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산은 산성 특성을 갖는 유기 화합물입니다. 유기산은 광범위한 화합물 원료에서 찾을 수 있고, 

유기산은 수많은 채내 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유기산은 건강보조제와 건강관련 산업에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ORGANIC ACID FAST FACTS
•     유기산으로 불리우는 많은 성분들에는 아미노산, 지방산, 

케토산, 그리고 다른 다양한 내인성(유기체 내에서 유래된, 

endogenous)과 외인성(유기체 외에서 유래된, exogenous) 

산이 포함됩니다 . 1

•     생태와 생태계에서 유기산은 다른 기능들 중에서도 

토양 건강, 그리고 알류미늄과 오염물질의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유기산은 인간의 신진대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기산의 구조는 아미노산,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의 분열 과정의 

중간 단계입니다 .3

인간의 건강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출생 후 처음 24~48시간 이내에 

확인되는 많은 유기산 질환이 있습니다. 미국 의학 유전학대학이 

검진할 것을 권고하는 29개의 질환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 중 

많은 수가 10만 명 중 1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희귀한 질병입니다 .4

ORGANIC ACID MVP’s
• 3-hydroxybutyric acid (BHB): 에너지 대사 과학의 떠어로는 별 BHB는 간에서 합성된 케톤체로, 

혈당수치가 낮을 때 뇌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 Lactic acid: 인간의 건강과 가장 일반적으로 관련되는 젖산은 높은 에너지 수요의 조건에서 근육에 

형성되고 축적됩니다 . 이 산은 운동과 식이요법 두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ChromaDex는 많은 BHB를 포함한 시트릭산, 젖산, 그 외 다른 것들을 포함한 유기산 계열의 많은 표준품을 제공합니다. 

유기산 계열의 모든 품목은 동명과학상사 홈페이지(www.dongmyung.kr)에서 

카다록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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