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토시아닌과 안토시아니딘(서로 혼동에 주의)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수용성 색소와 식물성 영양소입니다.

ANTHOCYANIN FAST FACTS
•   안토시아닌은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색소가 풍부하다
고 알려져 있습니다.

•   안토시아니딘은 안토시아닌에 당이 제거된 물질입니다.

•   건포도, 포도, 딸기 등 베리류 뿐만 아니라, 가지, 붉은
양배추, 그리고 일부 콩과 쌀도 높은 함량의 안토시아닌을 
지니고 있습니다.

 식품첨가물 산업은 안토시아닌과 안토시아니딘의 건강상의 장점을 오랫동안 선전해 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을 섭취하는 사람은 혈압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하여 심장발작 및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토시아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많은 이점으로 
인해, 식품첨가물 산업은 안토시아닌이 포함된 천연물질을 더 잘 이해하고, 기능성 식품, 음료 및 
보충제 등으로 섭취하기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HOCYANIN MVP’s
• Bilberry : 건강보조제 산업의 대표적인 원재료이며, 블루베리와

매우 유사한 Bilberry 안토시아닌은 시력 향상과 관계가 있는 것 
으로 알려졌습니다 . 또 다른 연구는 Bilberry 추출물이 사람의 암 
세포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 Purple Corn : 새로 등장하는 안토시아닌의 원료로써 자색 옥수수
에는 평균 15% 이상의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러 연 
구에 따르면 자색 옥수수의 안토신아닌이 당뇨병 환자들의 신장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ChromaDex는 apigenindin chloride, delphinidin chloride, malvidin chloride, 
         여러가지 procyanidins 등  다양한 Anthocyanin 계열의 많은 표준품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안토시아닌 제품군은 동명과학상사 홈페이지(www.dongmyung.kr)에서
                           카다록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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