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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감소된 글리세믹 지수를 갖는 저-칼로리 벌크감미제로서의 프럭토스 및 락토스의 혼합물

요약

본 발명은 과체중이거나, 글루코스-손상이거나,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또는 '가해진 당'으로부터 이들의 칼로리의 지

나치게 많은 분획을 소비하기만 하는 개체에 대한 칼로리 흡수 및 글리세믹 지수의 감소에 유용한 프럭토스 및 락토

스의 혼합물에 관한 것이다. 프럭토스/락토스 감미제는 맛의 질에 대한 포기 없이 각종 식용 제제 중의 '가해진 당'에 

대한 1대1 교환으로서 일일 식이에 포함된다. 수크로스를 청구된 감미제 중의 프럭토스 모두 또는 부분에 대한 교환

으로서 사용되어 감미를 향상시키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칼로리 값의 변화 없이 특정 기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 완전-

칼로리 당의 청구된 혼합물은 이용가능 칼로리 및 혈중 당 농도를 상승적으로 감소시킨다. 특히, 프럭토스는 락토스의

정상 소장 흡수를 강하게 간섭하고, 수크로스 흡수를 온건하게 간섭하는 반면, 락토스는 수크로스 및 전분 모두의 정

상 소장 흡수를 간섭한다. 비흡수된 이당류 및 올리고당은 결장을 통과하고, 건강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향상시키므로,

프레바이오틱으로서 유용한 신규 감미제가 된다. 청구된 당 혼합물이 정상 식이 수준에서 소화되는 경우 당 내성의 

위장내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당뇨병, 글리세믹 지수, 프럭토스, 락토스, 감미제, 수크로스, 프레바이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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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상호 참조>

본 출원은 본원에서 참고로 포함되는 2001년 3월 28일 출원된 공계류중인 가특허출원 S.N. 제60/279249호의 이익

을 청구한다.

<연방정부에 의해 후원된 연구>

적용가능하지 않음.

<서열 또는 프로그램>

적용가능하지 않음.

기술분야

본 발명은 칼로리 흡수 및 글리세믹 지수를 감소시키는 데 유용한 당 혼합물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지난 15년에 걸쳐, 가해진 당에 대한 미국인들의 빠른 소비 증가는 주요 공중보건 문제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며, 그 결

과 미국의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타 (US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plan and Fleming, J Am 

Med Assn, 284, 1696, 2000)는 21세기를 위한 '상위 10위'의 건강 목표 중 하나로 목표 를 정하였다. 상기 문제는 

미국에서 비만을 확산시켰다. 비만은 체중이 이상 체중의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비만은 심장 질환, 고콜

레스테롤 및 고혈압, II형 당뇨병, 졸증 및 유방암, 결장암 및 췌장암에 대한 위험성이 더 커지는 것과 매우 관련된다. 

최근 연구에서는 50%를 초과하는 미국인들이 과체중이며, 22%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에서부터 1999년까지 8년에 걸쳐, 미국 성인 중에서 비만이 12.0%에서 18.9%로 57% 증가하였다. 비만 증가

와 함께 II형 당뇨병이 33% 증가하였다 (전체의 4.9%에서 6.5%). 루터(Reuters)의 2001년 1월 26일자 신규 기사에

서, CDC의 만성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국립센타의 알리 목다트(Ali Mokdad) 박사는 '우리는 90년대에 비만의 급격

한 증가를 보았으며, 이것이 우리가 당뇨병의 증가를 보게되는 이유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비만은 더 

이상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질병의 위험 인자이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켜 당뇨병 뿐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만성 질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평균적으로 미국인들은 현재 매일 80 그람을 초과하는 (통상적으로 수크로스, 글루코스 및 프럭토스로서) 가해진 당

을 소비한다. 가해진 당은 가공 음식 및 음료수로 인간에 의해 혼입된 당들이며, 우리가 섭취하는 천연 및 가공 음식에

본래 존재하는 당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8년에 걸쳐, 가해진 당의 성인 소비량은 70에서 80

그람/일로 증가하였으나, 지방 (및 아마도 단백질)의 소비는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동일한 기간에 평균 성인 

체중은 166.5 lb에서 169.4 lb로 2.9 lb 증가되었다. 8년에 걸쳐 성인의 활동 수준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가해진 당의 소비 증가 (10 그람/일 × 3.9 kcal/그람 = 39 kcal/일 대 평균 2000 kcal/일 섭취량) 만으로 8년의 기간 

동안 관찰된 3.2 lb 또는 모든 체중 증가를 설명할 수 있다. 명백하게, 가해진 당은 성인의 원치않는 체중 증가를 조절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미국 농무부는 2000 kcal/일의 건강식을 섭취하는 성인이 가해진 당의 소비를 하루에 약 40 그람 또는 총 흡수 칼로

리의 8%로 제한하도록 스스로 시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 수준은 가해진 당의 현재 수준의 1/2이며, 연

관된 칼로리의 1/2이다. 본 발명은 가해진 당을 계속해서 하루에 80 그람씩 소비할 수 있도록 하면서 USDA에서 권

장하는 일일 가해진 당의 40 그람의 칼로리 흡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임의의 새로운 또는 드문 탄수

화물, 탄수화물 유도체, 드문 식물 추출물 또는 인공 감미제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수십년 동안에 허용성 (예를 들면, 

안정성, 맛의 질, 식품으로의 용이성 및 저렴한 비용)이 획득된 동일한 당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

프럭토스, 락토스 및 수크로스는 미국에서 인간 식이에 널리 소비되는 천연 당이다 (각각, 37, 16 및 81 그람/인/일). 

통상적인 음식에서 별도로 사용되는 경우 모두 완전히 고칼로리 (즉, 대략 4 kcal/그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이의

부분으로서 임의의 3가지 인용된 당의 섭취는 소장으로부터 글루코스, 단백질 또는 지질의 흡수와 서로 방해되지 않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프럭토스, 락토스 또는 수크로스와 다른 인간 식이 성분과의 임의의 상호작용이 동물 또

는 인간에서 칼로리 이용률을 감소시키거나 글루코스 내성을 상승시킨다는 결과가 이전에 보고된 바 없다. 프럭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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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글리세믹 지수 (23)가 락토스 (46), 수크로스 (61 내지 64), 글루코스 (100) 또는 귀리 전분 (100)보다 실질적으로

낮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Wolever, 1995). 이러한 낮은 글리세믹 지수 때문에, 프럭토스 및 락토스가 개별적으

로 당뇨병 환자에게 유용한 것 같았으나 (Wolever et al, 1985 and Wolever et al, 1995), 예상보다 낮은 글리세믹 

지수 또는 감소된 칼로리 이용률을 암시할 수 있는 2가지 당 또는 다른 당 사이의 상승작용이 이전에 개시된 적이 없

다.

고려되는 3가지 주요 당에 관한 상기 사실은, 문헌에서 탄수화물 이용 분야의 선행 기술로 나타났다. 지난 80년간에 

걸쳐 수행된 11가지의 동물 연구에서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락토스의 명백한 칼로리 값으로 뒷받침

된다. 래트 및 돼지에서 얻은 결과는, 2가지 동물에 대해서만 보고되었지만, 인간의 결과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위터(Whittier) 등 (1935), 토마렐리(Tomarelli) 등 (1960) 및 베이커(Baker) 등 (1967)은 대조군 식이에

서의 수크로스 또는 글루코스와 비교하여, 성장하는 래트의 식이에서 2가지만의 탄수화물원으로서 함께 공급되는 임

의의 식이에서의 글루코스에 의한 락토스의 효과 (각각 식이의 30%, 52% 및 50%)를 연구하였다. 3가지 연구단에서 

모두 임의로 락토스를 공급하고 희생시킨 래트에서 체중 및 체지방이 낮아진 것으로 관찰되었다. 함께 공급시킨 래트

에서 동일한 체중을 나타내나, 대조군에 비해 락토스에 대한 체지방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각 38%, 40% 및 

48% 감소됨). 위터 등은 락토스 및 맥주 효모를 포함하는 제한된 식이를 공급한 돼지에서 체중이 감소되는 결과를 확

인하였고, 락토스를 공급한 래트에서 심지어 수명이 연장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토마렐리 등은 관찰된 락토스의 지방

-부족 효과를 맹장에서 이당류의 박테리아 작용으로 생각하였다. 유사하게 감소된 체지방이 소르비톨, 셀로비오스 및

미처리 감자 전분 (저항 전분)을 공급한 래트에서 관찰되었으며, 이들 모두에서 맹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는 

탄수화물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저자는 실험부에서 글루코스 및 락토스 식이를 공급한 래트에서 혈중 글루코스 수

준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기록하였다. 베이커 등은 락토스의 β-아노머에 의한 하이포리포제닉 효과(hypolipog

enic effect)가 α-아노머에 의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페브리에(Fevrier) (1969)는 전분 (62.7%) 대조군과 비교하여, 성장하는 래트에서 임의로 함께 공급되는 동일한 성

장 식이에서 유일한 탄수화물원으로서의 옥수수 전분 (식이의 32.7%)에 의한 락토스 (식이의 30%)의 영향을 연구하

였다. 임의의 공급물에서 락토스를 공급한 래트에 대해 성장 속도가 37% 감소하였고 지방 함량이 20% 감소하였다. 

동시 공급물에서 락토스를 공급한 래트에 대해 성장 속도가 23% 감소하였고 지방 함량이 32% 감소하였다. 동등한 

성장 공급물에서 락토스를 공급한 래트에 대해 지방 함량이 12% 감소하였다. 저자는 체지방 감소의 원인이 락토스의

더 낮은 대사 에너지 및 소변에 의한 갈락토스의 손실이라고 주장하였다.

달데럽(Dalderup) 등 (1969)은 4개월에 걸쳐 감자 중 락토스 15 칼로리% 및 빵 전분 식이를 공급한 성인 남성에서 

글루코스 15 칼로리%를 공급한 군과 비교하여 배설물의 양이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배설물에서 락트산의 양이 증가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2가지 관찰 결과는 래트에서의 락토스가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맹장 및(또는) 결

장에서 발효되었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알리 및 에반스(Ali and Evans) (1971)는 0 또는 12%의 락토스를 함유하는 '동일칼로리' 식이를 6주에 걸쳐 임의로 

공급한 수컷 래트 새끼의 성장을 연구하였다. 기본 식이에는 전분 30% 및 수크로스 30%가 포함되었다. 수크로스 부

분 대신에 락토스를 기본 식이에 첨가하였다. 성장하는 래트에서 총 체성분 중 식이 락토스와 다른 식이 성분간의 영

향 및 상호작용을 다변량 회귀분석에 의해 연구하였다. 락토스는 기본 식이에 비해 식이 소비 또는 체내 단백질에 어

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체지방 (30% 감소) 및 체내 수분 (11% 증가)의 결과이었다. 락토스

와 다른 식이 성분 (예컨대, 칼슘, 완충능 및 EDTA)간의 상호작용이 인식되었으나, 저자는 락토스와 전분 또는 수크

로스 간의 어떠한 상호작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전분을 함유한 식이에서 락토스 이용률의 대상체와 다른, 래트 및 돼지의 2가지 연구에서 락토스 소비에 관한 다른 

흥미로운 결과가 관찰되었다. 성장하는 돼지 및 래트에서, 치크(Cheeke) 등 (1973)은 락토스가 앨팰퍼 섬유의 소화

율을 감소시키고 맹장 및 위에서 셀룰로오스를 정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분명히 직관과 반대되는 것

이고, 저자는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결론은 체중 증가에만 기초하였고; 체내 수분, 무기질 또는 지방에 관

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다른 공개문헌에서, 모서(Moser) 등 (1980)은 전분 30%가 최대 30%까지 증가하는 양의 락

토스로 대체된 등급화된 식이를 공급한 수유기 이후의 래트를 연구하였다. 성장 속도가 더 나빠지는 경향은 식이에서

락토스가 증가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락토스 30%가 공급된 래트가 모든 그룹에서 가장 나쁜 공급 효율을 나타내었

다. 체지방은 측정하지 않았으나, 대퇴골에서 회분을 측정하였다. 회분율은 락토스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였

다.

진(Jin) 등 (AJAS, 11 (3), 285, 1998)은 락토스 (20%)와 옥수수 (36.5%) 대 수크로스 (20%)와 옥수수 (36.5%)를 함

유한 식이를 공급한 새끼 돼지가 공급 3주 후에 완전하게 동일한 것을 발견하였다. 평균 일일 획득량 및 평균 일일 공

급물 흡수량은 2 그룹 모두에서 동일하였다. 완전한 체성분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옥수수 전분과 락토스 또는 수

크로스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어떠한 조짐도 없었다.



공개특허 10-2004-0007478

- 4 -

진 등 (AJAS, 11(2), 185, 1998)은 수크로스 (20%) 대신에 락토스 (20%)를 3주 동안 등급화된 분획으로 함유하는 

식이를 임의로 공급한 새끼 돼지에 대해 수크로스에 대한 락토스의 비를 최적화하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2가지 

식이 모두 전분원으로 옥수수 (38.5%)를 함유하였다. 3주 동안, 평균 일일 획득량 (G), 평균 일일 공급물 흡수량 (F) 

및 F/G비에 대한 그룹들 간에 어떠한 차이도 없었다. 3주 말기에, 영양분 - 건조 물질, 조지방 및 인 -의 소화율은 변

화하는 락토스:수크로스 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에, 10%, 15% 또는 20%의 락토스가 공급된 돼지는 질소 소

화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질소 소화율의 향상이 젊은 돼지의 소장에 존재하는 높은 수치의 락타제

효소 때문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 다. 돼지가 래트에 비해 락토스를 더 효율적으로 소화시킨다는 것이 명백하다. 돼지

와 래트 모델간의 차이는 어느 한쪽이 인간과 더 관련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카림자데간(Karimzadegan) 등에 의해 1979년 공개된 문헌에서, 래트에서 글루코스와 비교한 락토스의 상대적 유용

성이 체중 증가 및 혈장 케톤에 기초한 생분석에 의해 0.57 및 0.59로 측정되었으며, 이 값들은 락토스의 대사 에너지

값 2.1 kcal/g에 상응하였다. 인간에서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락토스-제조자의 주요 데이타 시트(Foremost, 1995)에

서 보고된 에너지 값은 3.8 kcal/g이다. 래트에서 락토스에 대한 에너지 값이 더 낮은 것은 수유기 이후 및 성체 래트

의 소장에서 락타제 효소의 활성이 훨씬 더 낮기 때문이다. 식이 락토스가 소장에서 완전하게 가수분해될 수 없기 때

문에, 락토스가 박테리아에 의해 에너지에 덜 효율적으로 락트산으로 분해되는 맹장 및 결장을 통과하여 단쇄 지방산

(SCFA's) 및 이산화탄소 및 수소가 된다. 되돌아 보면, 래트에서 관찰된 하이포리포제닉 효과, 낮은 성장 속도 및 불

량한 공급 효율을 주로 설명하는 것은 락토스의 더 낮은 칼로리 값이다. 락토스와 전분 간에 지금까지 인식되지 못한 

상호작용은 이러한 효과 부분을 또한 설명할 수 있다.

생체내 수크로스-흡수와 탄수화물 저분자 간의 수 많은 간섭이 공지되거나 예측될 수 있다. 스끼모토 (Sugimoto)(19

76)는 수크로스를 소비시켜 콜레스테롤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말티톨 및 락티톨의 용도를 청구하였다. 상기 청구자

들은 상기 2종의 탄수화물 유도체가 생체내에서 수크로스의 '흡수도'를 억제한다고 주장 하였다. 유사하게, 세리 (Ser

i) 등(1995)은 항과혈당 치료제로서 다수의 펜토스, 2-데옥시-D-갈락토스 및 D-타가토스의 용도를 청구하였는데, 

이들은 소장에서 이당류가 흡수되기 전에 수크로스 및 말토스를 각각 가수분해하는 수크라제 및 말타제를 억제함으

로써 작용한다. 그레이 (Gray)와 인겔핑거 (Ingelfinger)(1966)는 인간에서 갈락토스에 의한 수크로스 가수분해 억제

를 보고하였으나, 세리 등 (1995)은 시험관내에서 갈락토스에 의한 토끼 수크라제 또는 말타제의 억제를 관찰하지 못

했고, 알퍼스 (Alpers)와 게르버 (Gerber)(1971)도 역시 인간 장내 수크라제의 억제를 관찰하지 못했다. 그레이와 인

겔핑거 (1966)는 상기 2종의 단당류가 동일한 활성 수송 메카니즘을 이용하므로 그들이 관찰한 갈락토스 억제는 갈

락토스가 글루코스의 활성 흡수를 간섭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프럭토스 및 글루코스가 시험관내에서 인간 수

크라제에 의한 수크로스의 가수분해를 억제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알퍼스와 게르버, 1971). 락토스와 수크로스-흡

수 간의 어떠한 상호작용도 이전에 보고된 바가 없다.

세리 등 (1995)의 청구 이외에, 생체내 말토스-흡수에 의해 탄수화물 저분자의 단 하나의 간섭만이 상기 청구자들에

게 공지되어 있다. 말토스는 전분의 α-아밀라제-촉매화된 가수분해에 의해 형성되는 주요 이당류이다. 말토스 가수

분해의 단독 생성물인 글루코스도 또한 말토스의 시험관내 말타제-촉매화된 가수분해를 억제한다 (알페스와 게르버,

1971). 프럭토스 및 갈락토스는 시험관내 말토스 가수분해 상에서는 억제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알페스와 게르버,

1971). 락토스와 말토스-흡수 간의 어떠한 상호 작용도 이전에 보고된 바 없다.

생체내 락토스-흡수 및 탄수화물 저분자 간의 몇몇 간섭이 문헌에서 제안될 수 있으나 일일 식이법에 대한 이해로 적

용되기에 명백하지 않다. 글루코스, 갈락토스 및 프럭토스는 시험관내 인간 락타제에 의한 락토스의 가수분해를 경쟁

적으로 억제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알페스와 게르버, 1971). 수크로스 및 말토스는 시험관내 락토스 가수분해 상에

서 억제 효과가 없다 (알페스와 게르버, 1971). 상기 언급된 시험관내 단독 간섭을 근거로 하면, 인간 소장에서 락토

스 흡수가 글루코스, 갈락토스 및 프럭토스에 의해 매우 억제되고 (락토스가 수크로스 및 말토스 흡수를 간섭하기에

는 충분함), 상기 모두가 인간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될 것이라는 것은 당업자들에게 명백하지 않다 (글루코스 및 갈락

토스가 프럭토스보다 대략 1.7배 및 1.2배 빠르게 흡수됨)(그레이와 인겔핑거, 1966).

올레버 등 (Wolever et al)(1985)은 인슐린 또는 경구성 당뇨병제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후에 바로, 6명의 당뇨병 환

자 지원자의 급성 혈중 글루코스 반응 상에서 포리지 오트 (21.5 g)에 가해진 락토스 (25 g)의 효과를 가해진 수크로

스 (25 g), 프럭토스 (25 g) 및 글루코스 (25 g)의 효과와 비교하였다. 글루코스 (GI=100)에 대해 측정된 각 당에 대

한 글리세믹 지수 (GI)는 48, 63, 24 및 90이였다; 글루코스를 제외한 모두는 정상 대상체에 대해 보고된 GI와 잘 일

치한다. 대상체들은 락토스 및 글루코스보다 수크로스 및 프럭토스가 더 달다고 생각하나, 덜 감미된 식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락토스 흡수불량을 나타내는 어떤 증상도 관찰되지 않았다. 저자는 혈중 지질 상의 락토스의 장기 효과

를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가해진 락토스, 또는 가해진 어떠한 다른 당의 전분과의 상호작용은 보

고되지 않았다.

가논 등 (Gannon et al)(1986)은 과일 및 유제품과 같은 두가지 자연 식품 모두에서 및 순수 물질로서 총 탄수화물 5

0 g을 함유하는 부분 중 수크로스, 글루코스, 프럭토스, 글루코스 + 프럭토스 또는 락토스에 대해 미치료된 당뇨병 환

자의 혈장 글루코스 및 혈청 인슐린 반응을 비교하였다. 글루코스 반응은 탄수화물이 순수 형태로 또는 자연 발생 식

품 중에 주어지는 경우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였다. 일반적으로, 혈중 글루코스의 곡선 아래의 면적 (AUC)은 구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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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단당류의 공지된 대사과정에 의해 추측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강력한 인슐린 분비촉진제를 함유하는 우유의 경

우에서 인슐린 반응은 항상 예측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가논 등은 (단백질 7.4 g 및 지방 13.2 g과 동시에) 수크로스 34 g 및 락토스 16 g을 함유하는 아이스크림을 포함하

는 식료품을 시험하였다. 요약에서, 상기 저자들은, '... 단일 식사 혈장 글루코스 반응은 식품 중 단당류 또는 이당류

의 각 유형에 대해 특징적이고, 상기 식사에 존재하는 다른 구성성분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상

기 청구자들은 상기 일반론에 매우 동의하지 않고, 가논 등이 아마도 당뇨병 환자 대상체들이 시험전에 인슐린 또는 

당뇨병약을 섭취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에서 혈장 혈중 글루코스를 감소시키는 락토스 및 수크로스의 

상호작용을 간과하였다고 추측했다; 결과적으로, 탄수화물 투여량 50 g은 선형 방식으로 반응하기에는 AUC에 대해 

너무 커서 글루코스 흡수를 변화시켰다. 가논 등이 발견한 GI는 올레버 등 (1985)으로부터의 값과 일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올레버로부터의 수크로스, 프럭토스 및 락토스에 대한 GI 값이 63, 24 및 48인데 비해 가논 등이 관찰한 G

I 값은 43, 6 및 32이었다. 올레버의 값은 잘 공지된 것이고 다른 연구자들에게 널리 허용된다.

-목적 및 이익

본 발명의 목적은 선행 기술의 감미제에 비하여 감소된 칼로리 값의 당 혼합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선행 기술의 감미제에 비하여 감소된 글리세믹 지수의 당 혼합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수크로스와 동일한 감미 수준을 나타내는 감소된 칼로리 값의 당 혼합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수크로스와 동질의 미각 및 입안감촉을 갖는 감소된 칼로리 값의 당 혼합물을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뒷맛이 없는 감소된 칼로리 값의 당 혼합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베이킹 및 요리 시 수크로스와 유사한 열 안정성을 갖는 감소된 칼로리 값의 당 혼합물을 제공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수크로스와 유사하게 감미가 지속되는 감소된 칼로리 값의 당 혼합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식이 섬유의 건강상 이점을 제공하는 감소된 칼로리 값의 당 혼합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신규 고-농도 감미제 또는 드믄 탄수화물/탄수화물 유도체 의 잠재적인 건강 위험없이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이른바 '가해진' 당으로부터 칼로리 소비를 식이법 전문가들에게 허용되는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상기 

당에 대해 유익한 별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추가 목적은 감미 또는 감각 수용에 대한 그 또는 그녀의 기준을 변화시키거나 그 또는 그녀가 일생에 걸쳐

사용해온 것과 다른 감미제의 물리적 성질에 적응하기 위해 가정용 식품 가공법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되는 별도의 감

미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추가 목적은 체중과다 및 비만을 위해 칼로리 흡수를 제한하는 것을 보조할 허용되는 감미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추가 목적은 예비-당뇨병 환자 및 당뇨병 환자에게, 식후 혈중 글루코스 수준을 감소시키고 결국 글루코실

화된 헤모글로빈 수준을 감소시킬 별도의 감미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추가 목적은 다양한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대장의 유익한 박테리아 성장을 촉진시킬 순한 프레바이오틱 (pr

ebiotic)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최종 목적은 환경에 역효과없이 저렴하고 간단하게 제조되는 감소된 칼로리 값의 당 혼합물을 제공하는 것

이다.

신규 감미제의 이점에는 감소된 칼로리 흡수, 감소된 글리세믹 지수, 수크로스와 동일한 감미 수준, 수크로스의 것과 

유사한 양질의 미각 및 입안 감촉, 뒷맛 없음, 베이킹 및 요리시 열 안정성 및 수크로스에서 알려진 바와 같은 감미의 

일반 수명이 있다. 신규 감미제의 제조 비용은 모든 성분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므로 경제적으로 충분히 

허용가능할 것이다. 또한, 소장에서 구성성분 당의 불완전 흡수 때문에, 결장으로 들어가 미생물적으로 소화되는 전분

의 불완전 가수분해로 생성되는 당 및 올리고당은 식이섬유처럼 작용하여 가용성 및 불용성 섬유의 잘 공지된 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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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을 제공한다.

요약

본 출원에 개시된 유용한 당 혼합물에는 락토스 10 내지 80 중량% 및 프럭토스와 수크로스의 혼합물 20 내지 90 중

량%를 포함하며, 여기서 프럭토스 및 수크로스의 혼합물은 수크로스 0 내지 100 중량% 및 프럭토스 0 내지 100 중

량%의 혼합물로 이루어지고, 락토스 75 중량%, 수크로스 25 중량%, 프럭토스 0 중량%; 락토스 50 중량%, 수크로스

50 중량%, 프럭토스 0 중량%; 락토스 40 중량%, 수크로스 60 중량%, 프럭토스 0 중량%; 및 락토스 25 중량%, 수크

로스 75 중량%, 프럭토스 0 중량%의 당 혼합물은 제외된다.

본 발명자들은 프럭토스-락토스, 수크로스-락토스, 프럭토스-수크로스 및 프럭토스-락토스-수크로스 혼합물에 대

해 발견한 정확한 칼로리 값은 1.7 내지 2.7 kcal/g이나, 청구된 감미제가 전분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 0.8 kcal/g만큼 

낮게 감소된다. 가해진 수크로스 및 다양한 옥수수 시럽의 1사람 당 일일 소비량은 미국에서 대략 80 g/일 (320 kcal/

일 또는 일일 칼로리 흡수의 16%)이다. 미국 농무부는 당 40 g (160 kcal/일 또는 일일 칼로리 흡수의 8%) 이하의 일

일 소비를 권장한다. 락토스-비내성인 사람들에서 12 g/일의 락토스 소비에 대한 역치 한계 때문에, 본 발명자들은 

수크로스 48 g 이하를 소비하고, 가해진 당의 일일 칼로리 흡수 에 대한 락토스 또는 USDA 권장량 또는 일일 역치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칼로리 소비를 감소시키기 원하는 락토스-비내성자들에게 락토스 12 g, 프럭토스 12 g 및 수크로

스 24 g의 혼합물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기 혼합물에 대해 측정된 칼로리 값은 1.9 kcal/g이나 (수크로스

에 대한) 감미 수준은 96%이다. 락토스-내성자들은 가해진 당의 80 g/일을 계속해서 소비하게 하는 반면 가해진 당

으로부터의 칼로리 흡수를 일일 총 흡수의 7.6% 이하로 유지하게 하는 상기 당 혼합물을 실시예에 기재된 다른 것들 

중에서 발견할 것이다. 수크로스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프럭토스와 락토스의 유사한 혼합물은 식후 혈장 글루

코스의 최대값을 낮추고 당뇨병 환자 및 예비-당뇨병 환자에 대해 혈장 글루코스 농도를 시간 당 플로팅한 곡선 아래

의 면적 (AUC)을 감소시키는데 유용성을 나타낸다. 프럭토스, 락토스 및 수크로스의 기타 혼합물은 감미를 덜 선호하

거나 추가 감소된 칼로리 흡수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혈장 글루코스 수준에 대한 오트밀 중의 각종 당 혼합물의 섭취 영향을 나타낸다.

도 2는 혈장 글루코스 수준에 대한 물 중의 각종 당 혼합물의 섭취 영향을 나타낸다.

도 3은 혈장 글루코스 수준에 대한 물 중의 각종 당 혼합물의 섭취 영향을 나타낸다.

도 4는 손상된 글루코스 내성을 갖는 사람에서 혈장 글루코스 수준에 대한 오트밀 중의 각종 당 혼합물의 섭취 영향을

나타낸다.

도 5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서 혈장 글루코스 수준에 대한 물 중의 각종 당 혼합물의 섭취 영향을 나타낸다.

<참고문헌 수>

적용가능하지 않음.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글리세믹 지수'는 시간에 따른 섭취된 탄수화물 50 g에 대한 혈장 글루코스 곡선 아래의 면적(AUC)을 글루코스 50 

g에 대한 AUC로 나누고 100을 곱한 비이다. '중량%'는 나타낸 조성을 갖는 각각의 물질의 중량%를 의미하고, α-락

토스의 경우 계산은 상업적으로 시판되는 모노히드레이트의 중량을 기준으로 나타내어지고, 프럭토스, 수크로스 및 

β-락토스를 포함하는 모든 다른 당 조성물은 각각의 상업적으로 시판되는 무수 당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용

어 '감미제'는 식용 당의 혼합물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식용 당의 혼합물은 프럭토스, 락토스 및 수크로스의 3종을 포함한다. 특정 유용한 조합물은 프럭토스와 락

토스, 수크로스와 락토스, 및 프럭토스, 락토스와 수크로스이다. 당 혼합물은 락토스 10 중량% 내지 80 중량%, 및 프

럭토스와 수크로스의 조합물 20 중량% 내지 90 중량%를 포함하며, 여기서 프럭토스와 수크로스의 조합물은 수크로

스 0 중량% 내지 100 중량% 및 프럭토스 0 중량% 내지 100 중량%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자들은 완전 칼로리 당의 

특정 혼합물이 예기치않게 당 불내성의 위장 증상없이 유효 칼로리 및 식후 혈중 당 농도를 상승적으 로 감소시킨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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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들 사이의 이 바람직한 상승적 상호작용의 메카니즘은 공지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설명에 얽매이는 것을 바라

지 않으면서, 본 발명의 발명자들은 이러한 발견에 대해 하기 설명을 제시한다. 프럭토스가 락토스의 정상적인 소장 

흡수를 강하게 간섭하고 수크로스 흡수를 적당히 저해하는 반면, 락토스는 수크로스와 전분 둘다의 정상적인 소장 흡

수를 저해하는 것 같다. 공영양 전분으로부터의 α-덱스트린 및 말토스를 포함하는 비흡수된 당은 결장을 통과하고, 

여기서 비-칼로리(숙주에 대해)의 바이오매스 및 단쇄 지방산(SCFA)으로 완전히 미생물 분해된다. 단쇄 지방산은 혈

류중으로 흡수되어 숙주에 제한량의 에너지를 제공한다.

락토스는 α-락토스 모노히드레이트 또는 무수 β-아노머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프럭토스는 분무 건조 제품 또는 

시럽 제품의 제조를 위해 결정질 형태 또는 수성 시럽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혼합물중 성분이 베이킹에 유

용한 카라멜화 감미제의 제조를 허용하기 때문에 수크로스는 순수한 과립화된 형태, 제과용 갈색 당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고체 형태의 감미제는 예를 들어 유사한 결정 크기의 결정질 당의 물리적 혼합물로서, 동시-결정화된 당 혼합물로서,

또는 분무 건조된 고체로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감미제는 수성 시럽 형태 또는 묽은 수용액/알콜 용액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감미제는 또한 혼합물의 건조 및 유동성을 유지하는 통상의 식품 등급 첨가제 및 가공 보조제를 사용할 수 

있다. 고강도 감미제가 사용되어 목적하 는 경우 언제든지 감미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편, 저 칼로리 값을 유지하면

서 감미성을 감소시키는 희석제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희석제는 말토덱스트린, 폴리덱스트로스 및 셀룰로오스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목적상, 본 발명자들은 감미된 식용 제제로서 본 발명의 감미제 및 하기 목록의 임의의 식용 식료품의 조합

물을 언급한다. 본 발명의 감미제는 탄산 및 비탄산화 소프트 드링크, 과일 드링크, 향미 낙농 드링크, 식물성 쥬스, 에

그노그(eggnog), 와인, 리큐르, 커피 또는 차와 같은 가공 음료; 감미 베이킹 제품, 낙농 디저트, 아침 곡물식품, 하드 

캔디, 감미액으로 가공된 육류, 겨자, 샐러드 드레싱, 식물성 페이스트 및 소스, 캐찹 및 살사와 같은 양념, 피클 및 조

미료, 아이스크림, 셔벗 및 향미 아이스, 아이스밀크 제품, 아이싱, 과자 및 과자 토핑, 시럽 및 향미제, 잼 및 젤리, 케

이크 및 페이스트리 믹스(pastry mix) 및 파이 충전물과 같은 가공 식품; 스포츠 드링크, 영양 바, 영양 파우더 및 젤, 

프로바이오틱(probiotic) 요구르트 및 재배된 낙농 식품 및 영양 보조물과 같은 기능성/영양 식품을 포함하여 많은 식

용 식료품을 감미하는데 유용하고 식탁용 감미제로서 유용하다. 본 발명의 감미제에 의해 감미될 수 있는 다른 식용 

제제는 감미제/부형제를 요구하는 제약 및 건강기능성(nutraceutical) 제품 및 애완동물 식품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감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감미제가 목적하는 수준의 감미성을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양으로 감미하려는 

물질 중으로 포함된다. 감미제의 농도 또는 사용되는 혼합 방식에 대해 중대한 것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는 단순

히 해당 물질에 대해 적절한 목적하는 감미 수준을 달성하는 문제이다.

- 결론, 결과 및 범위

본원에 기재된 실시예 및 실시 양태는 예시하기 위한 것이고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과, 다른 실시예가 첨부

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당업계의 

숙련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실시예

본 발명은 하기 실시예에 의해 보다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이 단지 이들 실시예에 제한되지 않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실시예 1>

소장에서의 락토스, 수크로스, 프럭토스 및 α-덱스트린 (말토스)의 상호작용

테스트 대상체 (대상체 #1)는 체질량 지수 (BMI)가 28.6 kg/m 2 인 건강한 54세 백인 남성이었다. 이 대상체는 테스

트 전날 각각 30분 이상 적절하게 운동하고, 전날 밤 7시간 이상 수면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구강 허용 테스트 (OTT

) 전에 12시간 이상 동안 금식하여야 했다. 테스트 전 1.5시간 동안 물을 제한하고, OTT 중에 드물게 소량의 물 한모

금만이 허용되었다. 혈액 샘플을 채취한 즉시 (0 time) 가능한 한 빠르게 하기의 테스트 제품을 섭취시켰다. 후속 혈

액 샘플을 30, 60, 90, 120, 150 및 180분째에 채취하고, 수동 고정 글루코미터 (AtㆍLast 모델, 미국 95066 캘리포

니아주 스코츠 밸리 소재의 아미라 메디칼 (Amira Medical) 제 조)를 사용하여 각 시간에 즉시 혈장 글루코스 측정치

를 mg/dL 단위로 기록하였다. 3시간 테스트 동안 대상체를 금식시키고 앉아서 유지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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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대상체를 51:24, 34:16 및 17:8의 g 수크로스/g 전분으로 이중 OTT 테스트하여 복용량에 대한 혈장 글루코스 반응 

(곡선하의 면적 (AUC))의 선형성을 확인하였다. 이 대상체에 대한 복용량 반응은 총 탄수화물 0 내지 50 g에서 선형

이었고, 따라서, 총 탄수화물 50 g으로 이 대상체에 대한 모든 후속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α-락토스 모노히드레이트 (위스콘신 대리스 (Wisconsin Dairies)), 수크로스 (세이프웨이사 (Safeway Inc.)), 프럭

토스 (A.E.스탈리 (A.E.Staley)), 포리지 오트 (57% 전분, 퀘커 인스턴트 오트밀 (Quaker Instant Oatmeal)) 및 탈이

온수 (1/2 컵)를 교반하면서 1.5분 동안 전자 레인지에서 함께 가열하고, 10분 후 섭취시켰다. 하기 표 1에서, LA는 

락토스ㆍH 2 O, SU는 수크로스, FR은 프럭토스, ST는 오트 전분 (0.95 x 말토스)이다. N은 혼합물을 테스트한 횟수

이다. AUC는 시간에 대한 Δ(혈장 글루코스 농도)의 곡선 아래의 면적으로, 단위는 mg-분/dL이다. SU/ST에 대한 

공지된 AUC (3155 mg-분/dL)를 기준으로 테스트 대상체에 대한 AUC 이론값을 계산하였고 LA, SU, FR 및 ST에 

대한 GI값은 각각 46, 64, 23 및 100으로 계산되었다. SU와 ST 사이에는 알려진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AUC 이론

값에는 임의 당의 상호작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 혼합물에 대한 AUC 실제값을 실험적으로 측정하였고, 이 값에는, 

존재하는 경우 모든 당의 상호작용이 포함되었다. AUC 실 제값/AUC 이론값의 비는 하기 표의 첫 컬럼에 기재된 상

호작용 정도의 척도를 제공하고, P가 0.05 이하인 것은 연구자별 t 테스트에 따른 효과가 현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어떤 당이 소장에서 상호작용하여 다른 것들의 흡수를 증진 또는 억제하는지를 알기 위해 4종의 탄수화물을 테스트

하였다. 이들 탄수화물 중 어떤 것도 전분을 말토스 (~75%) 및 α-덱스트린 (~25%)으로 전환시키는 α-아밀라아제

-촉매된 가수분해를 억제하지 않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전분 및 α-덱스트린/말토스를 하기 분석 목

적을 위한 균등물로 간주할 수 있다.

결과를 상기 표 1에 요약하였다. 수크로스와 α-덱스트린 (및 말토스) 사이에는 유의할만한 어떤 상호작용도 없었고 

프럭토스와 α-덱스트린 (및 말토스) 사이에도 유의할만한 어떤 상호작용도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AUC 이론값에 대

한 실제 혈장 글루코스로의 전환율이 변하지 않았다. 상기 표 1은 하기 4가지 현저한 저해작용을 나타낸다.

1) 락토스와 α-덱스트린 (및(또는) 말토스)이 상호작용하여 탄수화물 50 g의 혈장 글루코스로의 예상 전환율을 감

소시켰다.

2) 프럭토스와 수크로스가 상호작용하여 탄수화물 50 g의 혈장 글루코스로의 예상 전환율을 감소시켰다.

3) 락토스와 수크로스가 강하게 상호작용하여 탄수화물 50 g의 혈장 글루코스로의 예상 전환율을 감소시켰다.

4) 프럭토스와 락토스가 매우 강하게 상호작용하여 탄수화물 50 g의 혈장 글루코스로의 예상 전환율을 감소시켰다.

당들 사이의 이와 같은 바람직한 상승적 상호작용의 메카니즘은 공지되어 있지 않다. 이 설명에 국한되길 바라지 않

지만, 본 출원의 발명자들은 이러한 발견에 대해 하기 설명을 제시한다. 본 발명의 결과는, 문헌에는 말토스 (및, α-

덱스트린일 수 있음)가 락토스 흡수의 속도 제한 단계인 락토스 가수분해를 억제하지 않는다고 공지되어 있기 때문에

, 락토스가 α-덱스트린 (및(또는) 말토스) 흡수를 현저히 저해하고, α-덱스트린 (및(또는) 말토스)는 락토스의 흡수

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최초로 보여준다. 이러한 새로운 저해작용은 α-덱스트린 및 말토스가 각각 글루코스로 

가수분해되는 것을 촉매하는 효소인 이소말타제 및(또는) 말타제에 대한 락토스의 억제작용에 의한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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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결과는 프럭토스가 수크로스 흡수를 저해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 결과는 프럭토스에 의한 인간 수크라제

의 시험관내 억제작용 (문헌 [Alpers and Gerber, 1971] 참조)을 입증한다. 수크로스 또는 그의 가수분해 생성물의 

존재는 프럭토스의 촉진된 확산 속도를 억제하지 않았다 (문헌 [Gray and Ingelfinger, 1966] 참조).

락토스/프럭토스/전분 및 락토스/수크로스/프럭토스/전분 혼합물에 대한 결과로부터, 새로 발견된 전분 흡수에 대한 

락토스 저해작용을 확인하면서, 프럭토스와 락토스 사이에 강한 저해작용을 추가로 발견하였다. 락토스가 프럭토스의

흡수를 억제하지 않는다고 공지된 바와 같이, 본 발명자들은 단지, 이 강력한 효과는 이전에 시험관내에서 관찰되었

던, 프럭토스에 의한 인간 락토스 가수분해의 억제작용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발명자들이 생체

내에서 관찰한 효과는, 놀랍게도 프럭토스가 소장에서 매우 빠르게 흡수된다는 사실면에서 강력한 것이었다. 락타제

에 대한 프럭토스의 억제 효과는 단지 장 점막내의 락타제 농도가 높은 근위 공장 (proximal jejunum)에서만 나타나

는 것으로 여겨진다. 프럭토스가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음식 중 대부분의 락토스는 이것이 회장을 통과하도록 하고 

여기서 락타제의 점막 농도는 0에 접근한다 (문헌 [Gudmand-Høyer et al., Adv Nutr Res, 6, 233-69, 1984] 참

조). 이 시나리오로부터 사실상, 흡수되지 않은 수크로스 및 α-덱스트린 (및(또는) 말토스)과 함께, 락토스가 결장 중

에서 미생물 분해되고,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낮고 감미제용으로 프레바이오틱 이점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상기 표 1의 4종의 락토스/수크로스/전분 테스트에 대한 결과는 락토스와 수크로스 사이의 또다른 새로운 강력한 부

정적 상호작용을 나타내면서, 락토스가 α-덱스크린 (및(또는) 말토스) 흡수를 더 약하게 저해한다는 것을 입증하였

다. 수크 로스는 시험관내 인간 락타제에 대한 억제제가 아닌 것으로 이미 공지되어 있기 때문에, 락토스와 수크로스

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단지 수크라제에 대한 락토스의 억제작용 또는 글루코스 및(또는) 프럭토스 흡수에 대한 억제

작용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또한, 어떤 이당류도 활발히 전달되거나 또는 촉진적으로 확산되는 글루코스 또는 프럭토

스와 같은 단당류 각각의 흡수를 억제하지 않는다고 공지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자들은 락토스에 의한 수크

라제 효소의 새로운 억제작용을 확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락토스가 α-덱스트린의 글루코스로의 가수분해에 역

할을 하는 밀접하게 관련된 효소, 이소말타제를 억제하는 것일 수 있다. 흔히, 수크라제에 대한 억제제는 또한 이소말

타제에 대한 억제제이다.

AUC 실제값/AUC 이론값의 비가 0에 접근함에 따라, 감미제의 칼로리 값은 1 칼로리 미만보다 약간 더 낮은 한계값

에 접근하였다. 상기 표 1에 '모두 상호작용'으로 나타낸 테스트에서는 AUC 실제 값/AUC 이론값의 비가 0.37이었다:

즉, 탄수화물 50 g의 3/8 또는 18.5 g의 탄수화물만이 소장으로부터 혈류중으로 흡수되어 혈장 글루코스로 전환되었

다. 오트 전분으로부터 ~1/3의 α-덱스크린 (및(또는) 말토스)을 포함한 나머지 31.5 g은 GI계에서 짧은 온화한 럼블

링 및 약간의 포만감 이외의 임의의 위장 효과 없이 결장 중으로 통과되었다. 이 실시예의 핵심 저해작용은 프럭토스/

락토스, 락토스/수크로스, 프럭토스/수크로스 및 락토스/α-덱스트린 (및(또는) 말토스)이었다. 상기 표 1의 '계산값'

에 대한 테스트 결과는 다변수 회귀 분석으로부터 계산된 최적에 가까운 경우를 나타내었고 실험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경우에 있어, 4종의 당은 매우 광범위하게 서로 저해하여 감미제 및 오트 전분의 1/4만이 대상체의 소장내

에서 흡수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도 1은 상기 표 1에 기재된 3가지 테스트의 시간에 대한 Δ(혈장 글루코스)의 플롯을 나타내었다. 전분 16 g과 락토

스 17 g/수크로스 17 g 감미제에 대한 글루코스 피크 (곡선 B)는 전분 대조물 16 g과 수크로스 34 g에 대한 것 (곡선

A)과 대체로 동일한 세기 및 시간을 나타내었으나, AUC (1613 mg-분/dL)는 수크로스 (3155 mg-분/dL)에 비해 현

저히 낮았다. 90 및 120분에 대한 Δ(혈장 글루코스) 값은 수크로스에 대한 값과 상이하였다. 대상체에게 GI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도 1의 락토스 8.5 g/수크로스 17 g/프럭토스 8.5 g (곡선 C)은 수크로스의 혈장 글루코스 증가 피크의 1/2로 나타났

고, ACU (1002 mg-분/dL)는 수크로스의 경우 (3155 mg-분/dL)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 조성이 테스트된

4회 각각에 대한 곡선에서 상이한 시간 피크 및 형태를 나타냈기 때문에 어떤 시간 값도 수크로스와 현저히 상이한 

것은 아니었다. 4회 중 2회의 테스트 제품에 대하여, 대상체는 매우 온화한 GI 럼블링 및 포만감을 나타내었다. 수크

로스 곡선 A가 3시간째에 최고점에서 금식한 혈중 글루코스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반면, 새로운 감미제 (곡선 B 및 C)

의 경우에는 1.5 내지 2시간내에 금식한 혈중 글루코스 수준으로 떨어졌고, 3시간 후 어느 정도 시간까지 금식한 혈장

글루코스 수준 미만으로 유지되었다.

이 설명에 국한되길 바라지 않으면서, 본 발명자들은 금식 수준 미만으로의 혈장 글루코스 감소는 당이 결장내에서 

단쇄 지방산 (SCFA)으로 발효되는 것과 관 련된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결장으로부터의 2개의 가장 우세한 SCFA (아

세트산 및 프로피온산)의 흡수 및 트리글리세라이드로의 초기 대사에는 글루코스가 산화되어 ATP를 형성할 것이 요

구된다.

<실시예 2>

락토스, 수크로스 및 프럭토스 혼합물의 칼로리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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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제품은 (물 200 g 중의) 총 탄수화물 50 g의 수용액이었고, 테스트 전 아침 일찍 제조하였다. 혈액 샘플을 0, 

30, 45, 60, 90, 120 및 180분째에 채취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실시예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동일한 프로토콜

기준을 이 테스트에 적용하였다. 테스트 대상체는 상기 대상체 #1과, 24세의 건강한 백인 남성 (BMI = 27.7 kg/m 2

)인 대상체 #2였다. 이들의 OTT 결과는 도 3 및 2를 각각 참조함.

추정된 칼로리 값 (ECV)의 계산에는 몇가지 합리적인 가정이 용인되어야 하므로, 여기에 일부 설명이 필요하다.

- 락토스 모노히드레이트, 프럭토스, 수크로스 및 오트 전분의 GI 값은 각각 46, 23, 64 및 100이다.

- 락토스 모노히드레이트, 프럭토스, 수크로스 및 오트 전분의 칼로리 값은 각각 3.8, 3.7, 3.9 및 3.7 kcal/g이다.

- 소장으로부터 혈류로의 당 혼합물의 완전 활성 흡수 순서는 프럭토스 > 전분 (말토스 및 α-덱스트린으로서) > 수

크로스 > 락토스의 순이다.

- 이들 계산에 있어 가수분해되지 않은 이당류의 수동 흡수율은 0으로 가정된다.

- 이당류는 결장을 통하여 활발히 흡수되지 않고, 여기서 이들은 미생물총 (microflora)에 의해 완전 분해된다.

ㆍ 이당류의 78%는 단쇄 지방산 (SCFA)을 형성하고, 이들은 글루코스에 대하여 50% x 0.85 = 42.5%의 에너지 효

율로 신체에 의해 완전히 흡수되고 사용된다 (문헌 [Livesey, Int J Food Sci Nutr, 44, 221-241, 1993] 참조).

ㆍ 이당류의 22%는 바이오매스로 전환되고, 이것은 칼로리적으로 숙주에 사용불가능하다 (문헌 [Weber et al., J La

b Clin Med, 110, 259-263, 1987).

- NB - 결장을 통과하고 미생물 분해된 전분 (감미제의 일부가 아님)의 에너지 값을 감미제 (이것의 한 성분 (락토스

)에 의해 결장으로 통과하게 됨)의 값에서 뺀 것이다.

영양 표지 목적을 위한 감미제의 허용된 칼로리 값에서는 단지 감미제 성분의 성향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감미제가 

다른 영양소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영양소를 포함하지 않은, 수용액 중의 본 

발명의 당 혼합물에 대한 하기 테스트는 감미제의 가장 보존적인 추정된 칼로리 값 (ECV)을 입증하기 위해 제공된다.

도 3에서는, 200 g 수용액 중의 수크로스 50 g을, 락토스 16 g/수크로스 17 g/프럭토스 17 g의 20% 수용액에 대한 

대조물 (3.9 kcal/g으로 규정됨)로 정상 대상체 #1에 사용하였다 (곡선 B, 여기서 N=3회 테스트임). 30, 60 및 90분

째의 당 혼합물에 대한 혈장 글루코스 증가치 뿐만 아니라 AUC (754 mg-분/dL 대 2935 mg-분/dL)가 현저히 낮았

다. 이 대상물은 1.7시간째로부터 GI관에서 약한 럼블링 및 포만감을 나타내었다. 이 당 혼합물에 대한 추정된 칼로리

값 (ECV)은 2.2 kcal/g이었다.

20% 수용액 중의 락토스 12.5 g/수크로스 25 g/프럭토스 12.5 g의 당 혼합물 (곡선 C, 여기서 N=3회 테스트임)의 

경우, 45 및 90분째의 당 혼합물에 대한 혈장 글루코스 증가치 뿐만 아니라 수크로스의 AUC에 대한 AUC (580 mg-

분/dL 대 2935 mg-분/dL)도 현저히 낮았다. 3회 중 2회에서, 대상물은 2회의 상이한 시간에서 GI 럼블링을 나타내

었고, 1회는 GI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당 혼합물에 대한 추정된 칼로리 값 (ECV)은 1.9 kcal/g이었다. 동일한 

대상체의 OTT를 위해 동일한 비의 3종의 당 (총 34 g)을 오트 전분 (16 g)에 가한 경우 (도 1, 곡선 C, 락토스 8.5 g/

수크로스 17 g/수크로스 8.5 g/전분 16 g, 여기서 N=4회 테스트임), 감미제에 대한 ECV는 1.0 kcal/g이었다. 명백하

게, 감미제의 당이 오트로부터의 전분 분획물의 흡수를 저해하였다.

도 2에서는, 200 g 수용액 중의 수크로스 50 g을, 락토스 20 g/수크로스 30 g의 20% 수용액 (곡선 B, 여기서 N=2회

테스트임)에 대한 대조물로 정상 대상체 #2에 사용하였다 (곡선 A, 여기서 N=2회 테스트임). 90분째에서의 락토스 

및 수크로스 혼합물에 대한 혈장 글루코스 증가치는 현저히 낮았다. 2종 당 혼합물의 ECV는 2.1 kcal/g으로 계산되

었다. 이전 테스트의 수크로스 7 g을 동일량의 프럭토스로 대체한 경우 (곡선 C, 여기서 N=2회 테스트임), 60분째의 

당 혼합물에 있어 수크로 스에 대한 혈장 글루코스 증가치는 현저히 낮았다. 위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3종 당 혼

합물 (락토스 20 g/수크로스 23 g/프럭토스 7 g)에 대한 ECV는 2.4 kcal/g으로 계산되었다. 혼합 당에 대한 두 곡선 

형태 모두에서, 초기 글루코스 흡수율 (0분 내지 30분)이 수크로스 대조물에 대한 2개 테스트 제품과 동일하다는 것

이 흥미로운 점이었다.

이 설명에 국한되길 바라지 않으면서, 본 발명자들은 락토스, 따라서 수크로스 및 전분 흡수에 대한 억제작용이 프럭

토스가 특정 수준으로 소장 내강에 축적될 때까지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글루코스 흡수율이 동일하게 된다고

간주하였다. 결과적으로, 소장내에서 수크로스가 가수분해되고 프럭토스의 역치 농도가 제공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에

비해, 감미제의 일부로서 섭취된 최소량의 프럭토스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칼로리의 이익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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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3>

손상된 글루코스 내성 대상체에 대한 새로운 감미제의 사용

손상된 글루코스 내성 (IGT)을 갖는 테스트 대상체는 비교적 건강한 84세 백인 남성 (BMI = 21.5 kg/m 2 )이었다. 

이 대상체의 매일 약물 요법에는 쿠마딘 (Coumadin (등록상표)) 및 카독신 (Cardoxin (등록상표))이 포함되었고, 모

두 OTT 후에 복용시켰다. 실시예 1과 동일한 OTT 프로토콜을 이 IGT 대상체에게 사용하였다. IGT의 OTT 결과는 

도 4를 참조함.

락토스 20 g/수크로스 14 g/전분 16 g 테스트 제품에 대한 IGT는 30분째에 혈장 글루코스 증가 피크를 나타내었고 (

곡선 B), 이것은 수크로스 34 g/전분 16 g에 대한 피크 (곡선 A)의 39%였다. 대상체의 혈장 글루코스 농도는 피크 후

~1.5시간 동안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그 후 3시간째까지 거의 기저선까지 다시 떨어졌다. 대상체는 GI 효과를 

느끼지 않았다. 수크로스/전분 대조물 (곡선 A)과 달리, 락토스/수크로스/전분 테스트 제품 (곡선 B)은 (특히 2시간째

에서) 그의 혈장 글루코스 수준을 당뇨병에 대한 중요한 기준인 200 mg/dL를 초과하지 않았다. 수크로스/락토스/전

분 복용에 대한 AUC는 수크로스/전분에 대한 AUC의 45%였다 (3860 mg-분/dL 대 8595 mg-분/dL). 식후 AUC가 

낮게 유지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칼로리 섭취가 조절되기 때문에, 2형 당뇨병전기 및 당뇨병의 글리코실화된 헤모

글로빈의 조절 유지에 중요하다. 락토스/수크로스 경우에 있어 오트밀에 첨가된 감미제의 칼로리 값은, 수크로스에 

대한 값 3.9 kcal/g으로부터 1.0 kcal/g으로 감소하였다.

<실시예 4>

II형 당뇨병에 대한 새로운 감미제의 사용

II형 당뇨병 대상체 (DM2)는 인슐린 또는 구강 약제 없이 조절하도록 시도 중인 51세 백인 여성 (BMI = 32.8 kg/m 2

)이었다. 이 대상체의 매일 약물 요법에는 프리마린 (Premarin (등록상표)), 프렘프로 (Prempro (등록상표)), 크세니

칼 (Xenical (등록상표)) 및 리피토르 (Lipitor (등록상표))이 포함되었고, 모두 OTT가 완료된 후 매일 복용시켰다. 테

스트 용액으로 물 100 g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 고는 실시예 2와 동일한 OTT 프로토콜을 DM2에게 사용하였다. 이중

50, 25 및 15 g 수크로스 OTT로 DM2를 테스트하여, 복용량에 대한 혈장 글루코스 반응 (AUC)의 선형성을 확인하

였다. 복용량 반응은 수크로스 0 내지 25 g에서 선형이었고, 따라서 총 탄수화물 25 g으로 이 대상체에 대한 모든 후

속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DM2의 OTT 결과는 도 5를 참조함.

25 g의 수크로스 대조물 (곡선 A, 여기서 N=2회 테스트임)은 45분째에 피크를 갖는 예상외로 큰 혈장 글루코스 상승

을 나타내었다. 30분 및 45분째에 대한 평균 혈장 글루코스 수준은 200 mg/dL를 초과하였고, 비교적 적은 수크로스 

복용량에 비해 AUC가 컸다. 1:3 락토스/프럭토스 25 g을 복용시킨 경우 (곡선 B, N=2회 테스트임), 30, 45 및 60분

째에서의 Δ(혈장 글루코스) 수준이 현저히 감소되어 나타났고 수크로스 대조물에 대한 AUC도 감소되었다 (1113 m

g-분/dL vs 6184 mg-분/dL). 1:3 락토스/프럭토스를 사용한 경우, 심지어 1:3 락토스/프럭토스 테스트에 있어 0분

째에서의 금식한 혈중 글루코스 수준이 수크로스 경우에 비해 42 mg/dL 더 높더라도, 혈장 글루코스 수준은 200 mg

/dL를 초과하지 않았다. 대상체는 GI 효과를 느끼지 않았다. 글루코스 농도 피크 및 AUC가 낮기 때문에, 1:3 락토스/

프럭토스는 당뇨병에의 사용에 대한 현저한 가능성을 가졌다.

2:3:3 락토스/수크로스/프럭토스 25 g을 투여한 경우 (곡선 C, 여기서 N=2회 테스트임), 30, 60 및 120분째에서의 

Δ(혈장 글루코스) 수준이 현저히 감소되어 나타났고 수크로스 대조물에 대한 AUC도 감소되었다 (1448 mg-분/dL 

vs 6184 mg-분/dL). 대상체는 GI 효과를 느끼지 않았다. 감미제에 대한 ECV는 2.2 kcal/g 이었다.

<실시예 5>

감미도에 대한 조합된 비교 테스트

6명의 성인 대상체 (남성 3명, 여성 3명)를 주변 온도에서 10% 수용액인 본 발명의 당 혼합물에 대한 검미자로 하였

다. 이 연구는 6종 당 혼합물 대 기준물로서 사용된 0, 4, 8, 12, 16 또는 20 중량% 수크로스 수용액 각각에 대한 상

대적 감미도를 평가하는 맹검 조합된 비교 검미 연구였다. 각 대상체에게 알리지 않고 각각을 2회 테스트하게 하였다.

평균 결과치를 하기 표 2에 백분율 수크로스 당량 (%SE)으로 나타내었다.

[표 2]

<상대적 감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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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토스ㆍ H 
2

O

(중량%)

수크로스

(중량%)

프럭토스

(중량%)
%SE

50 50 0 63

40 60 0 70

0 50 50 128

37.5 25 37.5 86

25 0 75 94

25 50 25 96

<실시예 6>

소프트 드링크 혼합물의 제조

포도향 쿨-에이드 (Kool-Aid (등록상표)) 감미되지 않은 소프트 드링크 혼합물 한 팩 (3.9 g의 판매 중량)을 찬 수돗

물 2/4 중의 당 1 컵 (215 g)과 혼합하였다 (드링크 B). 제1 조성물 중의 당을 락토스 모노히드레이트 25 중량%, 수

크로스 50 중량% 및 프럭토스 25 중량%의 건조 혼합물 1 컵 (210 g)으로 대체하여 제2 드 링크를 제조하였다 (드링

크 A). 2가지 드링크를 2시간 동안 냉장시킨 후, 8명의 대상체들에게 감미 테스트하게 하였다. 훈련되지 않은 검미자 

8명 중 4명은 A보다 B에 점수를 주었다. 비교는 극히 가깝게 모두 일치하였다. 동일한 검미자 8명 중 5명은 단지 그

들의 맛을 기준으로 하여 B보다는 A를 구입할 것이라고 하였다. 5명은 A가 유일한 감미제로서 설탕으로부터 제조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3명은 B가 단지 설탕으로부터 제조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8 oz 공급량에 대한 추정된 칼로리

값은 B의 경우 105 kcal였고 A의 경우 50 kcal로, 칼로리 값의 감소율이 52%였다.

<실시예 7>

인스턴트 퀘커 오츠 (Quaker Oats (등록상표))의 제조

감미된 오트밀 2개 샘플을 제조하였다. 제1 샘플에는 담갈색 사탕수수 당 34 g 및 용기내의 인스턴트 퀘커 오트밀 한

팩 (28 g)을 사용하였다. 물 (1/2 컵)을 첨가하고, 혼합물을 교반하고, 고온 설정된 전자 레인지로 1분 동안 가열하고,

잠시 교반하고, 추가로 30초 동안 더 가열하였다. 제2 샘플에는 제1 샘플의 담갈색 사탕수수 당 대신에 락토스 모노

히드레이트 8.5 g/진갈색 사탕수수 당 17 g/프럭토스 8.5 g을 사용하였다. 2가지 감미제의 색은 거의 동일하였다. 2

가지 오트밀 제조물의 맛과 형태는 모두 동일하였다. 추정된 칼로리 값은 각각 233 kcal 및 134 kcal로, 칼로리 값의 

감소율이 42%였다.

<실시예 8>

당 쿠키의 제조

A 성분:

과립화된 당 (107.5 g x 3.9 kcal/g) 1/2 컵 베이킹 소다 1 티스푼

갈색 당 1/2 컵
타르타르 크림 2 티스

(14 kcal)

달걀 1개 (44 g, 70 kcal) 바닐라 1 티스

쇼트닝 1 컵 (179 x 9.2 kcal/g) 소금 1/4 티스푼

밀가루 2 컵 (280 x 3.7 kcal/g)

모든 성분을 혼합하고 반죽을 냉장고에 냉장시켰다. 볼로 롤 반죽하고 과립화된 당에 담그었다. 중간 오븐으로 350 

℉에서 12분 동안 구웠다. 먹기 전에 쿠키 (N은 약 45)를 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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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성분:

크리스타 (Krystar) 300 (프럭토스) 2 온스 밀가루 2 컵

락토스 모노히드레이트 2 온스 베이킹 소다 1 티스푼

갈색 당 1/2 컵 타르타르 크림 2 티스푼

달걀 1개 바닐라 1 티스푼

쇼트닝 1 컵 소금 1/4 티스푼

모든 성분을 혼합하고 반죽을 냉장고에서 냉장시켰다. 볼로 롤 반죽하고 크리스타 300 25 중량%/과립화된 당 50 중

량%/락토스 모노히드레이트 25 중량%의 혼합물에 담그었다. 중간 오븐으로 350 ℉에서 10분 동안 구웠다. 먹기 전

에 쿠키 (N은 약 45)를 식혔다.

2가지 조리법, A 및 B를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수행하였다. 6명의 사람들에게 쿠키 A 및 B를 먹게 하였고 이들은 

각각의 맛이 거의 동일하다고 동의하였다. B 조리법의 쿠키는 A 쿠키에 비해 상부가 약간 더 갈색이었다. 각각의 쿠

키에는 당 29 중량% 및 지방 24 중량%가 함유되었다. 각각의 쿠키 A 및 B에 대하여 추정된 칼로리 값은 각각 80 및 

66 kcal로, 칼로리 값의 감소율이 18%였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락토스 10 내지 80 중량%, 및 프럭토스와 수크로스의 혼합물 20 내지 90 중량%를 포함하며, 여기서 프럭토스 및 수

크로스의 혼합물은 수크로스 0 내지 100 중량% 및 프럭토스 0 내지 100 중량%의 혼합물로 이루어지고,

락토스 75 중량%, 수크로스 25 중량%, 프럭토스 0 중량%;

락토스 50 중량%, 수크로스 50 중량%, 프럭토스 0 중량%;

락토스 40 중량%, 수크로스 60 중량%, 프럭토스 0 중량%; 및

락토스 25 중량%, 수크로스 75 중량%, 프럭토스 0 중량%의 당 혼합물을 제외하는 당 혼합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당들이 유사한 결정 크기의 결정질 당이고, 수성 시럽 형태 또는 물 및 알콜 혼합물 중의 용액 형태로

당의 수용액으로부터 동시-결정 또는 분무-건조되는 당 혼합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락토스가 α-락토스 모노히드레이트 또는 무수 β-아노머의 형태인 당 혼합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프럭토스가 결정질 형태 또는 수성 시럽인 당 혼합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수크로스가 과립화된 결정질 형태, 제과 형태, 갈색 당 형태이거나, 또는 당밀인 것인 당 혼합물.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혼합물의 건조 및 유동성을 유지하는 식품등급 첨가제 및 가공 보조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당 혼합물.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고강도 감미 물질을 추가로 포함하는 당 혼합물.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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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고강도 감미제가 아스파르탐, 수크랄로스, 아세술팜-K, 사카린, 시클라메이트, 스테비아, 타우마틴, 

알리탐 및 네오탐을 포함하는 당 혼합물.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희석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당 혼합물.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희석제가 말토덱스트린, 폴리덱스트로스 및 셀룰로오스인 당 혼합물.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락토스가 10 내지 80 중량%이고, 프럭토스가 20 내지 90 중량%이고, 수크로스가 0 중량%인 당 혼

합물.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락토스가 25 내지 60 중량%이고, 프럭토스가 40 내지 75 중량%이고, 수크로스가 0 중량%인 당 혼

합물.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락토스가 10 내지 80 중량%이고, 수크로스가 20 내지 90 중량%이고, 프럭토스가 0 중량%인 당 혼

합물.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락토스가 25 내지 60 중량%이고, 수크로스가 40 내지 75 중량%이고, 프럭토스가 0 중량%인 당 혼

합물.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락토스가 24 내지 51 중량%이고, 수크로스가 24 내지 51 중량%이고, 프럭토스가 24 내지 51 중량

%인 당 혼합물.

청구항 16.
감소된-칼로리 감미제로서의, 제1항에 따른 당 혼합물의 용도.

청구항 17.
감미된 식용 제제 중의 감소된-칼로리 감미제로서의, 제1항에 따른 당 혼합물의 용도.

청구항 18.
제약 제품, 건강기능성 제품 및 애완동물 식품 중의 감소된-칼로리 감미제로서의, 제1항에 따른 당 혼합물의 용도.

청구항 19.
제1항에 따른 당 혼합물의 식료품을 감미시키기에 충분한 양으로 식료품과 혼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감미제의 칼

로리가 글루코스보다 낮은 감미된 식용 제제의 제조 방법.

청구항 20.
락토스 10 내지 80 중량%, 및 프럭토스와 수크로스의 혼합물 20 내지 90 중량%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프럭토스 및 

수크로스의 혼합물은 수크로스 0 내지 100 중량% 및 프럭토스 0 내지 100 중량%의 혼합물로 이루어지고,

락토스 75 중량%, 수크로스 25 중량%, 프럭토스 0 중량%;

락토스 50 중량%, 수크로스 50 중량%, 프럭토스 0 중량%;

락토스 40 중량%, 수크로스 60 중량%, 프럭토스 0 중량%; 및

락토스 25 중량%, 수크로스 75 중량%, 프럭토스 0 중량%의 당 혼합물을 제외하는 당 혼합물.

청구항 21.
식후 혈중 글루코스 수준의 조절이 필요한 사람에서 식후 혈중 글루코스 수준을 조절하는, 제1항에 따른 당 혼합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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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글리코실화된 헤모글로빈 수준의 조절이 필요한 사람에서 글리코실화된 헤모글로빈 수준을 조절하는, 제1항에 따른 

당 혼합물의 용도.

청구항 23.
제1항에 따른 당 혼합물의 식료품을 감미시키기에 충분한 양으로 식료품과 혼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감미제의 칼

로리가 수크로스보다 낮은 감미된 식용 제제의 제조 방법.

청구항 24.
장내 세균의 건강한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제1항에 따른 당 혼합물의 용도.

청구항 25.
프레바이오틱 (prebiotic)으로서의, 제1항에 따른 당 혼합물의 용도.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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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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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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