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NNABINOIDS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s)는 
다양한 화학성분들의 일종으로, 
내포 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의 
일부인 카나비노이드 수용체에 
작용합니다. 이러한 수용 
단백질에는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피토카나비노이드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엔도카나비노이드도 포함됩니다. 
피토카나비노이드(Pytocannabinoids)는 대마초 사티바 종의 
트리콤(레진샘)에서 발견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합물입니다. 
대마초에서 격리된 피토카나비노이드에는 적어도 113개의 다른 
피토카나비노이드들이 있는데, 중추신경계 전반에 걸쳐 위치한 
칸나비노이드 수용체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능력은 광범위한 
치료 잠재력을 허용합니다 .1

TERPENES
테르펜은 다양한 식물, 특히 원추동물들에 의해 생성되는 크고 다양한 
유기 화합물 그룹입니다 . 테르펜을 함유한 식물은 초식동물이 
섭취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강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마초를 기반으로 한 테르펜이 대마초의 생리학적 효과를 
기여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알려져 연구와 관심이 커졌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카나비노이드와 함께 작업할 때 가장 효과적이며, 
따라서 수행자 효과가 발생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따라서 
     테르페네스는 대마초 사티바 
     식물의 방대한 치료 잠재력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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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NABINOIDS AND TERPENES IN CANNABIS

CANNABINOIDS (NEW)

Compound Part Number

Cannabidiol  ASB-00001454-010

Cannabidivarin  ASB-00001453-005

TERPENES

Compound Part Number

(-)-a-Bisabolol ASB-00002292-001

α-Pinene ASB-00016836-001

Borneol ASB-00002356-001

ß-Caryophyllene ASB-00003250-001

Geraniol ASB-00007150-001

α-Humulene ASB-00008333-001

Terpinolene ASB-00020106-001

Valencene ASB-00022050-001

Menthol ASB-00013968-001

Nerolidol ASB-00014293-001

Carmphene ASB-00003078-001

Cineole/Eucalyptol  ASB-00005375-001

(-)-a-Cedrene ASB-00003332-100

Camphor ASB-00003077-001

Isopulegol ASB-00009500-100

Sabinene Hydrate ASB-00019002-100

α-Terpinene ASB-00020100-001

y-Terpinene ASB-00020101-001

Linalool ASB-00012220-001

Mycrene ASB-00013918-001

Caryophyllene Oxide  ASB-00003251-100

α-Terpineol ASB-00020105-001

(R)-(+)-Pulegone ASB-00016405-100

Geranyl acetate  ASB-00007152-100

Citronellol ASB-00003668-100

p-Cymene ASB-00003987-001

Guaiol ASB-00007078-010

Isoborneol ASB-00009195-001

trans-ß-Farnesene ASB-00006002-001

Nerol ASB-00014290-001

These reference standards are for laboratory 
use only, not for human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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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aDex는 Hemp에서 도출된 두 가지 캐나비노이드 기준 표준에 동의하며, 이러한 화합물의 식별과 검증과 연구개발 

작업에 실험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nnabidiol (CBD)과 Cannabidivarin (CBD-V)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