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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FDY003isarawmaterialformedicineconsistingofanaturalproductthatisexpectedtohavetheadvantages

oflowsideeffectsandhighefficacy.Inthisstudy,wepredicttheefficacyandthestandardizationofthedrugbymethod
validationofanticipatedindexcompoundsandthemeasurementofantioxidantactivity.

Methods:FDY003ispreparedbyextractingandpurifying70% ofethylalcohol(EtOH).Themethodvalidationofcordycepin
andchlorogenicacidwasdeterminedbyhigh-performanceliquidchromatography-photodiodearray(HPLC-PDA)andthe
contentofFDY003wascalculated.InordertomonitorthebiologicalactivityofFDY003,antioxidantactivitywasmeasured
by1,1-diphenyl-2-picrylhydrazyl(DPPH),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acid)(ABTS),andferric-reducing
antioxidantpower(FRAP).Theequivalentvaluesofantioxidantssuchastrolox,ascorbicacid,gallicacid,andcaffeicacid
weremeasuredbyABTSandFRAP.

Results:ChlorogenicacidandcordycepinwerebothfoundsuitableformethodvalidationinHPLCandFDY003containing
9.92±0.50and17.97±0.27μg/g,respectively.InDPPH,theelectrondonatingability(EDA)valueofFDY003wasincreasedin
aconcentrationdependentmanner.FDY003confirmedantioxidantactivitybyABTSandFRAP.

Conclusions:FDY003containscertaincomponentsincludingcordycepinandchlorogenicacidandhasantioxidantability
byvariousmechanisms.Therefore,itisexpectedthatFDY003iscapableofvariousphysiologicalactivitiesincludinganti-cancer
activity.

Keywords:FDY003,HPLC,methodvalidation,DPPH,ABTS,FRAP

Ⅰ.서 론

한약에 사용되는 주 원료는 식물,동물 물 등

다양한 천연물이다.천연물에서 추출하 거나,화

학 합성을 통한 단일성분의 의약품에 비해 천연

물을 이용하여 조제되는 약은 특정성분으로서는

농도가 낮아 활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낮은 농

도의 특정 유효성분들의 조합을 통해 동작용

(synergism)을 보여 효능을 증 시키거나,특정

독성성분들의 길항작용 (antagonism)을 통해 독성

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걸쳐 연

구되고 있다.특히 생리활성 항산화 활성은 활

성산소를 억제하여 다양한 질환들의 유발을 감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속 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활성산소는 사회의 복잡해진 환경

요인과 환경오염,자외선 등에서 비롯된 요인,그

리고 스트 스에 의한 요인 등으로 발생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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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되면 폐,심장 계통,

콩팥,간, 액,피부, 등 다양한 부 에서 질병

부상이 나타날 수 있다4.활성산소에 해 알려

지면서 항산화에 한 심이 많아지고 다양한 제

품에 항산화제가 사용되었지만,안 성의 이유로

천연물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에 한 요성이 높

아지고 있다5.화학 합성을 통해 개발되어진 단

일성분의 화합물 항산화제의 경우 고농도의 성분

이 인체에 투여됨으로써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

이 있지만,천연물의 경우 상 으로 낮은 농도의

다양한 성분들이 흡수되어 부작용이 기 때문이

다. 한,한방에서는 통 으로 천연물이 한약재

로써 리 사용되어져 왔고,오랜 기간에 걸쳐 사

용되어진 만큼 안 성이 입증되어 있다
6
.

FDY003은 은화(LoniceraeFlos),인진호(Artemisiae

capillarisHerba),동충하 (Cordycepsmilitaris)를

기반으로 기타 천연물들과 한 비율로 혼합하

여 조제공정을 거쳐 추출한 한약 원료로써,이미

한방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항암치료용 한약으로

항산화 활성을 통한 apoptosis유발로 항암 효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7.FDY003에 포함된 은

화,인진호,동충하 는 통 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오면서 약재로써의 효능에 해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최근에는 더 다양한 효

능을 보이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밝 지고

있다. 은화의 함유된 유효성분에는 caffeicacid와

quinicacid의 esterform인 chlorogenicacid가 있다8.

청열해독(淸熱解毒),양 지 (凉血止血),산풍열

(散風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항염증,

소 활성억제,면역증강의 약리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9,항산화 효과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8
. 한 최근에는 U937 액암세포에 일으키는

효과에 한 연구10와 쥐를 이용한 항 당뇨병 효과

에 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11
.인진호는 청리습열

(淸利濕熱),퇴황달( 黃疸)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간 기능 향상,지질 하, 압

하,항미생물 등의 약리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2.

인진호도 항산화에 한 연구결과가 있으며13,최근

에는 인진호 추출물이 간암에 항암효과를 보인다는

세포실험14과, 지와 함께 사용했을 때,아토피피부

염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동물실험
15
으로 증명한 연

구도 보고되었다.동충하 는 highperformanceliquid

chromatography(HPLC)로 정량분석하면 cordycepin

이 함유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6.여러 종류

의 동충하 에서 약으로써 효능이 있다고 밝 진

것은 C.militaris와 C.sinensis가 있으며,고 로부

터 결핵,천식,자양강장제 등에 사용되어 왔다
17
.

동충하 는 면역을 억제한 쥐의 면역과 항산화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18
와, 식세포인 RAW264.7세

포주에서의 항염 효과19와 간암,방 암 등 여러 암

세포에 한 항암 효과
20
에 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

본연구에서는이미한방병원에서처방 인FDY003

의 효능을 확인하기 해 뛰어난 항산화능을 가지

고 있는 표 인 항산화제들과 비교하고 그 정도

를 측정하 으며,분석법 밸리데이션을 통해 선정

된 지표성분의 정당성을 확인하여 품질 리에 기

틀을 마련하고자 하 다.

Ⅱ.재료와 방법

1.시료 기기

정량분석 실험에 사용된 Cordycepin,Chlorogenic

acid 표 품은 SIGMA-ALDRICH社(미국,미주

리)에서 구입하 다.이동상으로 사용된 Acetonitrile

(ACN)과 Water는 HPLC Grade로 Honeywell社

(미국,뉴 지)의 제품을 사용하 고,Formicacid는

JunseiChemical社(일본,도쿄)에서 구입하 다.항

산화 실험에 사용된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는 ALFAASEAR社(미국,메사추세츠)에서

구입하 으며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

-sulfonicacid)(ABTS),Potassiumpersulfate,C2H3NaO2

⋅3H2O,2,4,6-Tri(2-pyridyl)-s-triazine(TPTZ),FeCl3⋅

6H2O,Trolox,Ascorbicacid,Gallicacid,Caff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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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는 SIGMA-ALDRICH社(미국,미주리)에서 구

입하 다.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베이스社(경기,

양주)의 Lyoph-Pride03모델을 사용하 고 감압농

축기는 EYELA社(일본,도쿄)의 N-2110모델이었

다.Microplatereader는 Biotek社(미국,버몬트)의

EPOCH2모델을 사용하 으며 HPLC는 Shimadzu社

(일본,교토)의 LC-20A,CBM-20A,LC-20AT,

SIL-20AC,CTO-20AC,DGU-20A5R,SPD-M20A,

LC-PDA모델을 사용하 다.

2.원료 추출

본 연구에 사용한 은화,인진호,동충하 는 그린

명품제약(경기,남양주)에서 구입하 으며 자체 으로

검증 후 사용하 다. 은화,동충하 ,인진호를 총

300g으로분말화 한후 3L의70%EtOH로 3시간환

류추출 하 다.추출액을 여과한 후 감압농축기로 농

축시킨 액을 1L의 80% EtOH로 녹여내고 잘 섞이도

록 1시간 동안 교반하고 냉침 후 여과하 다.동일한

과정으로 90% EtOH처리한 후 최종 으로 모든 용

매를 증류수로 치환하여 동결건조 하 다.건조가 완

료된 분말은실험 까지냉동보 하 다.FDY003의

에탄올 추출물의 최종 수거율은 5.40% 다.

3.분석법 밸리데이션

식품의약품안 처의 ‘의약품 등 시험방법 밸리

데이션 가이드라인’,생약(한약)제제의 성분 로

일 설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이성,직선성,검

출한계(Limitofdetection,LOD),정량한계(Limit

ofquantification,LOQ),정 성,정확성을 평가하

다.FDY003의 지표성분으로 선정된 Cordycepin

분석은 Zhou등의 분석방법21을 응용하여 실시하

다.이동상은 10% MeOH을 사용하 으며 260nm

의 장을 이용하 다.Chlorogenicacid분석은 송

등의 분석방법
22
을 응용하 으며,ACN(A)과 0.1%

(v/v)formicacid가 함유된 water(B)를 사용하여

(A)/(B)=10/90(0분)→15/85(10분)→17/83(20분)

의 기울기 조건으로 330nm에서 측정하 다.컬럼

오 은 35℃로 하 다.분석에 사용된 컬럼은 C18

ODS(25cm*I.D5.0μm,Agilent,미국,캘리포니

아)이었고,유속은 1ml/min으로 유지하 다.

1)특이성

FDY003를 HPLC로 성분분석하고 Cordycepin과

Chlorogenicacid에 해당하는 peak의 머무름 시간

(retentiontime,RT)과 해당 peak의 190~800nm까

지의 흡수 spectrum을 각각의 표 품들과 비교하 다.

2)직선성,LOD,LOQ

Cordycepin0.64,1.28,6.4,12.8,64ppm 농도의

표 액과 Chlorogenicacid0.265,0.53,2.65,5.3,26.5

ppm 농도의 표 액을 각각 증류수에 녹여 비하고,

농도별각3회반복실험하 다.검량선을구하고,검량

선으로부터 직선성의 상 계수(R
2
)를 구하여 직선성을

확인하 다.LOD와 LOQ는 표 편차와 검량선의 기울

기에근거하는방법으로구하 으며,식은아래와같다.

LOD=3.3*σ／S

LOQ=10*σ／S

σ :y 편의 표 편차,S:검량선의 기울기

3)정 성과 정확성

Cordycepin 4,8,16 ppm 농도의 표 액과

Chlorogenicacid2.65,5.3,26.5ppm농도의 표 액

을 증류수에 녹여 비하 다.농도별 각 3회 반복

실험하여 상 표 편차(RSD,%)를 구해 반복성

을 측정하여 정 성을 평가하 고,회수율(%)을

구하여 정확성을 평가하 다.

4.항산화 활성측정

1)DPPH

자공여능(Electron DonatingAbility,EDA)

을 측정하기 하여 FDY003을 2.0,1.0,0.5,0.25,

0.125,0.0625mg/ml의 농도로 비하 다.EtOH에

용해시킨 0.2mM의 DPPH 용액과 여러 농도의

FDY003을 동량으로 혼합한 후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517nm의 microplatereader로 흡 도

를 측정하 다
13
.다음 식에 따라 ElectronDonating

Ability(EDA)를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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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음성 조군 흡 도-시료의 흡 도)

/음성 조군 흡 도}×100

2)ABTS

ABTS를 이용한 항산화 활성은 7.4mM 농도의

ABTS용액을 암소에서 하루 동안 방치하여 ABTS+

를 형성시키고 732nm 장에서 흡 도 값이 1.5

이하가 나오도록 희석하 다.ABTS+ 용액 190μl

와 샘 10μl를 혼합하고,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

킨 후,750nm 장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3.샘

은 0.5,1.0mg/ml농도의 FDY003이며 표 물질

은 Trolox,Ascorbicacid,Gallicacid,Caffeicacid

를 사용하 으며 모두 1.95,3.91,7.81,15.63,31.25,

62.50,125.00,250.00,500.00,1000.00μg/ml의 농도를

사용하 다.각각을 측정하여 표 곡선을 그리고 물질

의 흡 도 값을 입하여 계산하 다.표 곡선의 R2

값은 0.95이상을 유효값으로 설정하 다.

3)FerricReducingAntioxidantPower(FRAP)

철이온의 환원력을 측정하는 FRAP는 pH3.6인

300mM acetatebuffer와 HCl40mM을 용매로 제

조한 10mM TPTZsolution,20mM FeCl3·6H2O

solution을 10:1:1비율로 혼합한 FRAP용액 280

μl와 실험용 샘 20μl를 혼합하고 37℃에서 4분

배양 후 593nm에서 흡 도를 측정한 방식을 사용

하 다22.표 물질로는 Trolox,Ascorbicacid,Gallic

acid,Caffeicacid를 사용하 으며 ABTS와 동일한

농도로 하여 표 곡선을 그리고 농도별 FDY003의

흡 도 값을 입하여 계산하 다.표 곡선의 R
2

값은 0.95이상을 유효값으로 설정하 다.

Ⅲ.결 과

1.분석법 밸리데이션

1)특이성

Cordycepin과 Chlorogenicacid는 각각 17.10,12.62

min에서 retentiontime(RT)이 형성되었다.해당 시간

peak의 흡수 spectrum을 확인한 결과 두가지 지표

성분 모두 각각의 표 품과 동일한 치에서의 최 흡

수spectrum을보여동일한물질로간주하 다(Fig.1).

Fig.1.AnalysisofindexcompoundsofFDY003byHPLC.

(A)Calibrationcurveofcordycepin,(B)Calibrationcurveofchlorogenicacid,(C)HPLCChromatogram of
cordycepinandFDY003,(D)HPLCChromatogramofchlorogenicacidandFDY003
R
2
valueofallthestandardcurveswas0.999forline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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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선성,LOD,LOQ

직선성에서 Cordycepin과 Chlorogenicacid는 3

회 반복 실험결과 모두 1.0의 R2값을 얻을 수 있었

다(Fig.1).y 편의 표 편차와 기울기 값을 이용

해 계산한 결과 cordycepin의 LOD는 0.39μg/ml

이었고,LOQ는 1.17μg/ml이었다.Chlorogenicacid

의 LOD는 0.11μg/ml이었고,LOQ는 0.33μg/ml이

었다(Table1).

3)정 성과 정확성

Cordycepin의 상 표 편차(relative standard

deviation,RSD)는 4,8,16ppm별 각각 0.90,0.10,

1.84%이었으며,회수율은 각 100.44,99.67,98.04%

다.Chlorogenicacid의 RSD(%)는 2.65,5.3,26.5

ppm별 각 3.30,1.08,0.24%이었으며,회수율은 각

95.6,102.5,99.9%의 결과를 보 다.모든 결과는

5% 이내의 오차범 로 지표성분으로 선정하기에

합당하 다(Table2).

Components Regressionequation*(n=3) R2 LOD†(μg/ml) LOQ‡(μg/ml)

Cordycepin y=14,530,031.194x+1,594.416 1.000 0.39 0.11

Chlorogenicacid y=14,242,186.822x-958.775 1.000 1.17 0.33
*y:peakarea,x:amount(μg/ml),†LOD :limitofdetection=3.3*(SD oftheresponse/slopeofthecalibration
curve),‡LOQ:Limitofquantitation=10*(SDoftheresponse/slopeofthecalibrationcurve)

Table1.TheLinearity,RegressionEquation,CorrelationCoefficient(R2),andLODandLOQforMeasurement
ofStandardComponentsbyHPLC-PDA

Components Spikedamount(μg/ml)Measuredamount(μg/ml,n=3)RSD*(%)Recovery†(%)

Cordycepin

4.00 4.02±0.04 0.90 100.44

8.00 7.97±0.01 0.10 99.67

16.00 16.01±0.29 1.84 98.04

Chlorogenicacid

2.65 2.53±0.08 3.31 95.61

5.30 5.43±0.06 1.08 102.46

26.50 26.49±0.06 0.24 99.95
*RSD(%)=(SD/Mean)×100,†Recovery(%)=[(amountfound-originalamount)/amountspiked]×100%

Table2.AnalyticalResultsofAccuracyandPrecisionTestforStandardMaterialsbyHPLC

4)FDY003의 지표성분 함량

분석법 밸리데이션으로 지표성분으로서의 정당

성을 확립한 후 해당 표 곡선에 FDY003의 분석

면 값을 입하여 함량을 구하 다.Cordycepin

함량은 9.92±0.50μg/g이었으며 Chlorogenicacid함

량은 17.97±0.27μg/g이었다.

2.항산화 활성

FDY003의 DPPH를 이용한 자공여능 측정결과

0.0625,0.125,0.25,0.5,1.0,2.0mg/ml의 농도에서

각각 0±0%,2.14±6.43%,22.35±6.73%,37.04±10.72%,

92.76±2.14%,196.22±4.90%의 농도 의존 인 EDA

값을 보 다(Fig.2).ABTS측정결과 FDY0030.5

mg/ml,1mg/ml은 각각 Trolox75±16.67μg/ml,

228.33±18.93μg/ml에 해당하는 항산화 활성을 가

지고 있었으며(Fig.3(A)),Ascorbicacid15.97±2.70

μg/ml,40.84±3.07 μg/ml(Fig.3(B)),Gallicacid

1.39±0.70μg/ml,7.83±0.79μg/ml(Fig.3(C)),Caffeic

acid25.13±3.23μg/ml,54.81±3.66μg/ml와 동일한

활성을 나타냈다(Fig.3(D)).Trolox의 R
2
값은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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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orbicacid는 0.99,Gallicacid는 0.98,Caffeic

acid는 0.99로 높은 직선성을 보여 유효한 값으로

인정하 다(Fig.3).FRAP측정결과 FDY0030.5

mg/ml,1mg/ml은 각각 Trolox76.14±7.52μg/ml,

179.47±3.94μg/ml(Fig.4(A)),Ascorbicacid19.85±

4.10 μg/ml,76.21±2.15 μg/ml(Fig.4(B)),Gallic

acid4.95±0.49μg/ml,11.69±0.26μg/ml(Fig.4(C)),

Caffeicacid20.74±1.45μg/ml,40.74±0.76μg/ml와

동일한 활성을 나타냈다(Fig.4(D)).Trolox의 R2

값은 0.99,Ascorbicacid는 0.99,Caffeicacid는 0.99,

Gallicacid는 0.99로 높은 직선성을 보여 유효한

값으로 인정하 다(Fig.4).

Fig.2.DPPHradicalscavengingabilityofFDY003.

FDY003 had electron donating ability in a
concentration dependent manner in DPPH
measurement.

Fig.3.Anti-oxidationofFDY003byABTSassay.

(A)CompareFDY003withtroloxequivalent,(B)CompareFDY003withascorbicacidequivalent,(C)
CompareFDY003withgallicacidequivalent,(D)CompareFDY003withcaffeicacidequivalent
Blacklinewasthestandardcurvefortheantioxidant.Whitecirclewas0.5mg/mlandgraycirclewas1.0
mg/mlofFDY003.



FDY003의 항산화활성 표 화 연구

1118

Fig.4.Anti-oxidationofFDY003byFRAPassay.

(A)CompareFDY003withtroloxequivalent,(B)CompareFDY003withascorbicacidequivalent,(C)
CompareFDY003withgallicacidequivalent,(D)CompareFDY003withcaffeicacidequivalent
Blacklinewasthestandardcurvefortheantioxidant.Whitecirclewas0.5mg/mlandgraycirclewas1.0
mg/mlofFDY003.

Ⅳ.고찰 결론

한약에 한 수요는 지속 으로 증가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한약도 근거 심으로 유효성,안 성,

안정성과 련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23.이에 본

연구에서는 FDY003이라는 물질명을 가진 한약의

지표성분을 설정하고 그에 한 정당성을 하여

분석법 밸리데이션을 진행하 다.정량분석 결과

FDY003은 Cordycepin9.92±0.50μg/ml,Chlorogenic

acid17.97±0.27μg/ml를 함유하고 있었고 해당 성

분들은 분석법 밸리데이션에서 모두 정당하게 확인

되었다(Fig.1).Cordycepin은 n-butanol로 추출하

을 때 81.98±1.37mg/g로 가장 높은 추출율을 보인

다는 보고24가 있었으며 은화의 경우 Chlorogenic

acid는 환류냉각기를 이용한 열수추출방식으로 80%

EtOH로 80℃에서 2시간 추출했을 때,동일한 방

식에서 물,20%,40%,60%,100% EtOH의 추출용

매만 달리해서 추출한 것에 비해 가장 높은 함량

인 31.8mg/g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다
22
.하지만

본 연구 물질인 FDY003은 단일물질로서의 정제법

으로 조제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효성분들로 이

루어진 한약이기 때문에 인체에 독성이 있는 유기

용매를 제외하고 물과 주정만을 이용한 추출법으

로 연구가 진행되었다.해당 추출법으로 추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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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표성분들이 정량분석이 가능한지 확인한 결

과 모두 가능하 다.Cordycepin은 동충하 에서

직 인 유효성분이자 지표성분으로 손색이 없다

고 알려져 있으며 chlorogenicacid는 은화의 지

표성분으로써 자주 지목되는 성분이지만,인진호에

서도 추출되는 성분이기에 인진호와 은화를 모

두 함유하고 있는 FDY003에서 지표성분으로 선정

하 다.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스트 스는 암을 비

롯하여 노화와 련된 여러 질환의 발생기 에

여하고 있다.종양세포의 경우 여러 가지 항암치료

법에 의해 apoptosis가 발생될 때 활성산소는 그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하

는 것은 암치료에도 도움이 된다25.이러한 기 에

입각하여 FDY003은 한방병원에서 처방 인 항암

약물로 항산화활성을 통해 암세포에게 apoptosis를

유발시킨다고 보고되어 있다
7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법과 다양한 항

산화제를 비교하여 FDY003의 항산화능 정도를 확

인하려 하 다.DPPHradical소거활성은 ascorbic

acid,butylatedhydroxyanisole(BHA)같은 항산화

력을 가진 물질들에 의해 환원되어 자색이 탈색되

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활성라디칼에 자

를 공여하여 지방질 산화를 억제시키는 지표로 사

용되고 한 인체내에서 활성 라디칼 의한 노화를

억제하는 작용의 지표로도 이용된다26-29.FDY003

은 농도의존 으로 EDA가 증가하여 항산화활성을

통해 약리활성을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다

(Fig.2).ABTSradical소거활성은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청록색의 ABTSradicalcation이 시료

내의 항산화 물질로부터 수소를 제공받아 안정한

물질로 변화됨에 따라 탈색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실험법이다.ABTS는 지용성 수용성 물질의 소

거활성을 모두 측정할 수 있으며,DPPH에 비하여

pH변화에 민감하게 작용되지 않아 정확도가 높다.

DPPH는 freeradical을 측정하며 ABTS는 cation

radical을 측정하므로 두 종류의 radical소거 활성을

모두 측정할 필요가 있다30,31.FRAP는 시료 에

있는 환원력이 있는 물질이 Fe3+를 Fe2+로 환원시

키고 이때 발생하는 흡 도를 측정하는 항산화측

정법이다.radical소거능을 측정하는 다른 항산화

측정법과는 기 상 차이가 있는 방법이다
32,33
.본 연

구에서 ABTS와 FRAP측정의 결과값은 비슷한 경

향을 보 다(Fig.3,4).이 보고와 같이 FDY003

은 다양한 항산화능을 가지고 있어 항암 처방으로

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방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안 한 양질의 약을

환자들에게 공 하기 하여 한약의 품질 리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동일한 처방을 조제시마

다 동일하게 유지하기 하여 지표성분의 함량검

사는 필수 이며 그에 따라 지표성분설정이 우선

시되어야 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FDY003이라

는 한약의 지표성분을 설정하는 연구를 진행하

으며 한 약의 3 요소 하나인 유효성의 검증

을 한 모니터링으로 항산화 활성 실험을 진행하

다.본 연구에서 FDY003은 생리활성이 있고,지

표성분의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명되었다.추가

으로 FDY003의 항산화능을 기반으로 항암활성

뿐 아니라 다양한 항암 효능들을 세부 으로 연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효능에

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약의 과학화를 이끌고 나아

가 한방산업의 발 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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