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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트레할로오스를 물에 대한 용해도를 초과하는 양으로 용해하여 있고, 아울러 기타의 당질 (들) 을 용해하여 있으며, 

실온하의 온도에서도 안정성이 있고 결정 석출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없으며, 미생물 오염이 실질적으로 없는 트레할

로오스 고함유 시럽. 종래의 전분당에 비하여 이 시럽은 DE 와 점도가 모두 낮고 높은 감미도를 가진다.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트레할로오스 함량을 최고 가능한 양으로 함유하는 안정한 시럽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트레할

로오스를 물에 대한 용해도 이상의 양으로 용해하여 함유하고 기타의 당질 (들) 을 용해하여 함유하며, 트레할로오스

의 결정화가 전혀 없거나 실질적으로 없는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 및 그 용도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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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에서의 트레할로오스 결정석출 억제방법과, 환원성 및/또는 비환원성 당질을 유효성분으로 함

유하는 트레할로오스 결정석출 억제제, 및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에 이 억제제를 용해시키는 공정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트레할로오스의 결정석출 억제방법에 관한 것이다.

트레할로오르 (α, α-트레할로오스) 는 글루코오스를 구성 당으로 하는 비환원성 당질로서 옛날부터 알려져 있는데,

문헌 [Advances in Carbohydrate Chemistry ', published by Academic Press, USA, Vol. 18, pp.201∼225 (196

3), 및 ' Applied and Environmental Microbiology ', Vol. 56, pp. 3,213∼3,215 (1990)] 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

이 트레할로오스는 극히 적은 량으로 미생물, 버섯, 곤충 등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트레할로오스와 같은 비환원성 당

질은 아미노 산이나 단백질 등의 아미노산 함유 물질과 아미노카르보닐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아미노산 함유 물질을 

열화 (劣化) 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갈변이나 열화를 일으킬 우려가 없이 이들 물질과 더불어 사용하여 가공할 수 있

기 때문에 트레할로오스의 공업적 규모의 제조방법의 확립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종래의 트레할로오스 제조방법으로서는 일본국 특허공개 제 154,485/75 호에 개시 (開示) 되어 있는 바와 같이 미생

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일본국 특허공개 제 216,695/83 호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말토오스-포스포릴라아제와 

트레할로오스-포스포릴라아제를 병용함으로써 말토오스를 트레할로오스로 변환하는 방법 등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자의 방법은 이 미생물을 출발 원료로 하여 여기에 함유되는 트레할로오스의 함량이 통상 건조 고형물 기준 (d.s.b.

) 으로 15 w/w % (이하, 본 명세서에서는 별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 w/w % ' 을 간단히 ' % ' 로 약칭한다) 미만으로

서 낮고, 그 추출 및 정제 공정이 번잡하여 공업적 제조방법으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또한, 후자의 방법은 (i) 클루코

오스-1-인산염을 경유하여 트레할로오스를 생성시키므로 기질인 말토오스를 비교적 고농도로 사용할 수 없고, (ii) 

이들 포스포릴라아제의 효소반응계가 가역반응 이어서 목적물인 트레할로오스의 수율이 비교적 낮으며, (iii) 이들 반

응계를 안정하게 유지하여 효소반응을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업적 규모의 제조방법으로서 아직까지 이용되지 않고 있다.

트레할로오스의 제조에 관해서는 문헌 [' Food Chemicals ', No.88, pp. 67∼72(August, 1992), ' 전분 이용 개발의 

현상과 과제 ' 의 ' 올리고당 ' 의 항] 에서 ' 트레할로오스의 넓은 응용성에도 불구하고 직접 당전이 반응 또는 가수분

해 반응을 이용한 효소적 제조방법은 학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 라고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전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트레할로오스의 효소적 제조방법은 학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한편, 전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는 예컨대 액화 전분류, 덱스트린류 및 말토오리고당 등의 전분 부분 분해물은 통상

적으로 말단 단위로서 환원성 말단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전분 부분 분해물을 본 명세서에서는 ' 

환원성 전분 부분 분해물 ' 이라 한다. 환원성 전분 부분 분해물의 환원력을 일반적으로 건조 고형물 기준으로 DE (de

xtrose equivalent) 로 나타내고 있다. 환원성 전분 부분 분해물중에서 비교적 DE 가 큰 것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분

자량이 적고 저점도이며 비교적 고감미도와 강한 반응성을 가지며 아미노산과 단백질 등의 아미노기를 가진 물질과 

쉽사리 반응을 일으켜 불필요한 갈변이나 악취를 발생하고 품질 열화를 일으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환원성 전분 부분 분해물의 이들 성질은 이들의 DE 값에 따라 달라지며 환원성 전분 부분 분해물과 이들의 DE 와의 

관계는 극히 중요하다. 종래 이 기술분야에서는 이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기까지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출원인은 일본국 특허출원 제 349,216/93 호에서 DE 가 3 이상인 환원성 전분 부분 분해물

1 종 이상으로 부터 말단단위로서 트레할로오스 구조를 가진 비환원성 당질을 생성하는 신규의 비환원성 당질생성 

효소 (이 효소를 본 명세서를 통하여 ' 비환원성 당질생성 효소 ' 라 부른다) 를 개시하였 다. 본 출원인은 글루코오스 

중합도가 3 이상이며 말단단위로서 트레할로오스 구조를 가진 비환원성 당질의 제조방법과 이 비환원성 당질생성 효

소를 사용하는 이들 당질로 부터의 트레할로오스 제조방법을 확립하였다.

본 출원인은 일본국 특허출원 제 79,291/94 호에서 말단단위로서 트레할로오스 구조를 가지며 글루코오스 중합도가 

3 이상인 비환원성 당질에서의 트레할로오스와 기타의 분자사이의 결합을 특이적으로 가수분해하는 신규의 트레할

로오스 유리효소(이 효소를 본명세서를 통하여 ' 트레할로오스 유리효소 ' 라 부른다) 를 개시 하였고, 위에 나온 두가

지 신규 효소를 병용함으로써 증가된 수율로 트레할로오스를 제조하는 방법을 확립하였다. 또한 본 출원인은 일본국 

특허출원 제 144,092/94 호에서 말토오스를 직접 트레할로오스로 변환하는 말토오스-트레할로오스 변환 효소를 개

시하였고, 환원성 전분부분 분해물로 부터 제조한 말토오스로 부터 비교적 높은 수율로 트레할로오스를 제조하는 방

법을 확립하였다.

트레할로오스의 용도를 연구하는 도중 본 발명자들은 우수 결정질 및 함수 결정질 트레할로오스 외에 탱크저장, 펌프

수송 및 탱크로리 수송이 가능한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이 크게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트레할로오스의 물

에 대한 용해도가 비교적 낮고, 포화되지 아니한 트레할로오스 용액은 그 농도가 비교적 낮으므로 세균오염이 되기 

쉬운 반면, 과포화된 트레할로오스 용액은 실온에서 안정성이 상당히 불량하고 함수 결정질 트레할로오스의 결정석

출과 침전이 쉽사리 일어나므로 만족스러운 균질 유동성을 쉽사리 상실하게되고 탱크저장 또는 펌프수송 등의 경우 

큰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트레할로오스 함량을 될 수 있는 한 최고로 높인 안정한 트레할로오스 시럽이 강력히 요

망되고 있다.

본 발명은 최고 가능한 트레할로오스 함량을 가지며 실온에서도 결정석출과 세균오염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없는 안

정한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 및 그 용도를 제공함과 아울러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에서의 트레할로오스 결정

석출 억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본 발명자들은 트레할로오스의 결정석출 억제방법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하여 실온하에

서 최고 가능한 양으로 트레할로오스를 용해하는 안정한 트레할로오스 시럽을 확립하고자 열심히 연구하였다. 그 결

과, 아래의 시럽들이 실온하에서도 만족스러운 안정성을 가지며 본 발명의 목적을 충족함을 발견하였다. 즉, 트레할로

오스를 물에 대한 용해도 이상의 양으로 물에 용해 시킴과 아울러 기타 당질 (들) 을 용해시켜 제조한 시럽, 바람직하

게는 트레할로오스를 물에 대한 용해도 이상의 양으로 물에 용해시킴과 아울러 기타 당질(들) 을 트레할로오스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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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양으로 용해시켜 제조한 트레할로오스 시럽, 더욱 바람직하게는 시럽에 대해 트레할로오스를 18.5∼25.0 w/w 

%, 수분을 25.0∼35.0 w/w %, 그리고 기타 당질 (들) 을 40.0∼56.5 w/w % 함유하는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이 

실온하에서도 안정하고 본 발명의 목적에 합치함을 발견하여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본 발명에서 적절히 사용되는 물에 대한 용해도 이상으로 트레할로오스를 용해함과 아울러 기타 당질 (들) 을 용해하

는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은 트레할로오스를 18.5∼25.0 w/w % 용해하고 트레할로오스량 이상의 양으로 기타 

당질(들) 을 용해하는 것들로서 결정석출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없는 것들이다.

위에 나온 시럽을 생성하는 것이면 본 발명에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일정량의 트레할로오스를

가열하여 물에 용해한 후 트레할로오스량 이상의 양으로 기타의 당질 (들) 을 용해하여 제조하거나 또는 트레할로오

스를 가열하에 물에 용해하여 제조한 트레할로오스 고함유액과 별도로 제조한 기타 당질 고함유액을 최종 용도에 부

합하도록 혼합하여 이러한 시럽을 제조할 수 있다.

트레할로오스를 제조하는 방법이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본 발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순도의 고가의 트

레할로오스 원료 시판품을 사용하는 것 보다 기타 당질들을 함유한 저순도의 저렴한 트레할로오스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저순도 트레할로오스 원료의 예로서는 트레할로오스 함유 시럽 또는 이 시럽을 농축 결정화하

여 함수 결정질 트레할로오스를 함유한 매스키트(massecuite) 를 얻은 다음 이 매스키트를 분리하여 제조한 모액을 

들 수 있다. 이들 시럽과 모액은 일본국 특허출원 제 349,216/93 호, 제 79,291/94 호 및 제 165,815/94 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비환원성 당질생성 효소와 트레할로오스 유리효소를 환원성 전분 부분 분해물에 작용시키거나, 또는 일본

국 특허출원 제 144,092/94 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말토오스/트레할로오스 변환효소를 환원성 전분 부분 분해물에 

작용시켜 제조할 수 있다. 이들 트레할로오스 함유액은 일반적으로 건조 고형물 기준으로 트레할로오스를 약 40∼80

w/w % 함유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서 시럽 원료로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바람직하게 사용되는 기타 당질은 물에 쉽사리 용해하며 트레할로오스의 결정석출을 억제하는 당질을 

포함하는데, 예컨대 환원성 당류 및 올리고 당 (예 : 글루코오스, 프룩토오스, 말토오스, 이소말토오스, 말토트리오스, 

이소말토트리오스, 파노오스, 말토테트라오스 및 말토펜타오스) 과 비환원성 당류 및 올리고당 (예 : 소르비톨, 말리

톨, 이소말티톨, 락티톨, 파니톨, 네오트레 할로오스, 수크로오스, 라피노오스, 에톨로오스, 락토수크로오스, α-글리

코실트레할로오스, α-글리코실 α-글리코시드 및 α-글리코실 수크로오스) 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당

질은 트레할로오스의 결정석출 억제제의 유효 성분으로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고, 특히 2 종 이상의 환원성 및/또는 

비환원성 당질로서 5 단당 단위 이하의 당질이 적합하다.

본 발명에 의한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을 감미료로 사용할 경우에 있어서 5 단당 단위 이하, 바람직하게는 4 단당 

단위 이하로 구성된 당질로서 비교적 분자량이 적고 감미도가 비교적 큰 당질을 트레할로오스 결정석출 억제제로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시판되고 있는 당질 시럽, 즉 말토오스 고함유 시럽, 말토테트라오스 고함유 시럽, 파

노오스 고함유 시럽, 글리코실 수크로오스, 락토수크로오스 고함유 시럽 및 말티톨 고함유 시럽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트레할로오스의 결정석출 억제효과를 증대시키자면 트레할로오스 이외의 기타 당질 1 종 이상을 트레할로오스

량 이상의 양, 바람직하게는 1.5 배 이상의 양으로 하여 트레할로오스와 함께 공존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 트레할

로오스 결정석출 억제제 외에 유기산, 미네랄, 아미노산 및 펩티드 등의 1 종 이상을 트레할로오스 고 함유 시럽에 첨

가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을 전분 또는 말토오스로 부 터 직접 제조할 수 있다. 전분으로 부터

의 트레할로오스의 직접적인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본 출원인이 출원한 일본국 특허출원 제 165,815/94 호에 

개시된 방법에 따라 농도 10 w/w % (d.s.b.) 이상의 전분 현탁액을 제조하고, 여기에 산 또는 α-아밀라아제를 작용

시켜 DE 15 이상의 액화 전분액을 제조한후, 이 액화 전분액에 전분지절 효소, 비환원성 당질생성 효소 및 트레할로

오스 유리 효소를 작용시켜 건조 고형물 기준으로 트레할로오스를 28∼33 w/w % 생성시킨 다음, 수득한 트레할로오

스 용액에 α-아밀라아제, β-아밀라아제, 글루코아밀라아제 및 시클로말토덱스트린 글루카노트란스퍼라아제 중에

서 선택되는 효소 1 종 이상을 작용시킨다. 수득한 혼합물을 통상의 방법으로 가열하여 잔존효소를 실활하고 활성탄

으로 탈색하여 이온교환 수지 (H 형 및 OH 형) 로 탈염, 정제한후 정제 혼합물을 농축함으로써 시럽에 대해 트레할로

오스를 18.5∼25.0 w/w %, 수분을 25.0∼35.0 w/w %, 그리고 말토오스, 글루코오스 등의 기타 당질을 40.0∼56.5 

w/w % 함유하는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을 채취한다.

말토오스로 부터의 트레할로오스의 직접적인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본 출원인이 출원한 일본국 특허출원 제 1

44,092/94 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방법에 따라 말토오스 고함유 당용액에 말토오스/트레할로오스 변환효소를 작용시

켜 건조 고형물 기준으로 트레할로오스를 28∼33 w/w % 생성시킨후 이 당액을 종래방법으로 정제하고, 농축함으로

써 농축액에 대해 트레할로오스를 18.5∼25.0 w/w %, 수분을 25.0∼35.0 w/w %, 그리고 말토오스 등의 기타 당질

을 40.0∼56.5 w/w % 함유한 농축액을 채취한다.

이렇게 하여 제조한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은 취급이 용이하고 온도 10℃이하의 동절기에서도 결정석출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없다. 이 시럽은 종래의 전분 시럽의 DE 보다 낮은 DE, 바람직하게는 50 미만의 DE를 가지며 음식물, 화

장품 및 의약품 등에 있어서 비교적 저점도 및 고감미도를 가진 시럽으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트레할로

오스 고함유 시럽을 트레할로오스 결정석출 없이 농축하여 고품질의 하아드 캔디를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시럽은

삼투압 조절성, 부형성, 광택 부여성, 보습성, 점성 부여성, 기타 당의 결정석출 방지성, 실질적인 난 (難) 발효성 및 노

화 방지성 등의 성질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본발명의 시럽은 감미료, 정미 (呈味) 개량제, 품질 개량제, 안정제 및 증량제 등으로서 음식물, 사료, 이료, 화장

품, 의약품 등의 각종 조성물에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시럽은 그대로 감미 부여를 위한 조미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예컨대 분말 시럽, 글루코오스, 

말토오스, 수크로오스, 이성화당, 꿀, 메이폴 슈거, 이소말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프룩토올리고당, 락토수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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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 소르비톨, 말티톨, 락티톨, 디히드로칼콘, 스테비오시드, α-글리코실 스테비오시드, 레바우디오시드, 글리시리

진, L-아스파리틸-L-페별알라닌 메틸 에스테르, 사카린, 글리신 및 알라닌 등과 같은 기타 감미료의 1 종 이상의 적

당량과 혼합해서 사용하여도 좋고/또는 덱스트린, 전분, 락토오스 등과 같은 증량제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본 발명의 시럽을 함수 결정질 트레할로오스와 함께 사용하 여 함수 결정질 트레할로오스 함유 제품

을 적절히 개선할 수 있다. 이 시럽을 함수 결정질 트레할로오스를 함유하는 아이싱, 소프트 캔디 및 봉봉 등의 제품 

중에 함수 결정질 트레할로오스의 양 미만의 양, 바람직하게는 트레할로오스의 50 % 미만의 양으로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적당한 습도, 성형성 및 접착성을 부여하고 비교적 장기간 동안 초기의 제품의 고품질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

다.

본 발명의 시럽은 신맛, 짠맛, 떫은 맛, 쓴맛 및 단맛을 가진 기타의 물질과 잘 조화하고, 내산성과 내열성도 비교적 크

다. 따라서, 일반적인 음식물의 감미료, 맛 개선제 또는 품질 개량제 등으로서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시럽은, 예를 들자면 아미노산, 펩티드류, 간장, 분말 간장, 된장, 분말 된장, 모로미 (정제술), 히시오 (정제 

간장), 후리카케 (어육 조미품), 마요네즈, 드레싱, 식초, 산바이주 (설탕, 간장, 식초로 된 소오스), 훈마츠-수시-수 (

초밥용 분말 식초), 츄카-노-모토 (중화 요리용 인스탄트 믹스), 텐츠유(일본식 튀김 식품용 소오스), 멘츠유 (일본식 

버어미 셀리용 소오스), 소오스, 켓찹, 야구니쿠-노-타레 (일본식 불고기용 소오스), 커리 루우, 인스탄트 스튜우 믹스

, 인스탄트 수우프 믹스, 다시-노-모토 (인스탄트 스톡 믹스), 핵산계 조미료, 복합 조미료, 미린 (감미나는 술), 신미

린 (합성 미린), 테이블 시럽, 커피 시럽 등의 각종 조미료로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시럽은, 예컨대 와가시 (일본식 과자류) [예 : 센베이(쌀 크래커), 아라레 모치 (입방체의 쌀떡), 오코

시 (기장과 쌀로 된 케이크), 모치(떡), 만주 (팥 잼 넣은 만두), 우이로 (단맛의 젤리), 안 (팥 잼), 요캉 (단맛의 팥 젤

리), 미즈-요캉 (연질의 아즈키 팥 젤리), 킹요쿠 (요캉의 일종), 젤리, 파오 드 카스텔라, 아메다마 (일본식 토피)] ; 양

과자류 [예 : 빵, 비스켓, 크래커, 쿠우키, 파이, 푸딩, 버터 크리임, 커스터드 크리임, 크리임 퍼프, 와플, 스폰지 케이

크, 도우넛, 초콜렛, 츄잉 검, 카라멜, 캔디] ; 빙과류 [예 : 아이스 크리임, 셔어벳] ; 시럽류 [예: 카지츠-노-시럽-즈

케 (과실의 시럽 절임), 코리밋츠(빙수용 설탕 시럽)] ; 페이스트류 [예 : 플라워 페이스트, 피이넛 페이스트, 푸루트 

페이스트, 스프레드] ; 과실과 야채의 가공 식품류 [예 : 잼, 마아멀레이드, 시럽-즈케 (과실 피클류), 토카 (당과)] ; 

절임 및 절임 제품 [예 : 푸쿠진-즈께(적색의 무우 피클), 베타라-즈케 (통무우 피클), 센마이-즈케 (썰은 무우 절임), 

라쿄-즈케 (파 절임)] ; 절임 및 절임 제품의 프리믹스 [예 : 타쿠안-즈케-노-모토 (단무지 프리믹스), 하쿠사이-즈케

-노-모토 (배추절임 프리믹스)] ; 축육 제품류 [예 : 햄, 소오세지] ; 어육제품 [예 : 어육햄, 어육 소오세지, 어묵, 치

쿠와 (어묵의 일종), 튀김] ; 각종 진미류 [예 : 우니-노-시오카라 (성게 내장젓), 이카-노-시오카라 (오징어젓), 수-

콘부 (가공된 다시마), 사키-수루매(말린 오징어채), 후구-노-미린-보시 (미린으로 조미된 말린 복어)] ; 츠쿠다니(간

장에 끓인 음식) [예 : 김, 산채, 말린 오징어, 소어 (小魚), 조개] ; 평상시 식품 [니아매 (볶은 콩), 감자 샐러드, 콘부-

마키(다시마 말이)] ; 우유 제품 ; 축육, 어육, 과실, 야채 등의 통조림, 병조림 ; 알코올성 음료 (예 : 합성주, 와인, 양

주 등) ; 소프트 드링크 (예 : 커피, 차, 코코아, 주우스, 탄산 음료, 유산 음료, 유산균 음료 등) ; 즉석식품 [예 : 인스탄

트 푸딩 믹스, 인스탄트 핫 케이크 믹스, 즉석 시루코 (아즈키팥과 떡 의 인스탄트 믹스), 즉석 수우프 믹스] ; 및 음료

수 [예 : 이유식, 치료식, 영양제, 보충 음료수 등] 에 대한 감미 부여, 단 개량, 품질 개량 등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

다.

또한, 본 발명의 시럽은 가축, 가금, 꿀벌, 누에, 물고기 등의 사육 동물을 위한 사료, 이료 등의 기호성을 향상시킬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담배, 치약, 입술 연지,립 크림, 내복액, 정제, 트로치, 간유 드롭, 구중 청량제, 구중 향

제 가아글제 등의 각종 고형물, 페이스트상, 액상 등으로 하여 기호물, 화장품, 의약품 등의 각종 조성물에 대한 감미

제로서 또는 정미 개량제, 교미제로서, 더욱이는 품질 개량제, 안정제 등으로서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시럽은 유효 성분과 활성을 상실하기 쉬운 각종 생리 활성 물질 또는 이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한 액상, 페

이스트상 또는 고상의 각종 건강 식품 및 의약 조성물 등에 품질 개량제와 안정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생리활성

물질의 예를 들자면 티아민, 리보플라빈, L-아스코르브산, 간유, 카로티노이드, 에르고스테롤, 토코페롤 등 ; 리파아

제, 엘라스타아제, 우로키나아제, 프로테아제, β-아밀라아제, 이소아밀라아제, 글루카나아제, 락타아제 등의 효소류 

: 약용 인삼엑스, 자라 엑스, 글로렐라 엑스, 알로에 엑스, 프로폴리스 엑스 등의 엑스류 ; 바이러스, 유산균, 효모 등의

생균류 및 기타 생리활성 물질 [예 : 로얄젤리 등]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시럽을 사용함으로써 이들의 유효 성분

과 활성을 상실하거나 실활함이 없이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의 건강 식품과 의약품을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위에 나온 각종 조성물에 본발명의 시럽을 함유시키는 방법은 최종 제품이 완성되기 전에 첨

가하는 종래의 방법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자면 혼화, 용해, 융해, 침지, 침투, 살포, 도포, 피복, 분무, 주입, 고화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시럽을 통상적으로 고형물 기준으로 0.5 % 이상, 바람직하게는 1 % 이상의 양으로 하

여 조성물중에 함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실험에 의하여 본 발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실험 1 : 트레할로오스의 물에 대한 용해도에 미치는 주위온도의 영향

트레할로오스의 주위 온도에서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유리 비이커에 물 10중량부와 함수 결정질 트레할로오스 20 중

량부를 넣고, 이 혼합물을 교반하면서 인큐베이터중에서 10°, 15°, 20°, 25°, 30° 또는 40℃에서 24시간 유지

한후 수득한 혼합물을 여과하여 여액중의 트레할로오스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각 온도에서의 물 100 g 에 대한 무수

물 형태의 트레할로오스의 용해도를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1 에 나와 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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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의 결과로 부터 트레할로오스는 물에 비교적 낮은 농도로 용해하며 주 위 온도에서 쉽사리 결정을 석출한다는 

것을 판명하였다.

실험 2 : 주위온도에서 트레할로오스 결정석출 억제효과에 미치는 환원성 당질의 영향

트레할로오스를 물에 가열용해하여 15℃ 에서의 포화용액으로 하고, 이 포화 용액에 추가 당질로서 환원성 당질을 용

해하였다. 이 혼합물을 비교적 저온에서 방치하여 트레할로오스의 결정석출 억제효과를 평가하였다. 실험 1 의 결과

로 부터 15℃에서 트레할로오스 18.5 중량부는 물 30 중량부를 포화시킴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표 2 에 

나온 바와 같이 유리 비이커중에 물 30 중량부와 트레할로오스 18.5 중량부 및 각기 상이한 양의 글루코오스, 말토오

스, 말토트리오스 또는 말토테트라오스를 가하고 가열하여 각각의 당질을 물에 용해하여 시험용액을 제조한후 인큐

베이터중에서 5°, 10° 및 15℃에서 각 용액을 일주일 동안 방치하여 각 용액에서의 트레할로오스 결정 생성을 육

안으로 관찰하고, 이들 당질에 의한 트 레할로오스의 결정석출 억제효과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는 표 2 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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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의 결과로 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물에 대한 용해도를 초과하는 양으로 트레할로오스를 18.5 w/w % 용해한 트

레할로오스 시럽에 있어서의 트레할로오스 결정석출은 트레할로오스량과 같은 량 또는 그 이상의 양으로, 바람직하

게는 트레할로오스량의 1.5 배 이상의 양으로 환원성 당질을 용해시킴으로써 억제됨이 판명되었고, 또한 트레할로오

스 결정석출 억제효과는 환원성 당질 2 종 이상을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에 용해했을때 증가되며, 5℃ 에서도 트

레할로오스가 결정화하지 않음이 판명되었다.

실험 3 : 주위온도에서 트레할로오스 결정석출 억제 효과에 미치는 비환원성 당질의 영향

트레할로오스를 물에 가열용해하여 25℃ 에서의 포화용액으로 한 다음 이 용액에 기타 당질 (들) 을 용해하여 수득한

용액을 비교적 저온에서 방치함으로써 트레할로오스 결정석출 억제효과를 조사하였다. 실험 1 의 결과로 부터 트레

할로오스 23.2 중량부는 25℃ 에서의 물 30 중량부를 포화시키고 있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표 3 에 있는 바와 같이 

유리 비이커에 물 30 중량부와 트레할로오스 23.2 중량부 및 각기 상이한 양의 소르비톨, 말티톨, 말토트리이톨 또는 

수크로오스를 비환원성 당질로서 가하고 각 당질을 물에 가열용해하여 각각의 시험 용액을 제조한 후, 이 각각의 용

액을 인큐베이터 중에서 10°, 20° 또는 25℃에서 일주일 동안 방치하여 각 용액에서의 트레할로오스 결정 석출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이들 비환원성 당질에 의한 트레할로오스의 결정석출 억제효과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는 표 3 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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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의 결과로 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물에 대한 용해도를 초과하는 양으로 트레할로오스를 23.2 w/w % 용해한 트

레할로오스 시럽에서의 트레할로오스 결정 석출은 트레할로오스량과 같은량 또는 그 이상의 양으로 비환원성 당질를

용해시킴으로써 억제됨이 판명되었고, 또한 트레할로오스 결정석출 억제효과는 비환원성 당질 2종 이상을 트레할로

오스 고함유 시럽에 용해시켰을때 증가되며, 10℃에서도 트레할로오스가 결정화하지 않음이 판명되었다.

실험 4 : 주위온도에서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의 미생물 오염에 미치는 수분의 영향

트레할로오스 수용액 및 트레할로오스와 기타 당질을 함유한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을 사용하여 수분이 트레할로

오스의 미생물 오염 및 결정석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표 4 에 나온바와 같이 트레할로오스 23.2 중량부를 

물의 여러가지 중량부에 용해하여 시험용액으로서의 트레할로오스 수용액을 제조하고, 물의 여러가지 중량부에 대해

트레할로오스 23.2 중량부, 글루코오스 10 중량부, 말토오스 16.8 중량부, 말리톨 10 중량부 및 수크로오스 10 중량

부를 가열용해하여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을 제조하였다. 각각의 용액 또는 시럽을 유리 비이커에 넣고 15℃에서 

2개월간 방치한후 각각의 용액 또는 시럽의 내부 및 표면에서의 미생물 오염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트레할로오스 결

정석출을 아울러 육안으로 관찰하였다. 그 결과는 표 4 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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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의 결과로 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수분함량이 25∼35 w/w % 인 본 발명의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은 미생물 

오염이 없고 트레할로오스 함량이 25 w/w % 이하인 것은 결정석출이 없다. 이 사실로 부터 본 발명의 시럽은 실온에

서 보관하더라도 안정함을 알 수 있다.

아래에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나와 있다. 실시예 A 는 본 발명의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을 설명하는 것이

고 실시예 B 는 이 시럽을 사용하여 제조된 조성물을 설명하는 것이다.

실시예 A-1

트레할로오스를 물에 가열용해하여 제조한 농도 50 w/w % 의 트레할로오스 수용액 1 중량부에 DE 43 이고 수분함

량 약 20 w/w %인 산당화 전분시럽 1.5 중량부를 트레할로오스 결정석출 억제제로서 가해 균일히 혼합하여 트레할

로오스 약 20 w/w %, 수분 약 32 w/w % 및 기타 당질을 함유하는 DE 약 30 의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을 제조하

였다.

이 제품은 실온에서도 안정하고 취급이 용이하여 감미료, 맛개량제 및 품질 개량제로서 각종 음식물, 화장품 및 의약

품 등의 각종 조성물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 A-2

옥수수 전분을 농도 30 w/w %의 전분 현탁액으로 제조한 다음 α-아밀라아제로 처리하여 DE 4의 액화용액을 얻었

다. 이 액화용액에 일본국 특허 출원 제 79,291/94 호에 개시된 비환원성 당질생성 효소를 전분 1 g 당 5 단위, 트레

할로오 스 유리효소를 전분 1 g당 10 단위 및 이소아밀라아제를 전분 1 g 당 500 단위 가하여 혼합한후 pH 6.0 및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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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에서 48시간 반응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가열하여 잔존 효소를 실활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탈색하고 탈염, 정제한

후 농축하여 건조 고형물 기준으로 트레할로오스를 약 76 w/w % 함유하는 농도 약 55 w/w % 의 시럽을 얻었다. 이 

시럽 1 중량부에 트레할로오스 결정석출 억제제로서 ' MALT-RUP R ' (일본국의 주식회사 林原 상사 판매의 수분함

량 약 20 w/w % 의 말토오스 고함유 시럽) 1 중량부를 균일히 혼합하여 트레할로오스 약 21 w/w %, 수분 약 33 w/

w % 및 기타 당질을 함유하는 DE 약 29 의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을 제조하였다.

이 제품은 실온에서도 안정하고 취급이 용이하여 감미료, 맛개량제 및 품질 개량제로서 각종 음식물, 화장품 및 의약

품 등의 각종 조성물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 A-3

실시예 A-2 의 방법으로 제조한 트레할로오스 함량 약 76 w/w %, 농도 약 55 w/w % 의 트레할로오스 시럽을 결정

화기에 넣고, 여기에 씨결정으로서 함수결정질 트레할로오스 1 w/w % 을 가한후 교반하면서 냉각하였다. 수득한 매

스키트를 분리하여 냉수를 분무하면서 세척한 다음 모액과 고순도 함수결정질 트레할로오스를 채취하였다. 이 모액은

건조 고형을 기준으로 트레할로오스를 약 46 w/w % 함유하였고 수분 함량은 약 32 w/w % 이었다. 이 모액 2 중량

부에 ' TETRUP R' (일본국의 주식회사 林原 상사 판매의 수분함량 약 28 w/w % 의 말토테트라오스 고함유 시럽) 1 

중량부를 가하고, 혼합하여 트레할로오스 약 21 w/w %, 수분 약 31 w/w % 및 기 타 당질을 함유하는 DE 약 27 의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을 제조하였다.

이 제품은 실온에서도 안정하고 취급이 용이하여 감미료, 맛개량제 및 품질 개량제로서 각종 음식물, 화장품 및 의약

품 등의 각종 조성물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 A-4

실시예 A-3 의 방법으로 제조한 건조 고형물 기준으로 트레할로오스를 약 46 w/w % 함유하고 수분함량이 약 32 w/

w % 인 모액 2 중량부에 트레할로오스 결정 석출 억제제로서 ' PANORUP R ' (수분함량 약 25 w/w % 의 파노오스 

고함유 시럽) 1 중량부를 균일히 혼합하여 트레할로오스 약 21 w/w %, 수분 약 30 w/w % 및 기타 당질을 함유한 D

E 약 37 의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을 제조하였다.

이 제품은 실온에서도 안정하고 취급이 용이하여 감미료, 맛개량제, 품질 개량제, 낮은 충치 유발성 감미료, 비피드균 

증식촉진제 및 칼슘 흡수촉진제로서 각종 음식물,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의 각종 조성물에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 A-5

실시예 A-3 의 방법으로 제조한 건조 고형물 기준으로 트레할로오스를 약 46 w/w % 함유하고 수분함량이 약 32 w/

w % 인 모액 2 중량부에 트레할로오스 결정 석출 억제제로서 ' COUPLING SUGAR R' (수분함량 약 25 w/w % 의 

글리코실 수크로오스 함유 시럽) 1 중량부를 균일히 혼합하여 트레할로오스 약 21 w/w %, 수분 약 30 w/w % 및 기

타 당질을 함유한 DE 약 24 의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을 제조하였다.

이 제품은 실온에서도 안정하고 취급이 용이하여 감미료, 맛개량제, 품질 개량제 및 낮은 충치 유발성 감미료로서 각

종 음식물,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의 각종 조성물에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 A-6

실시예 A-3 의 방법으로 제조한 건조 고형물 기준으로 트레할로오스를 약 46 w/w % 함유하고 수분함량이 약 32 w/

w % 인 모액 2 중량부에 트레할로오스 결정 석출 억제제로서 ' NYUKA OLIGO R ' (일본국의 주식회사 林原 상사 판

매의 수분함량 약 28 w/w % 의 락토수크로오스 고함유 시럽) 1 중량부를 균일히 혼합하여 트레할로오스 약 21 w/w 

%, 수분 약 31 w/w % 및 기타 당질을 함유하는 DE 약 27 의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을 제조하였다.

이 제품은 실온에서도 안정하고 취급이 용이하여 비피드균 증식촉진제 및 칼슘 흡수촉진제로서 각종 음식물,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의 각종 조성물에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 A-7

실시예 A-2 의 방법으로 제조한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을 오토클레이브에 넣고, 여기에 라네이 니켈 10 w/w % 

을 혼합하여 교반하면서 90∼120℃ 로 가열한 다음, 수소압을 20∼120 kg/cm2 로 증가시켜 수소첨가를 완료한후 

라네이 니켈을 제거하였다. 이어서 수득한 혼합물을 통상의 방법으로 탈색, 탈염, 정제하고 농축하여 트레할로오스 약

21 w/w %, 수분 약 30 w/w % 및 기타 비환원성 당질을 함유한 DE 1.0 미만의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을 제조하

였다.

이 제품은 실질적으로 환원성이 없고 극히 안정하고 취급이 용이하여 감미료, 맛개량제, 품질개량제, 낮은 충치 유발

성 감미료 및 저칼로리 감미료로서 각종 음식물,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의 각종 조성물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 A-8

옥수수 전분을 농도 30 w/w % 의 전분 현탁액으로 한 다음 α-아밀라아제로 처리하여 DE 15의 액화용액을 얻었다.

이 액화용액에다 일본국 특허출원 제 79,291/94 호에 개시된 비환원성 당질생성 효소를 전분 1 g 당 5 단위, 트레할

로오스 유리효소를 전분 1 g당 10 단위, 그리고 이소아밀라아제를 전분 1 g당 50 단위 가하고 pH 6.0 및 40℃ 에서 

24시간 효소반응시켰다.

이어서 이 반응 혼합물에 β-아밀라아제를 전분 1 g당 10 단위 가하고 10시간 반응시킨후 가열하여 잔존 효소를 실

활한 다음 통상의 방법으로 탈색, 탈염, 정제하고 농축하여 트레할로오스 약 22 w/w %, 수분 약 30 w/w % 및 기타 

당질을 함유한 DE 약 38 의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을 제조하였다.

이 제품은 실온에서도 안정하고 취급이 용이하여 감미료, 맛개량제 및 품질 개량제로서 각종 음식물, 화장품 및 의약

품 등의 각종 조성물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 A-9

' MALSTAR R ' (일본국의 주식회사 林原 상사 판매의 말토오스 고함유 시럽) 에 물을 혼합하여 농도 약 40 w/w % 

의 용액으로 한 다음, 여기에 일본국 특허출원 제 144,092/94 호에 개시된 말토오스/트레할로오스 변환효소를 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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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 1 g당 2 단위하고 35℃, pH 7.0에서 16시간 효소반응시켰다. 통상의 방법으로 반응으로 반응혼합물을 가열하여

잔존효소를 실활시키고 탈색, 탈염, 정제한후 농축하여 트레할로오스 약 20 w/w %, 수분 약 30 w/w % 및 기타 당질

을 함유하는 DE 약 42 의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을 제조하였다.

이 제품은 실온에서도 안정하고 취급이 용이하여 감미료, 맛개량제 및 품질 개량로서 각종 음식물,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의 가종 조성물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 A-10

실시예 A-9 의 방법으로 제조한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을 실시예 A-7 의 방법으로 수소첨가하고, 수소첨가 생성

물을 정제하고 농축하여 트레할로오스 약 20 w/w %, 수분 약 30 w/w % 및 기타 비환원성 당질을 함유한 DE 약 1.0

미만의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을 제조하였다.

이 제품은 실질적으로 환원성이 없고 극히 안정하고 취급이 용이하여 감미료, 맛개량제, 품질개량제, 낮은 충치 유발

성 감미료 및 저칼로리 감미료로서 각종 음식물,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의 각종 조성물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 B-1 : 락트산 음료

탈지 분유 175 중량부와 실시예 A-6 의 방법으로 제조한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 150 중량부를 물 1200 중량부에

용해하였다. 수득한 용액을 65℃에서 30 분간 살균하여 40℃ 로 냉각하고 여기에 스타아터 (starter) 로서의 락트산

균을 30 중량부 접종한 다음 37℃ 에서 8 시간 발효시켜 락트산 음료를 제조하였다. 이 제 품은 풍미가 양호하고, 또

한 올리고당과 안정화된 락트산균을 함유하며 비피드균 증식을 촉진한다.

실시예 B-2 : 커피

볶은 커피콩 약 100 중량부를 분말화하고 뜨거운 물 약 1,000 중량부로 추출하여 커피 추출액 약 860 중량부를 얻었

다. 이 추출액 약 450 중량부에 실시예 A-7 의 방법으로 제조한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 약 150 중량부를 균일히 

혼합하고 적당량의 탄산 수소 나트륨을 함유한 물 약 400 중량부를 혼합하여 pH 약 7의 커피를 얻었다. 이 커피를 통

상의 방법으로 캔에 충전하여 120℃에서 30 분간 살균하였다. 이 제품은 향기와 맛이 양호하고, 자동 커피 판매기에

서 60℃에서 1 개월간 저장하여도 원래의 향기와 맛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이 제품은 냉각하여 두었다가 여름철에

먹어도 품질을 그대로 유지한다.

실시예 B-3 : 하아드 캔디

실시예 A-6 의 방법으로 제조한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 100 중량부를 수분 함량 2 w/w % 미만으로 될 때까지 감

압하에 가열 농축하였다. 이 농축물에 시트르산 0.5 중량부 및 적당량의 레몬향료와 착색료를 혼화하여 통상의 방법

에 따라 성형하여 하아드 캔디를 얻었다. 이 제품은 깨물기와 맛이 양호하고 당의 결정화와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다.

실시예 B-4 : 안 (An : 팥 잼)

원료인 아즈키 (adzuki) 팥 10 중량부에 통상의 방법에 따라 물을 가하여 끓인 다음 불만족스런 냄새와 떫은 맛 및 수

용성 협잡물을 제거하여 ' 아즈키-쯔부- 안(adzuki-tsubu-an) ' (형상을 그대로 유지한 끓인 팥) 약 21 중량부를 얻

었다. 여기에 수크로오스 14 중량부와 실시예 A-7 의 방법으로 제조한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 5 중량부 및 물 4 

중량부를 가하고 끓인 다음, 여기에 소량의 샐러드 오일을 가하고 아즈키 팥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반죽하여 제품인 안

(an) 약 35 중량부를 얻었다. 이 제품은 퇴색이 없고 깨물기와 맛과 풍미가 양호하여 팥잼 만두, 팥빵, 경단, 팥잼넣은

웨이퍼, 아이스 크리임, 셔어벳 등의 재료로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 B-5 : 딸기 잼

신선한 딸기 15 중량부, 수크로오스 6 중량부, 말토오스 2 중량부, 실시예 A-1 의 방법으로 제조한 트레할로오스 고

함유 시럽 4 중량부, 펙틴 0.05 중량부 및 시트르산 0.01 중량부를 혼합하여 끓여 딸기 잼을 제조한 다음 통조림하였

다.

이 제품은 풍미와 색깔이 양호한 고품질의 잼이다.

실시예 B-6 : 빵

밀가루 100 중량부, 효모 2 중량부, 수크로오스 5 중량부, 실시예 A-8 의 방법으로 제조한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

2 중량부와 이스트 푸우드 0.1 중량부를 물로 반죽한 다음 26℃ 에서 2시간 동안 발효시켰다. 이 발효된 것을 30 분 

숙성한 후 불에 구웠다. 이 제품은 구운 색깔이 갈색이고 연질이며 양호하게 부풀어 올라 있어 양호한 텍스쳐, 색깔 및

감미를 가지고 있다.

실시예 B-7 : 커스타드 크리임

옥수수 전분 100 중량부, 실시예 A-9 의 방법으로 제조한 트레할로오스 고함 유 시럼 100 중량부, 말토오스 80 중량

부, 수크로오스 20 중량부 및 식염 1 중량부를 충분히 혼합하고 여기에 생계란 280 중량부를 가하여 혼합하고 끓인 

우유 1000 중량부를 서서히 가한 후 교반하면서 계속 가열하였다. 전체 내용물이 완전히 호화하여 반투명하게 되었

을 때 가열을 정지하고 냉각하여 적당량의 바닐라 향료를 가하고 계량, 충전, 포장하여 커스타드 크리임을 얻었다. 이 

제품은 평활한 광택과 온화한 감미 및 맛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호화전분의 노화가 잘 억제되어 있으므로 

그 저장기간이 비교적 길다.

실시예 B-8 : 규히 (Gyuhi : 전분 페이스트)

찹쌀 가루 4 중량부를 물 6 중량부에 용해하고 이 현탁액을 습한 포 (布) 를 깔아둔 나무상자속에 넣고 100℃에서 20

분간 증기찜한후 여기에 설탕 2 중량부와 실시예 A-3의 방법으로 제조한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 6 중량부를 충분

히 혼합하였다. 이 혼합물을 성형하여 규히를 얻었다. 이 제품은 풍미와 맛이 양호하고, 호화전분의 노화도 잘 억제되

어 있으므로 저장기간이 비교적 길다.

실시예 B-9 : 아이싱 (icing)

실시예 A-2 의 방법으로 제조한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 80 중량부와 유화제인 슈거 에스테르 1.2 중량부를 가열,

혼합하고, 이 혼합물을 ' TREHAOSE '(일본국의 주식회사 林原 상사 판매의 함수 결정질 트레할로오스) 107 중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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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혼합한 다음 45℃ 로 유지하면서 유지 7.5 중량부와 혼합하여 아이싱을 제조 하였다.

이 제품은 트레할로오스 미세결정을 함유하고 있으며, 점착성과 실질적인 품질열화를 일으키는 일이 없이 만족스러

운 성형성을 가지고 있다.

실시예 B-10 : 소프트 캔디

실시예 A-4 의 방법으로 제조한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 60 중량부와 ' TREHAOSE ' (일본국의 주식회사 林原상

사 판매의 함수 결정질 트레할로오스)180 중량부를 혼합한 다음, 이 혼합물을 가열하여 농축하고, 여기에 20 % 풀룰

란 용액 15 중량부와 10 % 한천 용액 60 중량부를 혼합한 다음, 위와 마찬가지로 가열하면서 농축하였다. 이 농축물

을 밀크 크리임 70 중량부, 탈지분유 120 중량부, 슈거 에스테르 1.5 중량부 및 마아가린 40 중량부와 혼합하고, 가열

, 농축하여 브릭스도 (brix degree) 85 로 한 다음, 이 농축물을 통상의 방법으로 성형하여 소프트 캔디를 제조하였다

.

이 제품은 트레할로오스 미세결정을 함유하며, 양호한 우유 풍미를 가지고, 잇빨에 들어 붙는 일이 없다. 이 제품은 

설탕을 함유하지 않으므로 충치를 유발할 우려없는 건강 캔디이다.

실시예 B-11 : 구중향약 (cachou) 용 캔디

실시예 A-3 의 방법으로 제조한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 15 중량부와 ' TREHAOSE ' (일본국의 주식회사 林原상

사 판매의 함수 결정질 트레할로오스) 280 중량부, 풀룰란 5 중량부 및 물 100 중량부를 혼합하고, 이 혼합물을 112

℃에서 가열, 농축한 후, 여기에 15 % ℓ-멘톨의 알코올 용액 4 중량부를 가해 혼합한 다음, 통상의 방법으로 성형하

여 소요의 제품을 제조하였다.

이 제품은 트레할로오스 미세결정을 함유하며, 비교적 장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품질 열화가 없다.

실시예 B-12 : 봉봉 (bonbon)

실시예 A-7 의 방법으로 제조한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 5 중량부와 ' TREHAOSE ' (일본국의 주식회사 林原상사

판매의 함수 결정질 트레할로오스) 300 중량부 및 물 115 중량부를 혼합하고, 이 혼합물을 브릭스도 70 까지 가열, 

농축한 후 80℃ 로 냉각한 다음, 브랜디 40 중량부를 혼합하여 소요의 제품으로 성형하였다.

이 제품은 풍미가 양호하고 비교적 장기간 동안 품질열화가 없다.

실시예 B-13 : 햄

썰은 햄 1000 중량부에 식염 15 중량부와 질산 칼륨 3 중량부를 균일히 가한 다음 냉실에서 퇴적하여 하룻밤 저장한 

후, 물 440 중량부, 식염 100 중량부, 질산 칼륨 3 중량부, 실시예 A-10 의 방법으로 제조한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

럽 60 중량부 및 적당량의 향신료 된 용액중에서 냉실에서 7 일간 침지하였다.

수득한 햄을 통상의 방법에 따라 냉수로 세척하고 끈으로 말아 훈연하여 쿠킹해서 냉각하고 포장하여 소요의 햄을 얻

었다. 이 햄은 색상, 풍미, 맛 및 품질이 양호하다.

실시예 B-14 : 츠쿠다니 (Tsukudani : 간장에 끓인 음식)

불순물을 제거하고 산처리한 다음 입방체로 절단한 다시마 250 중량부에 간장 212 중량부, 아미노산액 318 중량부, 

실시예 A-4 의 방법으로 제조한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 70 중량부 및 수크로오스 20 중량부를 가하여 혼합하고, 

여기에 글루탐산 나트륨 12 중량부와 카라멜 8 중량부를 가하여 끓여 다시마의 츠쿠다니를 제조하였다. 이 제품은 충

치 유발성이 비교적 낮고 맛, 풍미, 색깔 및 광택이 양호하여 식욕을 돋구어 준다.

실시예 B-15 : 화장용 크리임

폴리옥시에틸렌 글리콜 모노스테아레이트 2 중량부, 자기 유화형 글리세릴 모노스테아레이트 5 중량부, 실시예 A-5 

의 방법으로 제조한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 2중량부, α-글리코실 루틴 1 중량부, 유동 파라핀 1 중량부, 글리세릴

트리(2-에틸헥사노에이트) 10 중량부 및 적당량의 방부제를 통상의 방법에 따라 가열 용해하였다. 이 혼합물에 t-락

트산 2 중량부, 1,3-부틸렌 글리콜 5 중량부 및 정제수 66 중량부를 가하여 호모게나이저로 유화하고, 여기에 향료를

적당량 가하고 교반혼합하여 크리임을 제조하였다. 이 제품은 양호한 항산화성을 가지며 비교적 안정성이 높아 고품

질의 햇빛 그을음 방지제, 피부 미화제 및 피부 색백제 등으로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실시예 B-16 : 치약

아래에 나온 각 성분을 종래의 방법으로 혼합하여 치약을 제조하였다. 이 제품은 적당한 감미를 가지고 있어 어린이

용으로 적합하다.

배합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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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B-17 : 외상용 연고

실시예 A-2 의 방법으로 제조한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 200 중량부와 말토오스 360 중량부에, 메탄올 50 중량부

에 용해한 요오드 3 중량부를 가하여 혼합하고, 여기에 14 w/v % 풀룰란 수용액 140 중량부를 가하여 혼합해서 적당

한 확포성과 부착성을 가진 외상용 연고를 제조하였다. 이 제품중의 요오드는 살균 작용을 발휘하며 이 제품중의 트

레할로오스와 말토오스는 생세포를 위한 에너지 보급제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상처 부위를 단기간에 아물

게 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실온하에서도 안정하고, 결정석출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없고, 미생물 오염이 실질

적으로 없는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을 제공한다. 종래의 결정성 트레할로오스 분말과는 달리 본 발명의 시럽은 용

해 단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취급이 용이하며 탱크저장, 펌프수송 및 탱크 로리 수송도 용이하다. 종래의 전분당에 비

해 본 발명의 시럽은 DE와 점도가 낮고 감미도가 높은 신규의 시럽이어서 감미료, 맛개량제 또는 품질 개량제로서 음

식물,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에 있어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오래동안 기대하고 있었으나 결

코 실현할 수 없었던 실온하에서도 안정성이 양호한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실온에서의 물에 대한 트레할로오스의 포화 농도를 초과하는 양의 트레할로오스가 물에 용해하여 있는 시럽으로서, 

시럽중의 트레할로오스의 양과 적어도 동일한 양의 1 또는 2 이상의 기타의 당질이 시럽중에 공존하고, 트레할로오스

의 결정석출을 억제하고 있는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시럽에 대하여 트레할로오스 18.5∼25.0 w/w %, 기타의 당질 (들) 40.0∼56.5 w/w % 및 수분 25.

0∼35.0 w/w % 을 함유하는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기타의 당질 (들) 은 환원성 단당류, 비환원성 단당류 및 올리고당으로 된 군으로 부터 선택되는 1 종

이상인 트레할로오스 고 함유 시럽.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기타의 당질 (들) 은 환원성 당질 및 비환원성 당질로 된 군으로 부터 선택되는 2 종 이상의 당질로서

5 단당 단위 이하의 당질인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10℃에서 결정 석출이 없는 감미료인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

청구항 6.
트레할로오스를 물에 대한 용해도를 초과하는 양으로 용해하여 있고, 아울러 기타의 당질 (들) 을 트레할로오스의 양 

이상의 양으로 용해하여 있는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을 0.5 w/w % 이상 함유한 조성물.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시럽은 트레할로오스 18.5∼25.0 w/w %, 기타의 당질 (들) 40.0∼56.5 w/w % 및 수분 25.0

∼35.0 w/w % 을 함유하는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인 조성물.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기타의 당질 (들) 은 환원성 단당류, 비환원성 당질 및 올리고당으로 된 군으로 부터 선택되는 1

종인 조성물.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시럽은 10℃ 에서 결정석출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없는 감미료인 조성물.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조성물이 음식물, 화장품 또는 의약품의 형태인 조성물.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음식물은 일본 과자, 양과자, 가공된 과실, 가공된 육류, 가공된 야채 또는 소프트-드링크인 

조성물.

청구항 12.
트레할로오스를 물에 대한 용해도를 초과하는 양으로 용해한 다음, 기타의 당질 (들) 을 트레할로오스의 양 이상의 양

으로 트레할로오스 수용액중에 용해시키는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의 결정석출 억제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트레할로오스 18.5∼25.0 w/w % 및 기타의 당질(들) 40.0∼56.5 w/w % 을 물에 용해하여 수분 

함량 25.0∼35.0 w/w% 의 시럽을 제조함을 특징으로 하는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의 결정석출 억제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기타의 당질 (들) 은 환원성 단당류, 비환원 성 당질 및 올리고당으로 된 군으로 부터 선택되는

1 종인 트레할로오스 고 함유 시럽의 결정석출 억제방법.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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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성 단당류, 비환원성 당질 및 올리고당으로 된 군으로 부터 선택되는 1 종 이상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트레할

로오스 결정석출 억제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분이 환원성 당질 및 비환원성 당질로 된 군으로 부터 선택되는 2 종 이상의 당질로서 

5 단당 단위 이하의 당질인 트레할로오스 결정석출 억제제.

청구항 17.
환원성 단당류, 비환원성 당질 및 올리고당으로 된 군으로 부터 선택되는 1 종 이상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트레할

로오스 결정석출 억제제를, 트레할로오스를 물에 대한 용해도를 초과하는 양으로 용해하여 있는 트레할로오스 고함유

시럽에 용해시키는 공정단계를 포함하는 트레할로오스 결정석출 억제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억제제를 트레할로오스의 양 이상의 양으로 하여 상기 시럽에 용해시키는 트레할로오스 결정

석출 억제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억제제가 환원성 당질 및 비환원성 당질로 된 군으로 부터 선택되는 2 종 이상의 당질로서 5 

단당 단위 이하의 당질인 트레할로오스 결정석출 억제방법.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시럽은 수분을 25∼35 w/w % 함유하는 트레할로오스 결정석출 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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