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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PENES
테르펜은 다수의 식물, 특히 원추동물들에 의해 생성되는 크고 다양한
유기 화합물 그룹입니다 1. 테르펜을 함유한 식물은 종종 강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데,
초식동물이 먹는 것을 억제하는 데 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2.

TERPENE FAST FACTS
•

테르펜은 유칼립투스, 시루, 보통 포도, 파파야, 병아리콩 등

다양한 식물에 존재하며, 몇몇은 테르펜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3.

•

과학적 증거는 숲에 노출되는 것이 인간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식물의 테르펜이 인체에 미치는
이로운 영향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소나무숲을 걷는 것과
같은 테르펜에 노출되는 것은 스트레스와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테르페노이드는 가장 큰 종류의 천연물을 구성하며, 많은 테르페노이드는
향미, 에센셜 오일, 향신료, 향신료, 화장품으로 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많은 테르페노이드는 생물학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5.
많은 사람들에게 테르펜은 대마초 산업과 두드러지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피토케미컬들은 대마초를 이용한 약용 추출물의
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마초를
이용한 테르펜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6.

TERPENE MVP’s
•

α-피넨: 소나무와 침엽수에서 나오는 에센셜 오일, α-피넨은 항염증, 항균, 항산화 성질을
포함한 광범위한 생물학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7.

•

β-카리오필렌: 클로브와 계피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인 β -카리오필렌(BCP라고도 함)은
인간의 유방, 자궁경부, 흑색종양 종양 성장에 억제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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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습니다 .
ChromaDex는 pinenes를 포함하여 terpene 계열의 많은 표준품을 제공합니다.
limonene, nerol 등 Terpene 계열의 모든 제품군은 동명과학상사 홈페이지(www.dongmyung.kr)에서
카다록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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