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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lk-derived bioactive peptides have been found to exhibit various physiological activities such as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ACE) inhibitory, antibacterial, and antioxidative effects. Bioactive peptides can be used in the formulation of 

functional foods, nutraceuticals, and natural drugs because of their beneficial effects. However, the degree of variability in 

the composition, functionality, and sensory properties of such peptides has greatly limited their use in the food industry. 

In this review, we discuss the main peptides obtained from milk proteins and summarize findings from previous studies on 

the production and biological activities of these peptides. In addition, we compare the methods used to separate and identify 

the structure of the bioactive peptides and highlight current investigations into engineering and implementation of 

technologies that would allow more efficient isolation of bioactive peptides for functional food production. To improve 

human health, further molecular biology studies will also be required to elucidate the complex network of interactions 

between food microorganisms and the diges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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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유는 생물학 생리학 특성을 가진 활성 펩타이

드의 구체로작용하는 아미노산이풍부하고 균형잡힌 공

원이기 때문에, 양 식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리활성

펩타이드는 신체 기능이나 상태에 정 으로 작용하는 특

정 단백질 단편으로 정의되며, 건강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Kitts & Weiler, 2003). 우유 유래 생리활성 펩타이드

는 opioid, 면역 증강, 항균, 항산화, 항 등과 같은 다양

한 생리활성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생리활성 펩타이드는

설사, 고 압, 증, 충치, 항산화 스트 스, 물질 흡수

장애 면역결핍의 치료에사용될 수있다. 생리활성 펩타

이드는 기능성 식품, 치료식, 그리고 천연 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Haque et al., 2009).

펩타이드는 원래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에서는 불활성이

나 특정 효소에 의한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방출되어 사

과정에서 기능 특성을나타내는 특정아미노산 서열이 생

산될 수 있다(Korhonen & Pihlanto, 2006). 생리활성 펩타이

드는 우유의 소화과정에서도 생산될 수 있다. 우유의 섭취

후 성분은 소화되고 장 에서 흡수된다. 분해는 의 산

성 pH 조건에서 펩신에 의해 시작된다. 이 단계 후 분해물

은 펩신, 트립신, 키모트립신, 그리고 다른 펩티다제에 의해

다양한 길이의 펩타이드를 생산하기 해 가수분해된다. 생

리 효과를 발휘하기 해 생리활성펩타이드는 흡수 후에

말 기 같은 목표지 까지 도달하여야 한다. 원래의 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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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과 펩타이드단편들이 류로상당량 들어간다는것을 보

여주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 활성 펩타이드는 생물학 조

자나신경 달자로작용한다. 이들은 장 , 장상피, 는

흡수후 류에서다양한기능을나타낸다(Shimizu, 2004). 이

후 펩타이드는 융모의 펩티다제에 의해 상피세포의 표면에

서 더욱 분해되어 더 짧은 펩타이드나 활성이 없는 아미노

산으로 분해된다. 이 문제는 장 단계에서 생산된 생리

활성 펩타이드가 생리 효과를 생체에서 발휘하기 해서

는 나 장의 분해에 해 보호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Roufik et al., 2006). 우유 섭취에 의한 생리활성 펩타이드

생산 장 이동안 비특이 펩티다제에 의한 효소

분해에 한 정보는 유단백질로부터 실험실 으로 생리활

성 펩타이드를다음과 같은방법으로 생산하는기 가 되었

다: (1) 소화 효소에 의한 효소 가수분해, (2) 단백질 분해

성 스타터 컬쳐에 의한 우유의 발효, 그리고 (3) 미생물이나

식품에서 유래된 효소에 의한 단백질 분해. 

여러 연구에서 상기 방법의 조합이 짧은 기능성 펩타이드

의 생산에 효과 임이 밝 졌다(Korhonen, 2009). 20년 부

터우유, 이신, 그리고유청에서다른특성을가진많은생

리활성펩타이드에 한연구가이루어졌다. 게다가, 유단백

질은건강증진기능성식품의 원료로 심이 높아지고있다.

유 단백질 유래 생리활성 펩타이드의 생산, 기능 특성, 

그리고 응용은 많은 논문(Clare & Swaisgood, 2000; Kilara & 

Panyam, 2003; Korhone, 2009; Korhone & Pihlanto, 2003, 

2006, 2007; Meisel, 2005; Pihlanto & Korhonen, 2003; Silva 

& Malcata, 2005)에서 지속 으로 리뷰되었다. 특히, 펩타이

드생산을 한단백질원으로 이신과유청의특성(Chatterton 

et al., 2006; Madureira et al., 2007; Smithers, 2008) 련과, 

최근에는식품 용(Hartmann & Meisel, 2007; Korhonen, 2009)

과 생리활성 펩타이드(BIOPEP) 데이터베이스가 구 단백

질에서 생리활성 펩타이드를 얻기 한 목 으로 단백질분

해 공정을 설계하는데 단히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하 다

(Minkiewicz et al., 2008). 본 원고에서는 생리활성 유 펩타

이드의 생산, 분리 구조에 련한 최근 연구를 소개하고

자 한다.  

본 론

1. 생리활성 펩타이드의 생산

이신을 트립신이나 키모트립신의 조합으로 분해하여

CPPs를 분리하는 방법을 FitzGerald(1988)가 언 한 이래

재는 papain, thermolysin, 그리고 alcalase 등몇몇효소가 CPPs

의 생산을 해사용된다. 이신의가수분해는원심분리에의

해분리될수있는아미노산서열을생산하고, UF(ultrafiltration)

에 의해 농축할 수 있다. 일단 제품이 얻어지면 CPPs를 완

히 분리하는 세가지 방법이 용될 수 있다: (1) 침 을

해 칼슘 클로라이드를 첨가하고 용액으로부터 CPPs 추출

을 한 에탄올이나 다른 용매를 첨가, (2) 상층액 성분은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CPPs를 분리, (3) 침 을 해 첨가

된 칼슘클로라이드는 CPPs를 함유하는 용액의 농축을 한

UF로 분리. CPPs 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유에서 많

은펩타이드가 효소에 의한 가수분해, 단백질분해 스타터컬

쳐에 의한 우유의 발효, 그리고 미생물이나 식품에서 유래

된 효소에 의한 단백질 분해 방법으로 생산된다. 많은 연구

에서 상기 방법의 조합이 짧은 기능성 펩타이드 생산에 효

과 이었다(Korhonen, 2009). 

유청 발효에서 펩타이드의 방출을 최 화하기 한 략

으로 추가 인 효소가 사용된다(Matar et al., 2001; Nielsen 

et al., 2009; Ortiz et al., 2009; Quiros et al., 2007; Tsai et al., 

2008; Ueno et al., 2004). 그런데, 유청에서 펩타이드 생산은

기질이 펩타이드 생산을 한 미생물 생장을 보증할 수 없

는한계가있지만, 많은펩타이드가 실험조건 개선과단백질

첨가를 통해(Matar et al., 2001; Peng et al., 2009; Sinha et al., 

2007) 유청 용액의 직 발효로부터 생산되었다.

미생물 발효와 단백질 분해에 의한 펩타이드 생산은 특

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유산균 는단백질 분

해 효소는 제품 생산동안과 제품의 추가 분해에 의해 많

은 생리활성 펩타이드 생산에 사용된다. 발효를 통한 다른

단백질의방출은잘보고되어있다(FitzGerald & Murray, 2006; 

Gobbetti et al., 2007; Matar et al., 2003). 원료 단백질과 특정

효소의 사용은 활성 펩타이드 생산에 요한 역할을 한다. 

펩타이드의 기능 생물학 특성은 원 단백질 단백

질에 작용하는 효소에따라 방출되는펩타이드의 특정 아미

노산 서열에 달려 있다. 단백질에서 원하는 생물학 활성

펩타이드의 방출 가능성, 구조 특성은 많은 논문에서 논

의되었다. 최근에 Dziuba와 Darewicz(2007) Minkiewics 등

(2008)은 유 단백질에서 생리활성 펩타이드에 한 연구는

단백질의 선택과 특정치료 효과가있는 기능성식품을 생산

하는 특정 활성을가진 펩타이드가풍부한 단백질 체인에서

가수분해가 용이한 결합을 측할 수있는 단백질분해 공정

설계가 유망하다고 하 다. 

펩타이드 생산에서 고려될 다른 요인은 온도와 pH이며, 

이들이 우유 단백질결합을 매하는효소의 용량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Cheison et al., 2010). 뿐만 아니라, 단백질

의 분해는 가수분해 시간에 달려 있다. 분해시간의 변화는

펩타이드의 기능성에 향을 미친다. 우유에서 펩타이드를

생산하는 동안 단백질의분해시간에 한시험은 활성 분해

물을 생산하는 효소작용의가장 한시간에 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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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간이 짧으면 불완 한 가수분해를, 시간이 길면 단

백질의 과도한 분해로 불활성 아미노산들을 생산한다. 가수

분해 시간과 활성 수 사이의 계를 확립하기 해 우유

에서 가수분해물의 분해 동역학곡선(kinetic curve)이 실험을

통해 제시되었다(Brandelli et al., 2008; Hernandez-Ledesma et 

al., 2002; Miguel et al., 2005, 2007, 2009; Quiros et al., 2007). 

동역학 분해를통해 최 의생물학 작용과 최 의 기능

활성을 가진 아미노산 서열을 생산하는 정확한 효소작용시

간을 발견할 수 있다. 특정분자 크기로조 하는 것은식이

용도의 단백질 분해물 개발에 필수 단계이다(Otte et al., 

2007). 그런데, 펩타이드의 생성과 안정성은 통 유제품

에서 조 되지 않으므로 특정 건강 유익성이 보증될 수 없

다(Korhonen, 2009). 펩타이드의 조성, 기능성, 그리고 능

특성의변화 정도는식품산업에서의 사용에커다란 제한

이 되고 있다. 효소 가수분해가 유단백질 농축 활성 펩타

이드의 기능 특성과 아미노산조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펩타이드의 실험 생산에 한 모든 정보는 지난 20년

간 다양한기능성을 갖는많은 생리활성 펩타이드를 얻는데

기 로 작용했다. 다음은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연구기

술이다: 단백질 분해효소 단독 는 다양한 조합에 의한 단

백질 가수분해; 가수분해물에서 생물학 활성의 확인; 구

조의 결정과 가수분해물에서 분리된 펩타이드의 활성과 구

조 확인을 한 합성(Haug et al., 2007); 동물 모델과인체에

서 펩타이드의 생리 활성에 한 연구; 그리고 생리활성

펩타이드의 상업 용.

유 단백질은 가장 잘 알려진 원료물질이지만, 생리활성

펩타이드의 상업 생산은 한 규모 기술의 부족으로

제한되고 있다(Korhonen, 2009). 가수분해로 얻어진 결과의

부분은 실험실 반응조에서 얻어졌다(Bouhallab & Bougle, 

2004; Bouhallab et al., 2002). 게다가, 효소 비용이 높고 가수

분해의 연속공정이 불가능하여 생산 비용을 상승시킨다. 효

소 가수분해와 함께 미생물발효는 동물이나식품 단백질

에서 생리활성 펩타이드의 생산에 용할 수 있는 자연

기술을 제공한다. 재까지 막 반응조(membrane reactors)는

효소를 회수하고 펩타이드를 규모로 가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공한다(Korhonen & Pihlanto, 2006). 그런데, 막 반

응조에서 부착(fouling)의 문제 때문에 펩타이드 생산에서

연속공정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2. 생리활성 펩타이드의 분리

단백질의 단에 의한 펩타이드의 방출을 통해 여러가지

아미노산 서열이 생산되지만 일부는 분자량이 높고 활성이

없다. 원심분리는 가수분해의 불용성 물질을 제거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가수분해의 상층액은 보통 특정 분자량 이

하펩타이드를분획하기 해 UF를사용한다. UF는 한펩타

이드를농축하는데도사용하며(Cheison et al., 2006; Tolkarach 

& Kulozik, 2004, 2005), 단백질 가수분해물의 활성을 개선

하는 추가 인 조 수단으로 제안된다. 그런데, 막-펩타이

드 상호작용에 의한 오염문제가 특히 이신 가수분해물의

UF에서 나타난다. 최근에, high-resolution membrane이 량

의 활성 펩타이드 여과에서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발견

한 연구들이 있다(Ounis et al., 2008; Saxena et al., 2009). 아

미노산 서열이 상이한용액의 분획에사용되는 다른 방법으

로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Hernandez-Ledesma et al., 2002),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 고해상 역상 모세 액체 크

로마토그래피(2D-LC; Kim et al., 2007; Megias et al., 2009), 

그리고 RP-HPLC가 있다. 시료는 컬럼에서 일정한 유속으

로 송출되고, 아미노산 분획은 자동으로 수집된다. 재, 크

로마토그래피와 막 분리기술은 다양한식품 단백질의 가수

분해물에서 생리활성 펩타이드 분획을 농축하는데 한

방법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로 분리되는 펩타이

드의 양이 작아생산에 제한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은 규

모 생산을 해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최 화가 필요함을

보여 다(Korhonen & Pihlanto, 2006). 

3. 생리활성 펩타이드의 구조

펩타이드의 구조 결정은 아미노산 서열을 기술하는데 사

용된다. 생리활성 펩타이드의 최근 연구는 새로운 치료

는기능성식품성분고안을 한필수정보로서, 펩타이드의

구조-활성 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HPLC 

크로마토그래피, Edman 분해 최근의 분자량분석기(MS)

는 펩타이드 동정에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다

(Ounis et al., 2008; Quiros et al., 2007). 그런데, 크로마토그

래피와 MS의 개발은 유 단백질 내에 존재하는 펩타이드의

생리활성과 펩타이드 형성 패턴 결정 펩타이드의 구조

해석에 새로운 기를 열었다. HPLC와 MS는 펩타이드를

분리한 후에 불활 가스와의 충돌로 단편을 만든다. 유도된

단편의 분자량은소수성, 분자 크기 순수 하 에따라 조

성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얻어진 결과는 이 에 결정된

단백질 단편의 이론 질량과 비교된다. 이와 유사하게 생

리활성 펩타이드의 가능성도 이 에 보고된 서열과의 비교

로 결정된다.

다음의 연구는 HPLC-MS 방법에 기 한다. (1) 식품 시료

(우유, 요구르트 치즈)에 존재하는 펩타이드의정제 는

몇 가지 성분의 증량. (2) 원래 는 효소 으로 분해된 펩

타이드의 MS 분석에 의한 펩타이드의 구조 특성. (3) 가

능한생리활성서열의 측을 한컴퓨터모의실험(In sil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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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수한 펩타이드나모의 펩타이드의합성. (5) 한생

물학 는 세포학 분석을 통한 생리활성의 확인(Careri 

& Mangia, 2003; Mamone et al., 2009).

MS 같은 새로운 유도 방법들이 새로운 검출법으로 개발

되었다. 최근에, 표 ESI-MS/MS(Electrospray ionization tandem 

mass spectrometry)에 의한 펩타이드의 분리가 Enterococcus 

faecalis로 발효된 우유에서 펩타이드를 분리하기 해 연구

되었다. 단일의 구체 이온에서 다단계 질량 분석이 가능

한 quadruple ion trap이 당하 다. 펩타이드의 다른 하

상태는 하 역필터링 후 분자량 결정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 방법으로, 가장 좋은 단편은 proline(Pro)에 인 한 형

이온으로 검출되는 m/z 364.2와 574.3으로 찰되었다. 이

후서열분석과데이터베이스검색으로이펩타이드는β-casein 

Table 1. Peptides isolated from proteins hydrolysate of casein and whey of milk (Urista et al., 2012)

Protein source Enzymes/microorganisms Peptide sequence
Biological-physiological 

activity
References

β-Lg, α-La Trypsin
LDAQSAPLR, VFK, 

VGINXW, LAHK
ACE inhibitory Pihlanto-Leppala et al.(2000)

Na-Casein,

β-casein,

β-Lg, α-La

Pepsin, trypsin, K-proteinase, 

thermolysin
LYQQP ACE inhibitory Otte et al.(2007)

αs2-Casein Lactobacillus different LKKISQYYQKFAWPQYLKT Antibacterial
Lopez-Exposito and 

Recio(2006)

κ-Casein
Lactobacillus delbrueckii

bulgaricus IFO 13953
AAHPHPHLSPM Antioxidative

Kudoh et al.(2001)

β-Lg
Lactobacillus rhamnosus,

pepsin and corolase PP

ALIHPP, TGGVL,   

VLGAMAPL
ACE inhibitory Antioxidative

Hernandez-Ledesma et al.

(2002)

β-Casein Lactobacillus bulgaricus SLVTPPPGPI ACE inhibitory Ashar and Chand(2004)

β-Casein

Streptococcus thermophilus

+Lactococcus lactis biovar 

diacetylactis

SLVTP ACE inhibitory Gobbetti et al.(2000)

β-Casein Proteinase from E. faecalis LHLPLP ACE inhibitory Quiros et al.(2007)

α-Casein Trypsin PPVAPPPVPGT ACE inhibitory Townsend et al.(2004)

β-Lg Thermolysin VTP, VTPPPG, LLP ACE inhibitory
Hernandez-Ledesma et al.

(2002)

β-Casein Pepsin Not mentioned ACE inhibitory Miguel et al.(2009)

Na-Casein Alcalase CPP Antioxidative Kim et al.(2007)

Na-Casein
Enzyme culture of bacterium 

plants
Not mentioned Antioxidative Phelan et al.(2009)

Na-Casein Alcalase PPGIA, PLPLL ACE inhibitory Mao et al.(2007)

Whey proteins Alcalase Antioxidative Peng et al.(2009)

β-Lg N-proteinase   SAPLVT ACE inhibitory Ortiz et al.(2009) 

Notes: ACE, angiotensin, Lg, lactoglobulin and La, lactalbumin.

f(133-138; Quiros et al., 2007)로동정되었다. 이러한 결합 방

법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것은 물소 모짜 라 치즈의 생

산 동안 유청에서 자연 으로 방출된 펩타이드의 특성분석

이다(Simone et al., 2009). 장 암세포에발휘되는 면역증강

효과 항산화 특성 연구와 함께 이루어진 MS 구조 분석

은 이신 단편에서의 유도와 작용 기작에서 모두 활성이

있는두개의후보펩타이드를동정하 다. 우유(Gomez-Ruiz 

et al., 2002)와 Manchego 치즈 숙성 (Hernandez-Ledezma et 

al., 2004) ACE 억제 아미노산 서열형성이다 반응탐색 기

술을이용하여 찰되었다. 한, 많은 ACE 억제펩타이드가

세개의 C-terminal 각각에소수성아미노산잔기와 C-terminal 

끝에 롤린(Pro)을 가지고 있다(Meisel, 2005). Pro를 갖는

짧은 서열들이 MS 방법으로검출되었고, Pro 잔기의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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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효과가 ACE 억제약품과비교되었다. 탈지유를 helveticus 

추출물로 가수분해하여 얻어진 발린- 롤린- 롤린(VPP)과

IPP가 ACE 억제활성이있음이발견되었다(Sipola et al., 2001, 

2002). 한, Takano(2002)가얻은주목할만한결과는 helveticus 

종에서 분리한 protease로 발효시킨 우유에서 억제 bipeptide 

(TP)가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ACE 억제 펩타이드 활성은

이신과 유청 크에서 다른 서열로 동정되었다. Quiros 등

(2007)은 E. faecalis로 발효시킨 β- 이신에서 LHLPLP와

LVYPFPG-PIPNSLPQNIPP를 동정하 다. Mao 등(2007)은 알

칼라제에 의한 이신가수분해에의하여β- 이신에서 PLPIL

과 κ- 이신에서 PPEIN을 발견하 다. Didelot 등(2006)은

유산간균과 분해효소를 사용한 치즈에서 ACE 억제가 우수

한 TLAHL을 동정하 다. 반 로 Tsai 등(2008)과 Miguel 등

(2009)은 6,000과 3,000 Da 이하 펩타이드에서 ACE 활성이

가장 높다고 하 다. 한, opioid 펩타이드는 amino 말단에

tyrosine 잔기, 다음에 롤린, 그리고 세 번째나 네 번째

치에보통 tyrosine이나페닐알라닌같은다른방향족잔기가있

는데, 이는 opioid 펩타이드가 유청의 발효나 β-casomorphins, 

α-casomorphin, α-lactorphin, 그리고 β-lactrophins의 가수

분해로 생산되기 때문이다. 다른 다양한 특성 효과와

련된 특징 서열이 많은 연구에 나타나 있다. Table 1과 2

는 2000년부터 지 까지 이신과 유청에서 얻어진 펩타이

드에 한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이런 에서, 상기에 기술된 새롭고 보완 인 분석 방

법을 결합하면생리활성에 련된구조 특징과유 생리활

성 펩타이드의 구조-기능 계를 결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Mamine et al., 2009).

Table 2. Peptides isolated by milk fermentations, whey and milk products (Urista et al., 2012)

Protein source Enzymes/microorganisms Peptide sequence
Biological-physiological 

activity
References

Whole milk
Lactobacillus bulgaricus, 

Lactobacillus lactis

LNVPGEIVE, NIPPLTQTPV, 

DKIHPF, VIGSPPEINK
ACE inhibitory Gobbetti et al.(2000)

Skimmed milk
Lactobacillus extract 

helveticus ICM1004
VPPIPP ACE inhibitory Pan et al.(2004)

Dust milk

Streptococcus thermophilus,

Lactobacillus bulgaricus,

Pepsin and pancreatin

TPTT
ACE inhibitory/ 

antihypertensive
Tsai et al.(2008)

Whole milk bovine Enterococcus faecalis LHLPLP
ACE inhibitory/

antihypertensive
Quiros et al.(2007)

Whey milk fermented Lactobacillus different TGVP ACE inhibitory Nielsen et al.(2009)

Whey from a some cheese Quimotrypsin, pepsin and trypsin WLAHK, TLAHL ACE inhibitory Didelot et al.(2006)

Yogurt from bovine milk Lactobacillus Not mentioned ACE inhibitory Donkor et al.(2007)

Hydrolysates of commercial 

cheese
Alcalase PPEIN, PLPLL ACE inhibitory Mao et al.(2007)

결 론

우유와 건강 발효제품에서 분리한 활성 펩타이드에 한

연구는 최근에 증가하 고,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기능

잠재성이 다양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식품 제약 산업

에서 생산에 흥미를 불러오고 있다. 그런데, 규모로 펩타

이드 분리가 가능하기 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연구되

어야 한다. 단백질원 측면에서 치즈의 유청이 펩타이드 생

산에 경제 이 이 있다. 분리공정, 단백질원에 효소의 작

용, 생산되는 펩타이드의 활성과 효소처리에 의한 가스분해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독성 가능성 등에서 여러 가지 어

려움이 발견될 수 있다. 규모 생산은 단백질의 가수분해

나발효를 한반응조를 고안하는것이 필수 이기 때문에

제한된다. 재, 생산될 수 있는 가수분해물의 양은 UF와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될 수 있는 양에 제한된다. 펩타이드

의안정성, 활성 시간, 그리고 펩타이드 섭취로인한 부가

반응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in vivo 연구가 필요하다. 

활성 펩타이드의 아미노산서열과 기능성에 한 최신 보고

는 특정한 생리 기능을 가진 펩타이드 생산에 요하다. 

식품 미생물과 소화계사이의 복합 상호작용 회로를 더욱

이해하기 해 분자생물학을 포함하는 연구들이 인체 건강

을 증진하기 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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