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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iotics를 이용한 새로운 건강 증진 기능성 유제품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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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development of a value-added food category containing probiotics so as 
to improve human health and prevent diseases. Among various foods, the health benefits of milk and dairy products are 
known to humanity, and could be attributed to the bioactive components present in milk. In fermented milk products, the 
health benefits could be due to suitable modulation activities produced by the action of probiotic bacteria. Besides the 
modification of various milk components, probiotics might also act directly as preventive and therapeutic agents against some 
severe diseases. Probiotics promote health via their positive effects on the immune response, stimulation of natural immunity, 
and modulation of the production of antimicrobial peptides, cytokines, and so on. Whey proteins, a byproduct of cheese 
production could also have anticarcinogenic, immunostimulatory, antimicrobial, and health-promoting activities such as 
improving insulin sensitivity and reducing fat deposition. Therefore, milk and dairy products containing probiotics could 
provide various opportunities in the field of functional foods. Additionally, these functional foods may be important in the 
human diet and may help improve human health and prevent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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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성분이 건

강에 주는 영향에 대해 연구가 최근 많이 진행되고 있다

(Homayouni et al., 2012). 식품에 함유된 성분이 건강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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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영양 성분

을 제공하고,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능성 식품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식품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개발
된 다양한 종류의 기능성 식품인 probiotic 식품, prebiotic 
식품, synbiotic 식품, 산화방지제, 이소플라본, 식물성 스테
롤, 안토시아닌, 저지방, 저당, 저염 등의 특정 물질을 함유
한 식품 등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다(Mirzaei et al., 
2012). 여러 종류의 기능성 식품 중에서도 probiotic 기능성
식품이 인체의 건강에 주는 효과는 상당히 크며, 따라서 이
식품의 판매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Probiotic 기능성 식품을 유제품과 비유제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probiotic 박테리아는 유제품, 발효된
유제품의 생물적으로 활성화된 화합물 등의 물질에 존재한

다(Ejtahed et al., 2012). Probiotic 박테리아의 주요 효능은
유당불내증을 예방하기 때문에 다양한 probiotic 식품의 개
발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총설 논문에서는 probiotic
이 함유된 유제품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다양한 기능성 낙농식품과 건강 증진 식품의 개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총설논문의 모든 자료들
은 이미 발표된 다양한 문헌 등을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Probiotic의 이용가능성

Probiotic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은 통제된
상황에서 무작위로 진행된 다수의 임상치료에 대한 결과

또는 메타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런 실험 결과들은 각 연구들의 이질성으로 인해 결과를 해

석 또는 하나의 결론을 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병리학
적 관점에서는 probiotic이 가지고 있는 임상적 효과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많은 실험들이
급성 설사증, 항생물질관련설사, NEC, 알레르기 등의 질환
에 대한 probiotic의 예방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예를 들면, 
L.GG를 50명의 유아에게 6주 동안 투여함으로써 L.GG가
복통 치료는 할 수 없지만, 이 질병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
다는 것을 나타냈으며, IBS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에
서는 복통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L. acidophilus의 효능
을 보였다(Bausserman and Michail, 2005). 그 외에도 VLS#3 
probiotic 혼합물이복부팽창증상을감소시키고, L. plantarum
과 B. breve의 혼합물이 통증 감도를 감소시키는 현상을 발
견할 수 있었다(Saggioro, 2004). 설사, 변비, IBS-A 등의 질
환을 앓고 있는 IBS 환자들에게 L. acidophilus와 B. infantis
의 혼합물 또는 이 혼합물을 ciprofloxacin과 함께 각각 4주, 
1주 동안 투여한 결과, 2가지 방법 모두 IBS 환자들의 질병

을 개선시키고, 증상을 감소시켰다(Faber, 2000). 이와 같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여러 유형의 probiotic이 IBS에 효과적
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추가적인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토피 습진을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높은 유아
가 태어난 후 2년 동안 prebiotic과 probiotic을 함유한 식품
보충제를 섭취할 경우, 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하
였다. 임산부들에게 임신 후반 또는 출산 후 6개월 동안
probiotic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다. 산모
가 모유 수유를 할 수 없을 경우, probiotic 또는 prebiotic을
함유한 식품보충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식품에 대한 부
작용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으며, 신생아(특히, 제왕절
개로 태어난 신생아)의 아토피성 습진 발생을 예방할 수 있
다고 보고하였다. 아토피성 습진에 대한 probiotic의 효과는
IgE 과민성이 있는 생후 18개월 유아에게 효과적이다. 
또한최근에진행된실험결과에의하면특정내장박테리

아, 특히 Lactobacilus 종과 Bifidobacterium 종은 Streptococci
와 Candida 종을 억제함으로써 구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 Probiotic 유산균은 유기산, 과산화수소, 과산
화탄소, 디아세틸, 저분자 항균 물질, 박테리오신, 유착 억
제제 등 다양한 항균 물질을 생산하지만, 구강 내에서 이 균
들의 활동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부족하며, 구강에 형성
되는 probiotic의균체및이균들이세균막에주는효과에대
한 더많은연구가 필요한실정이다. 위장관 내에서 probiotic
의 활동기전이 구강 내에서 이 균들의 활동기전과 유사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항미생물제 내성이 국제적인 문
제로 확산되면서 probiotic 치료는 흥미로운 주제로 인식되
고 있으며, 구강의학과 치과학과 같은 학문은 계속해서 더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Meurman, 2005). 
사람의장에는성인인체를구성하고있는세포의 10배이

상의미생물이서식하고있다(Mountzouris and Gibson, 2003). 
인체에 서식하는 이로운 미생물과 해로운 미생물의 비율이

사람의 건강에 주는 영향은 크며, 사람의 장에 서식하는 미
생물의 수는 건강을 진단하는데 사용된다. 장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수는 probiotic을 함유한 식품(특히, 아이스크림과
치즈)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유지할 수 있다(Homayouni 
et al., 2012). 유제품은 식품 중에서도 주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인체 건강에 큰 영향을 주며, 발효된 유제품은 오랜
시간 동안 치료 및 건강 관리 목적으로 섭취되어 왔다. 장
내의 probiotic 세포의 수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prebiotic을함유한식품을주기적으로섭취하는것이다. 왜냐
하면 probiotic과 prebiotic의 수치는 장관의 윗부분을 통과할
때영향을받지않는것으로알려져있기때문이다(Homayouni, 
2008). 
식품의 주요 역할은 인체가 대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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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양의 영양물질을 공급하고,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주
는 것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식품은 여러 가지 생리적 기
능을 하며, 몇몇 질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악화시키기도 한
다(Homayouni, 2008). 기능성 식품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기능
성 식품”이란 영양물질과 치료효과를 가진 특별한 식품을
일컫는다(Homayouni, 2008). 최근 들어 개발된 광범위한 기
능성 식품들이 개발되고 시판되고 있다(Ejtahed et al., 2011; 
2012). 여러 종류의 기능성 식품 중에서도 probiotic 기능성
식품이 인체의 건강에 주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 Probiotic 
식품을 예로 들면 probiotic 아이스크림, 냉동된 유제품 디
저트, probiotic 치즈, 바이오요구르트, 드링크요구르트, 케피
어, 냉동건조요구르트, 분무건조우유가루등이있다. 적절
한 양의 probiotic은 인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Homayouni et 
al, 2012; Mirzaei et al., 2012). 최근 몇 년간 probiotic 박테
리아를 부가물로써 유제품에 첨가되고 있다. Lactobacillus
와 Bifidobacterium은 발효 유제품 및 비발효 유제품 생산
과정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probiotic 박테리아 세포이다

(Homayouni, 2009). 
장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수를 조절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probiotic 박테리아가 함유된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
이다. 이 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유제품은 probiotic 박테리
아를 함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춤과 동시에 건강을 증진시

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Homayouni et al., 2012). 
또한 이 식품에 첨가되는 박테리아는 prebiotic을 발효하고, 
위장관에서 생존하며, 활성지역에서 대량으로 증식하며, 인
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체 내
에서 균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산성 조건(위의 pH: 1~4), 
알칼리성 조건(담즙산염), 창자에서 생산되는 효소, 소화과
정 중 생산되는 독성 대사물 등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야 한

다. 예를 들어, 오래 전부터 요구르트 생산의 균주로 사용
된 Lactobacillus bulgaricus와 Streptococcus thermophilus는
원래 장내에 공생하는 생물이 아니며, 담즙산에 대한 내성
이 없기 때문에 probiotic로 사용할 수 없다. Probiotic을 함
유하는 유제품의 pH는 중성이어야 하며, 고형물 총량이 높
아야 하고, 산소가 없어야 하며, 주위 환경 온도와 비슷해
야 한다(Homayouhom et al., 2008). 많은 유제품들(예: 생
우유, 발효된 우유, 낙농음료, 아이스크림, 유제품 디저트, 
치즈, Cottage 치즈, 분유 등)이 probiotic 박테리아를 인체
내로 이동시키는 매개체로써 섭취되고 있다. 그 예로 Bifido
를 함유한 80여 개의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Probiotic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기능성
식품이 probiotic 기능성 식품의 모델로 제안되고 있다. 기
능성 식품 개발은 식품 디자인의 핵심 연구이며, 산업 및

과학 분야에 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Probiotic 낙농식품

위에서 언급했듯이, 유제품 기능성 식품은 평균 이상 수
치의 영양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생리적으로 좋은 영향

을 준다. 우유에는 오메가-3, 식물성 스테롤, 아이소플라빈, 
CLA(conjugated linoleic acid), 무기물, 비타민 등의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아이스크림, 치즈, 요구르트, acidophilus-bifidus-우유, 
Ayran, 케피어, 쿠미스, 도그(Doogh) 등 probiotic을 함유한
유제품과 유제품 음료는 오랜 시간 동안 인체 내로 probiotic
을 이동시키는 매개체로 사용되어왔다. 발효과정 중 자연
히 생산되는 산(예: 유산, 아세트산, 시트르산)은 주로 유기
산으로 사용되어 식품의 관능성 특성을 강화시키며, 안정
성을 확보한다. 유산균은 다른 병원균 및 부패균에 비해 산
성 및 유기산에 뛰어난 내성을 가지고 있다. 

1. Probiotic 우유
Lactobacillus acidophilus는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 미생

물로, 우유 내에서 성장 속도가 느리다. 따라서 acidophilus 
우유 생산에 사용되는 mother culture를 매일 새로 접종해
야만활력을유지할수있다. Probiotic 우유는액체형태로시
장에 판매된다. 발효과정 중, 우유의 pH는 종종 Lactobacillus 
acidophilus(5.5~6.0)의 최적 pH에서 약간 벗어나며, 이로
인해 박테리아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전통적인 acidophilus 
milk는생산과정 중우유는 95℃에서 1시간동안또는 125℃
에서 15분 동안 열처리된다(Vedamuthu, 2006). 이러한 고
온처리는 변성 단백질과 방출한 펩티드의 생산을 유도하여

Lactobacillus acidophilus의 성장을 자극한다. 고온 처리된
우유는 37℃까지 냉각되며, 포자가 자라도록 이 온도에서
3~4시간 동안 보관된다. 그 후, 우유는 모든 영양세포를 제
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살균된다. 탈지유를 사용하지 않는
한 열처리된 우유는 균질화되며, 접종 온도인 37℃까지 냉
각시킨다. 활력을 가진 Lactobacillus acidophilus는 bulk로
대량 배양에 첨가된다. 접종 수준은 2~5%이며, 접종된 우
유는 알코올 없이 pH 수치가 5.5~6.0될 때까지 또는 유산
이 1.0%가 될 때까지 발효된다(Surono and Hosono, 2002). 
발효과정은비활성 조건에서 18~24시간정도소요된다. 발효
후, 생존한 Lactobacillus acidophilus 군집의 수는 2~3×109 
cfu/mL이지만, 이 수치는 소비시간까지 감소된다. 배양기간
이 연장될 경우, Lactobacillus acidophilus의 수가 감소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actobacillus acidophilus 배
양균의 25%가 Streptococcus thermophilus와 Lactobacil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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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brueckii subsp. bulgaricus의 혼합물로 대체될 수 있다. 
발효 후, 교반 전 따뜻한 제품은 빠르게 <7℃까지 냉각된다
(Vedamuthu, 2006). 그 후에 용기(병이나 carton)에 채워진
다. 발효된 우유와 발효되지 않은 우유의 단백질 영양가와
총아미노산 함량은 비슷하다. Acidophilus 우유는 일반 우
유보다 높은 수치의 유리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다. 우유
의 유당이 β-갈락토시다아제에 의해 가수분해되면서 유당
불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아시도필러스 우유를 섭취할

수 있다. 또한 acidophilus 우유를 칼슘, 철, 비타민 등의 물
질로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원하지 않는 우유의 쓴 맛은 우
유의 판매량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달콤한 acidophilus 
우유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Lactobacillus acidophilus는 저
온(<10℃)에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박테리아들이 살
균된 우유에 5℃에서 접종된 후, 무균 병에 담겼을 때, 이
박테리아들은 우유의 pH를 저하시키지 않고, 14일 동안 생
존할 수 있었다. 냉동 건조 배양균은 달콤한 acidophilus 우
유에 접종된 지 23일 후에 4℃에서 58%까지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 달콤한 우유에 함유된 Lactobacillus acidophilus는 
7℃에서 28일 동안 생존했다. 200 g의 냉동 배양균을 2,000 
L의 살균된우유에첨가할 경우, 충분한 수치의 Lactobacillus 
acidophilus를 probiotic 우유에 유지할 수 있다(Vedamuthu, 
2006). 

Bifidus 우유와 acidophilus-bifidus 우유제조기술은 acidophilus 
우유 제조 기술과 비슷하다. 두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우
유는 원하는 단백질과 지방 수치에 표준화되어 있다. 그
후, bifidus 우유를 제조하기 위해서 우유는 80~120℃에서
5~30분 동안 열처리 되고, 37℃까지 냉각된다. 열처리된 우
유는 10% 수치의 Bifidobacterium bifidum과 Bifidobacterium 
longum 냉동 배양균으로 접종된 후에 pH 4.5가 될 때까지
발효시킨다. 발효과정 후, 제품은 <10℃까지 냉각되어 포장
된다. 최종 제품은 약간의 산성 맛을 띄며, 유산과 초산의 비
율은 2:3이다. Acidophilus-bifidus 우유 생산에 사용되는 우
유는보통지방표준화및균질화전에단백질로강화한다. 표
준화된우유는 75℃에서 15초간또는 85℃에서 30분간열처리
된다. 우유를 37℃로냉각시킨후, Lactobacillus acidophilus와 
Bifidobacterium bifidum 냉동 배양균을 접종하여 pH 4.5~4.6
이 될때까지발효시킨다. 발효과정후, 발효된우유는 <10℃
까지냉각시킨다. 제품의유통기한은약 20일이다. Acidophilus- 
bifidus 우유는 향이 나며, 약간의 산성 맛을 띈다. 제품의
고점성은 형태를 유지한다. Probiotic 우유를 Lactobacillus 
acidophilus와 Bifidobacterium bifidum의 혼합 배양균을 차
가운 살균된 우유에 첨가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다. 

2. Probiotic 요구르트

역사상요구르트는치료효과를가진건강식품으로인식되

어왔다. 최근요구르트, 특히 probiotic 요구르트에대한관심
이크게상승하고있다(Homayouni et al., 2012). 전통적인요
구르트 배양균인 L. bulgaricus와 Streptococcus thermophilus
는 장관에서 생존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probiotic 균으
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지만 L. acidophilus와 B. bifidum을
요구르트에 첨가할 경우, 영양 및 생리적 가치가 더욱 증가
된다. 살아있는 probiotic 배양균을 함유한 바이오-요구르트
를 생산하기 위해서 비슷한 가공이 전통적 요구르트에 응

용된다. 증가된 단백질 함량(3.6~3.8%)을 가진 열처리된 균
질우유에 45℃ 또는 37℃에서 전통적 배양균이 접종되었
고, 각각 3.5h, 9h 동안 배양되었다. 

Probiotic 배양균은 포장하기 전 발효과정 전 단계에 전
통적 요구르트 배양균과 함께 또는 발효과정 후에 첨가될

수 있다. L. acidophilus와 B. bifidum을 함유한 바이오-요구
르트는 probiotic 세포를 인체 내로 운반시킬 수 있는 매개
체 중 하나다. L. acidophilus와 B. bifidum은 요구르트 내에
서도 생존 및 활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 Probiotic 박테리아
를 함유한 요구르트가 오랜 시간 동안 냉동 온도 상태를 유

지할 경우, probiotic 박테리아의 생존 능력이 저하된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Dave and Shah, 1997, 1998). 발효된 유제
품에 함유된 probiotic 박테리아의 생존은 발효배지의 화학
조성(예: 탄소화물원), 최종 산도, 유고형분 함량, 양분유효
도, 생장촉진 및 억제 물질, 사용된 균주, 종간의 상호작용, 
배지 상태, 당 농도, 용존산소, 접종 수치, 배양 온도, 발효
시간, 저장 온도 등에 의존한다. 우유로 제조된 발효식품의
몇몇 probiotic 종과 균주의 불충분한 내산성은 중요한 요소
다. 발효과정 동안, 유산 수치가 증가하면서 pH 수치는 감
소한다. 발효 후 또는 냉동 온도 저장 기간 동안 과산성화
또는 후산발효가 발생할 수 있다. 과산성화는 주로 낮은 pH 
수치와 냉장 온도에서 L. bulgaricus 균주의 성장을 조절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과산성화는 적절한 제조법을 응용하
거나, 과산성화 성질이 감소된 배양균을 사용함으로써 제
한 범위 내에서 예방할 수 있다. 
낮은 pH 수치에서냉동보관될경우, Lactobacillus와 Bifido-

bacterium 종의생존능력은감소한다. 따라서 균주선택과 생
존감시는고품질바이오-요구르트생산에필요하다. Probiotic 
요구르트는 종균이 분비한 대사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
물질은 L. acidophilus와 B. bifidum의 생존능력에 영향을

준다. Probiotic 요구르트에 함유된 bifidobacteria의 억제는
과산화수소 또는 유기산보다 종균에 의한 길항작용 때문에

발생한다. Probiotic 요구르트를 생산하는 이상적인 제조과
정은 Bifidobacterium spp.를 따로 성장시키고, 유리 대사물
질로 분리한 후 세포를 probiotic 요구르트로 이동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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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Dave and Shah, 1997). Bifidobacterium spp.는 혐기성
균이기 때문에 이 미생물에 의한 산소 독성은 큰 문제를 일

으킨다. 우유의 초기 저산소 함량은 Bifidobacteria가 성장
하기 위해 배양 초기에 필요한 낮은 산화 환원 전위를 획득

한다. 요구르트 생산 시 산소는 우유 내로 쉽게 용해되며, 
또한 저장 시에도 포장을 통해 스며든다(Foschino et al., 
1996). 산소 독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S. thermophilus와
Bifidobacterium을 발효과정 중에 동시에 접종할 것이 제안
되었다. S. thermophilus의 산소 사용 정도는 높기 때문에
probiotic 요구르트에 용해되는 산소양을감소시키며, Bifido-
bacteria의 생존 능력을 강화시킨다. 유산균의 높은 생존율
은 낮은 저장 온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낮은 저장 온도
는 L. bulgaricus의 성장을 억제하며, 결국 과산성화를 일으
킨다. L. acidophilus에 비해 Bifidobacteria는 낮은 저장 온
도에 내성이 약하다. 

3. Probiotic 치즈
가공 환경에서의 생존, 산소의 존재, 산성 정도, 유제품

에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우유를 빠르게 산성화 시킴으로
써 발효 시간 단축, 결국 접종(inoculum) 준비 시 오염 위험
등은 probiotic 박테리아들을 probiotic 유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할 중요한 요소들이다(Homayouni et al., 
2012). 특히, Lactobacillus spp.와 Bifidobacteirum spp. 등의
probiotic 박테리아에게 중요하다. 상업 probiotic 유제품으
로 사용될 때, probiotic 박테리아 세포는 기본적 기술의 필
요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사람이 섭취하는 유제품에는 충
분한 수치의 probiotic 박테리아가 존재해야 하므로, 이 균
들은 식품의 유통기한 동안 생존해야 한다. 또한 이 균들은
식품의 향 및 맛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Probiotic 
박테리아는 다양한 유형의 치즈에서 생존할 수 있다. 따라
서 이 식품은 probiotic을 인체 위장관으로 이동시킬 수 있
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Probiotic 치즈를 개발하는 방
법에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치즈 제조 과정이 변경되어
야 하며, probiotic의 조건에 맞춰야 한다. 두 번째로 적절한
probiotic 균주가 사용되거나, 새로운 치즈 제품이 개발되어
야한다. 살아있는박테리아를함유한유제품은저장기간동안
냉각시켜야 한다. 냉각은 식품의 안정성 확보하고, probiotic 
균의 생존율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Roy et al., 1997). 
또한 미리 포장된 치즈의 산소 함량과 probiotic 치즈의 수
분 활동도도 고려되어야 한다(Dave and Shah, 1997). 살아
있는 probiotic 미생물과 치즈 성분의 상호작용을 제품 냉각
을 통해 억제해야 한다. 상호작용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농도 및 종류, 우유 단백질의 가수분해 정도, 
필수 아미노산의 유용성, 우유 지질 가수분해의 정도 및 성

분에 따라 다르다(Fox et al., 1996). 하지만 probiotic 박테
리아 세포의 단백질 분해 및 지질 분해 특징은 probiotic 치
즈의 맛과 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Kunji et al., 1996). 
Probiotic 균과 발효균의 상호작용 강도는 probiotic 균이 언
제 제품에 첨가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첨가는 냉각(8℃ 
이하) 직후 또는 그 전에 가능하며, probiotic 균과 발효균의
활동은 냉동온도에서 현저히 저하하기 때문에 probiotic 균
이 발효 후에 첨가될 경우 상호작용은 약할 것이다. 
박테리아 간의 길항작용은 특정 발효균 또는 관계없는

박테리아를 억제 또는 비활성시키는 생산물의 대사물질에

종종 의존한다(Joseph et al., 1998). 항균 성질을 가진 박테
리오신, 펩타이드, 단백질에 의해 일어나는 길항작용은 발효
균과 probiotic 균의 결합을 제한시키는 요소라고 설명되지
만, 반면 과산화수소, 벤조산, 생체 아민, 유산 등에 의한 길
항작용은 probiotic 치즈에 함유된 probiotic 균에게 큰 영향
을 줄 수 있다. 이것은 probiotic의 생리적 상황은 숙성 및 저
장기간동안미생물의생존에영향을주기때문이다(Leuschner 
et al., 1998). 

Probiotic 치즈 내의 probiotic 세포는 인간의 장에서 성장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염산, 담즙 등의 물질을 저항하
고, 위장관을 통과할 때까지 생존해야 한다. 사실, 치즈는
위장관의 산성 환경에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probiotic 균
을 장으로 이동시키는데 뛰어난 운반수단 역할을 담당한다

(Stanton et al., 2003). 또한 치즈의 밀집된 모형, 비교적 높
은 총고형물, 지방함량은 위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에 추가적
인 보호를 제공한다. Prebiotic 성분에 함유된 inulin과 oligo-
fructose는 Bifidobacteria, Lactobacilli의 성장률을 촉진시키
며, 그 외에도 Petit-suisse 치즈에 함유된 유산과 짧은 사슬
지방산의 양을 증가시킨다(Bergamini et al., 2005; Cardarelli 
et al., 2007). 

4. Probiotic 아이스크림
Probiotic 아이스크림은 발효 또는 비발효 혼합물에 pro-

biotic 박테리아를첨가하여제조한다(Homayouni et al., 2012). 
아이스크림은 probiotic 박테리아를 인체 내로 이동시킬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Akin et al., 2007; 
Homayouni et al., 2012). Lactobacillus와 Bifidobacterium은
발효된 유제품에 함유되는 probiotic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유산균이다. Probiotic을 함유한 냉동 유제품중에서 아이스크
림은중성식품이기때문에많은주목을받고있다(Homayouni 
et al., 2008; 2012).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은 아이스크림의
pH 수치는 probiotic이 생존하기에 적합한 pH 7에 근접하다. 
아이스크림의 고형물 총량(지방 및 유고형분 포함)은 pro-
biotic 박테리아를 보호한다. Probiotic 박테리아의 효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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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첨가된 수치, 유제품의 유형, 공기의 우유 및 저온
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식품의 유통기한 동안 미생물의 생
존 능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 미생물들은 장에서도 생존
할 수 있어야 한다(Kailasapathy and Chin, 2000). 살아있는
probiotic 박테리아의 치료효과는 죽은 세포들보다 뛰어나다. 
따라서 국제낙농연합회(International Diary Federation; IDF)
는 제품이 섭취될 때 최소 107 g/mL 개 이상의 probiotic 박
테리아세포가살아있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Kailasapathy 
and Sultana, 2003; Homayouni et al., 2008). 하지만 아직까
지 산소 독성 및 냉동 손상에 대한 대처 방법이 없기 때문

에, 냉동 유제품 내에서 높은 수치의 박테리아가 생존하도
록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식품의 유형, 생산 및 저장 과
정을 조절하여 probiotic 박테리아의 생존율을 조절할 수 있
다. 또한생산및저장과정, 위장관환경에서생존할수있는
저항 probiotic 균주를 선택하는 작업 또한 박테리아의 생존
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Homayouni 
et al., 2007, 2008). 미세캡슐 형성은 probiotic을 물리적으
로 보호하는 새로운 기술로 이 미생물의 생존율을 높여줄

수 있다. 이 기술은 박테리아의 세포를 불리한 환경으로부
터 분리시켜 세포 수의 감소를 막는다(Shah and Ravula, 
2000; Homayouni et al., 2008). 이와 같은 기술을 응용함으
로써 유제품 내의 probiotic의 생존기간을 늘일 수 있다. 아
이스크림 상태(자당 및 산호 함유량, 냉동 온도, 저장 온도) 
및 산성/알칼리성 조건에서의 생존 유무에 따라 적절한

probiotic이 선택될 수 있다(Homayouni et al., 2008). 
Homayouni 등(2008)은 아이스크림에 첨가하기 적합한

probiotic을 선택하기 위해 모조 아이스크림 및 위장관 환경
에서 이 미생물의 생존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Lactobacillus 
acidophilus, Lactobacilus casei, Bifidobacterium lactis, Bifido-
bacterium longum 등의 박테리아의 성장률 및 생존률을 다
양한 저당의 수치(10%, 15%, 20%, 25%), 탈산소제(0.05% 
L-cysteine, 0.05% Lascorbate), 온도별(4℃ and 20℃), 배양
기간(MRS 배지에서 30, 60, 90일)으로 조사하였다. 위에
언급된 모든 스트레스 요소들은 probiotic 균주의 성장 및
생존에 영향을 주었으며, probiotic 아이스크림에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probiotic 균주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특히 Lactobacillus casei와 Bifidobacterium lactis는 산
성 또는 알칼리성 아이스크림에 대해 가장 저항력이 뛰어

났다(Homayouni et al., 2008). 

5. 기능성 Probiotic 낙농식품의 개발
새로운 기능성 식품의 개발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

나, 식품 회사와 소비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식품 회
사가 기능성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규정이 필

요하다(Walzem, 2004). Probiotic 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서는이제품과소비자에대한충분한정보가필요하며, 따라
서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Jousse, 
2008). 새로운 기능성 식품의 개발은 성공과 실패의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
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이 필요하며, 식품이 제공하는 맛과
건강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Fogliano 
and Vitaglione, 2005; Shah, 2007; Granato et al., 2010). 그
렇기에 기능성 식품의 개발과 상업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
이 들며, 불확실한 일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기능성 식품
개발의 핵심 요소로는 소비자의 수요, 기술 조건, 입법 규
정 등이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기능성 식품의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문제는 소비자가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있던 기능성 성분(예: 무기물, 섬유, 비타민)을 식품에
첨가함으로써 가능하다(Roberfroid, 2000; Siro et al., 2008; 
Granato et al., 2010). 일반적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
질인 단백질, 유당, 페닐알라닌 등의 물질을 식품으로부터
제거한 기능성 식품 제조 시에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

다. (1) 산화 방지제, probiotic, prebiotic 등의 물질을 식품에
첨가하여 미량 영양소를 강화시킨다. (2) 식품의 성분을 대
체한다. (3) 기능성 효과를 가진 성분의 안정성 또는 생물적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4) 식품의 질병 위험을 낮춘다.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능성 probiotic 식품

분야는 식품 공학자, 영양학자, 의사, 식품 화학자의 적극적
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식품들이 소비자들의 건강상태 또는 질병

예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생리적 매개변수를 조절할 수 있

게 될 것이다(Walzem, 2004; Fogliano and Vitaglione, 2005). 
따라서 기능성 probiotic 식품의 개발과 설계는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은 요소(예: 관능 수용, 물리적 및 미생물의 안정성, 
가격, 화학 및 고유의 기능적 특성)를 고려하는 단계적 과정
인 과학적인 연구이며, 더 나아가서 기능성 probiotic 식품
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고려하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6. 기능성 Probiotic 낙농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기능성 식품의 판매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 식품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성별, 연령, 교육 및 경제 수
준에 상관없이 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Luckow and Delahunty, 2004). 기능성 probiotic 
식품의 치료효과는 소비자의 특성, 매개체 유형, 식품에 함
유되어 있는 물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요구르
트에는 풍부한 양의 칼슘이 섬유가 함유되어 있으며, 소비
자들이 선호하는 식품이다. 기능성 식품에 첨가된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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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물등은소비자들이선호하는성분이다(Ares and Gambaro, 
2007). 하지만 probiotic과 prebiotic과 같은 기능성 성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

하다(Vianna et al., 2008).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식품과 비교하여 prebiotic 기능성

식품의 관능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예
를 들면, oligofructose는 식감을 좋게 하며, 약간의 단맛을
내고, 식품의 뒷맛을 깔끔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능적
특성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

이다(Nicolay, 2003). 소비자들은 식품을 선택할 때 식품의
맛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그 다음으로 식품이 건강에 주는
영향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Homayouni, 2008). 
만약 첨가된 요소가 건강을 증진시켜도 원하지 않는 맛을

낸다면 소비자들은 이 식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기능
성 식품의 관능적 특성이 기존식품과 다르더라도 기능성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식품에 대한 소비

자의 거부감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Vieira, 2003). Probiotic
과 같은 기능성 성분을 유제품에 첨가시킬 경우, 소비자들
에게 이 식품이 주는 건강효과에 대해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Probiotic 기능성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비자와 소통을 해야 한다. 

Probiotic을 이용하여 건강 증진 기능성
낙농식품 개발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식품은 섭취되어 왔다. 
최근에 개발된 기능성 식품은 풍부한 영양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인체에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Abdel-Salam, 2010). 
유제품에 함유된 성분을 “생리적 기능성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은 일본 연구자들로, 이 개
념은 1980년 초에 발표되었다(Kwak and Jukes, 2001). 이
들은 우유에 함유된 생리활성 펩타이드, probiotic 박테리
아, 산화방지제, 비타민, 특정 단백질, 올리고당, 유기산, 흡
수되기 쉬운 칼슘, CLA 등은 인간의 소화 및 위장 기능조절, 
면역조절에 이롭게 한다고 밝혀졌다(Stanton et al., 2005). 
우유는 특정 생리활성 단백질, 지질, 당류로 구성된 복합

체로 다량의 생물적으로 활성화된 물질(예: 면역글로불린, 
효소, 항균 펩타이드, 올리고당, 호르몬, cytokine, 성장인자)
을 함유하고 있다(Pouliot and Gauthier, 2006). 예를 들어, 
생우유에는 bacteriostatic 및 bactericidal 능력을 가진 항균
제가 함유되어 있으며, 포유류 우유에는 소화효소(단백질
분해효소, 리파아제, 아밀라아제, 포스파타이제), 항산화 및
항균 특성을 가진 효소(예: 라이소자임, 카탈라아제, 과산화
물제거효소, 락토페록시다제, myeloperoxidase, xanthine 산

화환원효소, 핵산가수분해효소) 등우유의안정성을확보하는
60여 종의 효소가 함유되어 있다(Schanbacher et al., 1998).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로는 카세인, β-락토글로불린, α-

락토알부민, 락토페린, 혈청 알부민 등이 있다(Korhonen 
and Pihlanto, 2006). 이 단백질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펩타
이드로 분해된 후에 면역체계, 신경계, 심혈관계 등의 기관
계에 영향을 주며, casomorph immunopeptide, 락토페린, 락
토페리신, phosphopeptide 등 생물적으로 활성화된 펩타이
드의 주요 원천이다. 한편, 발효된 우유에는 α-락토알부민, 
β-락토글로불린, 락토페린, 락토페록시다제, 면역글로불린, 
성장인자 등의 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이 단백
질들은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소화 기능에서 영향을
미친다(Beaulieu et al., 2006). 예를 들어, α-락토알부민 가
수분해 산물인 Oly-Leu-Phe 펩타이드는 특정 수용체 및

neutrophils의 호흡을 촉진하여 phagocytosis를 자극한다. 우
유에 소량으로 존재하는 락토페린은 여러 가지 생리적 역

할인 철의 항상성 조절, 미생물로부터 숙주 보호, 항염증 활
성, 암 예방 등을 한다(Mezzaroba et al., 2006; Mistry et al., 
2007). Kitts와 Weiler(2003)는 생리활성 펩타이드를 인체

기능에 좋은 영향을 주는 특정 단백질이라고 정의하였는

데, 기능성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이 물질은 비만 및 2 가
지 종류의 당뇨병의 위험성을 낮추는 효능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우유 발효과정 중 생산되는 다양한 생리활성
펩타이드가 요구르트 및 sour milk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유제품 등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기능성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오래 전부터 식품은 인체 건강에 영향을 주었으며, 건강

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적절한 양의 건강식품을 주기

적으로 섭취해야 하였다. 유제품은 항균 역할 및 free radical 
산화에 대한 방어 작용을 하며, 심혈관계, 위장, 성장, 신진
대사 등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Table 1
에 지금까지 알려진 낙농식품과 연관된 생리활성 기능들이

정리되어 있다.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 펩타이드, 지질, 탄수화물, 무기

물, 비타민 등의 성분은 인체에 좋은 영향을 준다. 생리활
성 기능과 우유 성분의 관계에는 (1) 암 예방, (2) 함염증 효
과, (3) Bifidobacteria 성장 촉진, (4) opioid 효과, (5) anti- 
thrombic 활력, (6) 항미생물/항바이러스 활력, (7) 항산화
효과, (8) 독성결합 효과, (9) 콜레스테롤 감소효과, (10) pro-
biotic, (11) 면역조절 효과, (12) 고혈압 예방 등이 있는데
(Table 1), 주로요구르트및발효식품, 우유, 초유, 치즈, 유청
단백질 농축물 등의 유제품을 섭취하고 있다(Zemel, 2004). 
또한 최근 우유가 체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에

서 유제품이 과체중 및 비만 합병증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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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rious bioactive functions related to dairy products

Functions Specific role Reference

Anti-microbial
Control of gut microflora Fell et al. (2000)
Anti-Viral

Thormar and Hilmarsson (2007)
Binding of E. coli and cholera enterotoxins

Cardiovascular

Anti-inflammatory

Bhat and Bhat (2011)
Anti-hypertensive

Anti-thrombic
Cholesterol reduction

Others

Anti-cancer
Bhat and Bhat (2011)Immunomodulation

Anti-oxidative
Opioid effects Hemandez-Ledesma et al. (2007)

Retard osteoporosis Aimutis (2004)

으로 밝혀졌다(Moore et al., 2005). 예를 들면, 저지방 유제
품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체중, 혈압, 뇌졸중, 대장암, 골다
공증 등의 질환의 위험성은 이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

들보다 낮았다.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 성분들은 가지 사슬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탄탄한 근육 조직을

유지시킬 수 있으며(Mccabe et al., 2004), 탈지우유에 함유
된 여러 가지 성분은 비만에 의한 질병을 예방시켜주는 효

과가 있다(Layman and Baum, 2004). 한편, 몇몇 연구 결과
로부터 카파리스(capparis), 향쑥속 식물(Artemisia), 유청 단
백질 등의 물질을 섭취함으로써 납으로 인한 과산화 지방질

을 중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Abdel-Salam et al., 
2009). 

Probiotic과 prebiotic의 혼합물인 synbiotic는 장에 서식하
는 인체에 이로운 박테리아의 생존율을 높여준다. Probiotic
은 주로 유제품에 첨가되며, prebiotic은 굽는 제품, 제빵, 
아침 식사용 곡물 가공식품 및 바, 샐러드 드레싱, 식육가
공품, 몇몇 과자류에 첨가된다. 

Abdel-Salam 등(2010)은 마늘 및 양파기름이 첨가된 pro-
biotic 라브네(probiotic labneh)가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S. mansoni에 감염된 쥐
에게 probiotic 라브네를 섭취시켰을 경우, 장 및 간에 서식
하는 기생충이 제거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Abdel-Salam et 
al., 2009). 이 결과는 이 식품이 주혈흡충증(Schistosomiasis)
과 같은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실
험에서는 수분을 함유한 약초 추출물(예: fenugreek, greater 
burdock, goat’s rue, colocynth, chicory, lupine)과 stirred 요
구르트여과액의혼합물이알록산에의해유도된산화스트레

스와 당뇨병에 대해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Al-Wabel 
et al., 2008). 또한 probiotic 균을함유한요구르트는 간과 비

장에좋은영향을주고, 동시에혈장면역글로불린반응을자
극함으로써 면역예방 효과를 보이며, aspartate transaminase, 
lactate dehydrogenase, g-glutamyl transferase 등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hanem et al., 2005). 

Ardhi와 Damascus에 서식하는 사슴을 대상으로 공생 발
효된 우유, 약초, 꿀이 이 동물들의 교미 활동, 정액 특성,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미치는 상승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었는데(Al-Sobayil et al., 2010), 이연구에서 synbiotic 기능
성 시럽 혼합물을 섭취한 사슴은 대사활동이 증가하여 번식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오레가노(Oregano), 마조람(Marjoram), 
세이지(Sage), 감초(Licorice) 등 식물의 추출물을 함유한 라
브네(labneh)는 E. coli, B. subtilis에 항균효과가 있었으며, 
꿀, 마늘, 인삼, 대구간유, 치커리등의물질을함유한 probiotic 
발효된 우유는 산화방지제인 글루타이온(glutathione)을 기반
으로 사용하는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켜, 아세트산
납 오염에 대한 보호효과를 보였다(Al-Turki et al., 2008). 
따라서 이로운 probiotic 박테리아를 함유한 가수 분해물 형
태의 특정 요소가 반추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식습관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유제품이 개발되고 있

으며, 무엇보다 식습관이 건강에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을
주기에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
적으로 대부분의 우유 성분들은 영양적인 제공뿐만 아니

라, 다양한 생리학적 기능 중에서 면역체계를 향상시키는
천연 영양물 함유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
자들의 인식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는

낙농 식품 개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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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20년간 건강 및 질병 예방효과를 가진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대다수의 노인들이 동물성
지방 과다 섭취로 인한 질환(예: 심혈관계 질병, 당뇨병)을
겪고 있으며, 이 질환으로 인한 세계 인구 사망률은 3번째
로 높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기능성 식품을 찾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은 모든 식품 부문, 그 중에서도 주로 낙농제
품, 과자류, 청량음료, 제빵, 유아식 등의 부문에서 개발되
고 있다. 식품 산업들이 새로운 식품분야에 도전함으로써
여러 가능성(예: 지방산 함유량의 재조리 또는 식이 섬유, 
산화 방지제, probiotic 첨가를 통한 원료 및 가공물질의 성
분 조절)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우유 및 유제품이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

으며, 우유에는 인체에 유익한 여러 가지의 생물적으로 활
성화된 요소와 활성균이 함유되어 있다. 이 박테리아들은
우유에 존재하는 성분을 변형시킬 뿐만 아니라, 몇몇 심각
한 질병을 완화시키며, 방부제 역할도 한다. 미생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발효된 유제품은 직접적으로 또는 발효과정

중 생산된 비타민, 단백질, 펩타이드, 올리고당, 유기산 등
의 대사산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 
probiotic 균이 면역반응(예: 사이토카인 및 항균 펩타이드
생산 조절)에 작용하는 기전을 토대로 이 박테리아들이 건
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이 연구되고 있다. 유청 단백질은
항균 및 항발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기능(예: 면역
자극 생산, 건강 증진, 지방 침적 감소, 인슐린 감수성 향상
등)을 가지고 있다. 
유제품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와 특정 성분이 건강을 미치

는 영향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우유에 함유된 기능
성 단백질, 생리활성, 펩타이드, 필수 지방산, 칼슘, 비타민
D 등의 물질은 면역체계, 심장혈관계, 위장관, 장 등의 건
강을 증진시키며, 고혈압, 관상혈관질환, 비만, 골다공증, 
암, 당뇨, 전달질병 등의 질환을 예방한다. 기능성 낙농식품
에 함유된 성분들은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카세인으로부터 파생된 포스포펩타이드가 식이보충제 및

제약보충제의 제조과정에 사용되고 있으며, 우유로부터 파
생된 성장인자가 피부질환, 소화기계질환, 다리궤양, 건선, 
내장, 골다공증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
제품을 통한 식이조절이 비만관리 및 예방에 도움이 될 가

능성이 있으며, 건강을 증진시키는 질을 예방 및 치료 물질
의 성분으로 사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우유와 유제
품이 기능성 식품 및 이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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