이미 알려진 하이드록시시나모일말릭산(hydroxycinnamoylmalic

acids)과 이것의 메틸에스테르 화합물들(methyl esters)인 2-O-

(trans-coumaroyl)malic acid, 2-O-(cis-coumaroyl)malic acid, 2-

O-(cis-coumaroyl)malic acid 1-methylester, 2-O-(trans-coumaroyl)

malic acid 1-methylester, 그리고 2-O-(trans-caffeoyl)malic acid

를 동정하였다. 이들 중 특히 2-O-(trans-coumaroyl)malic acid와

2-O-(trans-caffeoyl)malic acid는 서양배 품종인 Pyrus coummunis

L.과 Pyrus bretschneideri Rehd.에서 동정이 보고된 바 있다.

하이드록시시나모일말릭산과 그의 메틸 에스테르 화합물들의 생

물학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향후 밝혀져야 할 분야로 판단된다.

한편, Choi 등(2006)의 연구에 의하면, 원황, 풍수, 황금, 화

산, 신고에서 총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과피 >과심 >과육의 순

으로 높았고, 신고의 과피와 과심 및 원황의 과육이 다른 품종

에 비해 비교적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신고에서와 마찬가지로

백운배의 경우 비타민 함량은 과육보다는 과피에 많았으며, 배

의 갈변방지와 더불어 항산화 효과와 관련이 많은 polyphenol

oxidase (PPO) 활성은 백운배와 신고 모두 과육 보다는 과피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Heo 등, 2009).

Kim과 Na(2002)는 스트렙토조토신(Streptozotocin, STZ)을 저

용량 중복 투여하여 췌장섬을 파괴한 고혈당 생쥐 실험모델을 만

든 후, 배에서 추출한 페놀류 화합물을 6주간 투여하면 고혈당 생

쥐의 췌장섬 세포의 사멸이 회복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Kim

와 Na (2004)는 STZ 처리 생쥐 모델에 생지황(Rehmanniae

Radix)과 배의 페놀성 물질을 혼합 식이 시 고혈당이 억제되고,

당뇨병성 신증에 기인한 Blood urea nitrogen (BUN)과 blood

creatinine의 증가작용이 억제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보고들은 배

추출물의 페놀성 성분이 항당뇨 효과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배의 페놀성 물질뿐 아니라 배에 함유된 당질 중 하나인 펙

틴성분의 생리 활성효과도 보고되었다. 펙틴은 주로 과채류의

중엽과 1차 세포벽에 존재하며 수용성 하이드로콜로이드 물질

로서 체내에서 영양소의 이동을 늦추고 당질의 흡수를 저해하

여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이 있다(Bond 등,

1989). Zhang 등(2008)은 배 풍수(Hosui), 신고(Niitaka)와 추황

배(Chuwhangbae) 3품종에서 펙틴을 산처리법으로 추출하여 이

추출물이 포도당 흡수 지연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결론적으

로 배 과육에서 추출한 펙틴은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이 문제

가 되는 당뇨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저칼로리 식품 생산에, 그리고 기능성 식품 개발 측면에서 좋

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이용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배는 한의학에서 이과(梨果)라 하여 약용으로 활용되었는데,

심혈관계 및 순환기에 작용하여 열상(熱傷)으로 진액이 손상되

거나, 심열로 인한 번조(煩燥)증, 번갈(煩渴)증이 있는 경우에 사

용 되어 왔다. Na 등(2003b)은 2 kidney, 1 clip 방법에 의해

유도된 고혈압 및 혈장 레닌 농도가 배 추출 페놀성 물질의 투

여 시 감소한다고 보고 하였다. 위 연구자들은 또한 배에서 추

출한 펙틴 성분으로도 고혈압,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Na 등, 2003a). 나주산 신고배 과육에서 산

처리 방법을 통해 펙틴 성분을 추출하여 실험한 결과에서도 혈

압강하 효과를 증명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사과펙틴보다 더 강

하다고 발표하였다.

Choi 등(2004)은 나주에서 수확한 신고배에서 폴리페놀 화합

물을 분리하여 혈청, 간, 그리고 분변 중 총콜레스테롤 함량 및

중성지질 함량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반면, 배의 폴

리페놀 화합물을 섭취시킨 후 총단백질과 알부민 함량을 측정

한 결과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배에서 분리한 폴리페놀 분획물

은 전체적인 지질량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진(Yun 등, 2006)은 간세포의 성장에 배가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였는데, 일반 농약을 처리하여 키운 관행 재배 신

고 배와 키틴 분해 미생물제제로 재배한 무농약 친환경 신고

재배 배를 비교 접근하였다. 관행 재배에서도 간세포 성장 촉

진 작용이 유도되었지만 무농약 재배 배 에서도 세포 성장 작

용이 촉진됨을 확인하여 배의 간세포 활성 증가 작용을 보고하

였다. 또한 최근 Lee 등(2012)은 알콜 해독능에 대한 배 효능

연구를 보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in vitro 연구결과, 한국 배

(Pyrus pyrifolia cv. Shingo)는 알콜 탈수소효소(alcohol dehydrogenase)

와 알데히드 탈수소효소(aldehyde dehydrogenase) 활성을 각각

2~3배와 1.3배 증가시키고, 알데히드 탈수소효소 유전자 결함

쥐(Aldh2 -/- mice)에 배 추출물을 경구투여 시 Aldh2 유전자

결함 여부와 상관없이 혈중 알콜 농도를 떨어뜨렸으며, Aldh2

유전자 결함 쥐에서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감소시켰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간세포 활성과 한국 배와의 밀접한 관련

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Hwang과 Pyo(2005)는 배의 면역기능 조절 가능성을 연구하

고자 배의 메탄올 추출물이 비장세포의 증식능과 사이토카인

(IFN-emice)ehy 생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in vitro에서 측정하였

다. 그 결과, 면역 T세포를 자극하는 ConA 또는 면역 B세포를

자극하는 lipopolysacharide (LPS)로 유도되는 비장 세포의 증식

이 배 메탄올 추출물을 함께 처리할 때 비장세포의 증식 및 관

련된 면역 cytokine(IL-4)이 더욱 증가되었으며, 이는 배 성분이

세포성 면역 및 체액성 면역 기능을 항진 시킬 수 있음을 시사

한다. 한편, Choi 등(2004)은 배의 폴리페놀 화합물군이 면역기

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마우스의 복강에 면양의 적혈

구를 항원으로 투여하여 면역을 유발한 후, 나주 신고배에서 추

출한 폴리페놀 화합물군을 투여하여 혈중의 히스타민을 측정한

결과는 거의 정상군에 가깝게 혈중 히스타민 함량을 낮추는 것

을 관찰 하였다.

배 추출물을 이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배의 효과뿐 아니라 다

른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접근도 이루어졌다. Yang 등(2003)

은 배 섭취 시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배출이 증가된다고 보고하여

발암 억제효과를 제시하였다.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는 호흡기, 피

부 그리고 경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는 물질

에 대한 노출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의

혼합물질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로 이용되는 pyrene의 소변 중

대사산물인 1-hydroxypyrene (1-OHP)의 수치가 배 섭취군에서

현격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배의 섭취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로

부터의 1-OHP의 체내 생성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생체막 구성 성분을 파괴하며 각종 산화작용을 나타내는 활성

산소를 소거하는 활성을 나타내는 전자공여능을 배 추출물이 높

이는 효과를 나타내었는데(An 등, 2004; Choi 등, 2006; Heo

등, 2009), 많은 경우는 80% 이상의 전자공여능을 보였으며(An

등, 2004), 이것은 함초의 열수 추출물의 경우 60% 정도의 전

자공여능을 보였다는 보고(Lee와 An, 2002)와 비교할 때 우수

한 전자공여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배과피 폴리페놀

에 포함되어 있는 hydroxyl group이 DPPH와의 반응에 용이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Lee 등, 2002). 생체 내에서

superoxide radical을 과산화수소로 전환시키는 super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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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mutase (SOD)의 유사능도 배 추출물 처리 시 농도 의존적으

로 증가됨이 보고되었다(An 등, 2004). Lee 등(2004)은 천식

생체 모델에서 한국 배의 펙틴을 처리하였을 때 천식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억제한다고 하였다.

통풍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요산은 hypoxanthine과 xanthine

oxidase의 촉매로 산화되어 요산이 되며, 요산 생성 효소인

xanthine oxidase는 Mo와 Fe를 함유하는 flatoprotein이다. 이러

한 요산을 생성하는 xanthine oxidase에 대한 활성저해능을 측

정하면, 과피 >과심 >과육의 순으로 높다는 보고가 있으며(Choi

등, 2006), 50 ppm에서 80%에 이르는 높은 저해효과가 나타났

다고 보고하였다(An 등, 2004). 이는 Kim 등(1996)이 보고한

해조류 추출물 중 감태 메탄올 추출물이 400 ppm 농도에서

xanthine oxidase에 대한 활성 저해능이 53.1%로 나타나 배 추

출물이 현저히 높은 저해율을 나타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아질산염은 식품의 가공 및 저장 중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단백성 식품이나 의약품 및 잔류농약 등에 존재하는 2급 및 3

급 아민 등의 아민류와 아질산염이 반응하여 강력한 발암성 물

질인 N-nitrosamine (NA)의 생성 가능성이 높으며(Walker, 1996),

이 N-nitrosamine을 일정농도 이상 섭취하게 되면 혈액 중의 헤

모글로빈이 산화되어 메트헤모글로빈을 형성하여 산소 운반능

저하, 무기력, 구토, 설사, 청색증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Ward 등, 1986). Heo 등(2009)이 실시한

배의 아질산염 소거능의 경우, 신고배와 백운배 추출물 2,000

mg/L에서 아질산염 소거능이 80.7−86.7%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처럼 즙으로도 많이 이용되는 양파의 열수 추출물에

서 50% 정도의 아질산염 제거효과를 나타냈다는 보고(Son과

Park, 2006)와 비교적 아질산염 제거 효과가 높은 과실인 참다

래의 추출물이 배와 동일 농도에서 75.3−81.8%를 나타냈다는

보고(Park 등, 2008)에 비해 다소 높아, 이러한 측면에서도 배

의 섭취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결 과

배는 세계적으로 널리 소비되고 있는 과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의 과실의 역할에서 나아가 지금은 바야흐로 기

능성 식품으로서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서

양배와 동양배의 생리활성 물질들 및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리

활성에 대한 보고들을 정리하여 종설로 제시를 하였다. 배는 클

로로제닉산 및 아르부틴 등의 다양한 폴리페놀 화합물을 함유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항당뇨, 항고혈압, 혈중 지

질 억제 작용, 간세포 활성 촉진 및 해독 촉진 작용, 면역 촉

진, 천식 억제 및 다양한 생리활성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의 생리활성 물질 및 생리

활성 효능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미약한 실정이어서 더욱 밝혀져

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초 록

배는 전세계적으로 많이 소모되고 있는 과일이다. 일반적으로

배는 아시아 배와 유럽 배로 분류된다. 배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기능성 연구

가 계속 되어져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종설에서는 지금까

지 알려진 배의 생리활성 물질들의 개요 및 다양한 질병들에

대한 예방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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