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도

연락처:한은정, 듀폰 N&H 부장
eunjung.han@dupont.com
02-2222-5288/5200

듀폰 N&H, 과체중 성인의 체지방량을 조절하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의 임상효과를 시험하다
프로바이오틱스 및 프리바이오틱스 사용으로 개선된 신체조성을 계측하기 위한 정밀
분석기법을 임상 시험에 활용
2016년 11월 2일 (위스콘신 주 매디슨) – 이바이오메디신(EBioMedicine)에 발표된 신규 논문에서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리스 ssp. 락티스 420TM (Bifidobacterium animalis ssp. lactis 420™)을 단독으로 혹은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질 Litesse® Ultra™ 폴리덱스트로오스와 병용하여 투여한 집단에서는 체지방량,
체간지방량, 허리둘레, 에너지 섭취량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개월 간의 임상시험을 통해 연구
시험계획에 따라 설계된 위약군과 비교했을 때 나타난 결과이다. 이 연구의 제목은, “혈중 조눌린과 연관된
과체중 성인에게 프로바이오틱스 단독섭취 또는 식이섬유와 병용섭취를 통해 체지방량을 조절하는 무작위
대조연구”이며, 225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6개월에 걸친 이중맹검, 무작위, 위약 대조, 다기관 시험에서 프로바이오틱 및 신바이오틱(식이섬유와
프로바이오틱 배합물)은 체지방량, 특히 과체중 성인의 복부 지방량을 억제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바이오틱 및 신바이오틱 투여군은 모두 시험 기간 중 에너지 섭취가 감소했으며, 허리둘레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 및 체형 관리에 장내 미생물균총이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은 현재 대단히 고무적인 분야가 되었다”라고
듀폰 N&H (DuPont Nutrition & Health)에서 프로바이오틱스 글로벌 마케팅 부문을 이끌고 있는 메건
드스테파노(Megan DeStefano)는 말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은 체중 관리 문제에 자연적인 해결책으로 도움을
받고자 한다. 듀폰이 실시한 자체 시장 조사 에서 전 세계 인구의 57%가 생활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체중 관리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어떤 식품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1 우리는 이 제품이 우리의 고객사들에게 대단히 큰 시장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특별히 흥미로운 점은 이번 연구에서 관찰된 허리 사이즈 개선의 정도가 바지
허리 사이즈 하나가 줄어든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연구에 참여한 자원자들은 무작위로 4 그룹 중 한 그룹에 속하게 되었으며 연구 대상 제품을 6 개월 동안 매일
섭취하도록 했다. 피험자들은 위약, 미결정셀룰로오스, 12 g/일, 프리바이오틱 섬유질 Litesse® Ultra™
폴리덱스트로오스, 12 g/일, 듀폰 특허 균주의 프로바이오틱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420™, 미결정셀룰로오스
성분으로 1010 CFU/일, 12 g/일, 또는 프리바이오틱 식이섬유 및 프로바이오틱 균주의 배합물, 이 둘 중 한
가지를 섭취했다. 이 연구는 신체의 여러 부위에 나타나는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지방과 근조직의 변화를
검출하는 정밀 이중에너지 엑스선 흡수계를 이용하여 신체조성을 분석하였다. 프로바이오틱 제품과 신바이오틱
제품은 둘 다 체지방량 억제에 도움이 되었으며, 임상 연구의 시험계획의 위약군과 비교하여 약 1.4 kg의
차이가 났다.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420™와 Litesse® Ultra™ 폴리덱스트로오스의 배합물 투여군에서만
근체중량의 개선이 나타났다.
“이 연구는, 동물 모델에 행해진 프로바이오틱 균주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420™ 에 대한 연구에서
프로바이오틱이 장내 장벽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실험 쥐의 대사 건강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를
실질적으로 해석한 최초의 연구이다”라고 듀폰 N&H에서 전임상시험 및 임상 시험에 대한 선임 조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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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로타 스텐먼(Lotta Stenman)박사가 설명했다. 박사는 이어, “이 특정 프로바이오틱 균주에 대한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기능성에 관해서는 2008년 발표된 세포 배양 연구의 초기 결과에서
시작되었다. 확대 적용된 전임상 및 작용기전연구를 통해 인체에 대한 건강기능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가능하게
되어 이를 지켜보는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무적이다”라고 밝혔다.
이 연구는 핀란드의 병원 임상시험센터 네 곳에서 임상시험관리기준(Good Clinical Practice) 에 따라
수행되었다. 듀폰 N&H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1/3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만 및 대사 증후군과 관련하는
장내 미생물균총에 대한 프로바이오틱 및 프리바이오틱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다.
듀폰 N&H 는, 식품 및 영양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현 시점의 연구 조사 결과 및 전문 과학기술과
결합함으로써 식품, 음료, 건강기능식품 산업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듀폰은
혁신적 문제 해결자로서, 소비자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광범위한 제품군을 통해 우리의 고객사들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고부가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http://food.dupont.com 에서 참조할 수 있다.
듀폰(NYSE: DD)은 1802 년부터 세계적 수준의 과학과 엔지니어링 기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혁신적인 제품,
소재 및 서비스를 공급해오고 있다. 듀폰은 고객, 정부, NGO, 사려깊은 리더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며, 생명과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글로벌 도전 과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듀폰과 듀폰이 추구하는 포괄적 혁신 의지에 대한 추가 정보는
http://www.dupont.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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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의 타원형 로고, DuPontTM, Danisco® 및
등록상표 또는 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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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으로 표시된 모든 제품은 듀폰 또는 그 계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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