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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prevalence of allergies is increasing, food allergy is a major concern for consumers, as well as for the food 

industry. The foods that account for over 90% of all moderate to severe allergic reactions to food are milk, eggs, peanuts, 

soybeans, fish, shellfish, wheat, and tree nuts. Of these food allergens, milk is one of the major animal food allergens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Milk is the first food that an infant is exposed to; therefore, the sensitization rate of milk in 

sensitive individuals is understandably higher. The mechanisms involved in allergic reactions caused by this hypersensitivity 

are similar to those of other immune-mediated allergic reactions. The reactions occur in the gastrointestinal tract, skin, and 

respiratory tract, with headaches and psychological disorders occurring in some instances. The major allergenic proteins in 

milk are casein, β-lactoglobulin, and α-lactalbumin, while some of the minor allergenic proteins are lactoferrin, bovine 

serum albumin, and immunoglobulin. Reliable allergen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are essential for compliance with food 

allergen-labeling regulations, which protect the consumer and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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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FTA 체결 확 등으로 식품의 안 성 문제가 더욱

민감하게 두되고 있다. 미국의 식품가공산업에서는 식

독균, 잔류화학물질 등의 직 인 해요소와 함께 ‘부

한 알 르겐 리’ 문제를 요한 안 성 문제 하나로

지 하고 있다(Sertkaya et al., 2006). 식품 알 르기는 식이

형태로 생체에 유입한 특정 알 르겐(allergen)에 해 면역

계가 과잉으로 반응하여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 알 르기의 주요 증세는 아토피성 피부염, 

두드러기, 기도 폐쇄, 천식, 장염, 패 증 등이 있다. 이

알 르기의 표 인 증상인 아토피성 피부염은 환자의

50% 이상이 식품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내 직 비용은 연간 약 20조 원에 달하고, 사

회 기회 상실에 의한 비용은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 2010). 호주에서는 알 르기 치료를

한 비용이 연간 약 78억 달러에 달하며, 사회 비용은 약

2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Australian Society 

for Clinical Immunology and Allergy, 2007).

재 국제 으로 약 160종 이상의 식품이 알 르기를 일

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우유, 계란, 

두, 을 5 주요 원인식품으로 분류하 다. 국제식품규격

원회(CODEX) 주요 선진국은 소비자 피해 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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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련법에 엄격한 표시기 을 제정, 리하고 있으며, 우

리나라는 우유ㆍ메 ㆍ난류ㆍ땅콩 등 12개 품목에 해 표

시를 의무화하고 표시규정 반 식품을 회수, 폐기하도록 식

품 생법개정을추진하고있다. 다양한식품 우유 이를

포함한 유제품은 가장 요한 알 르기 유발식품으로 알려

져있으며, 주요원인물질로알 락토알부민(α-lactoalbumin), 

베타락토 로불린(β-lactoglobulin) 등이보고되고있다(한국

소비자원, 2010). 이러한 물질들은 한 처리를 통해항원

성을 감시킬 수 있으나, 재까지는 쓴 맛과 소비자 기피

등으로 실용화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 르기의 요성에 한 인식이 부족하여 선진 제외국에

서도 표시규정 반에 의한 회수사례가 체 식품회수사례

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식품의약품

안 청, 2008), 이러한사례는매년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알 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강화 회

수제 시행에 따른 우유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해서

알 르기 원인식품 증상, 발생빈도와 우유 알 르겐의

종류 기작, 국가별 표시기 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1. 식품알 르기의 정의

미국의 알 르기 면역학회와 국립알 르기 감염연구

소의 정의에 의하면 식품 알 르기란 식이 형태로 체내에

들어온 특정의 단백질인 알 르겐에 하여 면역계가 과잉

으로 반응하여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

는 IgE 항체가 여하는 형 인 알 르기 반응인 IgE 매

개형과 IgE 항체 외의 면역 기 이 여하는 반응인 IgG 비

매개형으로 구분된다. 일반 이며 식품부작용의 분류 가

장 험한 형태인 IgE 매개형 알 르기 반응은 식품 성분이

IgE 항체 생산을 유도하여 결합하고, 비만세포(mast cell)와

호염기구(basophil)로부터 화학매개체를 분비 는 생산하

여 즉각 인 과민반응(hypersensitivity)을 일으키는 상으

로 정의할 수 있다(이, 2006). 식품 알 르기를 일으키는 항

Table 1. 미국의 식품 알 르기 발생 황

연령층
발생률

총 알 르겐 우유 달걀 땅콩 견과류 생선 패류
a

가루 콩

유아

(<3세) 
6.0 2.5 1.3 0.8 0.2 0.1 0.1 UNKb 0.2

성인

(>18세) 
3.7 0.3 0.2 0.6 0.5 0.4 2.0 UNKb 0.2 

a 
패류는 갑각류와 연체동물류를 포함, b UNK = 알 수 없음.

출처: FDA, 2005

원, 즉 알 르겐은 부분 수용성 당단백질로 분자량은 약

10,000∼67,000 달톤(dalton)이고, 다른 식품 단백질에 비해

비교 열처리에 안정하고, 산과 소화 효소의 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일부 식품에서만

한정되어 나타난다. 

2. 증상, 발병빈도 원인식품

식품알 르기 반응 IgE 매개형 면역반응은 두드러기

나 부종과같은피부병변이 나타날 수 있고, 소화기계에

향을미쳐설사, 복통, 구토등의증상을일으킬수있으며, 

천식, 비염, 호흡기, 순환기의장애를 래하여극소량의섭취

만으로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나필라시스 쇼크(anaphylaxis 

shock)를 일으킬 수 있다. IgE 비매개형 면역반응으로는 결

장염, 직장염, 소아 지방변증 등이 표 이다. 아토피성 피

부염이나 호산구성 장염(eosinophilic enterocolitis)은 IgE 

매개반응과 IgE 비매개 반응이 모두 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Sampson 등, 1999). 

식품알 르기는 임상증상이 다양하고 확진에 필요한 쉬

운진단방법이 없기때문에 정확한발병빈도를 알기 어려우

나, 국민의 20∼25%가 증상을 자각하고 있으며, 성인의

1∼2%, 유아 소아의 6∼8% 이상에서 알 르기가 확인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jorksten, 2004). 서울 삼성병

원 소아과에서 1,363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유와

두단백질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어린이가 각 16.4, 5.4%로

나타나서, 우유는 가장 요한알 르기유발식품인 것을알

수 있었다(이, 2006). 제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인의 3.5∼

4%가 식품알 르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성인의 2%, 소아의경우 2∼8%가, 유럽의 경우성인의

2%, 소아의 8%가 이로 인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인의알 르기빈도는 국 1.4∼1.8%, 스페인 4.6%, 

오스트 일리아 19.1%로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서, 알

르기가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나 인간의 유 다형성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특별히 미국

에서는 연간 약 29,000명의 환자가 아나필라시스 쇼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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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우리나라의 주요 알 르기 원인식품.

출처: 이상일, 2006

Table 2. 연령별 식품알 르기의 주요 원인식품

유아 학동기 청소년 성인

우유 우유 땅콩

계란 계란 견과류

땅콩 땅콩 생선

콩 갑각류

견과류

생선

갑각류

출처: 이상일, 2006

해 입원하고 있으며, 이 약 150여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있어서(FDA, 2010) 그심각성을 변해주고 있다.

앞서 밝힌 바처럼 알 르기 원인식품은 국가마다 고유한

식문화로인한차이를보이고있으나, 기본 으로우유, 계란, 

땅콩, 두, 견과류, 생선, 갑각류, 에의한알 르기가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는 Table 1과 같이 우유와

계란이가장주요한알 르기유발식품이다. 우리나라는 Fig. 

1과 같이 계란, 우유, 두, 메 이 5 알 르기 원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Table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연령에

따라 알 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의 종류에 차이를 보 다.

3. 우유 알 르겐

알 르기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식품이 있지만, 우유는

가장 요한 원인식품 하나이다. 우유는 일반 으로 아

이들이 처음 하는 외해단백질로 부분의 아이들은 약 4

세 정도에 우유알 르기에서 벗어나지만, 일부는 성인이 되

어서도 알 르기를 겪게 된다. 성인의 우유 알 르기는 즉

각 알 르기 반응이나 습진을 동반하여 발생하며, 발병률

은 약 2∼7.5%이다. 우유 유제품에 의한 알 르기는 우

Table 3. 주요 우유 알 르겐

식품 단백질/당단백질 알 르겐

우유

Casein(α-,β-,κ-)

α-Lactoalbumin α-la

β-Lactoglobulin β-lg

Bovine serum albumin(BSA)

Immunoglobulin lgs

유속에 존재하는단백질 알 르겐에 한 면역학 반응으

로면역 로불린 E(immunoglobulin E, IgE)로 알려진 항체가

알 르겐과 반응하고, 다시 조직세포가 액세포(basophils)

와반응했을 때 발 된다. 주요 증세는 아토피성 피부염, 두

드러기, 기도폐쇄, 천식, 장염, 패 증 등이 있다.

우유는 약 20개 이상의 알 르겐을 함유하고 있다. 그

주요 알 르겐은카제인(80%)과유청단백질(20%)로, 카제인

에는α-, β- 그리고κ-카제인이, 유청단백질에는알 락토알

부민(α-lactoalbumin, α-la), 베타락토 로불린(β-lactoglobulin, 

β-lg), 보바인시럼 알부민(bovine serum albumin, BSA), 면역

로불린(immunoglobulin, Igs)이 포함되어 있다. 강(2006)의

연구에서 카제인과 베타락토 로불린이 우유 의 주요 알

르겐이며, 이 베타 락토 로불린은 우유 단백질 7∼

12% 정도로 카제인에비해낮은 함량으로 존재하지만, 에

서소화되는 동안강한 항성을 나타내어 장내로 투과되면

서우유알 르기를 유도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Asselin 

et al., 1989; Savilahti & Kuitunen, 1992). 실제로 Astwood 등

(199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베타 락토 로불린은 펩신 가

수분해(peptic hydrolysis, pH 1.2)에 해 강한 항성을 나타

낸반면 카제인은 완 히 가수분해되었다. 한편, Bevilacqua 

등(2001)의연구에의하면αs2-카제인유 형을가지고있는

산양유(goat milk)는 기니피그의 αs1-카제인 유 형을 가지

고있는 산양유보다 장 계에 덜민감하다는 결과를토

로우유단백질의유 다형성(genetic polymorphisms)이 우

유알 르기 발병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 내었다.

국가별우유 유제품 알 르겐의검출 평가방법을

살펴보면일반 으로 효소면역측정법(enzyme-linked immuno-

sorbent assay, ELISA)을 기본으로 하는 면역학 방법과

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기본으로

하는 분자생물학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Table 4).

미국의 경우, 식약청(US FDA)에서 알 르기 표시기 의

수여부에 한정기 인감시를통해 검하고있다. 특정

한분석방법을사용할것을정하고있지는않지만, Table 5와

같이분석방법을평가하는기 을제시하고있다. 이후알

르기 유발물질의 미표시 시 규정에 따라 벌 , 과태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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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국가별 우유 알 르겐의 검출법

국가 우리나라 미국 EU 호주 일본 CODEX

ELISA

PCR

ELISA, 

Lateral flow 

devices(LFD), 

Mass spectrometry(MS)

ELISA

PCR

ELISA

Blood(RAST) test

ELISA

Western Blot법

Immunological assay

Table 5. 미국에서 식품 알 르기 물질의 분석방법을 평가하는 기

Criteria Comments

1. Has the method been validated? Methods that have been validated (such as by AOAC) are preferred. Alternatively, the sensitivity, 

precision, and reproducibility of the method have been demonstrated in a peer-reviewed publication.

2. Is the method sufficiently sensitive? The limit of detection and the limit of quantitation should be below the levels that appear to cause 

biological reactions. 

3. Does the method detect both raw and 

processed food allergens?

The relevant processing methods (e.g., boiling, roasting, retorting) will depend on the food.

4. Has the species specificity of the method 

been determined?

This is most relevant to methods for allergens such as fish and tree nuts.

5. Has the protein target (or targets) for 

the method been determined?

This is relevant to determining whether the assay detects specific allergenic proteins of general 

biomarkers.

6. Is the method practical? The method should use common laboratory equipment and supplies.

출처: FDA, 2010

처분을 받거나 강제압류 자진 회수를 권고할 수 있다. 

4. 국가별 알 르기 유발식품 표시기

주요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등 북미 국가와 호주 유

럽의 식품회수조치 건수 식품알 르기에 의한 것이 50%

에 달하여 알 르기와 련한 식품안 문제가 사회 이슈

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식품알 르기의 요성을 인

지한 선진국을 심으로 그 원인물질에 한 표시와 이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우리나라도마찬가지

이다. 국가별 알 르기 표시기 은 Table 6과 같다.  

한 유럽연합(EU)에서는 심각한 알 르기 해사례의

70% 이상이 학교 식이나 외식업체를 통해 발생한다는 통

계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여(한국소비자원, 2010), 향후 비포

장식품의 알 르겐 성분 표시에 해서도 심을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올해 3월부터 식시스템 식단

작성 로그램에 알 르기 표시기능을 신설하는 등 학교

식 식단표에 우유․콩․계란 등 알 르기 유발식품을 표시

하는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다.  

결 론

국제교역 증가와 가공식품의 다양화에 따라 알 르기 환

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식품알

르기는 성인보다 소화 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유아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해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다양한가공식품의원료 알 르기를유발하

는 특정 원인 단백질인 알 르겐의 함유 유무와 그 양에

한 한표시는 필수 이다. 특별히어린이 먹거리에 한

표시기 에 해서는 정책수립을 한 체계 인 연구가 필

요할것으로보인다. 이는 알 르기 유발식품을함유하는가

공식품의 수․출입을 해서도 매우 요한 이슈이다.

한알 르기 유발물질의진단 감방법에 한 연구

도뒤따라야할것이다. 식품알 르기를피하는최선의방법

은원인식품을섭취하지않는것이지만, 부분의원인식품

성분이 다른 성분들과 혼합된 형태의 가공식품으로 폭넓게

개발, 유통되고있는실정이라이를완 히배제하기가어려

운경우가많다. 한 양학 인측면을고려할때도 양

불균형 래할수도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

해서 알 르기 유발물질의 정확한 검출을 한 진단방법과

이를 식품공정 상에서 제거하여 최종 완제품에 최소한의 알

르겐이 함유되도록 감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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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국가별 알 르기 유발식품 표시기

구분 우리나라 미국 EU 호주 일본 CODEX

련법령

식약청
식품 생법
고시

제2003-27호

FDA 
CFR

(21CFR 101.4)

Directive of EC
Directive 2000/13/EC 

(식품표시법)

The Food Standard 
Australia and New 
Zealand (FSANZ)

후생노동성의
식품 생법
제11조

Codex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ing of 
prepackaged foods

표시방법 원재료명 원재료명 원재료명 원재료명 원재료명 원재료명

표시 상
식품

총 12종
 1. 난류(가 류에
한함) 

 2. 우유
 3. 메
 4. 땅콩
 5. 두
 6. 
 7. 고등어
 8. 게
 9. 돼지고기
10. 복숭아
11. 토마토
12. 새우

총 8종
1. 땅콩
2. 두
3. 우유
4. 난류
5. 어류
6. 갑각류
7. 견과류
8. 

총 12종
 1. 루텐(gluten) 함유
곡물 제품

 2. 갑각류 함유제품
 3. 난류 함유제품
 4. 어류 함유제품
 5. 땅콩 함유제품
 6. 두 함유제품
 7. 우유 유제품

(젖당 함유) 
 8. 견과류
 9. 셀러리(celery) 
함유제품

10. 겨자 함유제품
11. 참깨 함유제품
12. 10mg/kg,L 이상의
이산화황 아황산염
함유제품

총 8종
1. 루텐함유곡물
2. 계란
3. 우유
4. 갑각류
5. 어류
6. 견과류
7. 참깨
8. 아황산염
첨가물

총 24종
․특정원재료
1. 2. 메
3. 난류 4. 우유
5. 땅콩
․특정원재료에
한 것

1. 복 2. 오징어
3. 연어알젓
4. 새우 5. 오 지
6. 게 7. 키
8. 쇠고기 9. 호두
10. 연어 11. 고등어
12. 두 13. 닭고기
14. 돼지고기
15. 송이버섯
16. 복숭아
17. 참마 18. 사과
19. 젤라틴(임의표시)

총 8종
1. 루텐 함유 곡물

제품
2. 갑각류 그제품
3. 난 난제품
4. 어류 어류제품
5. 땅콩, 두 그
제품

6. 우유 유제품
(lactose 함유)  

7. 견과류 그제품
8. 10mg/kg이상의
아황산염
함유식품

표시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출처: 김창종(2007), 일부 변경 호주자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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