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

신기술 신소재 / 해외기술

지 못한 부분이 많다. 때문에 비타민 C의 분해과정

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질병

치료, 노화방지, 식품 보존, 향료개발 등 수 많은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얻을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타민 C와 탄수화물(당) 또는 단백질이 반응하는 

것을‘마이야르 반응(Maillard reaction)’이라고 

한다. 1912년 이 반응을 처음 발견한 프랑스 화학

비타민 C2)

Vitamin C는 식품에서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활용된다. 하지만 고유의 불안정성은 잘라놓

은 과일의 변색, 토스트나 고기를 구울 때 나는 구

수한 냄새 등의 원인이기도 하고 수정체 혼탁이나 

피부 주름 생성같은 노화와 질병과 관련된 현상의 

원인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

신기술동향: 식품을 둘러싼 논쟁

박정민 ┃ 연구전략실
Park Jungmin  |  Dept. of R&D Strategy

Bulletin of Food Technology
Vol.26, No.2, pp. 110-116

New Technology Trends: Arguments in Food

1) 관련사이트, http://mirian.kisti.re.kr/
2)“비타민 C 분해과정의 비밀 (글로벌동향브리핑, 2013. 4. 4일자)”재인용 요약

글로벌동향브리핑(GTB)1) 에서는 100여명의 국내·외 과학기술 전문가가 농림·수산, 생명과학, 보건·의료 등 19개 
주제로 해외 과학기술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분야의 최신 해외과학기술 주요동향을 요약하여 
재정리 하고자 한다.

지난 5월 14일 미국 국립의학연구소의 보고서는‘소금은 적게 섭취할수록 좋다’는 권고사항에 의문을 제기했
고, 염분섭취 제한에 대한 찬반양론을 다시 들끓게 했다. 이처럼 식품을 둘러싼 많은 신기술과 그 안전성과 유효성
에 대한 많은 논쟁이 존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4월 이후 등장한 몇 가지 논쟁거리를 다루고자 한다.



111

신기술동향: 식품을 둘러싼 논쟁

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얼마전까지 명확한 

설명이 힘들었던 이 반응은 독일 마틴루터대학의 

Glomb 박사 등 연구진이 동위원소로 치환된 물질

을 이용한 추적에서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 이 연

구의 결과로부터 비타민 C를 함유한 식품의 보관 

및 제조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어떤 반응경로

를 거치는지 설명할 토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인

체에 끼치는 부정적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

소금과 칼륨3)

염분 섭취를 줄이는 동시에 칼륨을 많이 섭취하

면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염분 섭취와 뇌졸중 및 심장질환의 연

관성에 대한 많은 증거가 제시된 반면, 체내의 낮

은 칼륨 수치가 혈압상승과 관련이 있다는 것 외에 

칼륨 섭취에 따른 이점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5년까지 일일 적정 염분 섭취량을 찻

숟가락 하나 정도인 5~6 g으로 줄일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는데 반해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

cellence, NICE)는 세 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성인 기준 하루 염분 섭취량을 3 g까

지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첫 번째로 3,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염분 섭

취가 소량 감소했을 때, 혈압, 호르몬, 혈중지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34가지 경우에 대한 임상

3)“소금 적게 먹고, 칼륨 많이 먹자! (글로벌동향브리핑, 2013. 4. 9일자)”재인용 요약
4)“다시 밝혀진 장내미생물의 위력: 장내미생물이 나쁘면 보약을 먹어도 말짱 헛일 (글로벌동향브리핑, 2013. 4. 10일자)” 재인용 요약

실험 결과를 제시했다. 두 번째는 56개의 연구들을 

분석하였는데 결과는 첫 번째 연구와 유사하다. 마

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는 칼륨섭취가 건강에 미치

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28,000명의 건강한 성

인을 대상으로 33가지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

구 결과, 칼륨 섭취를 증가시키자 혈압이 낮아졌으

며 혈중지질 및 호르몬 수치, 그리고 간 기능이 정

상으로 회복되었다. 아직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

기는 하지만, 혈압 감소 효과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는 2025년까

지 일반적인 성인 기준, 일일 염분 섭취량을 현재 

섭취량에서 30%정도 줄어든 5 g으로 줄일 것을 목

표로 본 사항을 권고하였으며, 아직 평균적으로 많

은 양의 염분을 섭취하는 나라들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유럽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소는 2025년

까지 성인 기준 하루 염분 섭취량을 3 g까지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약보다 중요한 장내미생물4)

살코기 스테이크(lean steak)는 건강식품으로 

간주되나, 많이 먹으면 역시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Nature Medicine에 게재된 논문이 그 이

유를 밝혀냈다.“인간의 장(腸)에 존재하는 세균

이 소고기 속에 함유된 흔한 영양소(L-카르니틴)

를 유해 화합물로 전환시키고, 이 화합물(TMAO: 

trimethylamine-N-oxide)이 동맥벽에 플라크의 

축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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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veland Clinic의 Hazen 박사는“세균은 식

품 속에 들어 있는 모든 영양소들을 새로운 분자로 

전환시키며, 이 분자들은 인간의 대사과정에 엄청

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개인이 보유한 

장내 미생물`’이‘식품 자체에 포함된 영양소’에̀ 못

지않게 중요할 수도 있다. 이번 연구는 식품과 건

강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77명의 지원자를 모집하여 L-카르니

틴(적색육과 유제품에서 발견됨)을 섭취하게 하였

다. 연구결과, L-카르니틴을 섭취하면 TMAO의 

혈중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놀

랍게도 지원자 중 26명의 채식주의자들은 L-카르

니틴을 섭취하더라도 일반인(잡식주의자)보다 훨

씬 적은 TMAO가 생성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

자들의 대변을 분석한 결과, 채식주의자와 잡식주

의자들은 서로 상이한 장내 미생물을 보유한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진은“고기를 포함하는 일반 식

단(regular diet)이 위장관 내에서 특정 미생물군

의 증식을 촉진하고, 이 미생물이 L-카르니틴을 

TMAO로 전환시킨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불법약물을 사용하는 임상시험 승인?5)

마법의 버섯 환각성분을 우울증 치료에 이용하

기 위한 세계 최초의 임상시험이 지연되게 되었다. 

영국 Imperial College London의 신경정신약학과 

Nutt 교수는 기존 항우울제로 치료에 실패한 중증 

우울증 환자들에게 마법의 버섯 속 환각성분인 실

로사이빈(psilocybin)의 효과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에서 실로사이빈은 불법이다. 

때문에 영국 의료협의회의 임상시험 승인에도 

불구하고, 불법약물 연구에 대한 라이선스 통제규

정과 EU의 의약품 생산 품질보증 가이드라인 때문

에 시험이 중단되었다. Nutt 교수는 내년에나 시

험의 재개가 예상되며, 관련 규정들을 변경할 필요

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비록 내가 실로사이빈

의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 약물이 우울증 환자들

에게 중요한 치료제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그

러나 실로사이빈 취급라이선스를 영국에서 병원 4

곳에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도 치료

를 시작할 수가 없다. 관련규정이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식품 탐지6)

화성의 과거 생명체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개

발된 레이저 시스템이 올리브기름의 원산지를 증

명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공

통점은 두 가지 모두 동위원소의 비율을 측정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탄소 동위원소의 상이한 양은 화성에서 이산화

탄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관한 지표를 제공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동위원소의 비율은 지

구의 표면 전역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광범위한 유

기제품들의 지리적 기원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다. Rutherford Appleton Laboratory Space

의 연구진은 처음에 이 시스템을 유럽우주국의 화

성 착륙선 프로그램인 오로라(Aurora) 프로그램의 

5)“환각물질을 갖고 있는 마법의 버섯 성분의 우울증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지연 (글로벌동향브리핑, 2013. 4. 11일자)”재인용 요약
6)“가짜식품을 탐지하는 레이저 시스템 (글로벌동향브리핑, 2013. 4. 17일자)”재인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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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개발했다. 이 기술이 유럽우주국 기술이

전청에 의해서 식료품 원산지 평가를 위한 시범프

로젝트로 거듭났다. 

레이저 분광법 연구팀의 Weidmann 박사는 

“사람들은 지리적 기원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

문에 가짜 제품들을 탐지하는 것은 큰 시장이다. 

사람들은 동위원소 성분을 체크할 수 있으며, 올리

브기름과 초콜릿 등 지리적 기원으로부터 부가가

치를 얻는 제품들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다”고 말

했다. 또한 대기화학에서부터 화산의 지구화학, 

의학에서의 호흡분석에 이르기까지 다른 많은 

분야들에도 응용이 가능하다고 Weidmann은 제안

했다.

저염식 논쟁7)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과연 건강에 이로울

까? 지난 5월 14일, 미국 국립의학연구소(IOM: 

Institute of Medicine)는‘염분 섭취를 줄이라’̀는  

권고사항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 문제는 다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

다. IOM 보고서는“① 나트륨 섭취를 2,300 mg 

이하로 줄이면 심혈관질환 위험이 감소한다는 주

장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일부 환자군은 저

염식이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 ② 당뇨병, 만

성 신장질환, 심혈관질환 환자의 경우 염분 섭취를 

1,500 mg까지 줄이는 것은 실익이 없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으므로 고위험군으로 관리

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7)“저염식 논쟁에 다시 불을 지핀 보고서:“지나친 소금섭취 제한은 건강에 해롭다” (글로벌동향브리핑, 2013. 5. 29일자)”재인용 요약

미국 심장협회(AHA)는 즉각 반박성명을 발표하

여,“IOM의 보고서는 불완전하다”고 맞불을 놓았

다. Brigham and Women's Hospital의 Antman 

박사는 IOM의 전문가위원회는 `결점투성이 데이터

`를 갖고서 오버하고 있다며,“이번 보고서는 공중

보건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의 

Alderman 교수(역학)는“이번 보고서는‘소금은 

적게 섭취할수록 좋다`’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통쾌

하게 무너뜨렸다”고 논평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는‘염분 섭취량은 낮으

면 낮을수록 좋다’는 도그마가 지배해 왔다. 그러

나 최근 일부 과학자들이‘염분 섭취량이 너무 적

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하면서, 염분섭취 제한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대립해 왔다. 양측의 과학자들은 제각기 수백 편의 

논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항변해 왔다(Science, 

14 August 1998, p.898). 이에 미국 질병관리·

예방본부(CDC)는“염분섭취를 줄이는 것이 심혈

관 발작(뇌졸중, 심근경색)의 위험을 낮추는지 아

닌지를 판정해 달라”고 IOM에 요청했고,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그 결과물이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인

다는 점에 대해서는 IOM의 보고서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있다. 이번 논쟁은‘나트륨을 적게 섭취

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라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많은 과학자들은“염분 섭취를 줄

이면 심장과 혈관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일부 과학자들은 최근“염분 섭취가 부족하면 오

히려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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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은 이번 보고서에서 후자의 손을 들어 줬다.

사실‘저염식이 건강에 해롭다’̀는 주장을 설명

하는 메커니즘 역시 존재한다.“나트륨 농도가 낮

아지면 (인체의 수분균형을 조절하는) 교감신경계

와 레닌-안지오텐신 호르몬계가 활성화되고, 혈중 

중성지방의 수치가 상승하게 된다. 이는 모두 심혈

관질환의 위험을 상승시킨다고 입증된 바 있다. 또

한 나트륨 함량이 많은 일부 제품들은 다른 유익한 

미네랄(예: 칼륨)까지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염

분 섭취를 제한할 경우, 다른 미량영양소의 섭취량 

역시 임계점 밑으로 내려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고 Alderman 박사와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U of 

Pennsylvania의 Strom 박사는 주장했다. 

이번에 발표된 IOM 보고서는 최근 발표된 연

구결과에 근거하여, 기존의 획일적 공중보건 정책

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포괄적인 건강결과(health 

outcome)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공중보건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나트륨 섭취 제한을 찬성하는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 나트륨 섭취가 건강결과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으로 전망된다.

장내미생물균총 변화8)

장내 세균(Intestinal bacteria)은 우리가 생각

했던 것보다 우리 몸에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 Sahlgrenska Academy U of Gothe의 

Backhed 박사팀은 Nature에 게재한 논문에서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장내세균총이 바뀌어있다는 연

구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당뇨병, 포도당 내

성(glucose tolerance)과 건강(healthy controls)

에 문제가 있는 145명 여성의 메타게놈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와 건강한 여성을 구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다. 개발된 모델은 체질

량지수(body-mass index) 허리와 엉덩이 둘레 비

율(waist-hip ratio)과 같은 고전적인 예측 마커

들 보다 예측 값(predictive value)이 더 정확했다.

오존처리와 저장9)

영국의 과학자들이 오존에 노출시킨 과일과 채

소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오랫동안 상하지 않는 

현상에 대한 과학적 단서를 찾았다. 수확 후 처

리기술에 관한 저널 Postharvest Biology and 

Technology(PBT)에 발표된 연구에서 연구진은 

오존이 특정단백질의 함유량에 영향을 미치고 이 

변화가 병충해로부터 과실과 채소를 보호하고 신

선도를 유지시킨다는 사실과 연결된다는 점을 확

인한 것이다.

영국 Newcastle University의 Barnes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수확된 토마토의 단백질 변화는 

오존 처리 후, 방어기제와 신호전달의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 현상이 물리화학적 

반응, 보호기능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과실을 

오존에 노출시킨 후에 곰팡이 병원균인“Botrytis 

cinerea”를 감염시켰는데, 오존 처리가 된 토마토

가 그렇지 않은 토마토보다 훨씬 적은 병원균이 자

8)“장내미생물균총 변화로 당뇨 예측 (글로벌동향브리핑, 2013. 6. 7일자)” 재인용 요약
9)“오존처리로 농산물 저장기간을 늘린다 (글로벌동향브리핑, 2013. 6. 12일자)” 재인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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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번 연구결과로 향후 농산

물의 저장 및 유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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