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uranocoumarin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Furocoumarin은 식물에 의해 생산되는 화학물질입니다. 
Furocoumarin은 오원자 고리 구조를 이루는 독특한 분자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귤류 식물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것으로, Furanocoumarin은 곰팡이, 박테리아, 곤충에 
대항하는 방어 역할을 합니다 . 

FURANOCOUMARIN FAST FACTS
•     Furanocoumarin은 보통 자몽, 레몬, 라임, 오렌지와 같은 
감귤류에서 주로 나타나고, 셀러리, 당근, 파슬리, 그리고 딜
과 고수 같은 허브에서도 나타납니다 . 

•    모든 감귤류 과일은 감귤류, 파페다, 유자, 포멜로, 만다린
등 5종이 서로 관련이 있고 섞여 있습니다 . 흥미롭게도 자
몽은 Furanocoumarin 수치가 가장 높고, 만다린은 낮거나 
없습니다 .

감귤류 과일과 오일과 같은 많은 Furanocoumarin 제품들이 사람의 건강에
관한 부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르가못(Bergamot) 오렌지 껍질을
원료로 만든 베르가못 오일은 향수, 차, 향기요법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Furanocoumarin은 약리학적 관점에서 “자몽주스효과”로 알려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Furanocoumarin은 간 및 장 효소에 영향을 주면서 약효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FURANOCOUMARIN MVP’s
• Bergamottin : 자몽 Furanocoumarin으로, 일부 실험에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여 유방암 세포 

성장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Psoralen : 이 성분은 자외선 A와 결합하여 피부염 및 다른 피부상태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

ChromaDex는 Bergamottin, Heraclenin, Oxypeucedanin과 다양한 Furanocoumarin 계열의 많은 
표준품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Furanocoumarin 제품군은 동명과학상사 홈페이지

(www.dongmyung.kr)에서 카다록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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