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한국의 특허목록

출원번호 공개번호 출원인 주요내용

95- 000292 96- 028837 김맹호 신선초를 주원료로 하는 액체 엑기스 건강식품

94- 02 3736 95- 00 786 1 Yak ult h on sh a 유산균체로 부터 제조한 항종양제

96- 009328 97- 0646 18 손동환
항암활성을 가진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하는 TNF

알파 활성유동성 조성물

94- 00294 3 94- 0 193 10 소껭
암 예방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쌀의 효소처리

방법 및 그 조성물

96- 039 174 98- 020652 풀무원 겨우살이 추출물을 이용한 항암식품

96- 078057 98- 058722 한일합섬
항종양 활성을 갖는 새로운 수용성 다당체 및

그의 제조방법

97- 036844 99- 0 1498 7 임목육종연구소

항암, 기관분화유도, 암세포전이 혈관형성억제,

항산화 및 숙취해소 작용을 하는 옻나무 추출

물,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

97- 04 6494 99- 02 504 9 태평양
발암억제작용을 갖는 생강과 익지인의 활성성분

들 및 이를 함유하는 조성물

97- 05002 1 99- 02 7553 함종천
항암 효과를 가지는 삼백초 추출물 및 그의 제

조방법

97- 052 19 1 98- 03274 9 삼양식품
균주 바실러스 속 에스케이- 3 1과 이 균주를 이

용한 발효 두유 및 그의 제조방법

암예방관련국내·외주요특허목록

기술정보팀

특 집 식품 성분과 질병예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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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공개번호 출원인 주요내용

97- 06 574 9 99- 04 7377 한국신약
상황의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함유하는 음료 및

그 제조방법

97- 0706 14 99- 05 13 19 한국과학기술원

삼액초로부터 신규의 사우루릭산 및 그 제조방

법과 이를 포함하는 세포접착저해활성을 가지는

조성물

98- 00026 7 99- 06 5 138 롯데제과 암 예방용 느타리버섯 착즙액을 함유한 음식물

98- 0 10928 99- 076 199 이정식 건강음료 조성물

98- 0 13284 99- 0802 15 한국과학 기술원
대추와 감귤과피 추출물이 첨가된 고기능성 감

귤류 주스

98- 70 19 16 99- 044662
J oh n s h opkin s

sch ool of medicine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한 암 화학 보호성 식품

98- 708652 00- 0 10670 다카라츠죠
푸코이단을 함유하는 세포소멸(apopt osis)유발

성 식품 또는 음료

99- 0 19384 99- 064952 배지현
쇠비름(Port ulace oleracea L .) 추출물을 이

용한 항암제

9 1- 70 1680 92- 700558 F mc corp
미정질 셀룰로즈 및 갈락토만난 검을 포함하는

수성 식품용 지방-유사 증량제

90- 022057 9 1- 0 1114 2 Kra ft F ood
저지방 치즈 및 리텐테이트의 증발에 의한 그의

제조 방법

94- 00 5059 94- 020954 Skwt rostberg
지방 및 콜레스테롤 함량이 감소된 분말 형태의

계란 주성분 제품을 제조하는 방법

96- 04 948 3 98- 030 115 배영민 측백열매 추출물을 이용한 콜레스테롤 예방식품

96- 036577 98- 0 16882 안병준

콜레스테롤 함량이 저하된 계란 생산용 닭 사료

조성물 및 그 사료를 투여하여 생산된 계란(F l-

avonoid가 함유된 성인병 예방용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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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044806 98- 026382 하영래
콜레스테롤 저하효과가 있는 CLA 함유 기능성

계란

97- 009062 98- 073654 국동전 천마추출물을 함유하는 기능성음료 조성물

97- 055578 99- 034089 한국과학기술원

헤스페리딘 또는 헤스페레틴을 포함하는 아실코

에이: 콜레스테롤 - 오르토 - 아실트랜스퍼레이즈

저해제 조성물

97- 055579 99- 034090 한국과학기술원

나린진 또는 나린제닌을 포함하는 아실 코에이 :

콜레스테롤 - 오르토 - 아실트랜스퍼레이즈 저

해제 조성물

97- 055580 99- 03409 1 한국과학기술원
감귤류 과피추출액을 포함하는 아실코에이:콜레스

테롤-오르토-아실트랜스퍼레이즈 저해제 조성물

97- 05558 1 99- 034092 생명공학연구소

비타민 씨와 귤피 추출 농축액을 활성성분으로

서 포함하는 3-하이드록시- 3-메틸글루타릴코에

이 환원효소 활성 저해제 조성물

97- 05942 5 99- 039366 생명공학연구소
대추추출물을 포함하는 콜레스테롤강하 및 콜레

스테롤 에스테르 전이단백질 저해용조성물

97- 078789 99- 058644 대림산업

알코올 분해 증진효과 및 콜레스테롤 상승억제

효과를 지닌 세리신펩타이드 물질 및 이를 이용

한 혼합음료 및 건강 식품

97- 70654 6 98- 70 3 14 3 애보트라보라토리스
옥수수 단백질 제인으로 캡슐화된 식이 섬유를

함유하는 콜레스테롤 저하 식품

98- 024074 00- 00 30 13 임창우
시클로덱스트린 화합물을 이용한 저콜레스테롤

우유의 제조방법

98- 70 3869 99- 07 159 3 Rh odia in c. 장쇄다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은 어유농축물



식품기술 제14권 제4호 (2001. 12) 39

2 ) 일본의 특허목록

출원번호 공개번호 출원인 주요내용

8 1- 2 13336 83- 111657 F uj imura k ot a ro 크림, 분말 또는 고형의 형태를 갖는 n a t t o 제조

82- 04 737 1 83- 16 5769 Shira iwa n orik o Miso 스프 제조

82- 055064 83- 17046 3 Asoj ima ki sh io 암 예방 식품 제조

82- 060 138 83- 1794 56 Noda k enj i 콩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식품

82- 07499 7 82- 20226 5 kwa da kisaburo Na t t o 제조

82- 09 3586 83- 209953 Ich ikw ch em in st 저염 na t t o

82- 13096 3 84- 02 136 3 Erik a 콩을 원료로 하는 건강식품

82- 150733 84- 04 2322 mej i milk Nisin 함유 저독성의 항암제

82- 168 150 84- 059 177 fuj it a ma su zo Bacill n a t t o와 Lact obacill 함유식품

82- 172989 84- 06 3 175
wak aya mak en

noanbucou kako inst
녹색 야채 음료

83- 0 18 10 5 84- 14 3576 Agency ind sci 항변이성능을 갖는 polyvinyl polypyr rolidon e

83- 02670 3 84- 15 1856 Iwa t o isao 팽나무 버섯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식품제조

83- 04 0 12 5 84- 16604 2
Haya sh iba ra

bioch em lab in c
Alph a- glycosyl soya spin 함유식품

83- 064 18 3 84- 18 774 6
Haya sh iba ra

bioch em lab in c
Alph a- glu cosylisoflavonoid함유 음료

83- 09908 7 84- 22466 3 Inoue yosh io 콩 추출물과 섬유질 함유 면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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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59668 85- 04 9758 Mogi t ecouo Vit E와 Grifola frondosa 복합물

83- 18870 1 85- 08 3560 Nak azono sh u zo 미소 제조

83- 24 2 126 85- 133852
Zenk ok u

sh ok ubu cou
Na t t o 제품

83- 24 320 5 85- 133856 Shiomi t oyoyuki 자라 함유 미소제조

84- 002275 85- 14 506 1 Ta nak a mak ot o Na t t o 두부제조

86- 19904 2 88- 056266 Tosoh corp 항종양 효능이 있는 건강식품

86- 229774 88- 18 5352 Ta ih o ak ir a Oligosa cch a ride 함유식품

84- 070504 85- 2 14858 Horiuch i
감귤류 껍질과 당근 잎, 줄기 등을 주원료로 하

는 혈당강하 식품

84- 162666 86- 04 0764 Emu ra t a couo
주로 Aspara gu s 섬유로 구성된 야채 식이섬유

식품

87- 034 304 88- 202357 Ik eda yak ou Solanum lyrat um Thumb를 함유하는 건강식품

87- 137872 88- 30 1772 Morit a ya sah iro 생체조절 기능이 있는 식품과 약의 제조

87- 22 184 7 89- 06 7 194 Nich ir ei

Aga ric속 버섯 Agaric bla zei Mur r의 자실체

를 열수추출 하여 알콜침전, 이온교환, 겔여과하

여 얻은 항종양작용이 있는 산성 다당체

87- 22 184 8 89- 06 7 19 5 Nich ir ei

Aga ric속 버섯 Agaric bla zei Mur r의 자실체

를 열수추출 하여 알콜침전, 이온교환, 겔여과하

여 얻은 정제액에 lect in고정화 담체를 반응시

켜 중성다당체를 분리한 것으로 항종양작용이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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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공개번호 출원인 주요내용

87- 27703 1 89- 120262 Morit a ya sah iro 암 치료용 키틴 함유식품

87- 302200 89- 14494 0 Shiina sh oj i 암 예방을 위한 버섯 혼합 곡류제품

87- 302932 89- 14 3826 Ta ish o ph arm

대두유에 유화제 레시틴을 사용하여 평균입자

40- 70n m의 미립자 지방유화물을 제조하여 암

예방효과가 있는 대두유

87- 3 12236 89- 153629 Nippon oil

DHA (docosah exaenoic a cid )및 그 에스테르

를 유효성분 으로 하는 암예방식품에 이용할 수

있는 제암제

87- 3 186 16 89- 160988 Nippon oil
수산동물에서 암세포에 대해서 강한 분화유도

활성을 나타내는 DHA를 분리하는 방법

90- 0383 13 9 1- 244 355 Ada ch i yosh imi 암 예방을 위한 aga r- a ga r 함유 쌀밥

90- 10664 6 92- 008256 Eh a t a j unk o 채소를 이용한 발암원인인 활성산소 제거

88- 2 19838 90- 069 16 5 Oh a sh i micou gi Na t t o에 마늘가루 등이 혼합된 암예방 식품

88- 22 74 36 90- 076558 Nippon oil
순환기 질환 및 암 예방 효과가 있는 a lph a-

lin oleic a cid 강화 어묵

89- 03 162 3 90- 2 1184 6
Iwa de kin gak u

in st it u t e
항암활성이 있는 아가리쿠스 가공제품

89- 229 115 9 1- 172 155 Shi seido co 해조류를 이용한 항 돌연변이원성 식품

90- 308 110 92- 1794 59 Ma cout a ni ch em Ind
난소화성 덱스트린을 이용한 대장암 에방효과를

갖는 식품 및 음료를 위한 조성물

9 1- 235690 93- 04 944 8 Geeik a n sak e co lt d
유해물질 흡착 제거능이 있는 무기질이 결합된

식이섬유 및 그 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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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069364 93- 24 6860 Morina ga co
Glucoman nan의 부분 가수분해물을 이용한 대

장암 예방

92- 08844 3 93- 23690 3 Shimozak a yosh i 일본 감의 일종인 fuyuuk ak i 에센스의 제조

95- 04 9704 96- 24 28 12 Rich em in st 항암 활성이 있는 건강식품

96- 0064 33 97- 077674 Kwa sh ima t ak aak i
항암효능이 있는 건조효모가 포함되어 있는 조

성물

97- 00 1402 98- 19 1928 Nogyo ch em 항암 항균능이 있는 건강식품

97- 336560 99- 000 14 8 Takizwa k a npohiyou
콩과 식물 센나줄기를 이용한 식품조성물 및 그

제법

97- 34 048 1 99- 13998 1
Yok oyama

cou net ak a

녹차잎 분말 또는 녹차와 올리고당 혼합분말을

이용한 타블렛과 캡슐 생산

97- 362536 99- 169 12 7 Ta ish i food Ind Isoflavon e의 a glycone 비율이 높은 두부

98- 055508 99- 24 3928 Nich imo co
이소플라본 화합물을 함유하는 음료 및 그것의

생산

97- 320233 99- 11353 1 Hud son sh oj i 항암활성이 높은 건강식품

98- 296 18 7 99- 22 104 8
Arch er dan iels

midlan d co

대두 등 식물체에서 추출한 isoflavone 강화 조

성물

98- 12 1788 99- 29002 5 Towa
단기간 섭취로 세포의 활력을 증진시켜 젊음을

유지해주는 기능성 식품

90- 115972 92- 0 11875 Tak eda ch em ind
Bupleu rum 식물의 잎을 이용한 무통, 진정,

발열방지, 항염증 효과를 갖는 건강 차

92- 24 0994 94- 09070 3 Sumit o met a l 수용성 알긴산과 그 에스터를 이용한 항궤양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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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 16675 98- 04 2829 Zenecouk u 세포활성 기능이 있는 건강식품

83- 116637 85- 009460 Osak a ch em lab 식초, 콩 분말 등을 주원료로 한 식품

80- 16 134 5 82- 086254 Nippon su isa n 해양동물로부터 추출한 고도불포화지방산

83- 15 134 9 85- 04 334 7 Aj in omot o 지방 대체제로 monolinolein을 혼합한 가공식품

83- 15 135 1 85- 04 3368 Aj in omot o Mon olinolein을 함유한 음료

84- 006000 85- 14 936 7 Hoh nen oil co lt d
Vit E , leci t h in , oct a cosa nol 함유 건강보조

식품

84- 009820 85- 153774 Hoh nen oil co lt d
Vit E , lecit h in , ga mma- lin olenic a cid 함유

건강식품

84- 0 1062 5 85- 153779 Hoh nen oil co lt d Vit E , lecit h in , E PA 함유 건강식품

84- 070529 85- 2 14864 Hoh nen oil co lt d
Delt a- t ocoph erol , lecit h in 등을 주원료로 하

는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식품

85- 054298 86- 2 16658 Agency ind sci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는 계란, 고기 또는 우

유의 제조

85- 07054 1 86- 22 7759 Mori san gyo
수용성 식이섬유와 표고버섯 분말을 함유하는

건강식품

85- 24 9 158 87- 10 7760 Kimizuk a ma sa mi 콜레스테롤 증가를 막는 우롱차 국수

85- 24 9 159 87- 10 7768 Kimizuk a ma sa mi 콜레스테롤 증가를 막는데 효과적인 건강조미료

86- 282700 88- 133969 Nippon oil
근력을 강화시키고 콜레스테롤를 낮추는 작용을

하는 보조영양식품

86- 29 7732 88- 152960 Asah i ch em corp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및 배변을 증진시키는 식

이섬유 함유 가공식품

87- 19 524 9 89- 132352 Okiworin gyogyo
사탕수수를 이용한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용 식

품 또는 물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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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99 14 5 89- 04 3 166 Eik ou dou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있는 양념류

87- 25930 3 89- 10 186 1 Arai ma sa nao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용 저칼로리 곤약 쨈

88- 053934 89- 22909 7 Nippon oil

Rodococc속에 속하는 콜레스테롤 분해능이 있

는 세균균체와 효소를 유지와 혼합하여 콜레스

테롤을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방법

88- 10 3654 89- 273570 Deguchi giich i
녹색 beefst eak plan t로 제조한 콜레스테롤 저

하 및 동맥경화 예방용 식품

88- 1189 12 89- 290624 Shion o ch em

Sit ost erol을 오존분해법으로 혈청지질저하 작

용이 있는 5 ,6- seco- st erol 로 전환시킨 물질로

식품이나 의약품 소재로 이용할 수 있는 물질

88- 126486 89- 299224 It ouen

다엽에서 추출한 카테킨류 cru de ca t ech in ,

(- )epigallo - catechin gallate and (- )epicatechin

galla t e를 이용한 콜레스테롤 제거 기능이 있는

음료 또는 식용원료

88- 222520 90- 07284 2 Sh owa sa ngyo

치주질환 예방, 콜레스테롤 함량 저하 및 변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이소말토 올리고당, 식이섬

유 함유음료

89- 04 8329 90- 22 704 9 Ta iyo fish ery lt d
젤라틴과 메티오닌으로 제조한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식품

89- 05 1238 9 1- 02 7264 Sekine sa iich i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있는 Ch in e se

quince 가공제품

89- 15498 3 9 1- 0 19670 Shiroi ch iek o
소화촉진과 간 독성제거 효과를 지닌 강황(UKON)

첨가 곡류제품

89- 2 11155 9 1- 076557 Asah imacou food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있는 두부제품

90- 04 664 7 9 1- 24 7258 Ma cout a ni ch em Ind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 저하를 위한 열분해 전문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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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367 15 92- 117269 Asah i beer
감마-리놀레닉산를 포함한 혈중 콜레스테롤 저

하 활성이 있는 드링크

90- 28 7682 92- 158770 Andou yosh ik azu
유해물질 흡착능력이 있는 흡착제를 미세 캡슐

의 형태로 포함하는 건강드링크

9 1- 06908 7 92- 28 176 1 Terumo corp
곡류 껍질의 섬유소를 부분 가수분해시킨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효과가 있는 식이섬유제조

9 1- 1229 17 92- 32 7559 Nissh in oil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효과를 위한 분지지방산과

알킬치환 지방산으로 구성된 지방

9 1- 26842 1 93- 344864 Morina ga co
유장 단백질을 이용한 지방대사 개선에 효과적

인 기능성 식품

9 1- 270 14 6 93- 1767 13 Morina ga co
유장 단백질 및 그의 산 또는 효소 분해물을 이

용한 지방대사 개선에 효과적인 기능성 식품

92- 13096 3 93- 3 16996 Nippon ind
키토산을 함유하는 콜레스테롤 조정을 위한 식

품 및 조정인자

92- 184294 93- 328938 Sa t o t ak ami
콜레스테롤 등 유해물질 흡착력을 증진시킨 해

조류와 키틴/ 키토산 혼합분말

95- 294 329 97- 09 54 52 Res inst for prod dev 지방분해를 촉진하는 물질

96- 26 3773 98- 08 7486 Norin su isan syo 지방분해능이 있는 조성물

98- 0705 10 99- 269082 Sun st a r inc
사람의 혈청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동맥경화

예방 및 치료에 좋은 식품

97- 332420 99- 14 7828 Ka sh ima k oj i 콜레스테롤 및 지방 흡수 제품

95- 35424 8 97- 182562 Sugano t omoe 콜레스테롤 흡수 방지를 위한 oil pla n t 이용

96- 162392 97- 322736 M P G 지방분해능이 있는 cora l 함유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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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066030 99- 24 39 16 Mej i milk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해하는 성분

97- 066 160 98- 257866 Daiwa k a sei In d
Myo- in osit ol과 은행 추출물로 제조한 콜레스

테롤 저하 및 혈압저하 건강식품 조성물

98- 10922 5 99- 2994 5 1
Iwaizumich o sa ngyo

k aih a cou k oh a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함량을 줄일 수

있는 Querc crispu la 나무 종자 분말조성물

98- 1189 11 99- 308978
Meij i seik a k aish a

lt d

카카오 폴리페놀을 이용한 고 콜레스테롤 혈증

예방음료 및 식품

3 ) 미국의 특허목록

출원번호 공개번호 출원인 주요내용

8 1- 29 1026 4 3729 78 Univ Pit coburgh
Polyun sa t u ra t ed lon g- ch a in alcoh ol 계열의

항균제 및 균 증식 억제방법

89- 4 3554 3 50 10 107 Univ ohio

D- gluca rolactone계와 r et inoid계를 이용한 식

품첨가물로 이용가능한 항암효과의 조성물 및 그

방법

95- 38 1975 5888552 Immun ot ech 유장단백질 농축물이 함유된 암 치료제 생산방법

95- 384 555 56 18925 Le lab aet ern a inc . 항암효과가 있는 상어 연골추출물 및 제조방법

95- 488 113 5744 580 Xoma corp 질병치료용 유전자 요법

95- 492 126 58856 32 Nich imo co
콩과 작물을 이용한 항변이원성, 골다골증 예방

용 식품제조

96- 69 3535 6028 118 Les lab a et erna in c.
항혈관질환, 항암작용 등을 가진 상어연골 추출

물의 제조

95- 494990 60904 14 Life science labs , inc. 암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식품조성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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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503326 5925669
Molecular/ st ruct ural

bio t ech nologies , inc.
Glyceridic oil을 포함하는 항종양성 약품의 담체

96- 6 1230 7 5759992 Pla t t ; david
항암, 면역강화 등의 효과가 있는 E . coli 유래

면역학적 치료제

96- 65395 1 59 198 15 Neuromedica , inc . 항암활성을 가진 DHA와 pa clit axel의 중합체

96- 7574 77 58 344 35 Slesa rev
Glucosa minylmuramyl pept ide에 의한 TNF

세포 독성 억제방법

97- 85227 1 58 34044 Ma rs corp 항산화제를 함유한 건강식품 제조

97- 90 5 128 59 10308
San t e in t erna t ion al

in c.
허브 추출물

97- 868629 5792503
Arch er dan iels

midlan d co

콩 단백질 추출물로 부터 isoflavone이 다량 함

유된 분획제조방법

97- 930406 5989557 Inden a s .p .a . 차로부터 polyph enol 분획을 추출하는 방법

97- 9 13 180 58 58449
E . I . Du pont de

nemou r s a nd co
Isoflavon e 다량 함유 콩 단백질 제품

97- 8730 10 60 340 74
New life

ph armaceu t inc
Vit D 조절에 의한 난소암 예방

97- 837282 5866 14 7 Avon producco
안정한 형태를 갖는 L- a scorbyl acid의 유도체

인 a scorbyl- ph osph oryl- ch olest erol

97- 84 5 166 59 3558 1 Kpadia 합성 및 천연색소의 발암에 미치는 억제효과

97- 85038 7 RE 36784
Th e j oh n s h opkin s

un iv
이상계 유도물질인 isoth iocya na t e

97- 94 338 5 58694 94 Gulliya Barbit u ric acid 사용

97- 94 9669 57634 14 한국과학기술원
HMG- CoA reduct a se inh ibit or로서의 h esp-

eridin과 h espere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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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4 979 1 58 77208 한국과학기술원
HMG- CoA reduct ase 저해제로서의 naringin과

naringenin

97- 99 78 13 5968505
J oh n s h opkin s

sch ool of medicine
암 예방 식품

97- 99 7837 58 17695 Pellico 암 환자를 위한 영양제품

98- 030704 6004 558 Novogen , inc . 콩과 식물 추출액으로 암을 예방 하는 방법

98- 126 19 1 5922335 Avon producco

자외선 노출에 의한 비정상 ela st in의 합성 억제

를 위한 a scorbyl- ph osph oryl- ch olest erol의

사용

98- 170604 6020376
Wiscon sin a lumni

resea rch founda t ion

TNF 생성에 의한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CD- 4와 CD- 8 세포 level을 유지 또는 증가시

켜 동물을 치료하는 방법

98- 973577 6046 188 Euk arion , inc .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항산화제로서의 유

용한 합성 자유래디칼 소거제

98- 196922 60804 0 1 Reddy Probiot ics 첨가에 의한 약품의 치료효과 증진

96- 65 13 12 5795909 Neuromedica , inc . 세포증식 이상 치료용 DHA와 t axa nes 중합체

97- 898090 58956 52
Longevity in st it u t e

in t erna t iona l
대사개선 및 세포 치료방법

80- 12 1688 42 72548 Ga t zen

Acetyla t ed monoglyceride 조성물을 섭취시켜

혈액내 상승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함량을

낮추는 방법

87- 0924 38 48 7 1768
New englan d

deaconess h ospit al

오메가- 3 중쇄지방산 중성지방 (MCT)을 이용

한 식이보조제

87- 0734 58 4880573 Mon serbio
동물성 지방에 포함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공

정과 콜레 스테롤 저하시킨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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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390309 44 119 16 Anderbilt univ
미생물 발효공정에 의해 콜레스테롤 생합성 저해

효과를 발휘하는 milk fact or를 생산하는 방법

85- 7 19953 4 7388 53 Efa mol lt d .
닭이나 새로부터 고품질(크기면, 콜레스테롤면,

불포화 필수 지방산 면) 계란을 얻는 개량 방법

9 1- 6558 15 52 15746
St olle r esea rch a nd

development corp
항 콜레스테롤 계란, 백신과 그 제법 및 용도

9 1- 8 1464 2 5268367
Ka nega fuch i ch em

in d kk

혈액 LDL-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있는 효소

저항성 전분을 함유하는 조성물 및 용법

92- 84 374 8 528 1584 The dow ch emical co
LDL 콜레스테롤 저하에 유용한 수용성 셀룰로

스의 입도가 조성물의 식감에 미치는 영향

94- 296954 54 158 79 Oh
지방산 조성을 달리한 계란의 심장관련 질환 발

병저하

95- 569332 57666 38 The dow ch emical co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 저하를 위한 Hydroxypropyl

meth ocellulose est er 조성물

96- 664934 5780095 J a ck eschky
콜레스테롤 함량을 줄인 계란 또는 계란노른자

제품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제조

94- 336757 55 10337 Nippon t en sa iseit o 혈중 지방을 감소시키거나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

94- 34 986 3 5726 146
Na t ura l supplement

a ssocia t ion , corp

지방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성물

95- 4 7737 1 5789393 Univ Mich igan
혈중 지방함량 저하를 위한 가용성, 고점도의 셀

룰로스 에스터 조성물

96- 74 5569 59 3226 1
Global pa lm

producco sdn . bh d .

천연 카로텐과 비타민 E가 풍부한 식용 정제유

정제공정

97- 9 1832 5 5985348 Omega t ech ind 오메가- 3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유제품

96- 68070 3 5723446 Nest ec lt d 질병 회복과 최상의 영양소 흡수를 위한 조성물

96- 744009 59 589 13 Raisio benecol lt d .
혈청 콜레스테롤 저하를 위한 조성물, 제법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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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55058 58 77 164 Univ georgia RG- II에 의한 중금속 제거

97- 87 1944 5849787 Mucounori fuj iwa ra Lycopen e을 함유한 콜레스테롤 저하제

97- 874089 5965553 Pfizer inc
Squalene 합성효소 저해물질인 benzoxazepinone

과 benzothiazepinone

97- 87873 1 5929062 Univ west ern on ta rio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oxyst erol

97- 933788 58 55892 Por t er
동맥경화와 심장병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혈액내

콜레스테롤 조절방법

98- 10 7852 59624 97 Eli lilly an d co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평활근 세포증식, 자

궁내막염, 자궁유 섬유종을 억제하는 방법

98- 128872 59088 59 Eli lilly an d co 고지혈증 억제를 위한 benzoth io- ph en e

98- 20 5534 6 1139 72 Mon san t o co Pyt ost erol과 단백질 혼합물

99- 228092 6020383 Eastman chemicals co
혈액에서 콜레스테롤과 t riglycerides를 줄이는

방법

4 ) 유럽의 특허목록

출원번호 공개번호 출원인 주요내용

86- 30 1020 86- 194060 Ninon food
옥수수 섬유에서 분리한 항 변이원성 성분 및

그 제조방법

94- 10 1698 94- 6 11568 F resen i a g 종양환자를 위한 항구 영양식품

92- 92 1004 94- 6 19952 Amano phamaceut lt d 쌀겨를 함유한 콜레스테롤 조정용 식품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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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0253 1 88- 27 196 3
Th e P roct er &

ga mble
혈중 콜레스테롤 저감 효과가 있는 식품조성물

97- 94 774 6 99- 94 826 5 Ph armos co
혈압강하능이 있는 조미료, 식품첨가물 및 식품

조성물 제조방법 및 그 사용법

90- 12 366 3 9 1-4 3 1650 롯데제과

고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질환에서 질병을 억제

하는 리그닌 등 나무추출물 성분과 이를 이용한

식품과 음료

90- 11892 3 9 1-422490
Th e P roct er &

ga mble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에 유용한 장쇄(탄소수 20-

24까지)의 포화지방산을 포함하는 중성지방

83- 30 536 7 84- 10404 3 Aj in omot o
모노리놀레인이 함유된 혈액내 콜레스테롤

저감용 식품 또는 의약품

9 1- 9 1199 3 93- 530320 Lipogenics , inc . Tocoph enol류 제조방법

90- 90 792 3 92-469079 La nge
콜레스테롤 에스테라제와 리파제 저해작용이

있는 비흡수성 폴리사카라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