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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활성 펩타이드를 함유하는 치즈 유청단백질 가수분해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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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functional foods and bioactive components in foods have drawn the attention and interest of food scientists, 
nutritionists, health professionals, and general consumers. Bioactive whey protein is a highly concentrated milk serum isolate 
or concentrate, which is high in protein (80~90% protein by weight), carbohydrate- and sugar-free, and nonfat or very low 
in fat. Bioactive whey protein enhances both healthy and deficient immune systems. In general, ultrafiltered whey protein 
contains various whey protein concentrate peptides, which could be used for manufacturing probiotics added to health 
beverages. Henc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was to review the published literature on research of new functionally improved 
health beverages using various bioactive components extracted from milk and dair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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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활성 펩타이드의 정의는 신체 기능이나 상태에 긍정

적으로 작용하는 특정 단백질 단편으로 정의되며, 건강에
상당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tts and Weiler, 2003). 
특히, 우유 유래 생리활성 펩타이드는 opioid, 면역 증강, 항
균, 항산화, 항혈전 등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생리활성 펩타이드는 설사, 고혈압, 혈전증, 
충치, 항산화 스트레스, 광물질 흡수장애 및 면역 결핍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Fig. 1). 따라서 생리활성 펩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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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unctionality of milk protein-derived bioactive and 
their potential health targets (Korhonen, 2009)

는 기능성 식품, 치료식, 그리고 천연 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Haque et al., 2009). 최근에는 치즈 제조시 생성되는
유청에서 다양한 생리활성 펩타이드 활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유청(whey)은 치즈 제조 시 커드로
부터 방출되는 불투명하고 황록색을 띤 액체로서, 최근 치
즈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그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으며, 탈
지분유 대용품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가공 부산물이다

(Ronsivalli and Vieira, 1990). 세계적으로 치즈 생산의 증
가와 더불어 유청의 생산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역
별로 보면 유럽 공동체의 생산량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미국, 소련,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순이고, 한국의 생산량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으나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Song and Oh, 2012). 과거에는 폐수처리 되거나 사료용으
로 사용되었던 유청이 최근에는 식품의 재료, 첨가물 및 고
급식품으로의 이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Marshall, 
1994; McIntosh et al., 1998).
유청의 이용은 과거에는 액체상태로 동물에게 사료로 이

용되었으나, 그 후 중세시대에는 의약품, 정력제, 피부 방향
제로써 이용하였으며, 화상을 완화시키거나 체력을 회복시
키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나 연고의 구성성분으로서
도 이용된 것으로 기록되었다(McIntosh et al., 1998). 유청
에는두가지인 sweet whey와 acid whey로분류되는데, sweet 
whey는 rennet type enzyme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 부산물
이고, acid whey는 pH를 5.1 이하로 산성화시켜 응고물을
형성시켜만드는부산물이다(Park et al., 1988; Park and Hong, 
1992). 최근 유청에 관한 많은 연구와 이를 이용한 여러 제
품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주류 개발(Rory, 1981), 빵, 음료, 
소시지 및 발효식품들의 개발(Smith, 1976), 음료, 제과류에
의 이용(Ernest, 1982), 유아식(Fox, 1978)과 특이처방식이에
의 이용(Creig, 1979)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유청은 기능적, 영양적, 생활동적 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
을 내재한 단백질이 풍부한 혼합물을 포함하고 있고, 한외
여과 시 유청단백질로 생산 및 제조가 가능하며(Jayaprakasa 
et al., 1993), 한외여과에 의한 농축은 가열농축에 비하여
에너지가 절약되고, 단백질이나 비타민의 열에 의한 변성
을 막을 수 있으며, 농축을 함으로써 관리가 용이하고 부패
를 방지할 수 있다(Yan et al., 1979).
유청단백질은 다양한 기능적, 영양적 및 생리활성적 기

능을 가지는 단백질이 풍부한 혼합물로써(Yamauchi, 1992), 
주로 branched chain amino acid(측쇄아미노산)와 tryptophan
이 풍부하여 스포츠 영양 제품(Smither et al., 1996), 대장
암의 예방 효과(Gallaher and Schmidl, 1998), 콜레스테롤
조절(Anon, 1994) 및 면역 증강(Bounous et al., 1993)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우수한 영양적 가치와 물리적 기능 특성 때문에 널리 이용

되어온 유청단백질이 최근에는 생리활성 펩타이드 생산 소

재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Fig. 2).
현재까지 우유 단백질 유래 생리활성 펩타이드는 opioid 

peptide(Zioudrou et al., 1979), 칼슘 흡수 촉진펩타이드(Kitts 
and Yuan, 1992), 혈압 강하 펩타이드(Pihlanto-Leppälä et al., 
1998), 면역증강펩타이드(Migloire-Samour et al., 1989), growth 
factor(Azuma 등, 1989), 혈소판응집저해 펩타이드(Meisel and 
Schlimme, 1990) 등이 있다.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는 angiotensin Ⅰ의 C-말단 dipeptide(His-Leu)를 절
단하여 활성형인 angiotensin Ⅱ로 전환시켜 혈압을 상승시
킴과 동시에 생체 내에서 혈압강하 작용을 갖는 bradykinin
을 분해한다. 고혈압은 이 분해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Fig. 2. Physiological framework of bioactivity of whey 
peptides (Madureira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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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된다고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ACE의 작용
을 억제함으로써 고혈압 예방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식품공전의 건강기능성 식품의 정의는 “인체에 유용

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분
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 가공한 식품”이며, 여
기서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
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
제성장과 함께 건강 지향적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

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기능성 음료들이 상품화 되고 있으

나, 예를 들면, 저칼로리 식품섭취에 의한 비만,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건강 보조식품에 대한 선

호도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더불어 고령화 사회, 국민소득
의 증가와 질병 예방 차원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
어 더 많은 대기업이 건강보조식품 시장에 진출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의 well-being 붐을 타고 life cycle에 맞는 제품, 
쉽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을 선호될 것이다

(Noh, 1999). 하지만 한국에서는 유청과 이를 이용한 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총설 논문에서는 유청단백질을 단백질 가수분

해 효소로 처리한 가수분해물을 한외여과로 농축한 후, 다
양한 probiotic 유산균과 배합하여 건강기능적인 면에서 효
과가 있는 기능성 음료 제품의 개발 이용가능성을 알아보

고자 이미 발표된 다양한 문헌 등을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유청(Whey)

유청(cheese whey)은 치즈 제조 시 나오는 액체 성분으
로 불투명한 황록색을 띠고, 고형분 함량 6.0~6.5%를 함유
하고 있는 물질이다. 특히 비타민, 무기물질을 풍부하게 함
유하고 있는 높은 영양가를 가지고 있다(Kosikowski, 1982). 
전 세계적으로 치즈 산업이 발달할수록 유청의 생성량은

많아지게 되어, Ronsivalli과 Vieira(1990)는 미국과 유럽에
서 생산되는 많은 유청 생산량을 보고하였으며, 1991년에
한국에서는 8,500 ton이 생산되었다 (Bae et al., 2000). 유
청에는 단백질과 유당, 비타민, 무기질, 필수아미노산, 유산
및 효소들이 포함되어 있고, 우수한 유화작용, 거품 생성, 
기포 형성, 젤라틴화, 용해성 등 여러 기능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폐기 처분되었던 물질이 최근에는 새로운

식품재료와 식품첨가물로써 이용가치가 높다(Kee and Hong, 
1993ab; Kim et al., 1994). 유청은 액체 상태로 동물에게 처
음으로 이용하였고, 그 후 중세시대에는 의약품, 정력제, 피
부 방향제로써 이용되었으며, 화상을 진정시키거나 체력을

회복시키고 질병을 치료하는 약제나 연고의 구성 성분으로

도 이용하였다고 한다(Kosikowski, 1979; McIntosh et al., 
1998). 또한 임상효과로는 해독작용에 관여하는 간의 보호, 
위질환 치료, 통풍의 치료, 그리고 혈장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를 간접적으로 치료하는 등 매우 다양하다고 한다

(Yoon et al., 2010). 
치즈유청농축물에포함된당단백질중에 immunoglobulin, 

lactoferrin과 같은 물질은 면역부활효과작용이 보고된 바

있으며(Yoon, 1991), 유청의 당을 다량 포함한 부분에 존재
하는 glycophosphopeptide의 경우는 면역부활담당세포에 대
하여 강한 증식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Yeum et al., 
1997). 유청을 농축, 건조하는 이외에 각종 membrane을 이
용하여 유청성분을 농축 또는 분리시킬 수 있는 한외여과

(ultrafiltration), 역삼투(reverse osmosis), 전기투석(electrodialysis) 
등의 막분리 방법을 사용하는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 사용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조된 각종
유청 제품은 그 용도가 매우 광범위하다. 유청을 역삼투방
법으로 염류를 제거하고 농축한 후, 건조된 탈염 유청분말
(desalted whey powder)은 유당, 유청단백질을 보강하기 위
해 많이 사용되고, 기타 육가공, 제과, 제빵 그리고 청량음
료 등 식품공업의 원료 또는 첨가물로 이용된다. 역시 역삼
투 방법으로 유당성분을 분리하면 양질의 유청단백질을 얻

을 수 있으므로 식품 공업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고, 특히
유당불내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분리된 유당은 알코올
생산을위한탄수화물공급원및 효모 생산을위한기질로서

사용되기도 한다(Kee and Hong, 1993ab; Kim et al., 1994).
현재몇몇외국에서는유청투과액을원료로하여Kluyveronyces 

fragilis에 의해 알콜 또는 알콜음료를 공업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유청 투과액에 효모를 성장시켜 세포를 분리, 건조시
키거나, 배양액을 모두 농축, 건조했을 때 조단백질의 함량
이 45%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을 사료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식품으로도이용가능하다. 또한 lactic acid나 penicillin
과 같은 유기화합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유당을 glucose나
galactose로 분해하여 syrup으로 만들어 이용할 수 있다. 유
청을 한외여과 방법으로 농축한 농축 유청이나 이를 건조

한 유청 분말은 다시 치즈 제조 시 첨가하거나, 여러 식품
제조 시 원료로 사용할 수 있고, casein 제조 시 부산물로 나
오는 acid whey powder는 Ricotta cheese 등 몇 종류의 치즈
응고제로 사용되기도 한다(Kim et al., 1994). 몇 년 전만 해
도 유청에서 유래한 상업적 제품들은 당 또는 산유청, 변형
농축물 종류의 유청제품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는 식품, 
사료, 제약, 화장품 산업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다(Lagrange, 1998). 이러한 원료 유청에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 여러 가지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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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로 이용되는 유청제품에는 유청분말(whey powder), 저
유당유청(reduced lactose whey), 저염유청(reduced mineralized 
whey), 유청단백질(whey protein concentrate) 그리고 유당
(lactose)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제품을 원료로 이용한
기능성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Yoon et al., 2010).

유청단백질(Whey Protein)

우유단백질의 18%를 차지하는 유청단백질은 우유 구성
성분 중 탈지유를 20℃에서 pH 4.6으로 조정하였을 때 침전
되는 casein을제거한나머지용액즉, 유청(whey 혹은 serum)
에 포함된 성분 중의 하나이다(Morr and Ha, 1993). 유청단
백질은 구상 단백질로써 pepsin과 trypsin 등의 단백질 분자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유 allergy의 주
요 원인이 될 수 있다(Kananen et al., 2000). 반면, 물리적
처리로서 열처리는 유청단백질의 소화율을 개선할 수 있으

며, 기능적 특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유제품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Singh and Newstead, 1992). 또한 유청단백
질은 90℃에서 15분간 열처리 후 효소 처리하는 것이 바람
직하고(van der Ven et al., 2001), 열에 의해 쉽게 변성되어
불용화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Hong and Creamer, 2002). 
유청은 비단백 성분을 제거하여 양질의 유청단백질을 농축

시켜 건조한 농축유청단백질(WPC: whey protein concentrate)
과 분리유청단백질(WPI: whey protein isolate)이 있다. 농축
유청단백질에는 여과, 투석, 기타 물리적 분리 기술을 통하
여 단백질 함량을 34%부터 80% 사이로 농축시킨 다양한
제품(WPC34, WPC50, WPC75, WPC80)들이 있고, 분리유
청단백질은 단백질의 함량이 90% 이상인 유청제품을 말한
다. 탈염 유청분말은 유당과 유청단백질이 농축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제분유 제조 시 우유성분에 유당과 유
청단백질을 보강하기 위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육가공, 
제과, 제빵 그리고 청량음료 등 식품공업의 원료 또는 첨가
물로 이용된다. 또 역삼투압 방식으로 분리된 유당은 유제
품, 제빵, 육제품, 스낵, 제과 및 여러 가지 식품과 영양제품
에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Lagrange, 1998). 
유청에함유된주요단백질로는β-lactoglobulin, α-lactalbumin, 

bovine serum albumin, immunoglobulin, lactoferrin, transferrin 
및 무기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Morr and Ha, 1993). β- 
lactoglobulin은유청단백질의성분중가장 많이함유되어있
고, 162개의 아미노산 잔기로 이루어진 분자량 18.4 kDa의
단백질이며, 중성 pH에서 dimer로서존재한다(Ye et al., 2000). 
또한 native β-lactoglobulin은 Cys66~Cys119 및 Cys66~Cys160 
위치에 두 개의 disulfide bond(S-S)와 Cys121 위치에 하나
의 free suphydryl group(-SH)을가지며(Gezimati et al., 1996), 

bovine β-lactoglobulin은 Asp64와 Val118의 위치가 서로
다른 유전적 변이체(genetic variant) A와 B가 있다(Hambling 
et al., 1992). 순수정제된 β-lactoglobulin은 열에강하고, 강
산성의조건하에서도견고한분자구조를유지하고있어, 위내
에서 pepsin에의해쉽게소화되지않을뿐만아니라 pepsin과 
chymotrypsin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아, 가수분해율이 1% 
미만인결과가나왔다(Reddy et al., 1988; Asselin et al., 1989). 
따라서 유청단백질을 함유한 조제유를 먹이는 경우, 이러한
모유 중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외래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유 allergy를일으키는주요원인물질(allergen)로알려져있
다(Kinsella, 1988; Papiz et al., 1996). 이와같이β-lactoglobulin
의 난소화성에서 기인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변화시
키기 위해서 변화를 유도하는 물리적 변화와 효소적 가수

분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α-Lactalbumin은 열에 매우 안정한 유청단백질로 간주

되어 왔으며, 실험 결과 α-lactalbumin이 pH 6.7과 65.2℃
에서 변성되고, 변성의 80%가 냉각되면 다시 자연상태로
돌아간다고 보고하였다(Ruegg et al., 1977). α-Lactalbumin
은 62~63℃에서 변성되고, pH 6.5에서 냉각시키면 90%가
원형화(renaturation)된다고 하였다(de Wit and Klarenbeek, 
1984). 다른 연구에서는 α-lactalbumin을 77℃에서 열처리
를 실시한 후 냉각할 경우, 오직 10%만이 비가역적 변성을
일으켰고, 95℃에서 가열 후 15분간 유지하면 40%만이 원
형화 된다고 보고되었다(Chaplin and Lyster, 1986). 이러한
비가역적 변성의 경향이 높은 것은 α-lactalbumin이 고도의
열저항성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Bernal and Jelen, 
1984). α-Lactalbumin 내의칼슘이온은 lysine과 aspartic acid
를 carboxyl화하며, 두개의물분자와결합되어α-lactalbumin
의 분자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Permyakov 
and Berliner, 2000; Noyelle and van Deal, 2002), 열처리 후
에도 냉각시키거나 칼슘 이온을 첨가하면 가역적으로 원형

화되는특성을가진다(Bernal and Jelen, 1984). α-Lactalbumin의
물리적인변화요인중 pH의변화로써 native α-lactalbumin은 
단백질 1 mole당 Ca++ 2 mole이 결합되어 있고(Pelkin et 
al., 1993), pH 4 이하에서는 칼슘 이온이 해리되어 분자 구
조가변화된 apo-α-lactalbumin(calcium이제거된α-lactalbumin)
으로서 unfold 상태이며(Swaisgood, 1988), apo-α-lactalbumin
은 1가 및 2가 양이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Kronman, 1981). 
α-Lactalbumin은 66℃의 낮은 온도의 가열 처리에 의해 열
변성되는데, 단백질 1 mole당 1 mole 이하의 칼슘이 결합
되었을 때 apo-α-lactalbumin의 경우 약 35℃에서도 열변
성이 일어나지만, 칼슘 이온의 첨가에 의해 열변성 온도가
약 66℃로 변화된다고 보고하였다(Relkin, 1996). 또한 칼슘
이 없는 조건하에서 100℃에서 약 10분간의 심한 열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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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ulfide 결합된 dimer, trimer를형성하지만 monomeric protein
으로도변할수있다고보고하였다(Chaplin and Lyster, 1986).

유청단백질 가수분해물의 특성

우유의 단백질은 영양적, 기능적 이용성을 증진할 수 있
는 단백질 가수분해물의 개발에 이용되는 중요한 단백질원

으로 casein과 cheese whey로부터 제조되며(Clemente, 2000; 
Clemente and Chambers, 2000), 치즈 생산의 부산물인 whey
에서 분리되어 이용할 수 있는 단백질이 whey protein이다
(Fig. 3). 최근 가공 및 막 분리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청단
백질은 주요 단백질원 또는 식품에 기능성을 부여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난소화성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활
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난소화성 특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생체 내 소화효소를 단일 또는 혼합하여 가

수분해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Pintado et al., 1999).
유청단백질의 가수분해에 대한 연구는 가수분해 산물의

잠재적인 기능성과 식품 성분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증진시

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FitzGerald and 
Meisel, 1999; van der Ven et al., 2001), 가수분해에 의해
유청단백질은 항원성 감소 및 다양한 기능적 특성인 기포성, 
용해성, 유화력및 점성 등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Kinsella, 
1988), 유청단백질 가수분해물은 유아식과 다양한 임상영
양식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Gonzalez-Tello et al., 1994).
다양한 효소를 이용한 유청단백질 가수분해에 관한 연구

중 유청단백질의 trypsin 가수분해에 대해서 유청단백질을 
90℃에서 1시간가열처리한다음기질에대한효소의비율을
100:1로 하여 pH 8과 55℃의 조건에서 3시간 동안 가수분해
한것이가수분해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고하였다. 또한가
수분해도는 약 8%였으며, 친수성이 높은 peptide의 분자량
분포는 약 500~5,000 Da라고 하였다(Jost and Monti, 1977).

Monti와 Jost(1978)는 열변성된 유청단백질의 효소적 가
수분해에 의한 용해도 실험에서 pH 8로 조정한 후, 55℃에

Fig. 3.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multifunctional activities 
in milk protein-derived peptides; strategic zones in the primary 
structure of bovine β-casein (Meisel and Schlimme, 1990).

서 trypsin 처리구의 용해도가 거의 100%로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trypsin이 유청단백질의 친수성
부위에 작용하여 친수성 단편을 생산하는데 그 이유가 있

다고 하였으며, trypsin은 열변성된 유청단백질의 용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백질 분해효소라고 보고하였

다. de Wit과 Klarenbeek(1984)은 유청단백질을 60℃ 이상
의 온도로 가열처리시켰을 때 구상구조가 점차적으로 파괴

되었다고 하였고, Lieske와 Konrad(1994)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disulfide bond 또는 hydrophobic interaction과도 관
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식품성분으로 생체조절기능을 가지는 단백질, peptide, 지

질 및 당 등을 열거한 바 있으며, 최근 들어 가능성 식품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생리활성 펩
타이드로서는 우선 식품에 존재하는 호르몬류와 효소저해

제 등과 소화 또는 가공과정 중에 분해 생성되는 잠재적 생

리활성 펩타이드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중 후자에 대한 연
구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Fiat et al., 1993). 
물리적, 화학적 또는 효소 처리에 의한 단백질의 변형화

는 단백질 구조와 형태를 변하게 할 뿐 아니라, 물리화학적
성질과 구조와 형태를 변화시킨다(Chobert et al., 1988). 단
백질의 기능적, 영양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백질의
변형화에 효소를 이용한 단백질 가수분해방법을 널리 사용

하고 있다(Fox et al., 1982). 단백질 가수분해에 의해 생성
된 peptide들은 단백질보다 작은 분자량과 2차 구조를 가지
고 있으며, 등전점 부근에서의 용해도 증가와 점도의 감소
그리고 원래 단백질과는 다른 foaming, gelling과 emulsifying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Peptide들은 식품가공 공정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단백질 가수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peptide들은 기능성의 유용함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적다(Adler-Nissen et al., 1983).
우유단백질은 가수분해효소에 의해 기질의 특이성이 모

든 식품단백질 중 가장 잘 밝혀진 것 중의 하나로서 pepsin, 
papain, trypsin, chymotrypsin 등의 많은 가수분해효소를 이
용하여 casein과 whey를 가수분해한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
졌다. 그 중 whey는 cheese와 casein 제조 시 생산되는 부산
물로서, 우수한 영양적 가치와 기능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단백질 보충 단백질로 이용되거나, 대체단백질로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whey protein은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
해서 분해되기 어려운 3차 구조의 구상단백질로서, 열처리
에의해서쉽게변성되어불용화되고(Ribadeau-Dumas, 1988), 
구조적 특성에 의해서 섭취 후에 소화되기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in vitro에서 여러 가지 생체내의 소화 효소와 이들
효소 조합에 의한 가수분해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Yoon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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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단백질 가수분해물의 생리학적 기능

유청단백질이 우수한 영양적 가치와 물리적 기능 특성을

공급하는 면에서 오히려 생리학적 기능을 더 많이 부여한

다는 개념이 부각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 대장암의 예방 효과
동물실험을 통하여 유청단백질 식품은 대장암을 예방하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청단백질을 동물에게
급여했을 경우, 육류나 콩을 급여한 동물에서 보다 암의 발
생율이 50% 감소되었다(Chmile, 1997). 또한 유청의 항종
양 효과와 영양학적 유익한 효과에 관한 연구내용도 보고

된 바 있다(Chmile, 1997; Lagrange, 1998). 다양한 유청단
백질 분획물이 대장암의 진행에 대처하는 잠재력이 총 유

청단백질 제품보다 더 크다고 믿어 왔다. 사람에 대한 임상
실험의 기대와 식이에서 보호단백질의 공급량의 가능한 식

품을 위한 예비실험 개발이 수행되어 왔다. 

2. 콜레스테롤 수준을 조절하는 작용
동물실험에서 지방성분이 많은 사료에 유청단백질을 혼

합하여 쥐에게 섭취시켰을 경우에 콜레스테롤의 분비가 급

격히 올라갔으며, 지방성분이 전혀 없는 사료에 유청단백질
을 혼합하여 쥐에게 먹였을 때는 콜레스테롤의 합성이 억

제되었다(Anonymous, 1991; Nagaoka, 1991). 또 다른 실험
에서는 대두단백질, casein, 유청단백질을 동일한 양으로 쥐
에게 투여하였을 때 casein의 급여 시 콜레스테롤치가 3배
증가하였고, 대두단백질의 경우는 2배 증가하는 반면, 유청
단백질을 주었을 때는 오히려 30%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Anonymous, 1991; Nagaoka, 1991). 이러한 점을 이용하
여 최근 일부에서는 유청단백질을 함유하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건강보충제가 개발되어 “Enjoy”라는 제품이 시
판되고 있는 실정이다(Lagrange, 1998). 유년기에 콜레스테
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그 상태를 계속 유지

한다는 이론에 기인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조제분유에 있는

지방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최근의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새끼돼지에
게 유청단백질을 먹였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치가 낮게 나

타났는데, 이것은 유년기에 유청단백질을 섭취시킴으로써
성인이나 노년기에 콜레스테롤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시하고 있다(Anonymous, 1994).

3. 어린이 뼈 성장 촉진
WPC-80은 조직배양 실험에서 조골세포의 성장과 증식

을 증가시킨다. 골다공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칼슘 섭취

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뼈의 신진대사에

관계하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다. 뼈에는 조골세포나 파
골세포와 같은 여러 가지 세포가 존재하여 각각 중요한 작

용을 하면서 뼈를 형성한다. 조골세포는 분화하여 콜라겐
등의 골기질을 형성하는 세포이며, 파골세포는 칼슘을 뼈로
흡수하므로 뼈의 재형성이나 혈청 칼슘농도를 조절하는 세

포이다. Whey 중에 함유되어 있는 MBP(milk-based protein)
는 농도에 의존해서 조골세포의 증식과 콜라겐 합성을 활
성화할 뿐만 아니라, 파골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그 형성과
분화를 억제한다. MBP를 배합한 사료를 골다공증 모델 쥐
에 3주간 투여한 결과 MBP 투여군 쥐의 대퇴골 파단응력
과 파단 에너지가 함께 증가하였다(Yukihiro, 1997). 따라서
MBP는 뼈 대사의 개선 및 골다공증의 예방과 개선에 유요
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MBP를 이용한 제품이 개발되
고 있다.

4. 면역 증강 활성
임파구(lymphocyte) 배양 시 유청단백질을 첨가하였을 때, 

증식이 증대되었다고 보고하였고(Wong and Watson, 1998), 
생체 내에서 면역계의 필수 물질인 glutathione sulphydryl 
(GSH)의 농도 상승과 IgM 생성 증가에 다른 단백질원보다
는 높게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Bounus, 1989). 마우스에
유청단백질을 급여한 것이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급여한

것보다 항원 항체 방응에 있어 높은 항체 생성도를 나타내

고, 비만세포와 간세포에서의 glutathione의 농도를 높여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Bounous et al., 1989). 유청단백질은
단백질의 변성도에 따라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Bounous and Gold, 1991). 또한 유청단백질을 B형
간염질환 환자들에게 투여 시, 간의 회복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Watanabe et al., 2000). HIV-혈청 환자에 관
하여 수행된 연구에서 적당량의 칼로리 섭취를 유지하는

환자에게 농축유청단백질을 전체 단백질 섭취의 중요한 부

분으로 첨가하여 먹였을 때 몸무게가 증가하고, 단핵세포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증가되어 유청단백

질의 면역 증강 특성이 확인되었다(Bounous et al., 1993). 
생체방어를 위한 면역반응의 초기 단계에서 호중구나 대식

세포의 탐식작용 등이 관여하게 되는데, Fiat et al.(1993)은
많은 peptide가 탐식작용 등을 촉진함으로써 면역 증강 효
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우유와 모유의 αs- 
및β-casein, immunoglobulin, 그리고대두 globulin, ovalbumin, 
쌀단백질등에서탐식작용촉진 peptide가발견되었다(Migloire- 
Samour et al., 1989). 이들 peptide들은 탐식작용 활성화, 
항체 생산 증가, 병원균 감염에 대한 방어작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ymphocytes 배양 시 유청단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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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하였을 때 증식이 증대되었다고 보고하였고(Wong and 
Watson, 1998), 생체 내에서의 glutathione sulphydryl (GHS)
의 농도 상승과 lymphocytes의 증대에도 관여한다고 보고
되었다(Bounous, 2000). 마우스에 유청단백질을 급여한 것
이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급여한 것보다 항원항체 반응에

있어 높은 항체 생성도를 나타내었고, 비장세포와 간세포에
서의 glutathione의농도를높여주는것으로나타났다(Bounous 
et al., 1989).

HIV-혈청 양성 환자에 관하여 수행된 연구에서 적당량
의 칼로리 섭취를 유지하는 환자에 농축유청단백질을 전체

섭취단백질의 중요한 부분으로 첨가하여 먹였을 때 몸무게

가 증가하고, 단백세포에서의 glutathione의 함량이 정상적
인 수준으로 증가되었다(Bononous et al., 1993). 이러한 연
구는 동물실험을 통하여 유청단백질의 면역 증강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유청단백질의 lactoferrin은 장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의 섭취는 정상적인 소
화 기능의 빠른 복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lactoferrin이
면역체계 세포 또한 촉진함으로써 면역능력이 손상된 사람

들이나 노인층에 lactoferrin의 보충은 큰 효과를 나타낸다
고 한다(Hagiwara et al., 1995, 2003).

5. 비만 치료 보조효과
유청단백질은동물실험을통해서식욕억제호르몬인 chole-

cystokinin(CCK)을 방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그 결과 유청
peptide를 20~30 g을 투여하여 CCK를 자극함으로써 식욕
을 감퇴시켰다. 한편, 유청 peptide는 체내 대사율을 증가시
키고, glucagon을 일정한 속도로 흐르게 하여 지방이 축적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체중 감소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

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Zemel, 2003).

6. 항산화성
Gutathione(GSH)은 3종의 amino acid 즉 glutamate, cysteine, 

glycine이 결합되어 peptide 형태를 이룬 tripeptide 물질로서
건강 유지와 질병 생성에 있어서 이 물질의 중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의 건강 유지에서 이 물질의 기
능은 체내의 면역체계가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세포 내로
반입되는 독성물질을 제독시키며, 세포의 손상을 방지해 주
는데 있어서 세포 내의 glutathione 함유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유 내 구성물질인 유청단백질은 생명 유지와
성장에 기여하는 영양원으로써의 기능과 경구섭취로 인한

면역계, 내분비계, 신경계 등의 생체조절에 관한 생리조절
인자로써의기능을가지고있다. 또한유청단백질은 glutathione
의 구성 성분인 cysteine과 glycine, glutamate가 풍부하며, 
이들 황이 포함된 아미노산들은 체내의 항산화력을 유지하

고, 세포분열시 DNA를 안정하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중 마우스에 분리 유청단백질 급여 시 면역계의 필수물질

은 glutathione sulphydryl(GSH)의 농도 상승과 IgM 생성
증가에 다른 단백질원보다도 활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Bounus et al., 1989).
다양한 생리 기능성 중에서 노화 예방에 관련된 것으로는

항산화 활성과 SOD-유사활성 등을 들 수 있다. 산소는 대
기 중의 21%를 점하며, 생명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각종물리적, 화학적, 환경적요인에의하여 superoxide radical 
(02－)과 hydrogen peroxide(H2O2) 등과 같은 반응성이 매우
큰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로 전환되면 생체에 치
명적인 산소독성을 일으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유청
단백질은 cysteine과 methionine이 풍부하며, 이들 황이 포
함된 아미노산들은 체내의 항산화력을 유지하고, 세포분열
시 DNA를 안정하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Aimutis, 2004). 
이 중 분리 유청단백질은 면역계의 필수물질인 glutathione 
sulphydryl(GHS)의 농도상승과 IgM 생성 증가에 다른 단백
질원보다고높게작용한다고보고되었다(Bounus et al., 1989). 
Lindmark-MaÊnsson과 Akesson(2000)는 우유에 함유되어 있
는 superoxide dismutase나 glutathione peroxidase와 같은 효
소들과 lactoferrin, ascorbic acid, tocopherol, carotenoids와
같은 비효소적인 성분들이 항산화작용을 한다고 보고하였

다. 유청단백질의 lactoferrin은자유철분과 superoxide radical
의 형성을 촉매하는 2가 금속이온과 결합하여 이동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Gutteridge, 1981). 따라서 금속이온에 의
한 산화작용을 억제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항산화 특성
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의 특허에서는 철분-lactoferrin
의 결합 형태로 철분 보강 유지와 지방을 포함한 기능성 식

품에 특허가 등록되었다. 이 결합체는 식품에서 철분도 제
공하면서 유지류의 산화를 억제하는 두 가지 작용을 할 수

있다(Tomita, 1991).

7. Opioid Peptide
Enkephalin 등의 내인성 peptide는 진통, 마취, 평활근 수

축 등에 관여하는 endorphin으로 작용하는데, 식품 중에도
이들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opioid peptide가 존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식품 중의 opioid peptide는 진통, 마취 이
외에도 장관 연동, 동맥 이완, 혈압 강하, 수면 조절, 식이섭
취 조절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opioid 
peptide로 카제인으로부터β-casomorphin이보고된 이래, 우
유와 모유의 αs1-, β-casein, α-lactalbumin, β-lactoglobulin
에서 많이 발견되었고, 밀의 gluten 가수분해물에서도 보고
된 바 있다. 한편, opioid antagonist 활성의 peptide도 분리되
었는데, 이들은 opioid 활성은갖지않으면서 opioid antago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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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tide는 우유와 모유의 κ-casein 및 lactoferrin에서 발견
되었다(Drewnowski, 1992).

8. 혈소판 응집저해 펩타이드
혈관 내에서 혈액이 응고하게 되면 혈전이 형성되어 혈액

순환이 방해를 받게 되는데, 이 결과 심근경색, 뇌졸중, 폐동
맥경색증, 혹은부종이나염증을유발할수도있다. Fibrinogen, 
fibronectin, laminin 등의 세포 접착성 단백질은 세포의 수용
체인 integrin과 접착성을 나타내는데, 이들 단백질에 포함
되어 있는 RDG(Arg-Asp-Gly) 등의 특정 peptide 서열이 그
상호작용에관여하고있으며, 따라서 RDGS(Arg-Asp-Gly-Ser) 
등 RDG(Arg-Asp-Gly) 서열을 갖는 peptide는 혈소판 응집
및 암의 전이에 대한 저해활성을 나타냄으로써 혈전저해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Jolles et al., 1992). 모유의
lactoferrin과 우유의 κ-casein, 쌀 단백질, 대두 단백질 된
장 등에서 혈전저해 peptide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Jolles et al., 1992).

9. 항원성
유청단백질은 구상단백질로써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하여

쉽게분해되지않기때문에알레르기원으로작용한다(Kananene 
et al., 2000). 특히 유아에 있어서 우유를 포함한 식품알레
르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인은 장관과 면역체계가 발달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유에 함유되지 않은 외래의 거대분

자를 흡수할 경우에 체내로 유입된 항원의 처리가 완전하지

못한데서기인하며(Schoch, 1988), α-casein과β-lactoglobulin
이 가장 강력한 알레르기원으로 지적되고 있다(Baldo, 1984). 
특히 β-lactoglobulin은 lactose와 함께 높은 온도로 가열하
면 lactose-β-Lg 복합체가 형성되어 강한 항원적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Otani et al., 1991).
α-Lactalbumin과 β-lactoglobulin은 가열처리에 의해 그

구상구조의 변성을 유도함으로써 효소의 작용을 잘 받도록

할 수 있으며(Yamauchi et al., 1992), 항원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흔히 가수분해(Rango et al., 1993) 및 유산발효 등
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고미펩타이드가 생성되거나 원래의 생리적 기능성을 상실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Schoch, 1998). 한편, 이외에도 겔
여과(Pihlanto-Leppälä et al., 1996; Maubois and Ollivier, 
1997) 및 고압처리(Okamoto et al., 1991; Van Beresteijin et 
al., 1994)를 통해서 β-lactoglobulin을 선택적으로 제거하
여 항원성을 낮추기도 한다.
최근까지도 peptide의 항원성에 대하여 정확한 분자량의

크기가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5 kDa 이하의 것은 아주 약하
거나 거의 나타내지 않은 경향이 있고, 아미노산이 10개 이

하로 구성되어 있는 oligopeptide는 항원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Adda et al., 1985), peptide의 분자량과 항
원성에 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

고 있다. Haurowitz(1986)는 10 kDa 이하의 β-lactoglobulin 
단편은 guinea-pig PCA 시험에서 항원성이 없었다고 보고
하였고, Otani 등(1990)은 casein 가수분해물에서 유래되는
peptide의 경우 항원성을 나타내는 최소분자량은 3.5~5 kDa
이라고 하였다. 또한 Yoon 등(2010)은 약 5 kDa 이하의 분획
의 경우 생성되는 항체가 극히 적은 양이거나 관찰되지 않

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험동물을 이

용하여 얻은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체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하겠다.

10. 항균 펩타이드
Lactoferrin과 같은 우유 단백질의 항균력은 이미 오래전

부터 보고되어졌다. Bullen 등(1972)에 의하면 유아의 E. coli
의 감염에 대해 lactoferrin의 항균력이 검증되었으며, Lahov 
등(1971)에 의하면 glycopeptides가 Staphylococcus aureus와 
Streptococcus에살균능력을보였다고보고하였다. Lactoferrin
의 항균 기작은 종래부터 검증되어온 철 결합에 의한 정균

작용 이외 세균막에 직접 결합으로 일어나는 살균기작도

보고되어 있다. Lactoferrin이 그람 음성균의 세포막에 직접
작용하여 세포벽의 구성성분인 LPS(lipoploysaccharide)을 유
리시키는 것을 3 H 표지법을 사용하여 E. coli와 Salmonella
균에서 확인하였다.

11. 칼슘흡수촉진 펩타이드(Casein Phosphopeptides: 
CPP)
칼슘 흡수기작은 소장 윗부분에서 일어나는 능동수송과

소장의 아랫부분에서 일어나는 수동수송으로 나눌 수 있

다. 흡수되는 칼슘 전체의 비는 후자가 전자에 비하여 매우
높고, 칼슘의 능동수송에 있어 용해되어 있는 칼슘량이 많
을수록 흡수가 높아진다. 우유 casein의 trypsin 처리에 의해
얻어지는 CPP는 소화효소에 대하여 저항성이 있고, 소장의
아랫부분까지 도달하여 칼슘과 인산의 양을 증가시킨다. 따
라서 용해성 칼슘의 농도가 높을수록 수동수송에 의한 칼

슘흡수량이 증대된다. Sato 등(1986)은 쥐의 소장에서 CPP
에 의해 칼슘 흡수가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12.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ACE)의 저해효과
순환기계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뇌출혈, 심장병 및

신장병등과합병증으로나타날경우, 치사율이매우높은만
성 퇴행성 질환인 고혈압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본태성 고
혈압은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는 기구들이 천천히 붕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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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진행되는 질병이다(Frohlich, 1982). 이러한 본 태성 고
혈압의 원인 중에서 renin․angiotensin Ⅰ으로 분해되고, 이
는 angiotensin 전환효소(angiotensin-converting enzyme, ACE; 
(His-Leu)가 절단되어 강력한 혈관수축 호르몬인 angiotensin 
Ⅱ로 변하게 된다. 생성된 angiotensin Ⅱ는 동맥혈관을 수
축시켜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신에서 aldosterone의 분비를
촉진하여 신장의 sodium 및 수분의 재흡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ACE는 혈관확장, 장의 운동성 증대 등
의 작용을 가진 bradykinin을 분해하여 불활성화시킴으로
써 결과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Sealey and 
Laragh, 1990).
이와 같이 혈압의 상승에는 ACE가 크게 관여하므로 혈

압의 강하에는 ACE의 저해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
하여 1970년대초 ACE 저해작용을갖는 peptide인 tetrapetide
가 브라질과 일본산 독사(Bothrops jararaca와 Agkistrodon 
halys blomhoffii)의독액으로부터분리되었다(Kato and Suzuki, 
1971). 이 tetrapetide는 renin 중 고혈압 환자에서 뿐만 아니
라, 정상인에서도 현저한 혈압강하작용을 갖는 것으로 밝혀

Fig. 4.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renin-angiotensin system, 
demonstrating the balance between angiotensin and bradykinin 
Angiotensin-I-converting enzyme (ACE) plays a central role in 
converting angiotensin Ⅰ to angiotensin Ⅱ and in deactivating 
bradykinin (Madureira et al., 2010).

Table 1. Summary of whey protein-derived peptides which are inhibitors of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Source Sequence Treatment Reference

α-Lactalbumin

VGINYWLAHK Trypsin

WLAHK Trypsin
LAHKAL Pepsin and trypsin Pihlanto-Leppala et al., 1998

YGL Pepsin, trypsin and chymotrypsin Pihlanto-Leppala et al., 1998

β-Lactoglobulin

LAMA Trypsin
LDAQSAPLR Trypsin

IFA Proteinase K Abubakar et al., 1998

ALPMHIR Pepsin, trypsin and chymotrypsin Mullally et al., 1997

짐으로써 ACE 저해제들의 고혈압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
성이 제시되었다(Fig. 4). 그리고 1988년 미국 고혈압 합동
위원회에서는 ACE 저해제를 고혈압 치료제로서 공인하게
됨으로써 고혈압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ACE 저해제의 중
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Nishikawa, 1993).
식품성분중에서 ACE 저해효과를나타내는성분으로는여

러가지식품단백질의효소가수분해물로부터얻어진 peptide
류를 중심으로 주로 연구되고 있다. 즉, casein(Maruyama et 
al., 1987). zein(Miyoshi et al., 1991), gelatine(Oshima et 
al., 1979), 쌀(Muramoto and Kawamura, 1991), 대두(Suh et 
al., 1994; Cho et al., 2000), 가다랑어육(Kohama et al., 
1991)과 내장(Matsumura et al., 1993) 고등어육(Yeum et 
al., 1992). 오징어(Suh et al., 1997)등의 식품단백질 가수분
해물뿐만 아니라, 무화과 유액(Maruyanma et al., 1989), 간
장(Kinoshita et al., 1993) 등에서 보고되었다.
특히, 식품단백질 유래 ACE 저해 펩타이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생물은 자신이 생존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단백질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단백질을 peptide
와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따라서 발효유 중에 함유된 우
유 단백질이 분해되면 다양한 peptide가 유리될 수 있다

(Table 1). Yamamoto 등(1994)은 일반적으로 유제품 발효
에 사용되는 lactic acid bacteria를 사용한 발효유의 ACE 
저해활성을 조사한 결과, L. helveticus을 사용한 발효유만이
혈압강하효과가 있었고 L.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L. 
casei, L. acidophilus, L. delbrueckii subsp. lactis 그리고 L. 
lactis subsp. cremoris는 효과가 없었다. Kohama 등(1988)
은 참치 근육의 acid 추출물을 고압 멸균한 후, 몇 단계의
chromatography를 통하여 Pro-Thr-His-Ile-Lys-Trp-Gly-Asp의
peptide를 동정하였다. 척추동물의 근육 중의 glyceraldehyde 
3-phosphate-dehydrogenase(GAPDH)에 이 peptide와 높은 상
동성을 보이는 부위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돼지 유래의 ACE 
저해 peptide인 Pro-Ala-Asn-Ile-Lys-Trp-Gly-Asp도 돼지 근



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지 제31권 제2호(2013)118

육의 GAPDH의 79~86 잔기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Hazato and Kase, 1986). 이러한 사실들은 Pro-Thr-his-Ile- 
Lys-Trp-Gly-Asp가 참치의 고압살균 과정 중 산 분해에 의
해서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이 peptide는 토
끼 허파의 ACE에 대하여 비경쟁적 저해제로 작용하는 물
질로 보고된 바 있다(Kohama, 1989). Lee 등(2012)은 김

(Porphyra yezoensis)을 HCl 처리하여 가수분해한 후 ACE 
저해 물질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저해물질은 분자량이 3,000 
Da 미만의 저분자 물질이었으며, glycine, arginine, proline
으로 구성된 5개의 oligopeptide라고 추정하였다. 우유단백
질로부터 ACE 저해 peptide를 제조할 수 있으며, 크게 2가
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단백질 분해효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단백질 분해효소가 peptide 결합을 특이
적 또는 비특이적으로 분해함으로써 분해 산물인 peptide가 
다양한 ACE 저해 효과를 가진 peptide를 제조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요구르트나 치즈를 등 발효유제품의 제조 시

발효과정에 의해 미생물이 생성하는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

해 제조할 수 있다(Fox, 1989). 특히 첨가한 단백질 분해효
소와 미생물에 의한 효소에 의해 단백질 분해를 가속화 하

여 새로운 peptide를 제조하기도 한다(Law, 2001). β-Casein 
(f177~183)에서도 Ala-Val-Pro-Tyr-Pro-Gln-Arg(IC50=15μM)
의 peptide가 분리되었다. Casein을 특정효소로 처리하여

얻어진 가수분해물이 in vitro 상에서 ACE 저해 작용을 나
타냈으며, 자연발생증 고혈압 쥐에 경구 투여했을 때도 약
12%의 혈압저해 효과를 확인하였다(Maruyama et al., 1985). 
주로 casein으로부터 ACE 저해 peptide가 분리되었으나, 최
근에는 유청단백질 유래 ACE 저해 peptide가 보고되었으
며, 이를 Table 1에나타내었다. Mullally(1997)는α-lactalbumin, 
β-lactoglobulin의 trypsin 분해물에서 ACE 저해 활동을 보
고하였다. 치즈 유청을 protease K로 가수분해한 결과, β- 
lactoglobulin으로부터ACE 저해활성이높은 Ile-Pro-Ala(f78~80, 
IC50=141μM)의 peptide가 분리되었다. 또한 α-lactalbumin
의 trypsin 분해물인 Tyr-Gly-Leu(f50~52)가 ACE 저해활성
을 나타내었고, β-lactoglobulin의 trypsin 분해물에서도 Leu- 
Ala-Met-Ala(f22~25), Leu-Asp-Ala-Gln-Ser-Ala-Pro-Leu-Arg 
(f32~40) 및 Val-Phe-Lys(f81~83)가유리되었다(Pihlanto-Leppälä 
et al., 1996; 1998).

기능성 건강 음료

최근 들어 경제성장 및 식생활 개선, 우리나라 소득수준
의 향상에 따른 식생활의 다양화 및 고급화로 인해 맛과 질

을 위주로 하는 건강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됨

에 따라 남녀노소 누구나가 즐겨 찾고 손쉽게 구입 섭취할

수 있는 각종 건강 음료들과 기능성 음료들이 속속 개발 생

산되어지고 있다(Park et al., 2004). 또한 편식과 과잉 섭취
에 의한 영양 불균형, 과잉 영양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의
한 성인병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특수성분을
공급하여 건강을 향유하고, 성인병 예방이 있는 특수식품
의 중요함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점차 건강음료를 선호
하는 추세이다(Lee, 1984; Schneeman, 1986).
건강음료에 관한 연구로서는 늙은 호박, 유자와 아카시

아 꿀을 이용한 호박 꿀차의 개발 연구(Park, 1995a)와 산
채류 중에서 생리기능이 높고 생산량이 많은 수리취와 고

려엉겅퀴를 이용한 발효음료 개발에 관한 연구(Ham, 1997), 
한약재 청피와 모려를 이용한 기능성 건강음료의 개발에

관한 연구(Cha, 2002), 매실추출물을 함유한 기능성 음료
개발(Bae, 2000), 참치의 고부가 식품 이용화를 위한 품질
특성 및 기능성 건강음료의 개발(Kim, 2004) 등이 보고되
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간편하게 섭취
할 수 있는 건강음료가 몇 종류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연
구와 제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미
자, 진피, 홍화, 인삼, 홍삼, 동충하초 등 생약재를 이용한 음
료 개발(Park, 1995b)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생약을 이용하여 단독 또는 혼합으로 음료화하여 경기
력 향상, 전해질 균형 및 피부 회복 효과를 연구한 논문들
(Oh, 2000; Kim, 2002)이 스포츠 분야에서 보고되고 있으
나, 아직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식품영양분야에서 한방
자원을 이용하여 기능성 음료를 개발하는 단계와 그 효과

를 평가하는 임상실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과실 쥬스는 생과에 가까운 향미와 영양가
를 가지고 있어 과실이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 이용할 수 있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채소나 과일의 즙액은 생채
소나 생과일을 그대로 섭취하는 것보다 장에 부담을 적게

주고, 가느다란 섬유가 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에
대한 자극이 이상적이므로 소화와 흡수력을 높임과 동시에

배설도 원활하게 한다(Yoon, 1991). 다량의 유효 성분을 많
이 섭취할 수 있으며, 몸에 신속하게 소화, 흡수될 수 있는
데, 특히 한 종류의 즙액만을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몇
가지의 채소나 과일즙을 혼합하여 섭취할 경우 훨씬 효과

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alker, 1987).
유청에는 영양 생리적으로 중요한 유청단백질과 기타 유

당, 여러 종류의 비타민과 광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어, 여
러 형태로 식품가공에 이용할 수 있다(Kosikowsky, 1979; 
Forsum, 1979). 유청을 음료 제조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
백질로 인한 침전물 형성을 방지하고, 유청 특유의 향미와
다량의 유당을 분해시키고, 불필요한 광물질을 제거하여

맛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원심분리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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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여과장치(ultrafiltration system)와 이온교환(ion exchange) 
방법 등을 이용하여 단백질이나 그 외 일부 성분을 분리하

고(Matthews, 1984; Therese et al., 1986), 유당을 미생물에
의한 발효나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시켜 유청음료의 원료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Hosinger, 1974; Holsinger, 1987). 
즉, 유청에 함유된 유당은 유산균에 의해 유산을 생산하고, 
알코올 생산균에 의해 알코올을 생산할 수 있다. 또 다른
해결책으로 β-D-galactosidase를 이용해 glucose와 galactose
로 가수분해시켜 유청음료의 원료로 이용할 수 있다(Therese 
and Bradley, 1986). 음료를 제조함으로써 유청의 효율적인
이용 및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에게 섭취를 권할 수 있고, 
단맛이 증가됨으로써 감미료의 절약으로 경제성 및 칼로리

의 증가를 막아 줄 수 있다(Hourigan, 1984). 그러나 유청을
음료로 이용할 경우 유청의 특유한 맛과 냄새는 제품의 기

호성을 떨어뜨리며(Holsinger, 1987), 가수분해과정에서 유
청의 염이 유당가수분해효소인 β-galactosidase에 저해작

용(inhibition)을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유청은 유기산 무기산을 함유하여 인체 내의 삼투압을 조

절하는효과적인기능을가지고있다고보고하였으며(Wagner 
et al., 1975), 초콜릿을 첨가한 유청음료를 개발하였고(Kriel 
and van Tonder, 1979), Zadow(1989)는 유청 발효음료의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하였다. 이집트에서는 맥
아즙과 단백질이 제거된 유청즙의 혼합물에 유당을 이용하

는 효모 중 Saccharomyces fragilis를 넣어 발효시킨 것이
향기가 좋은 맥주와 비슷한 음료가 제조되었다고 보고하였

다(Mann, 1989). 또한 유청을 한외여과 기술로 농축하고

Kluyveromyces fragilis 균을 접종하여 발효시킨 후 무기질을
제거하여 알콜을 제조한 연구도 보고되었다(Wzorek, 1983). 
Battermann(1986)은 유청이 운동선수의 체력, 순발력 그리
고 지구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고, 유청
음료에 설탕 대용품으로 Aspatame과 Acesulfame-k를 첨가
해 뒷맛이 없고 적당한 단맛을 내며 열량을 줄여 식이요법

에효과적인유청음료 개발을하였으며, 최근에 Lactobacillus
종으로발효시켜만든유청음료와요구르트가대장에서해로

운 박테리아의효소활성은감소시켰다고보고하였다(Salminen 
et al., 1991). 가수분해한 유청단백질을 여러 가지 의학적
인 질병(낭포성 섬유증, 췌장 및 간 또는 위장관 장애, 수
술)에이용하면치료및회복이증진된다고보고하였고(Smith, 
1976), 심장기능 이상을 갖고 있는 유아를 위한 치료영양식
으로 유청을 주요 식품으로 한 연구도 수행되었으며(Mathur, 
1979), 만성 요독증 환자의 식사에 전기 투석시켜 얻은 유
청을유일한단백질원으로이용한보고도있었다(Karp, 1971). 
강(1971)은 우유 및 유제품, 야채류, 콩류, 곡류, 육류, 난류
등에 유산균을 이용한 제품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새로운

유청음료의 개발방향에 관하여 주정성분이 없고 소화가 잘

되며 탄산이 첨가되지 않되 청량감이 있어야 하고, 밝은 외
관이 권장된다고 하였다(Driessen and Van Den Berg, 1990).
한편, 국내에서는 유청의 영양적 특성과 이용에 관하여

보고하였으며(Park et al., 1988), 유청을 발효시켜 인삼과
감미료를 첨가한 후 비발효 유청음료와 비교하였는데(Park 
and Hong, 1992), 발효된 제품의 경우 이취(off-flavor)로 인
해관능 검사 결과 좋지 않게 평가되었다고 하였다. 유청을
역삼투법으로 농축한 후 유산균을 접종하여 발효시켜 유청

음료를 제조한 다음 관능검사를 실시하였고(Song and Oh, 
2012), Kee와 Hong(1993ab)은 응유효소를 첨가하여 얻은 유
청에 인삼추출물을 첨가하고, 유산균을 접종하여 발효시킨
인삼 유청음료의 이화학적 분석 및 관능적인 평가를 실시

한 결과, 인삼을 첨가한 시료가 관능검사에서 열등하게 나
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결론적으로 우유에서 유래하는 유청단백질을 단백질 가

수분해 효소로 처리한 가수분해물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적

인 면에서 효과가 있는 생리활성기능성 음료 제품 등의 개

발에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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