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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lk from dairy cows has long provided a high quality source of protein and selected micronutrients as calcuim to most populations.
Recently, a relationship between disease risk and consumption of specific bovine β-casein fraction either A1 or A2 genetic variants
has identified. Populations, which consume milk contain high containing high levels of β-casein A2 variants, have a lower incidence
of cardiovascular disease and type 1 diabetes. Furthermore, consumption of milk with the A2 variants may be associated with less
severe symptoms of autism and schizophrenia. The mechanism of action focuses on β-casein A1 and related forms preferentially
that are able to produce a bioactive opioid peptide, β-casomorphin-7(β-CM-7) during digestion. Infants may absorb β-CM-7 due
to an immature gastrointestinal tract. Adult, on the other hand, appear to reap the biological activity locally on the intestinal brush
boarder. β-CM-7 can potentially affect numerous opioid receptors in the nervous, endocrine, and immune system. Whether there is
a definite health benefit to milk containing the A2 genetic variant is unknown and requires further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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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다수의 동물들에게서 얻은 우유와 
유제품을 식생활에 포함시켜왔다. 미국의 경우, 1920년에는 
상업 인 우유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농무성에서는 식품 안
내서를 발간하여 우유를 건강한 식단의 권장량에 첨부시켰

다(USDA, 1993). 모든 식품 안내서는 유아와 성인에게 2～3
잔의 우유나 다른 유제품(1컵의 우유 는 요구르트 는 3
온스의 치즈)을 매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신생아들

은 생후 첫 6개월 동안 우유 유래로 한 분유로만 양분을 
공 받았다. 반면에 인구 1/3 정도는 1인당 하루에 1.6분량만

을 섭취하고 있다(Basistis et al., 2002; Putmam et al., 2000).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유와 유제품은 인간의 요한 양 공

원으로 차지하고 있다.
우유는 상당한 양의 에 지,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과 

인과 같은 미량 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낙농 제품의 섭취

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미량 양소의 섭취 한 증가했다

(Weinberg et al., 2004). 우유 섭취는 양소 공 뿐만 아니

라 다른 여러 가지 건강 상태에도 정 으로 향을 끼치

고 있다. 우유 섭취를 통한 칼슘 섭취는 골다공증과 장암

의 발병 확률을 낮추고(Heaney et al., 1999; Birt et. al., 1999), 
체  감량을 진할 수 있다(Phelan et al., 2003). 미국 Na-
tional Weight Registry에서는 30 운드 이상의 체  감량을 
한 후 3년 이상 유지해 온 사람들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데, 이들은 하루에 2잔씩 지방 우유를 섭취했다고 밝혔다. 
칼슘과 낙농식품을 포함한 열량 다이어트는 칼슘을 포함

하지 않은 식단보다 더 많은 체  감량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질량의 감소를 진시켰다(Zemel et al., 2004). 2005년 
식품 안내서에는 미국인이 하루에 3잔의 우유를 섭취한다

고 밝혔고, 골다공증  여러 가지 다른 양소 섭취를 해

서는 최소한 2잔의 우유를 매일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 Dietar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 2004). 최근까

지 우유  유제품 섭취의 유일한 단 은 유당불내증과 우
유단백질 알러지 뿐이었다(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 Human Development, 2004; Bahna SL, 2002). 아시아인의 

약 85%, 아 리카인의 약 50%, 그리고 백인의 약 10%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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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불내증이 있고,  세계의 약 1～3%의 인구만이 우유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재까지 알려진 우유의 단 인 유당불내증 

 알러지 이외에 최근에 밝 지기 시작하여 학자들 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우유의 β-카세인 A1 변이체가 만성질환

인 제 1형 소아당뇨병과 심장질환에 미치는 향에 해서 

발표된 논문을 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우유에 관한 우려

우유가  수 있는 건강 인 많은 이득에도 불구하고, 최
근 만성질환과 련되어 있다고 여러 논문이 발표되고 있어 

그와 련된 연구 한 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
처음에 연구자들은 1900년 반에 도입된 온살균법과 

균질화법이 심장질환(Cardiovascular, CVD)의 발생을 증가시

킨다고 믿었다(McLachlan, 2001). 한, 소비자들은 유제품

에 성장 호르몬과 항생제를 첨가하는 것이 건강에 험할 
수 있다고 지 했다(Forman, 2004). 최근 우유단백질 섭취와 
제1형 당뇨병  CVD의 명백하고 한 련성이 입증되

었고(McLachlan, 2001, Laugesen and Elliott, 2003; Elliott et 
al., 1999; Virtanen et al., 2000; Monetini et al., 2002; Cirgisdottir 
et al., 2002), 추가 으로 자폐증, 정신분열증과 유아돌발사 
등 신경학상의 질병 역시 우유 섭취에 의해 악화되어진다고 
발표했다(Sun et al., 1999; Sun and Cade, 1999; Sun et al 
2003). 본고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질환 발병과 우유 섭

취와의 련된 논문을 주로 요약하 다.  

본  론

1. 카세인과 베타 카소모르핀(β-casomorphin)
우유단백질은 략 80%의 카세인과 20%의 유청단백질

로 구성되어 있고(Shah, 2000), 우유의 카세인 부분은 αs1, 
αs2, β, κ 등 4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모유는 

주로 β와 κ로 구성되어 있다. 우유를 섭취하는 것은 우유

단백질의 구조와 비슷한 아미노산의 배열을 가진 생리활성 
물질의 방출과 흡수 가능성의 결과를 래한다. 를 들면, 
β-카세인이 소화되어 만들어진 펩티드는 모르핀과 흡사한 
Opioid Effects 효과를 가지고 있어 β-카소모르핀(β-CM)이
라고 명명되었고, β-CM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는  Endogenous opioid receptor에 강한 생리학  친화력을 가

지고 있고(Meisel and FitzGerald, 2000), 이것은 아미노산 말단

과 방향족 잔기(e.g. phenylalanine or tyrosine)에서 tyrosine 일
부가 3번째 는 4번째 치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1979년, 생리활성 β-CM의 첫 번째 로 β-CM-7이 식별

되었다(Jinsmas et al., 1999). 젖소에는 주로 두 종류의 립 

유 자, 즉 A1과 A2가 존재하고 다른 소수의 유 자 변형

체인 “A1같은” 혹은 “A2같은” 단백질은 67번째 아미노산에 

의해 결정된다(Jinsmas et al., 1999; Tailford et al., 2003). 단
백질 67잔기에 histidine이 치한 β-카세인 A1은 생리활성

물질 β-CM-7을 우선 으로 생성할 수 있다고 발표되었고, 
단백질 67잔기에 proline이 치한 β-카세인 A2는 소화 과

정에서 , 장 효소에 의한 β-CM-7과 같은 단백질 fragment
를 생성하는 것과 련이 없다고 발표하 다.

젖소 품종 에 β-카세인 립 유 자의 분포도에 의하

면 홀스타인 젖소가 66%의 β-카세인 A1 변이체를 함유한 

우유를 생산했다(Tailford et al., 2003; USDA, 2002; USDA, 
2001). 조 으로, 건지종은 A2 립 유 자의 함량이 아주 

높았고 따라서 우유는 고함량의 A2 단백질(90%)를 함유하

고 있었다. 구체 으로 미국에서는 1%의 젖소만이 건지종

이고, 92%가 홀스타인종이다. 그러므로 다수의 사람들은 

β-카세인 A1의 함량이 높은 우유를 섭취하고 있었고, 따라

서 생리활성 펩티드인 β-CM-7을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β-CM-7을 동물에게 주입한 결과, 모르핀과 비슷하게 

장의 운동효과를 늦춘다고 밝 졌다(Shah, 2000). 이와 같은 

상은 사람에게도 비슷하게 있어났다(Andiran et al., 2003). 
모유를 먹거나 우유에서 유래한 분유를 먹은 신생아들에 

해 연구한 결과 만성 변비  치루(anal fistulas)의 발달이 우

유와 한 련이 있었고[odds ratio 8.6(95% CI: 0.23～
0.74, P=0.005)], 짧은 기간 수유를 한 것과도 련이 있었다

[odds ratio 5.7(95%, CI: 0.37～0.66 P=0.007)]. 분유를 먹인 

신생아는 분유에서 생산되는 β-CM-7 으로 인해 “모르핀

과 같은” 효과를 래하여 장운동이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
β-CMs는 신생아와 유아의 장 에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Sun et al., 1999; Sun and Cade, 1999; Sun et al., 
2003), 성인의 경우, 우유 카세인의 섭취와 장 에서 β

-CM-7 생성에도 불구하고 β-CMs는 순환되지 않았다(Sved-
berg et al., 1985). β-CM-7이 장 벽에서 흡수되지 않을 

경우, 이것은 추 신경계에 국한되어 호흡기 과 내분비

선에 향을 끼치게 된다. 동물에게서 보여진 것과 같이, 신
생아의 장 벽과 미숙한 추신경은 침투성(투과성)이 더 

높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우유 카세인으로부터 생성된 β

-CM-7에 의한 opioid 효과를 경험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

인다(Umbach et al., 1985; Singh et al., 1989). 게다가, 다수

의 신생아들은 우유를 기본으로 한 분유로부터 모든 양

을 섭취하고 있는 반면 성인은 식단이 다양하므로 우유로

부터 섭취하는 양분은 다른 음식으로부터 얻는 것보다는 

지만(e.g., Crohn's disease, Irritable Bowel Syndrome), 장 침

투성이 높은 일부 성인은 정상 인 장을 가진 사람보다 β

-CMs가 미칠 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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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유 섭취와 심장질환의 위험

의학 논문 연구결과 발표에 따르면 허 성 심장 질환(is-
chemic heart disease -IHD)의 발병이 특정한 우유단백질 섭

취와 련이 있다고 했다(McLachlan, 2001; Laugesen and Elliott, 
2003; Tailford et al., 2003). 하지만 마사이족(동아 리카)을 

비롯한 삼부루족( 냐 북부)은 우유 섭취가 높지만 심장질

환은  없었다. 이들이 마신 우유는 소 품종이 제부로서 

오로지 A2 립 유 자만을 가지고 있다(McLachlan, 2001). 
홀타인종이 주류를 이루는 유럽 국가에서도 우유의 섭취량

이 많은 나라가 우유 섭취량이 낮은 나라에 비해 CVD 발병 

확률 역시 높았다. 두 가지 β-카세인 립 유 자와 CVD 
발병 확률에 한 역학 분석 결과는 만성질환의 발병 험

과 우유단백질 유형의 섭취의 명백한 계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McLachlan, 2001; Laugesen and Elliott, 2003).

3. 동물 연구 결과  

1941년, Meeker and Kesten은 콜 스테롤이 없는 카세

인을 먹인 토끼가 Hypercholesterolemia  Atheromatous 
lesions을 유발시켰다고 발표했고(Meeker and Kesten, 1941), 
동물에게 콩 유래 단백질을 먹인 결과 동맥경화증의 발병 

확률이 감소하 다. 이후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람에 

더 가까운 붉은 털 원숭이에게도 토끼에게 발생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그때에 유력했던 가

설은 카세인과 콩단백질의 아미노산이 다른 을 제시했다. 
카세인은 arginine/lysine 비율이 0.49인데 비하여 콩의 비율

은 1.18이다. 하지만 비율 조정을 해 카세인에 arginine을 

추가하 을 때에도 별 다른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한 그룹의 

동물은 41%의 atherogenicity 감소를 보 지만 다른 그룹은 

13%의 증가를 보 다. 그러므로 카세인으로부터 발생한 

CVD의 발병 험은 아미노산 로 일과는 무 한 것과 

볼 수 있다. 
호주에서 β-카세인 단백질 유 자 변이체(β-카세인 일

부  A1 혹은 A2) 젖소의 우유를 섭취하는 동물을 사용해 

첫 실험을 하 다(Tailford et al., 2003). 지방이 제거된 0, 5, 
10, 20%의 A1 과 A2, 조실험용으로 가수분해 된 유청단

백질이 함유되어 있다. 모든 사료는 20%의 열량이 단백질

이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부분  가수분해 유청단백질로 채

워졌고.  그룹은 A1, A2와 조그룹에 콜 스테롤을 보충

하 다. 6주 후 콜 스테롤이 없는 조건에서는 β-카세인 

A1을 먹인 동물은 확연히 청 콜 스테롤, LDL-콜 스테롤, 
HDL-콜 스테롤  트리 리세라이드 함량이 높았고(P<0.05), 
이 결과는 β-카세인 A2를 먹인 그룹보다 높았다.

β-카세인 A1을 먹인 토끼는 β-카세인 A2를 먹인 토끼

에 비해 동맥의 지방성 띠의 겉넓이의 비율이 높고 동

맥궁(aortic arch)의 지방 형성에 의해 그 두께가 더 두꺼웠다

(P<0.05)(Tailford et al., 2003). 5, 10 그리고 20% β-카세인 

그룹에 콜 스테롤이 첨가된 사료에서는 동맥궁의 두께

가 증가함으로써 악화되었다(<0.05). 이 동물모델에서 β-카
세인 변이체 A1은 A2보다 콜 스테롤이 더욱 축 되면서 

그 향이 더욱 악화되었다. 다수의 서구식 식단은 β-카
세인 변이체 A1과 콜 스테롤을 생성하는 우유와 우유제품

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모두가 CVD의 발

병 확률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4. 역학조사와 임상실험

두 가지 변형체 β-카세인 단백질을 함유한 우유로 인해 

발생된 심장질환의 험을 주제로 한 두 연구결과에서 β-
카세인 립 유 자 빈도와 우유단백질 섭취량 , IHD 발
병 확률에 높은 상 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McLachlan, 
2001; Laugesen and Elliott, 2003). 17개 나라의 자료가 이 연

구에 포함되었다. IHD 사망률 분석은 노인의 CVD에 한 

WHO 1995년 리포트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사망과 노출

에 한 험(i.e 우유 섭취) 사이에는 5년의 시간차이가 있

었고 조사된 모든 나라에서 IHD와 우유 섭취로 인한 사망률 

상호 계가 있는 것으로 밝 졌다(r2=0.26). 더욱이 β-카세

인 A1을 섭취한 경우 IHD 발병 확률과 그의 상 계는 더 

강력하 다(r2=0.71)(Fig. 1). 
치즈를 제외하고 우유 섭취량만 보았을 때는 이 상 계

가 더 높았다(r2=0.84). 치즈는 각 나라마다 그 섭취량이 많

이 다르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랑스와 스 스는 가장 많

은 양을 섭취하는 반면 국은 그보다 더 은 양을 섭취했

다.
결과 으로 이 연구결과(McLachlan, 2001)는 다양한 수입

(income)과 상동맥의 치료 능력이 서로 다르다는 문제

을 내포하고 있어지만(Laugesen And Elliott, 2003). 22개의 

국가가 참여된 실험 데이터에서는 β-카세인 A1 변이체가 

Fig. 1. β-카세인 A1 섭취와 IHD 사망률(1985), 17개국 성인 남

자(30～6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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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pply variables in 1990 with ischemic heart disease(IHD) rate in 1995 from 20 countries

Milk and cream

Country
IHD 35～64 years Protein consume β-casein A1 intake

Mortality Per capita in 1990 Per capita in 1990
(per 100,000) (g/day) (g/day)

Japan  24.7  4.9 0.73
France  32.8  9.3 0.93
Guernsey  43.5 11.0 0.03
Italy  50.5  8.7 1.19
United State  99.8 14.5 1.6
Finland 113.0 22.8 3.11
New Zealand 116.0 17.1 2.42
United Kingdom 117.4 15.2 2.31
Ireland 131.1 22.9 3.84

* Adapted from Laugesen and Elliott, 2003. Data were grouped in 5-years segments over a 20-year period.

함유된 우유에 의해 생긴 IHD의 발병 확률은 다시 확인되었

다(Laugesen and Elliott, 2003). 일본은 우유와 포화지방 섭취

량이 가장 어 최  발병 확률을 보여주었고(Table 1), 그 

다음으로 IHD의 발병 확률이 낮은 국가 역시 스 스를 제

외하고 우유 섭취량이 낮았다. 랑스나 건지섬은 높은 우

유 섭취량에도 불구하고 IHD 발병 확률이 낮았는데 두 국

가 모두 β-카세인 A1의 섭취량이 아주 낮았다. IHD 발병 

확률이 높은 국가(아일랜드, 국, 뉴질랜드, 핀란드)는 그 

 가장 높은 함량의 β-카세인 A1을 섭취했다. 우유단백질 

공 과 β-카세인의 유형은 흡연이나 지방 섭취량 는 알

코올 섭취량보다 훨씬 더 강한 상 계를 나타내었다. 20년 

이상 제공된 모든 자료들의 다변이체에 한(multivariant) 분
석 결과는 β-카세인 A1 섭취량과 IHD의 발병 확률 사이에

는 확실한 련성이 있음을 보여 다(r2=0.76; P<0.0001). 

5. 심장질환 발병위험을 낮추기 위한 작용 기전

β-카세인이 왜 atherogenic이 되는지에 해서는 in vitro
에서 실시된 LDL-콜 스테롤의 산화작용에 한 실험이 설

명해  수 있다(Torreiles and Guerin, 1995).
이 가설은 신생아의 산화된 LDL-콜 스테롤에 한 

청 항체를 측정한 결과로 조사되었다(Stenerova et al., 2001). 
항체 농도는 분만 시 엄마와 신생아 사이에 한 상

계를 가지고 있다(r=0.79; P<0.001). 그러나 생후 3개월에는 

산화된 LDL-콜 스테롤의 항체가 모유를 수유하는 것과 수

유하지 않는 것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보 고. 우유로 만

들어진 분유를 먹인 신생아는 모유를 먹인 신생아보다 훨씬 

높은 농도(84 +/－36units/L  4,066 +/－2,342 units/ L; 
P<0.001)를 보 다. 이 수치는 β-카세인이 LDL-콜 스테롤

의 산화 진과 계가 있고, 이것은 나 에 CVD 발병 확률

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산화된 lipoprotein 생성과 민감하게 반응하는 amono ter-

minal tyrosyl radical의 매작용 등이 심근경색 유발을 좌우

하는 요한 작용 의 하나로 보고 있다(McLachlan, 2001).
β-카세인 A1의 소화 작용으로 방출되는 β-CM-7이 LDL- 

콜 스테롤의 산화작용을 진하여 잠재 인 매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Torreiles and Guerin, 1995). 우유가 

심장질환에 끼치는 향은 소  응집의 진과도 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고(McLachlan, 2001), 이와 더불어, β
-카세인의 소화물질인 생리활성 물질이 폐동맥에 끼치는 

향도 련되어 있고 보고 있다(Shah, 2000; Meisel and Fitz-
Gerald, 2000; Fiat et al., 1989). 끝에 언 된 두 요소는 LDL 
산화작용보다는 조  연구되었지만 재로써는 LDL의 산화

작용이 심장질환의 발병과 우우 단백질 섭취량 사이를 이어

주는 가장 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6. 우유 섭취와 제 1형 당뇨병

CVD 험과는 조 으로 우유 섭취량이 제 1형 당뇨병

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LcLachlan, 2001; Laugesen and Elliott, 2003; Elliott et al., 
1999; Virtanen et al., 2000; Moneitini et al., 2002; Burgisdottir 
et al., 2002; Terpstra et al., 1981; Torreiles and Guerin, 1995; 
Padberg et al., 1999; Virtanen and Knip, 2003). 

이런 연구를 진행  한 것은 질환의 증가율이 몇몇 국가

에만 나타났기 때문이다. 1950년부터 제 1형 당뇨병은 유

인 변화 없이 4배로 증가했다(Virtanen and Knip, 2003). 백
인들의 경우, 제 1형 당뇨 발병의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A1/A2 β-카세인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학문  고찰 J. of Korean Dairy Sci. & Technol. 26(1) : 11～19, 2008 15

를 들면, 루마니아에서는 100,000명  5명의 아이들이 발병

하지만 핀란드에서는 100,000명  40명의 아이들이 발병

했다(Virtanen and Knip, 2003). 한 일란성 둥이는 경우 
13～33% 정도가 제 1형 당뇨가 발병되는 것은 환경  요인

도 지 않은 향을 끼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β-카세인의 항체

최근 정  비교 조사에서 같은 나이의 조그룹과 제 1형 

당뇨  잠복성 자가 당뇨환자에게서 β-카세인이 검출되었

고(P=0.01)(Monetini et al., 2002), 이와 비슷하게 celiac disease 
환자 역시 제 1형 당뇨환자와 확연한 항체수의 차이를 보

다. 두 질환 모두 비슷한 비정상 HLA-haplo형으로 발병 원인

이 유사하다. 어쩌면 우유에 함유된 항원의 면역반응이 증

가된 것이 이 두 가지 질환을 유발한 것일 수도 있다. 이 연

구결과는 제 1형 당뇨병와 우유에 함유된 β-카세인 항체의 

련성을 입증한다.
독일의 한 그룹이 우유에 한 항체 생성을 연구했는데 

(Padberg et al., 1999), 제 1형 당뇨환자는 그들의 형제나 부

모 그리고 건강한 조그룹에 비해 가장 높은 항체 역가를 

보 다. 모든 그룹은 A1과 A2 단백질에 한 항체 증가는 

나이와 반비례하 다(P<0.001). 가장 높은 농도의 anti-β-카
세인 A1 항체가 당뇨환자에서 검출되었고, 다른 그룹에서

도 검출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제 1형 당뇨를 유발한 환자

들이 우유 항원에 한 면역 항 결핍일 수도 있음을 제시

한다. 

8. 형제/자매 연구결과

핀란드에 한 그룹은 제 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형제/자매의 제 1형 당뇨의 발병을 알아보았다(Virtanen et 
al., 2000). 추  자료는 우유에 노출된 것으로부터 제 1형 당

뇨 발병까지 9.7년이었다. 신생아기나 유아기에 우유에 노출

된 것은, HLA-DOBQ1 마커로 질환 험을 확인한 유  

감수성 증가와 련이 있어 우유의 최고섭취량은 형제/자매

의 제 1형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Virtanen et al., 2000).
신생아 이후 우유가 식단에 도입되고 난 후 험은 5.37 

[95% CI (1.6～18.4; P=0.008)이다. 이에 더해. 생후 2개원 

까지는 우유를 마시지 않고, 이후 3잔 이하의 우유를 매일 

마신 유아의 경우는 제 1형 당뇨 발병은 더 었다. 유  

감수율과 식품에 함유된 우유의 노출 사이의 련성을 입증

하기 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9. 우유의 β-카세인 대립 유전자의 영향

알려진 유  변이체(A1 혹은 A2)가 함유된 우유 섭취

와 제 1형 당뇨 발병률을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상으로 

조사되었다(Table 2)(Elliott et al., 1999). β-카세인 A1의 섭

Table 2. Incidence of type 1 diabetes from birth to age 14 
years in selected countries*

Diabetes incidence rate
(per 100,000)

β-casein consumption
from milk and diary

products
Finland 35.3 3.876
Sweden 24.4 3.778
Norway 20.8 3.534
USA 
(San Diego, 
California)

 9.4 2.468

Iceland  9.4 2.453
German  7.4 2.236

* Elliott et al., 1999에서 발췌, r=－0.982; P=0.01.

취와 제 1형 당뇨 발병률 사이에 확실한 련성(r=+0.982; P 
=0.01)이 발견되었다. 이 립유 자가 함유된 우유의 최

섭취량은 최  제 1형 당뇨 발병률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아일랜드나 독일 같은 국가의 경우 은 양의 β-카세인 A1
이 섭취되어 발병 확률도 낮았다.

우유로부터의 β-카세인 A1 단백질 섭취는 명백히 제 1형 

당뇨 발병률과 연 이 있었다(r2=0.72)(McLachaln, 2001). 일
본, 오스트리아, 이스라엘과 랑스에서 β-카세인 A1의 최

섭취량이 나타났고, 이 국가들은 제 1형 당뇨 발병률이 낮

았다. 이와는 조 으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와 노르웨

이 같은 국가에서는 β-카세인 A1 섭취량이 높았고 발병률 

역시 높았다. 아일랜드의 경우 다른 북구 지방과는 달리, 비
슷한 양의 우유를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제 1형 당뇨 발병률

은 높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일랜드인들은 β-카세인 A1
의 섭취량이 높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 국가의 우유가  A1 
변이체의 함량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우유

로부터 얻어지는 β-카세인 A1 섭취량이 제 1형의 당뇨의 

험을 증가시키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을 뒷

받침한다. 이후 진행된 스 일이 큰 연구결과 역시 이 의 

연구결과를 다시 확인시켰다(Laugesen and Elliott, 2003). 이
에 실행된 연구는 경제 으로 안정되지 못한 국가들의 데

이터를 포함시킨 것을 지 당했다(McLachlan, 2001).
19개 국가가 조사에서 하루 우유 섭취량은 일본의 최  5 

g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의 최고 22 g으로 나라마다 차이를 

보 고(Laugesen and Elliott, 2003), 제 1형 당뇨 발병은 β-
카세인 A1이 함유된 우유와 크림의 섭취량과 비례했다(r= 
0.92; P=0.00001). 일인당 β-카세인 A1 섭취량이 1% 증가 

시 1.3%의 제 1형 당뇨 발병이 증가함을 보 다.
다른 식품이 제 1형 당뇨와 연 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려

내기 해 170여 가지 다른 식품(어떤 식품을 먹었는지 여

부)이 조사되었고(Laugesen and Elliott, 2003), 우유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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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리와 호 만이 하게 연 이 되었지만, 높은 함량의 

곡물은 높은 함량의 β-카세인 A1이 섭취된 곳에서 역시 섭

취되었기 때문에 곡물 자체가 당뇨를 유발시켰다고 볼 수 

없다. 1960년도부터 선진한 국가들에서 우유 섭취량이 감소

하고 있는 반면에 제 1형 당뇨 발병률은 3% 증가했다. 우유

를 제외한 β-카세인 A1을 함유한 다른 유제품이( . 우유

를 기본으로 한 분유, 가공유( 코우유, 딸기), 아이스크림

과 요구르트 등)) 우유 신 섭취되었기에 제 1유형 당뇨 발

병의 증가를 래하 다. 

10. 제 1유형 당뇨 발병의 작용기전

제 1형 당뇨병과 우유 섭취에 한 다수의 메커니즘이 입

증되고 있다(Table 3). 신생아가 모유로 수유되었는지 분유

로 키워졌는지의 여부가 주 실험 연구 상이었다(Virtanen 
and Knip, 2003; Pozzilli, 1999). 명확하게, 제 1형 당뇨환자에

게서 β-카세인에 한 항체수가 높고 정상인 는 비슷한 

연령 의 조그룹에게서는 항체 수가 낮았고, 역학  데이

터는 우유 섭취량과 제 1형 당뇨 발병 확률과의 한 연

성을 보 다. 그 지만 모든 연구결과가 이 같이 두 요소

의 연 성을 보인 것은 아니다(Elliott et al., 1999; Beales et 
al., 2002). 

그러므로 유아들에게 제 1형 당뇨를 방지하기 해 A2 우
유만을 권장하는 것은 아직 이를지도 모른다. 에 제시된 

메커니즘들은 앞으로 학자들이 이 분야를 더 연구해야 될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1. 우유 섭취량과 신경질환 증상의 감소

정신분열증, 자폐증, 산후우울증  유아돌발사(SIDS, Sudden 
Infant Death Syndrome)와 같은 신경질환은 인체 소장의 림

구세포의 β-카세인 흡수와 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

다(Sun et al., 1999; Sun and Cade, 1999; Sun et al., 2003). 이
러한 질환들은 이 다 할 치료법도 없고 가족들에게도 심한 

고통을  수 있다. 몇몇 연구들이 정확한 연 성을 입증하

Table 3. 베타 카세인과 제1유형 당뇨의 연 성에 한 매커니즘

Mechanism Explanations
β-카세인 항체의 증가;
β-카세인에 한 높은 

면역반응 (17)

1. 장의 침투성 증가

2. 감수성에 연 된 HLA haplotypes
3. β-카세인으로부터 생성된 opioid가 췌장을 구성하는 islet 세포로부터 cross-reactive 항원을 생산하여 림

구세포로부터 자가면역성 반응을 보임

4. β-카세인과 다른 베타-세포 구성원들의 homology 배열(e.g., GLUT 2, p69 carboxypeptidase)은 제1형 당뇨를 

한 자가항원이다. 특이 β-cell glucose 운반체 GLUT-2는 소의 β-카세인과 5개의 아미노산을 공유하지만 

인간과 베타는 공유하지 않는다.
β-카제인 A1 립 

유 자의 β-CM-7 생산과

opioid(Elliott 15) 성질

1. β-CM-7은 인체 소장의 림 구세포의 증식을 억제 할 수 있고 와 련된 면역 항의 발달을 막아 장내 

바이러스의 항 메커니즘을 억제할 수 있다.

고자 진행되었으나 연 성이 없어 보 다.
로리다 학의 연구원들은 β-CM-7이 정신분열, 자폐

증과 유아돌발사(SID) 등의 증상과 연 이 있는 뇌세포에 

도달한다고 가정하고 있다(Sun et al., 1999; Sun and Cade, 
1999; Sun et al., 2003). β-CM-7에 한 IgG 항체 정량은 

90% 이상의 정신분열증 환자와 86%의 자폐증 환자에게 나

타났고 액과 뇌척수액에서도 정상보다 확연히 높은 농도

의 β-CM-7을 함유한다고 나타났다. 이런 증가된 함량은 β

-CM-7펩티드를 분열시키는 deficient 는 defective 효소에 

의한 것이거나, 내장 막의 침투성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두 

가지 메커니즘 모두가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β-CM-7이 이

런 질환들과 실제로 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서는 carrier- 
dependent way로 액뇌장벽(BBB, Blood Brain Barrier)을 교
차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먼  확인해야 할 것이다(Bankers 
and Kastin, 1987; Pasi et al., 1993). 한편으로는, β-CM-7 펩
티드 체가 BBB를 교차할 필요도 없이 이런 질환들을 유

발시키는 것도 배제할 수 없고 펩티드의 일부분만 교차하여 

정신질환을 유발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12. 동물실험결과

실험용 쥐에게 다른 농도의 β-CM-7를 주입하고 FOS와 

비슷한 면역반응으로 뇌의 각각 다른 부분을 검사해 보았다 

(Sun et al., 1999). 다수의 부분이 식염수 주입에 비해 주입직

후 염색된 세포개수가 증가하면, “β-CM-7에 의해 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뇌의 몇몇 부분이 β-CM-7에 의

해 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졌다. 를 들어, 언어 역을 담

당하는 후두부와 측두골의 피질 등이 강하게 향을 받았

다. 정신분열증과 자폐증 등 두 질환 모두 비정상 인 언어

양식을 보 다. 한, 정상 serotonin, dopamine, γ-aminobutyric 
acid(GABA)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사회 인 상호작용을 

아  없거나 감소되는 것과 연 이 있어 신경 달물질의 생

성을 담당하는 뇌의 역 한 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β

-CM-7이 이런 질환들 연 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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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펩티드는 우유에서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루텐을 함

유한 식품에서도 생성된다. 이 연구발표를 한 자들은 신

경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루텐과 카세인을 함유하지 

않은 식단으로부터 임상 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Sun et al., 1999; Sun and Cade, 1999; Sun et al., 2003).
학자들은 실험용 쥐에 다른 투입량의 β-CM-7을 복강내

로 주입하여 진통 효과나 행동에 향을 끼치는지를 실험하

다(Sun and Cade, 1999). 두 시간의 간격 사이에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쥐들은 침착하지 못하게 들떠 불안함을 

보 고 주입한지 1분 안에 호흡이 가빠졌다. 7분 후에는 쥐

들이 덜 돌아다녔고 다른 쥐들과 교류가 어들었다. 식염

수가 주입된 쥐들과 β-CM  naloxone(opioid receptor)을 

함께 주입한 쥐들에게는 다른 행동의 변화는 찰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분열증과 자폐증의 발병경로에 한 

β-CM-7의 역할을 뒷받침해 다.
학자들은 β-CMs와 SIDS의 연 성에 해서는 논쟁을 보

이고 있다 (Sun et al., 2003). β-CM-5와 β-CM-7은 강한 opioid 
agonist다. β-CM-5는 모르핀보다 약 10배 정도의 효력이 있

고 β-CM-7은 모르핀과 비슷한 효력이 있다. β-카세인을 

함유한 우유 섭취와 β-CM-7 생성이 SIDS의 험성을 증가

시키는지에 해서는 연구되지는 않았다. 몇몇 동물 연구 

결과가 β-CMs이 intra-cerebroventricular cavity에 주입되었

을 경우에만 SIDS에서 나타났다. 다른 연구자들은 β-CMs
와 SIDS 사이에 더욱 확고한 연 성을 보 다. 호흡곤란질

환을 앓고 있는 신생아의 뇌척수액에서 β-CMs이 검출된 

반면 정상 신생아에게서는 β-CMs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
지만 β-CMs가 SIDS를 유발한다는 것을 결론짓기에는 자

료가 부족하다. 하지만 우유로부터 생긴 β-CMs의 opioid 
효과인 호흡 곤란과 행동 변화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연 성의 존재를 알아내기 해 호흡 곤란을 앓고 있

는 신생아와 정상 조그룹의 라스마와 뇌척수액에서 endo-
genous, exogenous opioid 펩티드의 측정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우유는 단백질과 칼로리를 비롯한 macronutrient이고 칼

슘,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포함한 미량 양소의 공 처이

기도 하다. 낙농식품은 체  감량의 진과 장암과 같은 

만성질환을 방하여 인체에 이로운 향을 미친다. 최근 

우유와 만성질환인 제 1형 당뇨의 연 성이 밝 졌다. 한, 
루텐을 비롯한 낙농제품은 자폐증이나 정신분열증과 같

은 신경질환의 증세를 악화시키는 것과도 연 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연 성을 설명하기 해 몇몇의 작용기

이 제시되었다. 

가장 최근의 연구는 β-CM-7으로 알려진 β-카세인 펩티

드에 이 맞추어졌는데, β-CM-7은 β-카세인 A1 유형

의 소화 작용  생성되지만 A2에서는 생성되지 않는 단백

질 유형이다. β-CM-7은 opioid 활성이 있는 펩티드로 간주

된다. 그러나 β-카세인 A2 립유 자가 함유된 우유가 발

병 험이 높은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이에 련이 되는 사람들은 A2 립유 자가 함유된 우

유 source를 찾아보거나 다른 source에서 특정한 미량 양

소와 단백질을 얻거나 엄선된 미량 양소를 얻을 수 있는 

양제를 복용해야 할 것이다. 2004년 7월 13일, 뉴질랜드 

정부의 식품안 청에서는 이와 같은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

했다(Swinburn, 2004). 이 보고서의 자는 사망률과 질병의 

발생률에 련이 되거나 원인되는 음식은  묵살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그들은 국가기 에서 건강과 인

체 험성을 기 으로 한 우유단백질과 련된 유  변이

체의 권장량을 발표하기 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

라고 경고했다. 
양학과 식품 양학계에서 식품 섭취와 질환 발병 험

의 결정 인 연 성에 하여 강력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학  자료를 얻기란 굉장히 드문 일이다(Laugesen and 
Elliott, 2003; Elliott et al., 1999). 지 껏 얻어진 연구 자료에

도 불구하고 강력한 연 성이 정확한 메카니즘이 규명 되지 

않았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연구

결과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 진다. 
β-카세인 A2 우유가 CVD  제 1형 당뇨의 험을 감소시

킬 수 있는 정확한 메카니즘이 입증된다면  세계 낙농산

업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미 뉴질랜드에서는 

농가의 젖소를 β-카세인 립유자 A2 형질 젖소로 환시

키고 있는  이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학자들 간에 β-
세인 립유 자 A1/A2에 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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