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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xyresveratrol (trans-2,3',4,5'-tetrahydroxystilbene) has been receiving increasing attention because of its
astonishing biological activities, including antihyperlipidemic, neuroprotection, antidiabetic, anticancer, antiinflammation,
immunomodulation, antiaging, and antioxidant activities. Oxyresveratrol is a stilbenoid, a type of natural phenol and a
phytoalexin produced in the roots, stems, leaves, and fruits of several plants. It was first isolated from the heartwood of
Artocarpus lakoocha, and has also been found in various plants, including Smilax china, Morus alba, Varatrum nigrum,
Scirpus maritinus, and Maclura pomifera. Oxyresveratrol, an aglycone of mulberroside A, has been produced by microbial
biotransformation or enzymatic hydrolysis of a glycosylated stilbene mulberroside A, which is one of the major compounds
of the roots of M. alba. Oxyresveratrol shows less cytotoxicity, better antioxidant activity and polarity, and higher cell
permeability and bioavailability than resveratrol (trans-3,5,4'-trihydroxystilbene), a well-known antioxidant, suggesting that
oxyresveratrol might be a potential candidate for use in health functional food and medicine. This review focuses on the
plant sources, chemical characteristics, analysis, biosynthesis, and biological activities of oxyresveratrol as well as describes
the perspectives on further exploration of oxyresvera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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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Oxyresveratrol (trans-2,3',4,5'-tetrahydroxystilbene)은 4개의 수산

기를 갖는 스틸베노이드(stilbenoid)로 식물이 미생물의 침입에 의

한 생물학적 스트레스 및 자외선, 상처 등의 물리적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파이토알렉신(phytoalexin)

이다(Fig. 1). Oxyresveratrol은 열대지방의 Artocarpus lakoocha의

심재(heart wood)에서 최초로 분리되었으며(1) 이후 뽕나무(Morus

alba), 청미래덩굴(Smilax china), 오세이지 오렌지(Maclura pomifera),

참여로(Varatrum nigrum) 등의 가지 및 뿌리에서 확인되었다(2-5).

Oxyresveratrol 제조법은 3,5-다이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dihydroxy-

acetophenone)을 출발물질로 하는 합성법 이외에 뽕나무에 다량

함유된 글리코사이드인 멀베로사이드(mulberroside) A로부터 효소

가수분해에 의한 생물전환 방법으로 비교적 쉽게 제조할 수 있다(6).

최근 oxyresveratrol은 항산화(7), 항고지혈(8,9), 항당뇨(10), 항

암(11,12), 항염증(13), 항바이러스(14), 뇌신경보호(15), 미백효과

(16,17), DNA 손상회복(18), 간 보호 기능(19) 등의 다양한 생리

기능이 ‘French paradox’ 물질로 잘 알려진 resveratrol 보다 우수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따라서 본 review에

서는 oxyresveratrol을 생성하는 식물, 물리적 성질 및 합성, 생합

성과정, 분석법, 다양한 약물학적 특성,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의

전망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Oxyresveratrol를 생성하는 식물

Oxyresveratrol은 열대지방의 “Monkey fruit 혹은 Monkey Jack”

으로 알려진 A. lakoocha의 심재(heart wood)로부터 최초로 분리

되었다(1). 식물 중에서 스틸베노이드를 생산하는 과(family)로는

뽕나무과(Moraceae), 포도과(Vitaceae), 백합과(Liliaceae), 청미래덩

굴과(Smilacaceae), 사초과(Cyperaceae) 등이 알려져 있다. 이들 중

에서 oxyresveratrol을 생산한다고 알려진 종(species)은 뽕나무과

의 A. lakoocha, A. heterophilus, A. gomezianus, M. alba (백상),

M. bombycis (산상), M. lhou Koidz (노상), Cudrania tricuspidata

(꾸지뽕), M. pomifera, 청미래덩굴과의 S. china, S. glabra, S.

kampestris, 백합과의 V. grandiflorum, 사초과의 Scirpus maritinus

등이며 이들의 잎, 가지, 뿌리, 열매에서 oxyresveratrol의 존재가

확인되었다(2-5,20-22). 최근 oxyresveratrol을 생산하기 위해 가장

많이 연구되는 식물 종은 수천 년간 중국, 한국, 일본, 태국, 터

키 등에서 전통의약품으로 사용해온 뽕나무 백상(M. alba)이다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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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resveratrol의 생합성 과정

식물에서 스틸베노이드의 합성은 페닐알라닌(phenylalanine) 혹

은 타이로신(tyrosine)을 출발점으로 phenylalanine/폴리말로네이트

(polymalonate) 경로로 합성된다(Fig. 2). Phenylalanine은 phenyla-

lanine ammonia lyase (PAL)에 의해 cinnamic acid로 되고 이는

시남산-4-하이드록시화효소(cinnamate-4-hydroxylase) (C4H)에 의해

파라하이드록시시남산(p-hydroxycinnamic acid)로 전환된다.

Tyrosine은 tyrosine ammonia lyase (TAL)에 의해 p-hydroxycin-

namic acid로 전환된다. 이와 같이 형성된 p-hydroxycinnamic acid

는 4-coenzyme A ligase (4CL)에 의해 파라쿠마로일(p-coumaroyl)

CoA로 전환되고 이는 3개의 말로닐(malonyl) CoA와 스틸벤합성

효소(stilbene synthase) (STS)에 의한 축합반응에 의해 레스베라트

롤(resveratrol)로 합성되는데 이 과정이 전체 반응속도를 결정한

다(27). 합성된 resveratrol은 산화에 의해 oxyresveratrol로 되고 이

는 글리코실기전달효소(glycosyltransferase)에 의해 당화되어 최종

적으로 mulberroside A를 합성한다(28,29). Stilbene synthase는 분

자량 90 kDa으로 45 kDa의 소단위 두개로 구성된 단백질이며

플라보노이드 합성효소인 chalcone synthase와는 아미노산 homol-

ogy가 65% 이상 유사하다(30).

한편, 포도나무 재배지에 존재하는 높은 농도의 중탄산나트륨

은 철분 부족을 유발시키는데 포도나무의 철분 결핍은 phenyla-

lanine 합성의 시킴산(shikimate) 경로를 활성화하여 resveratrol 합

성을 촉진한다. 따라서 석회석 스트레스 하에서 성장시킨 포도에

는 정상조건의 포도보다 약 5.5배의 resveratrol과 피세아탄올

(piceatannol) 양이 증가하였다(31). 식물내의 resveratrol, piceatannol

함량은 수확 후의 숙성 기간에 따라 5-50배 이상 증가하였다(32).

또한 포도의 resveratrol 양은 수확 후 수분의 감소에 따라 급격

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분의 감소에 따라 stilbene synthase 발현

량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33). 포도를 수확한 후 자

외선 C의 조사는 resveratrol, piceatannol 양을 1.5-2배 증가시켰다

(34). 이는 스틸벤 물질의 함량이 재배지의 환경, 수확 후의 수분

함량 및 효소에 의한 후숙에 의해 증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뽕나무의 경우, 상백피(Mori Cortex)는 oxyresveratrol보다 배당

체인 mulberroside A의 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

지(M. Ramulus)는 oxyresveratrol 함량이 mulberroside A 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oxyresveratrol은 품종, 지역, 계절에 따라 함량이

크게 차이를 보였다(26,29).

Oxyresveratrol의 물리적 성질 및 제조

국제 순수·응용화학연합(IUPAC)의 명명법에 따른 oxyresveratrol

의 공식명칭은 4-[(E)-2-(3,5-dihydroxyphenyl)ethenyl]-1,3-benzene-

diol이고 약칭은 trans-2,3',4,5'-테트라하이드록시스틸벤(tetrahydrox-

ystilbene)이다. Oxyresveratrol은 분자내의 스타이렌(styrene) 이중

결합 때문에 트랜스(trans) 혹은 시스(cis)형의 이성질체로 발견되

는데 trans형이 더 안정하고 약효도 높다. Oxyresveratrol은

C
14

H
12

O
4
의

 
분자식을 갖는 분자량 244.24 g/mol의 옅은 노란색 분

말로 CAS 번호 29700-22-9의 물질이다. Oxyresveratrol은 밀도

1.468 g/cm3, 녹는점 201oC, 끓는점 523.8oC, 인화점 260.9oC, 굴절

률 1.8, 최대흡수 파장 329 nm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물질로 −20oC

암소에서 2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Oxyresveratrol의 용

매에 대한 용해도는 메탄올(methanol) 406.6 mg/mL, 다이에틸에

테르(diethylether) 355.3 mg/mL, 에탄올(ethanol) 328 mg/mL, 아이

소부탄올(isobutanol) 173.5 mg/mL, 1-헥산올(hexanol) 114.1 mg/

mL로 유기용매에서 용해도가 높은 반면 물과 인산 완충액(pH

7.2)에서는 각각 0.64 mg/mL, 0.1 mg/mL의 낮은 용해도를 보인다.

Oxyresveratrol의 pH에 대한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알칼리 용액

에서는 불안정하여 0.01 N NaOH (pH 10.5)의 용액에서 쉽게 분

해되었다.

알려진 oxyresveratrol 합성법은 출발물질인 3,5-dihydroxyace-

tophenone을 methylation하여 3,5-다이메톡시페닐아세트산(dimethox-

yphenylacetic acid)를 얻고 이를 Willgerodt-Kindler 반응에 의해

3,5-dimethoxyacetophenone을 제조한다. 이로부터 Perkin 축합반응

에 의해 E-2,3-diacryacrylic acid를 제조한 후 decarboxylation하여

cis-stilbene 중간체를 만들고 이를 demethylation과 isomerization 공

정을 거쳐 oxyresveratrol을 제조한다(Fig. 3). 이 합성법의 수율은

30% 이었지만 trans형의 oxyresveratrol 제조를 위한 특이적인 합

성법으로 편리하고 경비 절감적이다(35). 한편, Kim 등(6)은 뽕나

Oxyresveratrol

Mulberroside A

Resveratrol

Piceid

Piceatannol

Astringin

Rhapontigenin

Rhaponticin

Fig. 1. A variety of stilbene deri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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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뿌리인 상백피로부터 추출된 배당체 mulberroside A를 Pectinex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oxyresveratrol를 제조하였다. Oxyresveratrol

의 정제는 실리카젤 칼럼을 사용하여 ethylacetate와 petroleum

ether (1:1)용액으로 분획하였다. 농축된 정제분획은 물에서 재결

정한 후 80oC에서 진공 건조하여 무수 oxyresveratrol을 제조하였

다(36).

Oxyresveratrol의 확인 및 분석

Oxyresveratrol의 정량 분석법으로는 gravimetry, capillary zone

electrophoresis, thin layer chromatography (TLC), high perfor-

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등이 알려져 있으나 HPLC

분석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HPLC에 의한 분석법으로

Mei 등(37)은 diode array detector, Alltech AlltimaTM C
18

 (250×4.6

mm, 5 µm), 210-380 nm, 25oC, 1 mL/min 조건하에서 이동상의 용

매 A는 증류수(0.1% formic acid 포함), 용매 B는 methanol을 사

용하여 용매 B를 5%부터 100%까지 상승시키며 38분 동안 기울

기 용리하였다. 또 다른 방법으로 Zorbax Eclipse SB-C
18

 (250×4.6

mm, 5 µm), 303 nm, 30oC, 1 mL/min의 조건하에서 이동상 용매

A는 methanol, 용매 B는 증류수를 사용하여 용매 A:B=29:71로

분석하였다(38). Zhou 등(29)은 Hypersil BDS C
18 

(200×4.6 mm, 5

µm), 320 nm, 40oC, 1.0 mL/min 조건에서 이동상 용매 A는 ace-

tonitrile, 용매 B는 증류수(1.0% 액상 formic acid 포함, v/v)를 용

매 A:용매 B (5:95, v/v)에서 용매 A:용매 B (30:70, v/v)로 25분

간 기울기 용리하였다. Maneechai 등(39)은 phenyl-hexyl (150×4.6

mm), 254 nm, 0.1 mL/min, 이동상은 methanol:증류수=8:2의 조건

을 사용하였다. Oxyresveratrol 투여 후 쥐 소변 중의 oxyresveratrol

정량은 Luna C
18 

(250×4.6 mm, 5 µm), 320 nm, 0.6 mL/min, 이동

상 용매 A는 acetonitrile, 용매 B는 증류수(0.04% formic acid 포

함)를 30:70의 조건으로 행하였다(40). Oxyresveratrol과 같이 4개

의 수산기를 함유하고 있는 piceatannol의 분석은 Kingsorb S5 C
18

(250×4.6 mm), Perkin Elmer LS 30 fluorescence detector, excita-

tion과 emission wavelength (345, 405 nm), 1.5 mL/min, 이동상

용매 A는 acetonitrile, 용매 B는 증류수(0.04% formic acid 포함)

를 25:75의 조건에서 행하였다(41).

한편, A. lakoocha내의 oxyresveratrol의 확인 및 정량에는 TLC

densitometric 방법이 사용되었다. 분석 조건은 TLC aluminum

sheet (silica gel 60 F
254

 plate, 20×10 cm), 전개용매는 methylene

chloride:methanol=85:15를 사용하고, TLC scanner를 사용하여 254

nm에서 분석하였다(39).

Oxyresveratrol의 생물학적 활성

Oxyresveratrol의 항고지혈증 효과

고지혈증(hyperlipidemia)은 혈액 내 lipid 수준이 정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심혈관 질병(cardiovascular disease)의 주된 원인이다. 동

맥경화증(atherosclerosis)에 의한 관상동맥질환(coronary heart dis-

ease), 뇌졸중(stroke), 심근경색(myocardial infraction), 뇌경색(cere-

bral infraction)과 같은 심혈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콜레스

테롤의 축적 억제와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의

산화 억제가 필요하다. 고지혈증 치료법으로 혈액 내 총콜레스테

롤(total cholesterol)과 LDL의 수준은 낮추고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수준은 높이는 약물이 이용되는데 현재

LDL 산화를 억제하는 물질인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주로 이용

된다. 그러나 스타틴 계열의 물질은 횡문근융해증(rhabdomyolysis),

근육통(myalgia), 간과 신장의 기능장애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있

어 이러한 부작용이 적은 항고지혈증 물질의 개발은 매우 필요

한 실정이다(8).

최근 고지혈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물질로 식물로부터 유래된

천연물질인 phytochemical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스틸벤,

플라보노이드, 카테킨 등의 항산화력을 갖는 물질로부터 LDL 감

소와 LDL의 산화억제 효과가 확인되었다. Alloxan으로 당뇨를

유도한 토끼에 1 mg/kg의 resveratrol과 그 유도체들을 40일간 투

여 후 고지혈증 효과를 검토한 결과, resveratrol 유도체가 resver-

atrol보다 총 콜레스테롤과 LDL을 감소시켰고 HDL은 증가시켰

다(42). 한편, Jo 등(43)은 oxyresveratrol의 유도체인 라폰티게닌

(rhapontigenin)을 고콜레스테롤 식이 쥐에 투여한 시험에서 총 콜

레스테롤과 LDL, triglyceride 양은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HDL은

감소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고콜레스테롤 식이 쥐에게 5

mg/kg oxyresveratrol을 투여한 시험에서 oxyresveratrol 투여 쥐는

LDL, 총콜레스테롤, triglyceride 양이 현저히 감소하나 HDL은 증

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oxyresveratrol 섭취군의 간세포를 조

사한 결과 고콜레스테롤 투여에 의해 형성되었던 지방구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8). Oxyresveratrol 외 4종의 스틸벤 물질

을 사용하여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의 율속인자(rate limiting

factor)인 3-hydroxy-3-methylglutaryl coenzyme A reductase (HMG-

CoA reductase)와 squalene synthase의 저해 활성을 비교한 결과,

rhapontigenin과 oxyresveratrol의 저해 활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9). 따라서 oxyresveratrol 혹은 oxyresveratrol를 다량 함유한 상지

주정추출물은 고지혈증 개선 약품 혹은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서

개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Fig. 2. Biosynthesis of resveratrol and oxyresveratrol via the phenylalanine/polymalonate pathway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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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resveratrol의 신경 보호 효과

신경세포(neuron)의 퇴화에 기인하여 발생된 신경세포퇴행성 질

환은 파킨슨병과 같은 운동 장애 질환과 알츠하이머 질환과 같

은 실어증(aphasia), 기억상실(amnesia), 인지불능증(agnosia), 운동

불능(apraxia) 등의 다기능장애로 나타난다. 조직병리학 연구에 따

르면 알츠하이머의 일반적인 특징은 뇌에 tau 단백질과 베타아밀

로이드 펩타이드(β-amyloid peptide)의 과도한 축적이다. β-Amyloid

의 축적은 amyloid 플라크 형성과 neurofibrilary 엉김을 유도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뇌독성 경로를 활성화하여 뇌세포의 파괴 혹은

기능장애로 나타난다(44). 아직까지 이 질병들은 증상을 완화시

키는 것 이외의 확실한 치료법이나 예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스

틸벤, 플라보노이드, 카테킨 등의 천연물로부터 예방 및 치료제

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뇌경색(cerebral stroke)후의 뇌손상 감소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뇌 허혈성 모델(rat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의 쥐에 oxy-

resveratrol (10 혹은 20 mg/kg)을 복강 내 주입한 결과, 뇌출혈성

경색(brain infarct)의 크기가 54, 63% 각각 감소하였다. 또한

oxyresveratrol의 투여는 세포사멸의 지표인 cytochrome C, caspase-

3, 그리고 뇌 안의 세포사멸 핵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15).

조직 배양된 쥐 cortical neuron을 사용하여 β-amyloid 유발 신

경독성에 대한 oxyresveratrol의 효과를 검토한 결과, oxyresveratrol

은 Ca2+ 증가를 억제함에 의해 β-amyloid에 의해 유발되는 뇌세

포 손상 억제, ROS (reactive oxygen species) 발생 억제, glutamate

방출 억제 등의 효과를 보여 신경보호 약물로서의 가능성이 최

초로 확인되었다(45). 뇌손상이 있는 쥐와 뇌손상이 없는 쥐를 사

용하여 oxyresveratrol의 혈액-뇌 장벽 통과율을 조사한 결과, 뇌

손상이 있는 쥐의 oxyresveratrol 투과율이 6배 높게 나타났다. 따

라서 oxyresveratrol은 혈액-뇌 장벽(blood-brain barrier) 통과가 가

능하여 뇌경색시 산화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나타나는 퇴행성 뇌

질환 치료를 위한 상호보완적인 약물이 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

다(46). Jeon 등(47)은 S. rhizoma의 추출물이 β-secretase 저해 활

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고 이로부터 resveratrol, oxyresveratrol,

veraphenol, scirpusin 등의 물질을 분리 정제하였다. 이들 물질 중

oxyresveratrol은 비경쟁적(non-competitively) 억제제로 Ki 5.4×106

M, IC
50

 7.6×10−6 M이었으며 resveratrol 보다 약 2배 강한 저해활

성을 나타내었다. Chao 등(48)은 neuron 독성 물질인 6-hydroxy-

dopamine을 neuroblastoma SH-SY5Y 세포에 처리한 후 oxyres-

veratrol과 resveratrol의 neuron 보호 효과를 비교하였다. 이 실험

에서 oxyresveratrol은 resveratrol보다 세포 파괴의 지표 효소인

lactate dehydrogenase와 caspase-3 활성을 현저히 감소시켰고 반면

에 SIRT1 함량은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oxyresveratrol

이 resveratrol 보다 파킨슨 질병 치료 물질로 더 가능성이 크다

고 보고하였다.

Oxyresveratrol, resveratrol, piceatannol 등의 스틸벤류들과 cur-

cumin을 사용하여 β-amyloid 형성 억제에 의한 신경보호 효과를

in vitro 모델에서 검토한 결과, ε-veniferin glucoside가 93%로 가

장 우수하였으며 resveratrol은 63%, oxyresveratrol은 32%, piceat-

annol은 25%의 순서로 나타나 oxyresveratrol보다 resveratrol이 β-

amyloid 형성 억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49). Weber 등

(50)은 neuron과 glia를 동시 배양한 in vitro stretch-induced

trauma 모델에 glutamate를 높은 농도로 노출시킨 후 oxyresveratrol

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앞선 실험에서 외상 후 oxyresveratrol의

처리는 현저한 세포 사멸을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높은 농

도의 glutamate에 노출 후 oxyresveratrol의 처리는 세포 사멸을 억

제하지 못하였다.

Oxyresveratrol의 암 예방 및 항암 효과

2012년 WHO의 보고에 따르면 암은 전 세계적으로 5년 내 진

단받은 누적 환자수가 3,260만 명, 일년 내 새롭게 발병된 환자

수가 1,410만 명, 일 년에 이 질병으로 사망한 숫자가 820만 명

인 질병이다. 최근 역학조사에 따르면 특정 암의 발생율과 포도

주, 과일, 채소 등의 건강식품을 늘 섭취한 사람과는 상반되는 경

향이 나타나 암을 예방(chemopreventive)하는 식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 중에 있다.

Jang 등(51)에 의해 resveratrol의 암예방(cancer chemopreven-

tive) 활성이 최초로 보고된 후 다양한 암 예방 및 항암 연구가

Fig. 3. The synthetic route of oxyresveratrol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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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다. Resveratrol의 analogues를 사용한 항암효과 시험에서

resveratrol보다 항암 활성은 높고 정상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은

낮은 다양한 물질들이 확인되었다(52-55). Tan 등(56)은 뽕나무인

M. wittiorum의 줄기 껍질을 추출 정제하여 얻은 9종의 물질 중

oxyresveratrol이 인간 난소암 세포와 위암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이 IC
50

 0.66, 1.31 µM로 각각 나타나 가장 우수하다고 보고하였

다. 인간 결장암 세포인 HT-29를 사용한 실험에서 oxyresveratrol

이 resveratrol과 piceatannol보다 높은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다. HT-

29 cell의 세포독성은 apoptosis에 기인한 것으로 caspase와 Bax의

활성화, Bcl2와 COX-2 (cyclooxygenase)는 하향 조절되었다(57).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oxyresveratrol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된 resveratrol 보다 높은 암 예방효과와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어 암 예방 및 항암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 가능성이 크

다고 사료된다.

Oxyresveratrol의 항당뇨 효과

당뇨병은 복잡한 대사성 질환으로 type 1과 type 2로 구분된다.

Type 1 당뇨병은 췌장 β cell의 자가 면역반응에 의한 파괴로부

터 초래되는 인슐린 의존성 질환으로 전체 당뇨 환자의 10% 미

만이다. Type 2 당뇨병은 인슐린 민감성(insulin sensitivity), 포도

당 저항성(glucose tolerance), 인슐린 분비(insulin secretion)등의 작

용기작에 결함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질환으로 당뇨병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항당뇨 치료제로는 인슐린을 비롯하여 α-

glucosidase 억제제, sulfonylurea, biguanide 등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 모두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 최근 항당뇨 활성을 갖

는 새로운 천연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42).

마우스에서 resveratrol 섭취는 생명연장 단백질로 알려진 SIRT1

과 PGC-1α를 활성화하여 미토콘드리아 기능 향상, 대사질환으로

부터 보호, 당대사와 인슐린 분비작용이 있다고 보고되었다(58-

61). 또한, 4개의 hydroxy기를 갖고 있는 oxyresveratrol의 이성질

체인 piceatannol은 당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adenosine

monophosphate-activated protein kinase (AMPK)의 활성화와 glu-

cose transport 4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항당뇨 효과를 나타내

었다(62).

마우스를 사용한 혈당효과 시험에서 oxyresveratrol은 α-glucosi-

dase 활성을 억제하여 type 2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효과를 보였다. Oxyresveratrol과 mulberroside A를 다량 함유한

뽕나무 가지 껍질을 30% 에탄올에 추출한 건조물의 α-glucosidase

와 sucrase의 IC
50

 값은 8.0과 0.24 µg/mL로 나타났다. Oxyresver-

atrol을 type 2형 마우스에 식사와 함께 투여한 후 식후 고혈당

(postprandial hyperglycemia)의 조절을 조사한 결과, 혈당이 현저

히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어 당뇨병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제시

되었다(63). 당화(glycation)는 포도당 및 과당과 같은 당 분자와

단백질 혹은 지방이 비효소적 공유 결합을 하는 것으로 당뇨병

을 일으키는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oxyresveratrol의 항당

화 활성은 aminoguanidine (IC
50

: 10±0.08µg/mL)의 1/5인 2.0±0.03

µg/mL를 나타내어 유용한 당뇨병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

로 보고되었다(64).

Oxyresveratrol의 항말라리아, 항세균, 항진균, 항바이러스 효과

Oxyresveratrol은 식물이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곤충 등의 침

입에 의한 생물학적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피토알렉신으로 다양한 미생물에 대하여 살균 및 증식억

제 작용을 갖는다. Oxyresveratrol은 항말라리아 치료제인 chloro-

quine에 내성을 갖는 P. falciparum 3D7에 대한 in vitro 항말라리

아 시험에서 IC
50

 0.05 µg/mL의 강한 항말라리아 활성을 보였다

(65). 또한 Swiss 마우스를 사용한 in vivo 실험에서 ED
50
은 10.26

mg/kg으로 항말라리아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oxyresveratrol은 기존의 chloroquine에 내성을 보이는 말라리

아균에 대한 항말라리아 약으로의 사용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피부병의 원인이 되는 진균인 Trichophyton rubrum, Trichophy-

ton mentagrophytes, Trichophyton tonsurans, Microsporum gyp-

seum, Epidermophyton floccosum 등에 대한 oxyresveratrol의 MIC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는 대략 2.0 mM로 보고되었다

(66). Senapong 등(67)이 A. lakoocha 건조 추출물(oxyresveratrol

함량 80% 이상 (w/w))을 사용하여 11종 Candida에 대한 항진균

활성을 측정한 결과 MIC는 0.05-3.12 mg/mL, MFC (minimum

fungicidal concentration)는 0.10-25 mg/mL이었고 바이오필름 형성

을 억제하였다. 따라서 A. lakoocha 추출물은 Candida증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물로의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뽕나무로부터 oxyresveratrol, 2-arylbenzofuran, cyclomorusin,

morusin, kuwanon C 등을 분리하여 이들 물질의 S. aureus, B.

sultilis, M. flavus, S. faecalis, S. abony, P. aeruginosa 등 6개

미생물에 대한 MIC를 측정한 결과 oxyresveratrol의 MIC는 125-

250 µg/mL 수준을 보였다(68). 한편, 치주염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혐기성 그람 음성균인 P. gingivalis와 A. actonomycetemcomitans에

대한 oxyresveratrol의 MIC는 0.08 mg/mL과 0.04 mg/mL, MBC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는 0.16 mg/mL와 0.08 mg/mL

로 나타나 효과적인 구강청결제인 chlorohexidine보다 강한 항균

효과를 보였다. 또한 lipopolysaccharide (LPS)로 처리된 human

periodontal ligament (hPDL) 세포에서 항염증 효과를 검토한 결

과, IL-1β, IL-6, IL-8의 발현을 억제하여 항염증 효과가 확인되었

다(69). A. lakoocha 추출 건조분말(oxyresveratrol 함량: 95% 이상)

의 충치 및 치주염의 원인균주인 S. mutans 외 10종에 대한 항

균 효과와 바이오필름 형성 저해 시험에서 MIC는 0.1-0.39 mg/

mL, MBC는 0.2-3.12 mg/mL로 충치 미생물에 대한 항균력과 바

이오필름 형성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A. lakoocha 추

출물은 구강청결제 혹은 치약첨가제로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70).

임상에서 분리된 약물에 내성을 갖는 단순포진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 HSV)에 대한 oxyresveratrol의 IC
50
은 20 µg/mL으로

HSV-1과 HSV-2의 초기 및 후기 단계의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

였다. 또한 30% oxyresveratrol 함유 연고를 하루 다섯 번 마우스

에 국소적으로 사용한 결과 피부 손상을 억제하였고 바이러스감

염에 의한 사망을 억제하였다(71). HSV에 대한 국소 치료용으로

만든 oxyresveratrol의 마이크로에멀젼은 바셀린으로 제조한 oxyres-

veratrol 연고보다 항바이러스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72).

항바이러스제인 acyclovir에 대하여 내성을 갖는 수두대상포진바이

러스(varicella-zoster virus, VZV)에 대한 실험에서 oxyresveratrol은

acyclovir와는 다른 항바이러스 기전으로 항 VZV 효과를 보였으

며 광역 스펙트럼을 보였다(73). Oxyresveratrol, resveratrol, dihy-

droxykaempferol, kaempferol-7-O-β-glucoside, dihydroxykaempferol-

3-O-α-L-rhamnoside 등 5종의 폴리페놀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에 대한 증식 억제는 0.8-

4µg/mL의 낮은 농도에서는 resveratrol이 가장 우수한 효과를 나

타낸 반면에 20-100µg/mL의 높은 농도에서는 oxyresveratrol이 가

장 강한 증식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74). Galindo 등(75)에 의하

면 30 µg/mL oxyresveratrol은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African

swine fever virus) 증식을 98-100% 억제하였으며 이들 물질은 초

기 바이러스 단백질합성은 허용하였으나 viral DNA replication, 후

기 바이러스단백질 합성은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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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resveratrol의 항산화작용

세포내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반응성이 매우 높은 활성 산소

종(ROS)은 산화스트레스(oxidative stress)를 유발하여 잠재적으로

세포에 해를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ROS를 제거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항산화 작

용을 보이는 phytochemicals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며 flavonoids, polyphenols, stilbenes 등에 대한 항산화 활성 연

구가 보고되고 있다(76-79). 스틸벤 물질 중 oxyresveratrol이 res-

veratrol 보다 강한 항산화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ABTS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 DPPH (2,2-

diphenyl-1-picryl-hydrazyl) 방법 등을 사용한 자유라디칼 소거능을

보면 oxyresveratrol의 경우가 resveratrol 보다 월등히 높은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PPH 시험 결과는 oxyresveratrol

및 resveratrol의 IC
50

 값이 28.9 µM, 38.5 µM을 보였다(7). Oh 등

(80)의 보고에 의하면 oxyresveratrol의 경우 Hep G2 세포의

tacrine 유도 세포독성에 대해 세포보호효과를 보였으며 우수한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효과 (IC
50

=23.4±1.5µM), superoxide

scavenging 효과 (IC
50

=3.81±0.5 µM)를 나타내었다. FeSO
4
/H

2
O

2
에

의한 lipid peroxidation에 대해서도 강한 저해 효과를 보였다(13).

Oxyresveratrol은 다양한 기전에 의한 항산화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nitric oxide synthase의 발현을 저해하는 작용을

하며, heme-induced in vitro oxidation assay에 의해 oxyresvera-

trol은 resveratrol 보다 더 뛰어난 metal chelation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또한 oxyresveratrol은 riboflavin photoreac-

tion 반응에서 항산화력이 높은 trolox 및 ascorbic acid보다 더 높

은 DNA 보호능을 보였다(18).

Oxyresveratrol은 4개의 hydroxyl groups에 기인하는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우수한 항산화력을 보이므로 산화스트레스를 감

소시키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물질로 의약품의 원료로 이

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다. 항산화제로 널리 알려진 resveratrol

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된 반면 resveratrol

보다 항산화력이 우수한 oxyresveratrol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

정으로 앞으로 oxyresveratrol의 항산화 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면 다양한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Oxyresveratrol의 항염증 작용 및 면역증강 작용

다양한 질병과 관련된 염증반응을 저해하는 것은 많은 종류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우수한 항염증 반응을

보이는 oxyresveratrol에 대한 연구 및 oxyresveratrol을 다량 함유

하고 있는 약용식물 특히 뽕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항염증 효과

및 염증반응이 원인이 되는 질병의 치료효과에 대한 결과들이 많

이 보고되었다. Oxyresveratrol은 in vivo 실험에서 신경면역성 반

응(neuroimmune response)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선택적으로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생성을 저해하는 효과에 의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81). 뽕잎 메탄올 추출물을 이용한 항염증 반응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LPS로 유도된 RAW264.7 macrophage 염

증모델에서 nitric oxide (NO) 생성을 억제하였으며, TNF-α와 같

은 염증 매개체들의 생성을 억제하였고, COX-2 및 iNOS (induc-

ible nitric oxide synthase) 활성 저해 효과를 보여 oxyresveratrol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는 뽕잎 추출물이 우수한 항염증효과

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82). 또한 뽕나무과의 A. heterophyllus

의 추출물로부터 분리한 oxyresveratrol의 경우에도 LPS로 유도된

RAW264.7 세포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NO 생성을 감소시키는 효

과가 보고되었다(83). 뽕나무 추출물로부터 분리 정제한 oxyres-

veratrol을 이용한 in vivo 및 in vitro 항염증 효과 실험의 결과,

LPS로 유도된 RAW264.7 세포에서 nitrite 축적을 저해하는 효과

를 보였으나 특이적으로 iNOS 효소 활성 저해에는 효과가 없었

다. 그러나 oxyresveratrol은 iNOS 발현을 농도 의존적으로 저해

하여 iNOS 효소활성 보다는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13). 또한 oxyresveratrol은 LPS에 의한 nuclear factor κB

(NF-κB)의 핵 내 이동을 저해하고 COX-2 활성을 현저히 저해시

키는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oxyresveratrol은 염증촉진물질인 NF-

κB 활성 및 COX-2 활성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iNOS 발현을 저

해하여 항염증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Oxyresveratrol의

또 다른 항염증 기전은 MEK/ERK signaling cascade를 저해함으

로서 CXCR4 (C-X-C chemokine receptor type 4) 매개 T 세포

이동을 감소시켜 항염증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4).

뽕잎 메탄올추출물을 이용한 면역반응에 미치는 실험 결과에서

는 추출물 처리에 의해 혈청 내 immunoglobulin 수준이 증가되

었으며 마우스에서 병원성균인 Pasteurella multocida 감염 유도에

의한 사망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탄소제거시험

(carbon clearance test)을 통해 macrophage의 이물질 탐식에 미치

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phagocytic index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DNA 복제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나타내는 항암제인 cyclophos-

phamide로 유도된 호중구감소증에 대해 보호 효과를 보여 체액

성 면역(humoral immunity) 뿐만 아니라 세포매개성 면역(cell-

mediated immunity) 반응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5). 이

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oxyresveratrol은 다양한 경로를 통

해 염증 제어 효과를 보이는 물질로 항염증 치료에 이용 가능성

이 높은 물질이다.

Oxyresveratrol에 대한 다양한 생물학적인 활성을 Table 1에 정

리하였다.

Oxyresveratrol의 pharmacokinetics

식·의약품의 원료로 인체 내에서 기능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조직내 투과성이 높은 물질이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Oxyres-

veratrol은 조직내의 투과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상백피

열수추출물을 쥐에 경구투여 후 혈장, 요 및 담즙을 분석한 결과

mulberroside A가 체내에서 대부분 oxyresveratrol로 전환되었으며

oxyresveratrol은 순환계로 수송되고 흡수율이 50% 이상이었으며

조직으로 수송된 후의 흡수력이 높게 나타났다(86). 이는 oxyres-

veratrol의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을 함유하는 배당

체 mulberroside A 보다 비배당체인 oxyresveratrol의 경우가 조직

내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Huang 등(87)은 쥐 혈장에서

의 oxyresveratrol 및 resveratrol에 대한 pharmacokinetics를 HPLC

를 이용하여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하고 쥐에 청미래덩굴

(S. china) 추출물을 경구 투여시킨 후 담즙 및 요에서의 oxyres-

veratrol 및 resveratrol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담즙에서 oxyres-

veratrol 및 resveratrol의 누적배출량을 보면 각각 0.29% 및 0.97%,

요에서는 각각 0.81% 및 0.65%였다. 청미래덩굴 추출물에서 분

리 정제된 oxyresveratrol을 쥐에 경구 투여 후 요 및 담즙 시료

를 LC-MS/MS로 분석한 결과 7종의 대사산물이 분리되었으나 그

중 주 대사산물은 conjugated oxyresveratrol로 glucuronided, meth-

ylated 및 sulfated conjugates였다(Fig. 4)(88). Glucuronidation이 쥐

의 뇨 및 담즙에서 가장 보편적인 oxyresveratrol의 대사경로였으

며 sulfated 대사체의 경우는 담즙에서만 분리되었다. 이와 같은

conjugation은 oxyresveratrol의 친수성을 증가시켜 배출을 향상시

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Oxyresveratrol의 배당체인 mulberrosid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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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내세균에 의해 생물전환되어 생성된 oxyresveratrol은 Caco-

2 세포에의 투과도가 mulberroside A에 비해 월등히 증가되었는

데 이는 efflux (p-glycoprotein 및 MRPs) 매개 기전이 관련되었다

(37). 또한 oxyresveratrol의 경우 전반적으로 간에서 glucuronidation

이 일어나는 대사과정을 거쳐 세포에의 투과성이 증가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Tian 등(89)에 의하여 저농도의 oxyresveratrol을

분석할 수 있는 HPLC-MS/MS 분석법으로 쥐에 oxyresveratrol을

경구투여한 후에 측정한 elimination half-life (t
1/2

)는 0.693/K
e 

(K
e
:

elimination rate constant) 값을 보였다. Oxyresveratrol은 강력한 신

경보호작용을 보이는데 oxyresveratrol이 blood-brain barrier (BBB)

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생리학적인 조건에서는

oxyresveratrol은 미량 측정되었으나 허혈성 빈혈, 허혈재관류 손

상의 상황에서는 oxyresveratrol의 함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중대뇌동맥폐쇄(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쥐의 허혈조직에서 brain oxyresveratrol이 660% 증가하였다(46).

이는 oxyresveratrol의 BBB 통과가 증가되 허혈조직에서의 신경

보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Oxyresveratrol은 mulber-

roside A보다 흡수면에서도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흡수된 후에도 glucuronidation 등이 일어나 배출이 용이한 형태

로 전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BBB 통과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어 뇌신경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도 사용 가능한 기능성 식

품의 원료로서 뿐만 아니라 의약품 원료로서도 중요한 특징을 보

유하고 있다.

결론 및 전망

스틸벤 화합물 중 mulberroside A, oxyresveratrol, resveratrol,

piceatannol은 여러가지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

라 이와 같은 스틸벤 물질들은 다양한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잠재적 기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Table 1. Biological activities of oxyresveratrol

Biological activities Test models and assay Effects References

Anti- hyperlipidemic
effect

Rats fed a high-cholesterol diet Decreases total cholesterol, LDL, and triglyceride, but increases HDL 8

Neuroprotective
effect

Brain ischemic rats Reduces the brain infarct volume 15

Cortical neuron induced β-amy-
loid

Prevents β-amyloid-induced neuronal cell damage by interfering with 
the increase of [Ca2+] and by inhibiting glutamate release and ROS gen-
eration

45

Ischemic and non-ischemic rats
Increases blood-brain barrier permeability in stroke model compared 
with healthy model.

46

Inhibitory activity of β-Secretase 
(BACE1) 

Non-competitively inhibits BACE1 with the Ki value of 5.4×10-6 M and 
IC

50
 value of 7.6×10-6 M

47

Neuroblastoma SH-SY5Y cells 
exposed to 6-hydroxydopamine

Decreases the activities of caspase-3 and lactate dehydrogenase, but 
increases the levels of SIRT1

48

Inhibition of β-Amyloid forma-
tion 

Inhibits 32% of β-amyloid fibril formation 49

Anti-cancer effect
Ovarian and stomach cancer 
cells

Shows toxicities to ovarian and stomach cancer cells with IC
50

 values of 
0.66 and 1.31 µM/L, respectively

56

Anti-diabetic effect Type 2 diabetic mice
Inhibits the activities of α-glucosidase and sucrase 63, 64

Shows strong antiglycation activity with IC
50

 value of 2.0 µg/mL

Anti-microbial effect

In vitro anti-malaria test Shows a very high anti-malaria activity with IC
50

 value of 0.05 µg/mL 65

Anti-fungal effect

Exhibits antifungal effect against T. rubrum, T. mentagrophytes, T. ton-
surans, M. gypseum, and E. floccosum

66

Shows anticandidal activity with MIC range 0.05-3.12 mg/mL and MFC 
range 0.10-25 mg/mL

67

Anti-bacterial activity
Shows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S. aureus, B. subtilis, M. flavus, S. 
faecalis, S. abony, P. aeruginosa, P. gingivalis, and A. actinomycetem-
comitans

68, 69

Anti-HSV effect
Exhibits anti-HSV effect by inhibiting late protein synthesis and shows 
synergistic effect with the combination of oxyresveratrol and acyclovir

71

Anti-oxidant effect DFRSAa and SSAb

Exhibits antioxidant activity by scavenging using ABTS+ radical and 
exhibits a DFRSA with IC

50
 value of 23.4 µM and SSA with IC

50
 value 

of 3.81 µM
7, 80

Anti-inflammatory
effect

RAW264.7 macrophages
Inhibits the production of inflammation mediators such as TNF-α and 
nitric oxide
Exhibits the inhibitory activities on COX-2 and iNOS

82

aDFRSA: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SSA: superoxide scaveng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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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의하면 oxyresveratrol은 배당체인 mulberroside A 및

hydroxyl group이 하나 적은 resveratrol에 비해 항산화력을 비롯

한 다양한 생리기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Oxyresveratrol

은 항산화뿐만 아니라 항염증 작용, 혈중지질 개선, 항당뇨, 항암,

미백효과 등이 알려지면서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항산

화력이 mulberroside A 및 resveratrol 보다 우수하므로 산화적 스

트레스와 관련된 많은 질병(암,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고령화 사회가 진행

됨에 따라 노년층에서 퇴행성 질환의 발병률이 급속히 증가하여

퇴행성관절염 및 알츠하이머 등 산화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질병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 등으로 oxyresveratrol을 이용하고자 하

는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Oxyresveratrol 제조는 식물로부터 직접 분리하는 방법, resver-

atrol로부터 합성하는 방법 그리고 뽕나무 뿌리에 다량 존재하는

mulberroside A로부터 미생물 혹은 효소 가수분해에 의한 방법

등으로 제조할 수 있다. Oxyresveratrol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재

배되고 있는 뽕나무의 줄기(상지) 및 뿌리(상백피)에 다량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상지중의 oxyresveratrol은 봄에서 가을,

겨울로 계절이 변화됨에 따라 배당체인 mulberroside A로부터 비

배당체인 oxyresveratrol로 전환이 일어나서 oxyresveratrol의 함량

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항산화력을 비롯한 기능성이 증가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Oxyresveratrol의 다양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oxyresveratrol을 미백 및 항산화 작용을 갖는 화장품의 원료로,

항암 및 고지혈 개선 효과를 보이는 의약품 및 의약품 보조제 그

리고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

들의 요구에 따라 천연물 유래의 기능성 성분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oxyresveratrol에 대한 기능성 연

구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여 알려진 기능성과 더불어 새로운 기

능성을 발굴하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

아가 oxyresveratrol과 기능성이 있는 flavonoids류의 혼합에 의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세포독성 및 안정성에 대해 추

가 연구를 비롯하여 pharmacokinetics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약리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 및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정제된 oxyresveratrol은 관련 질병의 개선효과를 보이는 의

약품 및 의약품 보조제로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전통의약품 및 식품으로 이용되어 온 oxyresveratrol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상지, 상백피를 비롯한 천연재료 등은 건강

기능성 식품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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