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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IA (STEVIOL GLYCOSIDES)
Stevia는 수백 년 동안 감미료로 사용되어 온 남아메리카에서 나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200년 전에 원주민들이 차나 약을 달게 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1).

STEVIA FAST FACTS
• Stevia 식물의 잎은 높은 효능의 무독성 감미료의 시초이며,
일부는 자당류보다 300배 더 달콤할수 있습니다 2).
• Stevia 잎이 감미료 외에도 소량의 페놀, 플라보노이드 및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3).

Stevia와 그 성분들은 대체 감미료로 식이 보조제와 식품 및 음료
산업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식이 보조제 분야에서 중요한
존재인 Stevia가 인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밝히기 위해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Stevia는 혈압이나 혈당 반응에 영향을
4)
미치지 않아 당뇨병 환자에게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음식과 음료 안에 Stevia의 다양한 성분들은 제품의 맛을 쉽게 바
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함량의 Rebaudioside A는 달콤한
맛을 만드는 반면, Stevioside의 함량이 높아지면 쓴 뒷맛을 갖게
합니다 2).

STEVIOL GLYCOSIDE MVP’s
•

Rebaudioside A (Rebiana) : 가장 잘 알려진 인공 감미료 중 하나인 Rebaudioside A는 주로
Glycoside를 높은 수준으로 정제한 제품인 “Rebiana”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

Stevioside : 이 화학물질은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Stevioside가 폐 손상과 같은
질환에 대한 유망한 치료제일 수 있습니다6).

ChromaDex는 Rebaudiosides, Steviosides, Stevia kits 등 다양한 Stevia 계열의 많은
표준품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Stevia 제품군은 동명과학상사 홈페이지(www.dongmyung.kr)에서
카다록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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