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insenoside는 파낙스 인삼에서 유래한 화학 계열로 아시아와 서구 국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한방치료제 중 하나입니다 . 인삼의 생물학적 활동의 대부분은 

진세노사이드와 그 화학적 그룹에서 유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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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SENOSIDE FAST FACTS
•     파낙스라는 이름은 '모든 것이 치유된다'는 뜻으로 인삼은 

신체의 모든 면을 치유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전통적 믿음을 나타냅니다 .2  

•     가장 흔한 인삼은 한국 홍삼(Ginseng Meyer), 중국 

인삼(Notoginseng), 미국 인삼(Quinquefolium L.)입니다 .2  

고대 인삼의 사용과 수많은 현대 연구는 염증성 질환과 다른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물질로서 진세노사이드와 

진세노사이드 유도체 사이의 상관관계를 강하게 보여줍니다 . 

또한, 최근의 연구는 진세노사이드와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산화스트레스 사이의 잠재적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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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연구자들은 진세노사이드들이 인간 보건 분야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의 나쁜 영향을 줄이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4

GINSENOSIDE MVP’s
• 진세노사이드 Rg1: 가장 잘 알려진 진세노사이드 중 하나로, 혈관 발달, 신경 치료, 줄기세포 증식 등 

다양하고 유익한 효과가 이 화합물의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습니다 .5 

• 진세노사이드 Rg3: 한국 홍삼의 생동감 있는 생물학적 활성 화합물인 진세노사이드 Rg3는 

자궁내막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의 증식 및 과잉조직 감소와 연관시킨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6

ChromaDex는 진세노사이드 Rb1, 진세노사이드 Rh2 등 150여 개에 이르는 Ginsenoside 제품군 내에서 

다양한 표준물질을 제공합니다. 진세노사이드 계열의 모든 구성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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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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