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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알레르기의 특성 및 저감화 방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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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od allergy is defined as adverse reactions toward food mediated by aberrant immune mechanisms. Cow’s milk allergy 
is one of the most common food allergies in childhood. This allergy is normally outgrown in the first year of life, however 
15% of allergic children remain allergic. Cow's milk allergy seem to be associated with casein (αs1- CN), β-lactoglobulin 
and whey protein. In addition to this, many other milk proteins are antigenic and capable of inducing immune responses. 
Various food processing affects the stability, structure and intermolecular interactions of cow milk proteins, as a result 
reduction the allergenic capacity. Heating, hydrolysis, chemical, proteolytic and other processes such as gamma-ray 
irradiation, high pressure, using probiotics treatments of milk to obtain hypoallergenic milk have been developed to reduce 
allergic reactions.
Keywords: Cow’s milk allergy, casein, whey protein, allergen-specific immunoglobulin E, hypoallergenic milk

* Corresponding author: Hyoun Wook Kim,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DA, Suwon 441-350, Korea. Tel: +82-31-290-1220, Fax: 
+82-31-290-1697, E-mail: woogi78@korea.kr

서 론  

국내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6백만 명 이상
으로 현재 추정되는 환자 수만도 전 인구의 15～20%, 우리
나라 성인 중 약 10%, 어린이는 약 20%에서 나타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각종 공해와 더불어 화학물
질 사용의 증가 및 서구화된 생활환경으로 인해 알레르기

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로(Ryu, 2000), 특히 음식 섭
취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알레르기

환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알레르기의 원인은 가족
력, 환경공해, 스트레스, 식품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Bjorksten and Kjellmann, 1990), 대표
적인 알레르기 질환은 꽃가루에 의한 화분증과 집먼지 진드

기, 동물의 털 등이 주 원인인 알레르기성 비염․결막염․천

식․피부염 등이 있지만, 특히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음식
물에 의한 알레르기는 영․유아 및 소아에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그 심각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Halken, 1997).
식품 알레르기는 우리가 섭취한 식품 성분이 장관을 통

과하여 혈액 또는 림프액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면역 관

련세포와 만나 반응을 하면 알레르기와 관련된 비만세포와

반응하면서 이 비만세포가 분비하는 화학물질(히스타민, 헤
파린 등)에 의해서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천식
이나 꽃가루 알레르기, 습진 등의 가족력이 있는 아기들에
게서 더 흔히 나타나며, 이러한 증상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
이다. 특히 영ㆍ유아시기에는 장관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
문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의 침입을 막기가 어려워

음식 알레르기가 많이 일어나지만, 3세 이후에는 장관면역
계가 성숙되어 식품 알레르기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 
알레르기를유발하는대표적인원인식품은콩류(Bock and 

Atkins, 1989), 우유(Shin et al., 2004), 밀(Battais et al., 2005), 
어류(Lee et al., 2000), 갑각류(Shimakura et al., 2005), 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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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et al., 2001; Chung et al., 2001) 및 달걀(Philippe and 
Eigenmann, 2004) 등으로 식품 알레르기의 약 90% 이상이
이들식품에의해발생한다고알려져있으며(Sampson and Ho, 
1997; Sampson and McCaskil, 1985), 그 외 간장, 바나나, 
멜론, 두유, 딸기류, 고추 등과 심지어 쌀도 빈도는 낮지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으로 보고되어 있다. 
Moon 등(2007)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소아, 어린이,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식품 알레르기 연구에서도 콩, 우유, 치즈, 
난백, 게, 새우, 참치, 대구, 연어, 돼지고기, 쇠고기, 레몬, 
라임, 오렌지, 복숭아, 밀가루, 쌀, 땅콩이 알레르기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대학병원에서 379명의 알
레르기 천식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를 대상으로 알레르기원

인 식품을 조사한 결과, 계란, 돼지고기, 복숭아, 고등어, 닭
고기, 우유, 메밀, 게, 밀가루 및 토마토 순서대로 빈도가 높
게 나타났다(Kim et al., 1995). 
알레르기 증상은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즐겨 먹는 여러 가지 식품들에서 소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
이라 할 수 있다. 식품 알레르기를 피하기 위해서 알레르기
를 일으키는 식품의 섭취를 금하면 알레르기에 대한 문제

는 없겠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 섭취가 꼭
필요하므로 식품 섭취에 대한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우유 단백질과 알레르기와의 관계 및 우유 알레

르기를 저감화 하기 위한 방법들과 우유 알레르기에 대한

방어 전략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본 론

1. 식품 유래의 알레르겐의 특징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된 성분은 단백질로 단백질

은 20여종의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입체구조를 형성하여 생
체 내에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한다. 단백질은 물리적, 화학
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입체구조가 변

화되어 그 성질이 바뀌는데, 이를 변성이라 하며, 이렇게 변
성된 단백질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겐도 형

성되게 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Dearman, 2002).

1) 분자량
분자량 크기는 알레르기와 관련된 면역기작 중의 IgE와

의 반응에 중요한 부분으로, 최소한 약 30개의 아미노산 또
는 3 kD 정도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어야 비만세포의 표면
위의 IgE 항체 분자들과 교차결합을 할 수 있다. 알레르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단백질들은 비만세포 표면

위에 있는 IgE 항체 분자들과 교차결합을 인정하는 항원결

정기와 IgE 항체 분자와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가지
고 있다.

2) 풍부한 양과 안정성
알레르겐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은 식재료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

요 알레르겐은 식재료에서 차지하는 총 단백질 비율이 매

우 높다. 또한 안정성이 높아서 식품 그 자체나 요리 공정
에서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레르기 증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다.

2. 유당 불내증과 우유 알레르기
우유는 어린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주요 영양분을 골고

루 함유하고 있어, 모유 수유가 금기로 된 경우나 모유 수
유가 불충분한 경우에 모유를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음식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우유 수유나
유제품 식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나친 우유 선호
와 함께 우유의 조기 수유로 인하여 어린이의 우유 수유에

따른 문제(각종 위장장애나 호흡기 장애, 피부질환 등)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유에는 약 20여 가지의 단백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인체 내부에서 이종단백으로 작용하여

특이 항체의 생성과 세포성 면역반응에 의해 여러 병변을

일으킬 수 있다. 음식 알레르기(food allergy) 특히 우유 알
레르기와 유당불내증(lactose intolerance)은 아주 큰 차이

가 있지만, 유당불내증과 우유 알레르기를 혼동하는 경우
가 많다.

1) 유당불내증
유당불내증은 젖당분해효소(lactase)가 장내에 충분히 존

재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젖당이 혈액으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야 하는데, 정상적인 소화과
정에서 젖당은 소장에서 소화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젖당
분해효소가 부족하여 소장에서 젖당이 분해되지 못하면 수

분과 함께 대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대장에 있는 세균

들이 이 젖당을 분해하여 수소가스를 생산하게 되고, 대장
내에 수분과 가스가 증가하게 되면 헛배부름, 복통, 복부팽
만감,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유당불내증
은 우유 알레르기와는 달리 신체의 면역기전과는 관련이

없이 발생하며, 우유 알레르기와의 차이점은 임상 증상만
으로는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통하여 진

단을 받아야 한다.

2) 우유 알레르기
우유를 섭취한 뒤 여러 형태의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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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들 중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서 야기되는 부작용
을 우유 알레르기라고 한다. 우유 알레르기는 비특이적인
환경 요소의 영향 하에서 우유 항원이 유입된 경우 유전적

경향이 있는 사람에서 나타난다. 우유는 계란, 콩, 밀, 땅콩, 
견과류, 고기, 조개 등과 함께 소위 말하는 8대 식품 알레르
기 군의 한 성분으로 분류된다(Zuberbier et al., 2004). 우유
의 처리과정, 또는 서화적용(다른 성분과의 반응)에 따라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우유 단백항원에 대한 항체는 주로
IgG, IgM, IgA, IgE가 관여하며, 생성된 항체는 항원-항체
반응에 의하여 여러 가지 증세를 일으킨다. 특히 우유는 영
유아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식품이지만, 알레르겐
을 가지고 있어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항원에 비

교적 미성숙하고 감작을 받아들이기 쉬운 면역체계인 유아

기에서 가장 빈번히 마주 칠 수 있는 식품 알레르기이다. 우
유단백질 알레르기에 관한 많은 연구보고에 의하면 우유단

백질 알레르기는 유년기(2세 이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
고(약 1～3%), 성인에 들어서면서 감소(약 0.1～0.5%)된다. 
대부분의 식품 알레르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거나

없어지는 것(Metcalf et al., 2003)과 마찬가지로 우유단백질
의 영향을 받은 영․유아의 대부분(80～90%)은 성장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우유단백질에 대해 면역성을 얻게 되어 1
살 때에는 56%, 2살이 되면 77%, 3살 때에는 87%가 증상
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ost and Halken, 1990).

3) 우유 알레르기 성분

Table 1. Main characteristics of major cow milk proteins

Proteins Concentration
(g/L)

Molecular 
weight

Isoelectric 
point

No. of 
amino acid Function

Whole 
caseins 

(30 g/L)

αS1-casein 12～15 23.6 4.9～5 199 Calcium binding

αS2-casein 3～4 25.2 5.2～5.4 207 Calcium binding
β-casein 9～11 24.0 5.1～5.4 209 Calcium binding
κ-casein 3～4 19.0 5.4～5.6 169 Stabilisation and coagulation of milk
γ-caseins
γ1-caseins 20.5
γ2-caseins 11.8

γ3-caseins 11.6

Whey 
protein
(5 g/L)

β-lactoglobulin 3～4 18.3 5.3 162 Lipid binding protein
α-lactalbumin 1～1.5 14.2 4.8 123 Participates in synthesis of lactose
Ig 0.6～1 <150 Defence scope

BSA 0.1～0.4 66.4 4.9～5.1 582 Transport of ligands and protection from 
free radicals

LF 0.09 76.2 8.7 703 Iron-binding protein, antimicrobial activity
Linda M, Eur Food Res Technol., 2006.

다른 식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유에서 알레르기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성분들은 단백질들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우유단백질들은 그 구조나 화학적인 특성(안정성, 기능 또
는 생리활성)이 무엇이든 간에 알레르기 잠재능력을 가지
고 있다. 우유단백질은 반추동물의 종류에 따라 양적으로
는 비슷하지만, 단백질의 종류들 간에는 함량이 다르며, 비
유기간에 따라서 단백질들의 함량에 차이가 생긴다. 
우유는 1리터당 단백질이 30～35 g 정도 함유되어 있고, 

이 중 케이신이라는 단백질이 80%, 유청단백질이 20% 정
도 차지한다. 유청단백질은 구상단백질로 주된 단백질은

β-lactoglobulin과 α-lactalbumin으로 이것은 유선에서 합
성되고, serum albumin과 면역글로불린은 혈액으로부터 이
행된 것이다. 케이신은 4종류의 단백질(α-S1, 36%; α-S2, 
10%; β-34%; κ-13%)로 구성되어 있다(Table 1). 우유 단백
성분 중 피부에 알레르기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성분은 casein, 
α-lactoglobulin, β-lactalbumin, bovine serum albumin이며, 
경구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성분은 케이신과 β-lactalbumin
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케이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유 알레르겐은 열에 강하여 모든 유제품과 우

유 단백은 과민한 영․유아에게 알레르기 반응의 유발 요인

이 될 수 있다.

(1) 케이신(Caseins)
케이신은 αS1-, αS2-, β-, κ-, γ-caseins으로 구성되며, 

우유 단백질의 주요 성분으로 나노클러스터(nanocluster)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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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logy of milk proteins by animals        (%)

Proteins Cow/sheep Cow/goat Goat/sheep

α-lactoglobulin 96 96 99

β-lactalbumin casein 94 95 99

αS1-casein 89 87 97

αS1-casein 89 88 98

β-casein 90 90 99

κ-casein 84 85 95

Wal J-M Food Allergy and Intolerance, 2002.

고 불리는 상호간의 결합을 통하여 케이신 마이셀(casein 
micelle)을 형성하는데, 이는 중앙부의 소수성 부분과 인산
화 세린 잔기(phospho-serine residue)에 의한 표면의 친수성
의 층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진다.  
케이신은 주된 알레르겐으로 열처리에서는 큰 영향을 받

지 않지만, 모든 단백질 분해효소에 대해서는 매우 쉽게 반
응하고, 소화효소에의해서 가수분해가잘된다. 우유의케이
신과 다른 포유동물의 케이신 사이의 상동성은 80～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Table 2), 그 때문에 우유 알레
르기 환자의 대부분은 양젖, 염소젖 등의 다른 케이신에서
도 IgE 교차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우유에 대한 알레르기
환자의 15～20%는 양젖, 염소젖에 대해서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Dearman and 
Kimber, 2002).
젖소는 1리터 당 케이신이 28～30 g, 유청단백질이 6 g 

정도 함유되어 있고, 염소는 젖소와 비슷하며, 양은 젖소나
염소보다 2배 정도 높게 함유되어 있다(Table 3). Ibero 등
(2010)은우유단백질에대한알레르기가있는어린이에게케
이신을광범위하게가수분해하여제조한분유(상표명 Damira 
2000Ⓡ)를 생후 1개월에서 7살 어린이 67명을 대상으로 실
험한 결과, 가수분해 처리된 분유는 우유단백질에 대한 알
레르기 증상을 나타내는 어린이 67명 중 98.5%인 66명에
게서 알레르기 반응이 완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Table 3. Protein composition of milk by animals      (g/L)

Proteins Cow Goat Sheep Horse

Total casein 28～30 25～30 50～60 13

αS-casein 14 2～6 25

β-casein 11 18 25

κ-casein 4 4 10

Whey protein 6 4 9 13

Wal J-M Food Allergy and Intolerance, 2002.

(2) 유청 단백질(Whey Protein)
유청 단백질은 전체 우유단백질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

다. β-lactoglobulin(β-LG)과 α-lactalbumin(ALA)은 주요
알레르겐이며, 혈청알부민, 면역글로불린(Ig), 락토페린(LF) 
등도 알레르겐으로 작용한다. 
β-LG는 유청에서 전체 단백질의 50%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단백질(MW=18.3 kDa)이며, 지질 결합 단백질 중 하
나로 레티놀, β-카로틴, 포화 및 불포화 지방산과 지방족 탄
화수소등과다양한결합을할수있다(Breiteneder and Mills, 
2005). 또한, 이황화결합(S-S)에 의해 안정하게 밀집되고 단
단한 구조를 하고 있다. 우유 알레르기 환자 중 β-LG에 대
하여 알레르겐 활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인유에는 전
혀 함유되지 않은 이종성 성분이기 때문이다. 

ALA는 유청 단백질의 약 25%를 대표하는 단량체 구형
칼슘 결합 단백질(MW=14.2 kDa)로 칼슘에 친화성이 높으
며, 단백질의 2차 구조를 안정화 시키는 작용을 한다. ALA
는 β-1,4-galactosyltransferase와 상호 작용을하여 유당 합성 
효소복합체를형성하는데, ALA는β-1,4-galactosyltransferase
의 기질 특이성을 변형하여 포도당과 UDP-갈락토스로부터
유당을 생성하게 한다. 이는 포유동물의 유선의 생리 기능
을 조절하여 유당의 생산에 매우 중요한 기작이다(Restani 
et al., 1999). 우유에 함유된 ALA의 아미노산 조성은 모유
의 ALA와 72%의 정체성을 보이며, ALA에 대한 IgE에 항
원 중 지속적인 우유 알레르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

에, 영․유아에 필요한 단백질의 합성에 매우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 

BSA는 유청 단백질(MW=66.4 kDa)의 약 5%를 차지하
고 있으며, 물리적 및 면역학적으로 인간 유래의 혈청 알부
민과 매우 비슷하다. 주요 역할은 물질 전달, 신진 대사, 리
간드의 분포와 자유 라디칼의 보호이다(Farrell et al., 2004). 
BSA는 세 개의 상동 도메인이 17개의 이황화 결합에 의한
9개의 고리로 연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황화 결합의
대부분은 단백질의 중심에서 보호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안정된 4차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Carter DC, 1994).

LF(MW=76.1 kDa)는 유방 기원의 단백질로 우유 고유의
철 결합 단백질로 대부분의 종의 젖에서 1% 정도로 발견된
다(Schanbacher et al., 1993). 락토페린의 주요 역할은 철과
높은 결합력으로 세균의 성장에 영향을 미쳐 감염과 염증

을 억제한다.   

3. 식품(우유) 알레르기 예방 방법
알레르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알레르기 증상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유 알레르겐 저감법 71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원인물질을제거하기때문에, 이론적으로알레르기증상은치
료가 될 수 있지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여러 종류의 식품
을제거한다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둘째, 알레르기를일
으키는 식품을 효소 처리나 가열 처리하여 알레르기를 일으

키는물질의활성을저감시킨저알레르겐식품(hypoallergenic 
foods)을 섭취하는 것이다. 셋째, 알레르기 증상을 개선하
는 항알레르기 방법으로 알파-리놀렌산이 항알레르기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알파-리놀렌산은 유채기름, 
콩기름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 알레르겐 저감화 방법
알레르기를 저감화하기 위해서는 원인물질인 단백질의 제

거가 가장 효과적인데, 단백질분자 중에서도 항체와 결합하
거나 림프세포와 반응하는 등 실제로 알레르기 반응에 관

여하는 에피토프를 파괴․제거 또는 변형함으로써 단백질

의 항원성을저감화 하는 것이가능하다(Penas et al., 2006a).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유도되지 않는 단백질의 분자

량은 1.6 kD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근거로 가
수분해나 열처리 공정을 이용한 저알레르겐 식품들이 시판

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압처
리기술을 이용하여 물리적 처리를 함으로써 단백질의 가수

분해와 구조변화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개발되었으며(Penas 
et al., 2006b), 전자파 조사를 이용한 기술 방법으로 역시 단
백질의 가수분해와 구조변화를 향상시키는 기능이 밝혀지

기도 하였다.

(1) 열처리(Heat Processes)
열처리공정은원래원유에존재하는미생물을파괴하여우

유의유통기한을연장하기위하여사용되었으며, Pasteurisation 
(62～65℃, 30～32분), STH(72～75℃, 15～30초), HTST(>85℃, 
4초) 및 UHT(135～150℃, 2～20초) 등의다양한방법이있다. 
아직 열처리에 대한 알레르겐의 저감효과의 기작은 명확

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레르겐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열처리로 인하여 발생하
는 우유의 주요 구성 성분인 케이신, ALA, β-LG 등의 구
조적인 변화(수소결합, 정전기적 상호작용, 소수성 상호작
용, 이황화 결합)는 단백질의 3차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
며, 항원의 대부분은 단백질의 항체를 구조적으로 인식하
기 때문에 열변성에 따른 단백질의 3차 구조의 변화에 의
하여 알레르겐은 교란될 수 있다.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다양한 열처리 기술은 우유 단

백질의 알레르기 가능성을 감소할 수 있으며, 가열, 살균 및

균질화와 같은 여러 가공 기술에 의해 잠재적인 알레르겐의

구조적 항원을 저감할 수 있다.

(2) 가수분해(Hydrolysis)
일반적으로 알레르겐은 분자량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저

알레르기성 조제분유의 제조는 유단백질의 폭넓은 가수분

해를 통해서 이상적인 분자량 1,500 dalton보다 적은 펩타
이드화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을 효소처리하게
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부위가 분해되거나, 단백질의 크
기가 작아져 항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감소하거나 일어나지 않게 된다. 단백질 가수 분해물 또는
아미노산 기반으로 한 조제분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 가수분해물은 유화나 겔 형성 등의 단백질의 기능 특

성을 개선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가수분해된 조
제분유는 우유단백질에 있는 감작성 항원결정기의 수를 최

소화함으로서 알레르기 감작을 막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

다(Fiocchi et al., 2003; Crittenden et al., 2007). 여러 가지
이유로 모유를 수유는 할 수 없는 영․유아는 조제분유가

필요한데, 일반 조제분유는 자연 그대로의 우유단백질을 포
함하고 있는 반면에, 과민성우유 조제분유는 에피토프를 파
괴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가수분해하여 항원성을 감소시

킬 수 있다(Kulig et al., 1998). 

(3) 그 밖의 방법
우선 고압처리방법이 있는데, 이는 효소에 의한 가수분해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된 방법으로 고압(600 MPa)의
상태에서 가수분해는 대기압 상태와는 달리 비면역원성의

펩타이드를 형성하였다(Bonomi et al., 2003).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유산균과 같은 프로바이오틱을 이용

하는 방법으로 Fiocchi 등(2003)은 프로바이오틱 형태로 미
생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게 되면 면역체계의 초기에 반응하

는 Th1/Th2 세포의 불균형을 교정해 주고, T 세포의 활성
의 조절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Kalliomaki 등(2003)
은 프로바이오틱을 섭취시킨 유아에서 임상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주목할 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현재
프로바이오틱은 다당류와 함께 조제분유에 소량 포함되어지

는데, 비피도박테리아와 같은 장관 미생물 균총을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Lee 등(2001)과 Cho 등(2001)은 우유의 대표적인 단백질
인 케이신, 락토글로블린, 알부민 등 각각의 단백질 용액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유단백질의 항원성이 저감됨을 보여 감

마선 조사에 의한 알러지 저감 유제품 제조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특히, 유단백질을 열처리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변성되어 아미노산 잔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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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분해에 대한 민감성이 크게 감소되어 소화에 저항하

는 식품 알레르겐 구성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

마선조사방법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Fenaille et al., 2005).

결 론

식품과민반응의 선천적 이력(natural history)과 방어의 이
해는 식품 알레르기 환자의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
유를 섭취한 후에 생기는 부작용은 우유 알레르기와 유당

불내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로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우유를 섭취한
후에 나타나는 이상반응이 우유 단백질에 의한 면역학적인

기전의 관련에 따라 구분되게 된다. 우유 알레르기는 유전
적 요인, 영아 초기 단계의 단백질 노출, 우유 단백질 흡수
조절 등의 외적인 요인과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로 인해 우유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알레르겐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발생하게 된다.
우유에 함유된 케이신, β-LG과 ALA과 같은 단백질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며, 물리적․화학적인 영향으로
인한 우유 단백질의 입체구조의 변화에 따른 단백질 변성

은 알레르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식품 알레르기의 치료는
원인이 되는 식품을 배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우유
와 같은 경우는 원인 식품을 배제하는 경우 성장기의 유아

나 알레르기 환자에게서 식품의 종류, 양 모두 제한을 하여
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유아의 경우
에는 모유 대용품인 우유를 섭취하지 못하는 것은 영양상

으로 문제가 큰 문제가 된다. 때문에 열처리 및 가수분해를
이용하여 우유의 단백질을 분해한 저항원성 제품들이 개발

되고 있고, 알레르겐의 항원성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이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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