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ilbenoid는 넓은 범위의 폴리페놀 계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식물화학 물질의 한 종류입니다. 
식물의 경우, 식물 잎과 나무껍질 안쪽에 곰팡이 감염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으로 Stilbenoid가 존재 
하며, 식물의 스트레스 표기이기도 합니다 . 사람의 건강 및 식이 보조제 산업에서부터, 와인 및 작물

과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여러 그룹에서 Stilbenoid를 연구하고 활용했습니다.

STILBENOIDS FAST FACTS
•    Stilbenoid는 식물의 줄기에서 생기는데, 포도와 적포도주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됩니다 . Stilbenoid의 함량은 포도의 품종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    블루베리, 빌베리, 호자덩굴, 붉은건포도, 크랜베리와 딸기에서 
Stilbenoid이 소량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존재하는 Stilbenoid의 양은 포도의 10% 미만입니다 .

Stilbenoid는 노화와 관련된 만성 질환의 예방과 함께 몸에 좋은 생물학적 
활동 때문에 건강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수많은 생물학적 
임상 연구에 의해 Stilbenoid와 항당뇨병, 항염증 및 암 예방 효과가 입증
되었습니다 .

또한, Stilbenoid는 산화 방지제 기능과 회색곰팡이 및 태양 노출과 같은 
자연적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포도 품종을 보호하기 때문에 와인 산업
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

STILBENOID MVP’s
•      pTerostilbene : 블루베리와 포도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 화합물은 항염증 특성뿐만 아니라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      Resveratrol : pTerostilbene과 제빵, 다크 초콜렛에서 소량의 Resveratrol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hromaDex는 Piceatannol, pTerostilbene, Resveratrol 등 다양한 Stilbenoid 계열의 많은 
표준품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Stilbenoid 제품군은 동명과학상사(www.dongmyung.kr)에서 

카다록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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