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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키토산올리고당과 아스타잔틴이 복합처방된 건강영양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키토올리고당

30-50중량%와 아스타잔틴 0.5-1중량%를 함유함으로서 동맥경화예방에 효과적인 조성물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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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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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키토산올리고당과 아스타잔틴이 복합처방된 건강영양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키토올리고당

30-50중량%와 아스타잔틴 0.5-1중량%를 함유함으로서 동맥경화예방에 효과적인 건강영양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과거 20여 년간 우리 나라는 사회, 경제적 발전과 함께 식생활 및 생활양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질병유형의 변화 역시 주목되고 있다. 특히 동물성식품의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심맥관계 질병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맥관계 질환 가운데 대표적인 질병은 동맥경화증으로서, 심장이나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혈성 심근

경색, 심한 경우에 뇌졸증 등의 순환기 질환을 일으킨다. 이러한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 가운데는 고콜레스테롤혈증이 가

장 중요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일단 콜레스테롤이 정상치를 벗어나 과잉되어 혈관벽에 축적되기 시작하면 혈액의 흐름을 악화시키고 유해산소에 의

해 동맥경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즉, 혈관내벽에 쌓인 지방층이 산화되면 독성이 강한 유리기인 유리지방산, 알데히드,

케톤 등이 생성되어 혈관내벽을 손상시키고 지방층 중에서도 저밀도 단백질이 산화되어 산화형 저밀도 리포프로테인의 생

성원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저밀도 리포프로테인은 원래 저밀도 리포프로테인 수용체에 의하여 규칙적으로 대사되지

만 산화 저밀도 리포프로테인은 단핵세포와 마크로파아지에 의하여 동맥혈관에 이행되며 혈관내에서 콜레스테롤 및 콜레

스테롤 에스테르로 축적되어 포움 셀(foam cells)을 형성하여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등 동맥경화를 진

행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가설을 지지하는 다수의 보고가 제창되어 동맥경화증의 예방 및

치료에 항산화물질의 사용이 상당히 유망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동맥경화의 원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액중에 고콜레

스테롤의 축적의 예방 및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산화형 저밀도 리포프로테인의 생성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동맥경화예방식품에 관한 건강영양 조성물에 관한 기술로는 특허공보를 통하여 볼 때 아래의 것이 알려져 있다.

1) 일본공개 특허공보 평5-176711호(1993.7.20, 발명의 명칭 : 동맥경화예방식품)에는 생체내에서 생산되는 활성산소에

기인한 노화에 수반되는 다양한 성인병중에서 동맥경화예방을 위한 대두발효물유래의 항산화물질을 이용한 동맥경화예방

식품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다.

2) 일본공개특허 공보 소63-41422(1988.2.22공개, 발명의 명칭:항고지혈증제)에는 키친올리고머 및 키토산올리고당을

유효성분으로하는 새로운 항고지혈증제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다.

게, 새우, 가재와 같은 갑각류는 아스타잔틴이 단백질과 결합된 크루타시아닌(Crutacyanin)이라는 청색색소를 띠고 있다.

게나 새우를 가열하면 붉게 변하는 이유는 가열하여 단백질이 변성되고 아스타잔틴이 유리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게, 새우

들은 성정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껍질을 벗어내는 탈피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탈피후에는 새로운 껍질이 형성될 때까지 부

드러운 살이 외부에 방치된다. 또한 이들은 체내에 여러 가지 산화효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패되기 쉬운데 강력한 항

산화 기능을 가진 아스타잔틴이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J.Terao, Lipids 24, p659,1989 , W.Miki(1991), Pure &

Apple.초드 64, p141).

그러나, 상기에서 열거한 종래기술은 키토올리고당과 아스타잔틴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동맥경화증의 예방을 목적으로하

여 고콜레스테롤 및 산화LDL의 억제작용을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키토올리고당과 아스타잔틴을 필수성분으로 함께 사용함으로써 동맥경화증의 예방에 효과적인 건강영

양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키토올리고당 30-50중량%와 아스타잔틴 0.5-1중량%를 함유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예를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이 후술하는 실시예

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험예>

등록특허 10-0558752

- 2 -



고지혈증유발용 사료를 랫트에 먹인후 혈청중의 총콜레스테롤(TC), 트리글리세리드(TG), 고밀도 리포프로테인 콜레스테

롤(HDL), 저밀도 리포프로테인 콜레스테롤(LDL)의 산화억제효과 등을 측정하였다.

- 실험동물 및 시약 및 기기

자사 동물 사육실로부터 분양받은 6주령된 스프라구 다우레이(Sprague Dawley) 숫컷 랫트 15마리를 5마리씩 3군으로

나누어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이 실험에 사용되는 랫트는 온도, 습도, 광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태평양 기술연구원에 부설

된 동물실험사육실에서 사육했으며 물은 자유로이 섭취하게 하였다.

고지혈증 유발용사료를 조제하는데 사용된 시약은 카제인, 셀룰로스, 미네랄 혼합물, 비타민 혼합물, DL-메치오닌, 콜린

클로리드는 하렌 테크라드(Harlen Teklad)사, 콜레스테롤(신요사, 일본), 옥수수전분(삼양)과 옥수수기름(신동방)의 것을

사용하였다. 키토산올리고당은 현재 특허출원중인 방법으로 제조한 분말을 얻어 사용하였으며 아스타잔틴은 자사에서 제

조한 것을 사용하였다.

TG, TC, HDL의 측정은 측정용 키트(에이켄, 일본)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저밀도 단백질의 산화억제효과는 TBARS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에 의해 측정하였다.

[표 1] 고지혈증 유발용 사료 처방

- 실험식이 및 사육조건

일반고형사료를 주어 7일간 환경에 적응시킨후 실험군은 각군 8마리씩으로 하여 무작위로 고지방식이을 급여한 대조군

(HC), 고지방식이에 키토올리고당분말을 급여한 KHC군, 고지방식이에 키토올리고당분말, 아스타잔틴을 첨가한 KAHC군

의 3군으로 나누었다. 실험식이는 표 1과 같이 조성하였다. 실험식이와 물은 자유로이 섭취케하고 체중은 매주 일정시간

에 측정하였으며 4주간 사육하였다. 채취된 혈액을 30분간 방치시킨후 3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얻은

후 TC, TG, HDL, LDL을 측정하였다.

- 혈청중 각종 지질함량분석

효소법을 이용한 각각의 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중성지방은 트리그리자임 -V(Triglyzyme-V), 총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

자임-V(Cholestezyme-V),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포스포퉁스틱(phosphotungstic), 산 MgCl2을 혈청시료에 가해 혼

합 후 원심분리하여 얻은 HDL-콜레스테롤 함량을 측정하였다.

- 저밀도단백질의 산화억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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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을 채취하여 10% EDTA(디소듐염, pH 7.4) 용액에 혼합하여 0.1% EDTA 혈액 농도를 만든다. 1000g에서 10분간 원

심분리후 상층액을 다시 섭씨 10도 1000g에서 5분간 원심분리후 15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순수한 저밀도 지단

백만 얻는다.

LDL의 산화는 TBARS의 형성으로 평가하는데 100ug이 함유된 배양혼합액 0.5ml에 20% TCA 1.5ml를 가한 다음 여기

에 0.05M NaOH에 녹인 0.67% TBA(티오바비투르산(thiobarbituric acid; TBA) 1.5ml를 넣어 섞은 후 그 반응 혼합액을

90℃ 수용액상에서 45분간 끓였다. 시료를 10분간 원심분리(2,000×g)한 다음 상등액을 시마주 플루로미터(shimazu

flurometer)를 사용하여 510 및 555nm에서 측정하였다(Yaki.K. Biochem. Med., 15,212(1976)).

- 실험결과

[표 2] 고지방식이에 각 함유성분을 4주간 사육한 후 체중의 변화

[표 3] 실험 랫트에서의 플라즈마 트리글리세리드(TG), 총콜레스테롤(TC), HDL 콜레스테롤(HDL-CH) 농도

[표 4] 저밀도 지단백(Low-Density Lipoprotein)의 산화억제효과

이상과 같이 고지혈증 랫트를 이용하여 키토산올리고당과 아스타잔틴을 복합처방하여 지방식이와 함께 4주간 사육한 후

혈청중의 TC,TG, HDL-CHD-CH의 변화 및 저밀도 단백질이 산화억제변화를 조사한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

하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키토산올리고당분말을 단독 투여한 군보다 아스타잔틴을 병용한 KAHC군이 가장 좋은 결과가 나

타났다.

본원에서 발명한 건강영양조성물은 키토산올리고당과 아스타잔틴을 배합합을 원칙으로하나 가타 영양조성물인 월견초유,

스쿠알렌, 은행잎 추출분말, 산사자엑기스분말, 녹차엑기스분말 등의 생약엑기스분말과 타우린, 비타민C, 비타민E 등을

건강영양성분으로 더 함유시켜 본원에서 의도하고자한 생리효과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으며 제형은 캡슐, 정제, 과립의 형

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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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상기한 생리활성 상승효과를 갖는 키토산올리고당과 아스타잔틴을 주성분으로한 건강영양조성물의 구체적인 실시예

는 다음과 같다.

실시예 1)

황납 2kg을 대두유 41kg과 혼합하여 60-67℃에서 녹인다, 여기에 레시틴2kg, 아스타잔틴 1kg, 키토올리고당분말 35kg,

월견초유 15kg, 타우린 4kg을 넣어 교반시켜 골고루 충분히 혼합한 후 80메쉬에 감압 여과하여 탈기 및 균질화시키고,

25℃정도의 실온으로 냉각 후 이를 젤라틴과 글리세린을 기재로 한 연질캡슐에 충진시킨다.

실시예 2)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3kg과 팜유 2kg을 대두유 43kg과 혼합하여 60-67℃에서 녹인다, 여기에 레시틴2kg,아스타잔

틴 1kg, 키토올리고당분말 30kg, 월견초유 15kg, 은행잎추출분말 2kg, 비타민C 1kg을 넣어 교반시켜 골고루 충분히 혼

합한 후 80메쉬에 감압 여과하여 탈기 및 균질화시키고, 25℃정도의 실온으로 냉각 후 이를 젤라틴과 글리세린을 기재로

한 연질캡슐에 충진시킨다.

실시예 3)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3kg과 황납 1kg을 대두유 33.5kg과 혼합하여 60-67℃에서 녹인다, 여기에 레시틴 2kg, 아스타

잔틴 0.5kg, 키토올리고당분말 40kg, 스크알렌 15kg, 은행잎추출분말 2kg, 비타민C 1kg, 천연토코페롤 2kg을 넣어 교반

시켜 골고루 충분히 혼합한 후 80메쉬에 감압 여과하여 탈기 및 균질화시키고, 25℃정도의 실온으로 냉각 후 이를 젤라틴

과 글리세린을 기재로 한 연질캡슐에 충진시킨다.

실시예 4)

황납 2kg과 정제팜유황납 3kg을 대두유 35kg과 혼합하여 60-67℃에서 녹인다, 여기에 레시틴 2kg, 아스타잔틴 1kg, 키

토올리고당분말 40kg, 월견초유10kg, 녹차엑기스추출분말5kg, 비타민C 1kg, 천연토코페롤 1kg을 넣어 교반시켜 골고루

충분히 혼합한 후 80메쉬에 감압 여과하여 탈기 및 균질화시키고, 25℃정도의 실온으로 냉각 후 이를 젤라틴과 글리세린

을 기재로 한 연질캡슐에 충진시킨다.

실시예 5)

폴리덱스트로서 1kg과 산탄검 0.5kg을 멸균정제수 35kg에 분산 용해시킨다. 아스타잔틴 0.5kg 키토올리고당분말 50kg,

은행잎엑기스분말 2kg, 결정셀룰로스 20kg, 유당 5kg, 포도당 18, 비타민 C 3kg을 상기 용액과 함께 고속회전 혼합기에

서 직경 1-2mm 정도의 과립을 형성시킨다. 형성된 과립은 40-50℃의 열풍건조기에서 건조시키거나 40-50℃의 진공건

조기에서 건조시킨다. 건조후 10-12메쉬를 통과하여 균일한 과립을 제조한다. 또는 타정기로 적당량씩 타정하여 정제로

만들고, 아울러 경질캡슐에 충진하여 경질캡슐로 만든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키토산올리고당과 아스타잔틴을 함유함으로써 동맥경화예방에 효과적인 건강영양 조성물

을 얻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키토올리고당과 아스타잔틴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맥경화예방용 건강영양 조성물.

청구항 2.

등록특허 10-0558752

- 5 -



제1항에 있어서, 키토올리고당의 함량은 30-50중량%이고 아스타잔틴의 함량은 0.5-1중량%임을 특징으로 하는 동맥경

화예방용 건강영양 조성물.

등록특허 10-055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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