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A23C 11/0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1월16일

10-0668569

2007년01월08일

(21) 출원번호 10-2000-0034091 (65) 공개번호 10-2001-0066857

(22) 출원일자 2000년06월21일 (43) 공개일자 2001년07월11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6월17일

(30) 우선권주장 09/338,483 1999년06월22일 미국(US)

(73) 특허권자 크래프트후우즈인코포레이티드

미합중국이리노이주60093노오스휘일드시쓰리레이크스드라이브

(72) 발명자 젤러,배리,린

미국60025일리노이주글렌뷰포리스트로드739

키즐링,토마스,리차드

미국10016뉴욕주뉴욕#8비이스트써티쓰스트리트207

(74) 대리인 주성민

김영

심사관 : 류민정

전체 청구항 수 : 총 19 항

(54) 기화 탄수화물을 함유하는 거품성 카푸치노 크리머

(57) 요약

본 발명의 미립상 건조-믹스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은 모든 양을 조성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 내지 30 %의 미립상 단

백질 성분, 벌크 밀도가 0.3 g/cc 미만인 거품-발생량,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90 %의 미립상 기화 탄수화물, 및 0 내지

30 %의 지질을 포함한다. 크리머는 우린 커피에 첨가하여 거품 표면층이 있는 카푸치노형의 유백화된 커피를 제조하거나,

인스턴트 커피 또는 임의로는 감미제에 첨가하여 미립상 건조-믹스 인스턴트 카푸치노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모든 양을 조성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 내지 30 %의 미립상 단백질 성분, 벌크 밀도가 0.04 내지 0.3 g/cc인 20 내

지 90 ％의 미립상 기화 탄수화물, 및 0 내지 30 %의 지질을 포함하는 미립상 건조-믹스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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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단백질 성분 5 내지 25 %, 미립상 기화 탄수화물 40 내지 80 % 및 지질 5 내지 20 %를 포함하는 미립상

건조-믹스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단백질 성분 10 내지 20 %, 지질 함량 10 내지 15 % 및 미립상 기화 탄수화물 50 내지 70 %를 포함하는

미립상 건조-믹스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탄수화물이 말토덱스트린, 올리고덱스트린, 당류, 검, 및 당 알콜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미

립상 건조-믹스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탄수화물이 옥수수 말토덱스트린인 크리머 조성물.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미립상 기화 탄수화물의 벌크 밀도가 0.06 내지 0.2 g/cc인 크리머 조성물.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미립상 기화 탄수화물의 벌크 밀도가 0.08 내지 0.15 g/cc인 미립상 건조-믹스 거품성 크리머 조성

물.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미립상 단백질 성분이 지질-캡슐화된 단백질 입자를 포함하는 미립상 건조-믹스 크리머 조성물.

청구항 11.

제1항의 미립상 건조-믹스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 및 미립상 수용성 커피 성분을 포함하는 미립상 건조-믹스 인스턴트 카

푸치노 조성물.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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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미립상 수용성 커피 성분이 추가의 거품능을 제공하는 기화 분무-건조 커피인 미립상 건조-믹스 인스턴

트 카푸치노 조성물.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감미제 성분을 추가로 포함하는 미립상 건조-믹스 인스턴트 카푸치노 조성물.

청구항 14.

모든 양을 조성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 내지 30 %의 미립상 단백질 성분을 벌크 밀도가 0.04 내지 0.3 g/cc인 20 내

지 90 ％의 미립상 기화 탄수화물, 및 0 내지 30 %의 지질과 혼합하는 것을 포함하는 건조-믹스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의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단백질 성분이 5 내지 25 %이고, 지질이 5 내지 20 %인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기화 탄수화물의 양이 40 내지 80 %이고 벌크 밀도가 0.06 내지 0.2 g/cc인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단백질 성분이 10 내지 20 %이고, 지질이 10 내지 15 %이고, 기화 탄수화물이 50 내지 70%인 방법.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탄수화물이 말토덱스트린, 올리고덱스트린, 당류, 검 및 당 알콜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탄수화물이 벌크 밀도 0.08 내지 0.15 g/cc의 옥수수 말토덱스트린인 방법.

청구항 20.

제14항에 있어서, 미립상 수용성 커피 성분을 건조-믹스 거품성 크리머에 첨가하여 건조-믹스 인스턴트 카푸치노 생성물

을 제조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미립상 수용성 커피 성분이 추가 거품능을 제공하는 기화 분무-건조 커피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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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건조-믹스 카푸치노 음료는 물에서 재구성될 때 거품 헤드를 제공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두 기술 중 하나를 사

용하여 제조되어 왔다. 가장 애용되는 방법은 단백질원, 통상적으로 탈지유 (no-fat milk: NFDM), 지방원, 통상적으로 부

분 수소화된 식물유, 및 담체, 통상적으로 탄수화물을 함유하는 분무-건조된 기화 크리머 분말 복합물을 제조하는 것이다.

우유 분말과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성분은 분무-건조 동안 크리머에 주입되는 기체 버블을 포획하는데 사용된다. 얻어진

저밀도 거품성 크리머는 물에 재구성될 경우 캡슐화된 기체를 방출하여 거품을 생성한다. 덜 실행되는 방법은 화학 탄산포

화제를 통상적으로 저-밀도 크리머에 사용되는 동일한 성분으로 제조한 비-기화 고-밀도 크리머와 건식 블렌딩하는 것이

다. 크리머는 물에서 재구성되는 동안 화학 탄산포화제로부터 방출되는 이산화 탄소 기체를 포획하여 거품을 형성한다. 거

품화 효능은 전분, 검과 같은 필름-형성 성분을 첨가하거나, 또는 추가 단백질을 최종 건조-믹스 카푸치노 조성물에 첨가

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

기체 주입에 의해 생성되는 거품성 크리머는 제조 및 시험하기가 어렵고, 우유 단백질을 함유하는 크리머는 그의 제조 동

안 종종 가공 또는 쿠킹 향미가 발현된다. 거품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화학 탄산포화제, 통상적으로 식품 산성화제 및 알칼

리성 중탄산염의 조합물을 사용하면, 카푸치노 음료에 짜거나 쓴 풍미를 부가할 수 있는데, 수득된 거품의 부피는 음료의

온도에 상당히 의존하며, 이들 첨가제의 양은 신중히 조절하여야 하고, 이를 함유하는 제품은 통상적으로 1회용으로서 포

장되어 효과적인 거품 발생, 산-알칼리 중화 및 음료의 pH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사용하면 비용이 증가되고 몇몇

제품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한 포장 재료 과정이 생겨, 이러한 성분으로 제조된 제품은 공정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재처리하

기가 어려워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간단하게 제조할 수 있는 미립상 건조-믹스 거품성 크리머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우유 단백질로 제조될 경우 제조 동안

가공 또는 쿠킹 향미가 발현되지 않는 크리머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카푸치노 음료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광범위한 음

료 온도에 걸쳐 발생된 거품의 부피의 상당한 변화성과 같은 화학 탄산포화제의 사용과 연관된 문제, 향미 질에 대한 잠재

적인 역효과를 방지하고, 제조 동안의 정확한 중량 조절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에 따라, 미립상 단백질 성분, 임의로는 지질 성분, 및 벌크 밀도가 0.3 g/cc 미만인 거품-발생량의 미립상 기화 저

밀도 탄수화물을 포함하는 (comprising) 미립상 건조-믹스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 및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 및 수용성 커

피를 포함하는 미립상 건조-믹스 인스턴트 카푸치노 조성물이 제공된다.

통상적인 기화 크리머는 물에 모든 성분 (단백질원, 지질원, 유화제, 완충액, 및 탄수화물 분무-건조 담체)를 특정 첨가 순

서로 순차적으로 분산시키고, 성분들을 혼합하여 균질한 슬리러를 생성하고, 슬러리를 가열하여 미생물학적 안정성을 제

공하고, 슬러리를 균질화하여 특정 오일 소적 크기 분포를 갖는 수중유 (oil-in-water) 에멀젼을 형성한 다음, 슬러리를 기

화한 후 분무-건조함으로써 제조된다. 반대로, 본 발명은 탄수화물만을 기화시켜 저밀도 탄수화물을 수득하고, 이를 단백

질 및 다른 크리머 성분과 건식 블렌딩하여 거품성 크리머를 수득하는 장점을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저밀도 탄수화물은

물에 일성분 (탄수화물 분무-건조 담체)만을 용해시켜 단일 용액을 형성하거나, 또는 제조 공정 스트림으로부터 취한 존재

하는 탄수화물 용액을 이용하고, 이 용액을 기화한 후 분무-건조하고, 저밀도 탄수화물을 다른 분말화된 성분과 함께 건식

-혼합하여 거품성 크리머를 형성함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더 간단한 공정 이외에 통상적인 기화 크리머를 능가하는 하기 다른 장점을 제공한다. 탄수화물 화합물은 더 쉽

게 건조되고, 비용이 저렴하고, 향미와 외양이 건조-믹스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다른 성분보다 더 중성적이다. 탄수화물

만을 건조시키면 더 신속히 제품화되고, 기체의 주입 및 최종 생성물 특성이 더 잘 조절된다. 제조될 수 있는 임의의 본 발

명 외의 건조 제품을 물에 쉽게 재구성하고, 에멀젼 크기 및 안정성을 검사할 필요 없이, 단백질원을 제2 가열 처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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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다시 건조할 수 있다. 또한, 유연성이 더 커서 음료가 최상으로 유백화되고 거품 부피, 질감, 및 상이한 제품용 외양을

형성하는 광범위한 거품성 혼합물이 쉽게 형성된다. 지질원 없이 제조된 본 발명의 혼합물을 사용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캡

슐화된 수소화 오일을 함유하고 차가운 음료에 용해되지 않는 종래의 거품성 크리머와 달리 차가운 물 또는 우유에 첨가될

때 거품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의 설명>

크리머의 미립상 단백질 성분의 단백질은 우유 단백질 (dairy protein) 또는 비-우유 단백질일 수 있다. 적합한 우유-유도

된 단백질에는 건식 탈지유 (no-fat dry milk: NFDM), 카제인산 나트륨, 농축 유장 단백질 (whey protein ceonetrate:

WPC) 또는 유리 유장 단백질 (whey protein isolate: WPI) 및 농축 우유 단백질 (MPC) 또는 유리 우유 단백질 (MPI)가

포함된다. 적합한 비-우유 단백질에는 쌀 또는 밀과 같은 곡물, 또는 대두 및 완두콩과 같은 콩류로부터 유도된 단백질이

포함된다. 각종 형태의 단백질의 조합물도 또한 사용할 수 있다.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의 단백질 성분의 적어도 일부는 조성물의 지질 성분을 적어도 일부 캡슐화하는 미립상 분무-건조

크리머로서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캡슐화 분무-건조 크리머는 통상적으로 단백질 3 내지 30 %, 지질 5 내지 50 %

및 담체, 통상적으로 탄수화물 20 내지 90 %를 포함한다. 이러한 형태의 분무-건조 크리머가 본 발명의 크리머 조성물에

사용될 경우, 고밀도의 비-기화 크리머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고밀도의 크리머는 벌크 밀도가 약 0.30 g/cc 이상, 통

상적으로 0.40 내지 0.60 g/cc인 반면, 이러한 형태의 저밀도 (즉, 기체-주입된) 분무-건조 크리머는 벌크 밀도가 0.30 g/

cc 미만, 통상적으로 0.10 내지 0.20 g/cc이다. 본 명세서 및 청구항의 모든 %는 고체의 중량%이고,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해당 조성물의 고체의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추가 미립상 단백질을 본 발명의 건조-믹스 크리머 조성물에 포함시켜 원

하는 총 단백질 함량을 달성할 수 있다. 별법으로, 조성물의 총 단백질 함량은 지방-캡슐화 분무-건조 크리머에 존재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크리머 조성물의 총 단백질 함량은 적합하게는 1 내지 30%, 바람직하게는 5 내지 25 %, 더욱 바람직

하게는 10 내지 20 %이다.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의 지질 성분은 바람직하게는 융점이 100 ℉ 내지 140 ℉인 1종 이상의 우유 또는 비-우유 지방일

수 있다. 적합한 비-우유 지방에는 융점이 약 100 내지 120 ℉인 부분 수소화된 식물유가 포함된다. 바람직한 비-우유 지

질에는 부분 수소화된 대두유, 코코넛유 및 야자 열매유가 포함된다. 이외에, 실온에서 액상인 오일도 또한 사용할 수 있

다.

그 자체로 존재하거나 분무-건조 크리머 분말 중에 캡슐화되는 바와 같이 크리머 조성물의 다른 성분과 함께 존재할 수 있

는 모든 지질을 포함하여, 크리머 조성물의 총 지질 함량은 적합하게는 0 내지 30 %, 바람직하게는 5 내지 20 %, 더욱 바

람직하게는 10 내지 15 %이다.

또한, 분무-건조 크리머는 통상적으로 분무-건조 담체, 충전제 또는 벌크제와 같은 1종 이상의 담체를 포함한다. 적합한

담체에는 아라비아검 및 수용성 탄수화물, 예를 들어 말토덱스트린, 락토스, 옥수수 시럽 고체, 및 당류가 포함된다. 분무-

건조 크리머 입자 중 담체의 총량은 통상적으로 광범위하게 변할 수 있고, 적합하게는 약 20 내지 90 %이다.

크리머 조성물의 미립상 기화 탄수화물 성분은 벌크 밀도가 적합하게는 0.04 내지 0.3 g/cc, 바람직하게는 0.06 내지 0.2

g/cc, 더욱 바람직하게는 0.08 내지 0.15 g/cc이다. 본 발명 조성물의 기화 탄수화물 및 다른 미립상 성분과 관련되어 본

명세서에 사용된 "벌크 밀도"는 퓨널을 통해 고정성 눈금있는 실린더에 부을 때 물질이 차지하는 소정 중량 (g)을 부피 ㎤

(cc)로 측정하여 결정되는 벌크 밀도를 의미한다.

밀도 뿐만 아니라 크리머 중 미립상 저밀도 탄수화물 성분의 양을 선택하여 광범위한 거품 부피를 발현시킬 수 있다. 탄수

화물의 밀도가 낮아질수록 소정 양의 거품을 제조할 때 더 적게 필요하나, 더 무르고 파손되기 쉬우며 제조 및 수송이 더

어려우며 비용이 더 많이든다.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 중 저밀도 탄수화물 입자의 함량은 적합하게는 20 내지 90 %, 바람직

하게는 40 내지 80 %, 더욱 바람직하게는 50 내지 70 %이다.

기화 미립상 탄수화물 성분은 이에 한정되지는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옥수수로부터의 말토덱스트린, 바람직하게는 쌀로부

터의 올리고덱스트린, 수크로스, 말토스 및 락토스와 같은 당류, 아라비아검, 크산탄 및 카라게닌과 같은 검, 말티톨, 크실

리톨 및 락티톨과 같은 당 알콜과 같은 통상적인 식품 성분을 기체 주입에 의해 분무-건조하는 동안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바람직하게는, 기화 미립상 탄수화물 성분은 분무-건조된 말토덱스트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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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성 크리머 조성물은 커피 음료, 바람직하게는 뜨겁게 우린 커피에 직접 첨가되어 거품이 있고 유백화된 카푸치노형 커

피 음료를 형성할 수 있다. 사용되는 크리머 조성물의 양은 소비자가 원하는 백색도 및 거품의 양에 의존한다. 통상적으로,

블랙 커피 8 온스에 크리머를 첨가하여 카프치노형 음료를 형성하는데 약 1 내지 4 테이블스푼의 크리머, 또는 약 5 내지

20 g이 필요한 것이 바람직하다. 커피는 카페인 없는 커피 또는 카페인 있는 커피일 수 있고, 음료는 감미될 수 있다.

또한, 크리머 조성물은 수용성 고상 커피와 합해져서 미립상 건조-믹스 인스턴트 카프치노 조성물을 제공할 수 있다.

건조-믹스 인스턴트 카푸치노 조성물 중 커피 성분은 바람직하게는 종래의 분무-건조 인스턴트 커피일 수 있으나, 임의

형태의 분말 또는 과립의 수용성 고상 커피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기화 분무-건조 인스턴트 커피를 사용하여 추가 거

품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카프치노 조성물 또는 크리머 조성물에 초콜렛, 바닐라 또는 다른 향미 성분을 포함시켜 카

푸치노 음료의 커피 향미를 변화시킬 수 있다.

건조-믹스 카푸치노 조성물 중 거품성 크리머 성분의 양은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카푸치노 조성물의 크리머

함량은 카푸치노 조성물의 커피 성분의 중량을 기준으로 100 내지 1500 %, 바람직하게는 300 내지 1200 %, 더욱 바람직

하게는 500 내지 1000 %일 것이다.

감미제 성분은 인스턴트 카푸치노 조성물 중 임의 성분이다. 존재할 경우, 감미제는 카푸치노 음료에 대해 적합한 단맛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존재한다. 과립의 수크로스와 같은 천연 당류 감미제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다른 당류가 단독

으로 또는 수크로스와의 조합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공 감미제는 뜨겁거나 또는 차가운 카푸치노 음료에 효과적인

한 수크로스 당량에 의존하는 양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크로스가 카푸치노 조성물 중 단독 감미제로서 사용될 경우, 커피 성분 중량부 당 1 내지 20 중량부의 양이 적합하고, 커

피 성분 중량부 당 1 내지 8 중량부의 양이 바람직하다. 상이한 감미제가 단독으로 또는 수크로스와의 조합물로 사용될 경

우에는, 감미제 성분의 단맛이 상기 언급된 수크로스의 양과 동일하게 되는 양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감미된 카푸치노 조성물로부터 제조된 음료는 조성물에 수크로스가 상기 언급된 양으로 단독 사용될 경우와

같은 단맛 범위의 단맛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성물은 인스턴트 카푸치노 조성물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성분, 예를 들어 풍미제, 착색제, 이산화 규소, 완

충제, 예를 들어 시트르산 삼나트륨 및 인산 이나트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저밀도 탄수화물의 입도는 적합하게는 50 내지 5000 ㎛, 바람직하게는 200 내지 4000 ㎛, 더욱 바람직하게는 500 내지

3000 ㎛이다.

하기 실시예는 설명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표 1에는 중량%로서 거품성 크리

머 중 저밀도 탄수화물 %, 단백질 % 및 지질 %를 나타내었다.

<실시예>

<비교예 A>

시판되는 인스턴트 카푸치노 분말을 직경이 3 인치인 400 ㎖ 비커 중 190 ℉의 물 8온스에 재구성하여 뜨거운 카푸치노

음료를 제조하였다. 비커 높이의 1/6 인치는 비커 부피 7 ㎖에 상응한다. 카푸치노 분말은 건조 탈지유로 제조되고 지방

(부분 수소화된 대두유) 함량이 대략 20 %, 단백질이 대략 20 %이고 담체로서 락토스를 사용하여 분무-건조한, 분무-건

조되고 지방-캡슐화된 기화 저밀도 (0.15 g/cc) 크리머 10.5 g을 함유하였다. 이 크리머에 수크로스 8.0 g 및 인스턴트 커

피 1.5 g 및 소량의 풍미제 및 완충액을 함유하는 미립상 커피-풍미된 감미제 예비-믹스 10 g을 첨가하였다. 재구성한 후,

비커 중 음료 위의 거품 높이는 초기에 7/16"이고, 5 분 후에는 6/16"이었다.

<실시예 1>

응집된 저밀도 (0.08 g/cc)의 기화 10 DE 말토덱스트린 7.0 g [스타-드리 (Star-Dri: 등록상표) 1005; 에이.이. 스탈레이

매뉴팩춰링 컴퍼니 (A.E. Staley Manufacturing Company)]를 유리 유장 단백질 (WPI) 분말 1.5 g [알라센 (Alacen)

895; 뉴질랜드 밀크 프로덕츠 (New Zealand Milk Products)] 및 지방 함량이 48 중량%, 단백질 함량이 5 중량%인 분무-

건조된 고밀도 (0.5 g/cc)의 비-우유 크리머 분말 2.0 g과 건식 블렌딩하고, 담체로서 고상 옥수수 시럽을 사용하여 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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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하여 미립상 건조-믹스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그 다음,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을 비교예 A에 기재된 감

미된 커피-풍미된 예비-믹스 10 g과 건식 블렌딩하여 미립상 인스턴트 건조-믹스 거품성 카푸치노 조성물을 형성하였다.

그 다음, 카푸치노 조성물을 비교예 A에 기재된 400 ㎖ 비커 중 190 ℉의 물 8온스에 재구성하였다. 거품 높이는 초기에

7/16"이고, 5 분 후에는 6/16"이었다. 거품의 외양은 비교예 A의 거품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였다. 음료는 비교예 A의 음료

보다 크림성 풍미가 덜하고 단맛이 덜하며 약간 더 밝은 색을 띄었다.

<실시예 2>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에 첨가된 비-우유 크리머를 3g 증가시키고, 커피 풍미된 감미제 예비-믹스 중 존재하는 수크로스의

양을 대략 13 g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스턴트 카푸치노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거품 높이, 크림성 및 재구성된 음료의 단맛을 비교예 A의 재구성된 음료와 유사하게 맞추었다.

<비교예 B>

유리 유장 단백질이 거품 크리머 조성물에서 빠지고,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의 고밀도 크리머 성분 중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소량 남겨서 발생되는 거품을 저밀도 탄수화물로 안정화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랐다. 거품 높이는

초기에 6/16"이고, 5 분 후에는 4/16"이었다.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의 낮은 단백질 함량 때문에, 거품은 현저하게 물기가 많아 터지기 쉬웠으며, 비교예 A 및 실시예 1

및 2의 거품을 특징짓는 원하는 불투명도 및 크림성 질감이 본질적으로 결여되어 있었다.

<실시예 3>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의 유리 유장 단백질 성분 (1.5 g) 및 고밀도 분무-건조 크리머 성분 (2.0 g)을 부분적으로 변성된

(66 %) 농축 유장 단백질 (WPC) 15 % 및 담체로서 고상 옥수수 시럽을 사용하여 분무-건조되고 캡슐화된 부분 수소화된

대두유 30 %를 함유하는 고밀도 분무-건조 크리머 3.5 g으로 대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

조하였다. 고밀도 분무-건조 크리머는 밀도가 약 0.4 g/cc이고, 성분들의 균질화된 수성 슬러리를 가열하여 제조하고, 분

무-건조하여, 부분 변성하여 제조하였다. 실시예 1에 설명된 바와 같이 카푸치노 음료를 재구성한 후, 거품 높이는 초기에

6/16"이고, 5 분 후에는 5/16"이었다. 거품은 외양이 비교예 A의 재구성된 카푸치노 음료의 거품보다 약간 더 크림성이었

다. 조성물은 비교예 A의 조성물의 지방 함량의 1/2를 함유하였고, 재구성된 음료는 비교예 A보다 덜 희었다. 실시예 1의

고밀도 비-우유 크리머 추가 2.0 g을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에 첨가하여 비교예 A보다 지방 함량을 증가시킨 후, 카푸치노

음료의 백색도를 비교예 A의 카푸치노 음료와 비교하였다.

<실시예 4>

유리 유장 단백질 성분 (1.5 g) 및 고밀도 분무-건조 크리머 성분 (2.0 g)을 건조 탈지유 3.5 g으로 대체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실시예 1에 따라, 지방-무함유 (0.3 %)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재구성된 지방-무함유 카푸치노 음료

중에서 연속 거품 헤드를 얻었다. 거품 높이는 초기에 6/16"이고, 5 분 후에는 5/16"이었다. 재구성된 카푸치노 음료는 지

방이 없어서 덜 희었다. 실시예 1의 고밀도 비-우유 크리머 2.0 g (지방 함량 48 %)를 첨가하여 거품 특성에 역으로 악영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우수한 백색도 및 풍미를 제공하였다.

<실시예 5>

유리 유장 단백질 성분 (1.5 g)을 농축 우유 단백질 1.5 g [알라프로 (Alapro) 4850; 뉴질랜드 밀크 프로덕츠]로 대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을 실시예 1에서와 같이 제조하였다. 그 다음, 크리머 조성물을 인스턴트 커피 1.5

g, 벌크제 및 소량의 아스파테임 및 바닐라 풍미제를 함유하는 인공 감미된 예비-믹스 3.0 g과 건식 블렌딩하였다. 실시예

1에서와 같이 재구성된 카푸치노 음료 중에서 연속 거품 헤드를 얻었다. 거품 높이는 초기에 7/16"이고, 5 분 후에는 6/

16"이었다. 거품은 시판되는 인공 감미된 카푸치노 제품 [맥스웰 하우스 카페 (Maxwell House Cafe: 등록상표) 슈가 프

리 카푸치노 (Sugar Free Cappuccino: 등록상표)]를 재구성함으로써 얻은 거품과 외양 및 풍미에 있어 상이함이 적으면

서 외양이 유사하였다. 재구성된 시판품의 초기 거품 높이는 9/16"이고, 5 분 후에는 6/16"이었다. 이 실시예의 카푸치노

음료의 색은 시판품보다 약간 더 어두웠다. 조성물에 실시예 1의 비-우유 크리머 1.0 g을 첨가하여 거품 특성에 역으로 악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시판품에 필적하는 음료 백색도를 얻었다.

<실시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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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토덱스트린 성분 (밀도 0.08 g/cc)을 밀도가 0.13 g/cc인 응집된 저밀도의 기화 10 DE 말토덱스트린 [말트린 (Maltrin)

M700; 그레인 프라세싱 코포레이션 (Grain Processing Corporation)] 소량 (7.0 g)으로 대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

예 1에 따랐다. 실시예 1에서와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뜨거운 물에 재구성한 후, 거품 높이는 초기에 7/16"이고, 5 분 후에

는 6/16"이었다. 거품의 외양은 비교예 A의 시판품의 카푸치노 음료와 동일하였다.

<실시예 7>

이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을 사용하여, 우린 커피로부터 거품성 카푸치노 음료를 제조하는 성

능을 증명하였다.

실시예 1에서와 같이 제조된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을 실시예 1에 설명된 바와 같이 400 ㎖ 비커 중에서 뜨겁게 우린 커피

8 온스 중에 재구성하였다. 거품 높이는 초기에 6/16"이고, 5 분 후에는 5/16"이었다.

재구성한 후, 음료는 유백화된 외양 및 크림성 질감을 갖는 거품층을 가졌다.

<실시예 8>

이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미립상 기화 탄수화물을 사용하여 우유로 거품성 카푸치노 음료를 제조하는 성능을 증명

하였다.

저밀도 (0.08 g/cc)의 기화 10 DE 말토덱스트린 7g 및 실시예 1의 고밀도의 비-우유 커피 크리머 분말 3g을 배합하여 크

리머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크리머 조성물을 제너럴 푸즈 인터내셔널 커피 (General Foods International Coffee: 등록상

표) 카푸치노 쿨러스 스위튼드 인스턴트 아이스드 카푸치노 (Cappuccino Coolers Sweetened Instant Iced Cappuccino)

17 g과 건식 블렌딩하였다.

차가운 (대략 40 ℉) 탈지유 중에 재구성한 후, 카푸치노 음료 위의 거품 높이는 초기에 9/16"이고, 5 분 후에는 6/16"이었

다.

<실시예 9>

10 DE 저밀도 (0.13 g/cc) 기화 말토덱스트린 6.0 g을 NFDM 3.5 g 및 지방 함량 48 %의 실시예 1의 비-우유 유백화재

2.0 g과 건식 블렌딩하여 미립상 건조-믹스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에 저밀도 (0.16

g/cc)의 기화 인스턴트 커피 2.0 g 및 수크로스 10 g을 첨가하여, 인스턴트 건조-믹스 카푸치노 생성물을 제조하였다.

실시예 1에서와 같이 뜨거운 물 중에 재구성하여, 은은한 커피 풍미 및 연속 거품 헤드를 갖는 카푸치노 음료를 제조하였

다. 믹스 중 기화 인스턴트 커피가 존재하면 거품 높이가 높아진다.

[표 1]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

실시예 저밀도 탄수화물 % 단백질 % 지질 %

비교예 A - 20.0 20.0

1 66.7 14.4 9.1

2 60.9 13.6 12.5

비교예 B 77.8 1.1 10.7

3

+ 추가 크리머

66.7

56.0

5.0

5.0

10.0

16.1

4

+ 추가 크리머

66.7

56.0

12.0

10.9

0.3

8.0

5

+ 추가 크리머

66.7

60.9

12.7

12.0

9.4

12.8

6 66.7 14.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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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6.7 14.4 9.1

8 70.0 1.5 14.4

9 52.2 11.8 8.7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미립상 건조-믹스 거품성 크리머 조성물로써, 통상적으로 캡슐화된 수소화 오일을 함유하고 차가운 음료에 용

해되지 않는 종래의 거품성 크리머와 달리 차가운 물 또는 우유에 첨가될 때 거품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는 우유 단백질로

제조될 경우 제조 동안 가공 또는 쿠킹 향미가 발현되지 않는다.

등록특허 10-0668569

- 9 -


	문서
	서지사항
	요약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특허청구의 범위 1
명세서 4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발명의 목적 4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4
  발명의 구성 4
  발명의 효과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