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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및 사회적 · 환경적 변화로 인하

여 세계 인구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노인인구는 세계 인

구 73억 명 중 8.5%(6억 1700만 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65세 인구는 2050년에 약 16억 명으로 늘어나 세계 

총 인구 중 약 1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

라는 현재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2.1%

이지만, 2017년엔 14%, 2050년엔 35.9%로(미국 국립보건

연구소(NIH) ‘늙어가는 세계: 2015’) [세계 1위: 일본 

(40.1%)] 세계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화에 

의한 면역력 저하는 만성염증을 일으키기 쉬운 환경을 만

들게 되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만성폐질환, 암, 만성

위염, 만성 간질환 등의 발병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친화식품은 섭취기능 및 대사기능 저하, 영양

성분 부족 등 일반 적인 고령 소비자의 신체적 특징을 반

영하고,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식품을 의미한

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건강기능식품산업 선진화 

지원). 최근 고령화, 서구화된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건강 

기능성식품 시장은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자 욕구 반영으

로 인해 다양한 상품이 계속 출시되어 확대될 전망이며, 

고령친화식품산업은 2010년 기준 4조 9천억 원 규모에 달

했으며, 2020년에는 16조 6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고령친화식품의 정의는 공식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으나 노인들에게 부족한 칼슘,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등이 풍부한 식품, 후각 · 미각 기능 감소, 

치아 부실 등을 겪는 노인의 기호에 맞는 맛 · 향 · 형태를 

지닌 식품 등을 고령자용 식품(보건복지부, 2013,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이라하며, 시판중인 고령자용 식품 유

형을 분류하면 일반식품과 건강식품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식품은 특수의료용도식품, 즉석 섭취식품, 

캔디류 및 식용유지류가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단백질

보충, 식이섬유 보충, 덱스트린이 있다. 특수 의료용도 식

품 등 식품 유형으로 환자용 균형영양식, 당뇨환자용 식

품, 신장질환자용 식품, 장질환자용 가수분해 식품, 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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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영양공급용 의료용도식품 등 8가지로 구성되어 있으

나, 대부분 연하기능 저하 환자를 고려한 파우더 또는 액

상제품으로 고령소비자의 영양적 기능을 고려한 제품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현재 국내에서 일부 고령소비자를 대

상으로 한 식품이 개발되어 유통되고 있으나 정보 제공 

미흡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2년 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에 따르면 고령자가 가

장 필요로 하는 고령친화 관련 제품 및 서비스는 ‘노인을 

위해 먹기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30.2%)으로 나타났

으며, 향후에 가장 많이 먹고자 하는 식품으로는 현재 즐

겨 먹고 있는 전통/발효식품과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57.3%)도 많이 응답되어 고령자들의 건강 유지에 대한 

욕구가 파악되었으며, 고령자용 식품으로 평소 즐겨먹는 

식품으로 여성의 경우 ‘우유/유제품’(58.5%), ‘전통/발효

식품’(77.1%)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

나 이러한 고령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고령친화 유제품 

또는 발효유제품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국내외 고령친화식품시장과 관련 유

제품 개발 및 출시 동향을 소개하고, 향후 우유 유래 소

재 및 이를 활용한 고령친화유제품 개발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연령증가에 따른 장내 기저성 염증의 

증가와 뇌질환과의 연계에서 출발한 최신 기능성 연구방

향과 이를 활용한 고령친화 유제품 개발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Ⅱ. 국내 외 고령친화 유제품 개발 동향

1. 아시아

세계 1위 초고령 국가 일본, 65세 노인인구 40.4% 중국, 

세계 2위 초고령국가 한국(2050년) 등 아시아 지역은 유

럽 및 아메리카에 비하여 고령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에 

대비하여 아시아 각 국에서는 senior를 대상으로 하는 국

가적,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고 senior를 대상으로하는 산

업 규모가 급격한 성장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단순한 의료용 식품 개발 사업에서 탈피하

여, 시니어 개개인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식품을 개

발하기 시작함에 따라 시니어식품시장이 급속도로 성장

하고 있다. 일본의 식품대기업들은 시니어식품산업에 앞 

다투어 진출하고 있으며, 각종 건강기능식품에서 나아가 

스프, 푸딩 등 유동식 및 개호식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야쿠르트는 시니어 고객을 타깃으로 한 고부가가치 유

산균 음료(야쿠르트골드: 글루코사민 · 로열젤리 첨가)를 

2014년 출시하였고, 메이지유업의 경우 우유에 넣어 마시

는 분말 종류를 커피 · 딸기 등의 맛으로 나눠 시니어가 

마시기 용이한 전용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표 1. 일본 유가공업체 시니어식품 산업 진출 현황

기업명 주요내용

모리나가유업

요양식 분야 톱 브랜드

시니어용 식품 

‘야와라카데 시리즈’ 판매(‘13)

메이지유업
유동식 전용 공장 건립(‘08)

‘09년 이후 상품라인 다양화 시행

야쿠르트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활동적인 고령층을 위한 업그레

이드 제품

글루코사민, 로얄젤리, 칼슘, 비타민 함유

2014년 6월 출시 이후 1일 평균 출하량이 약 21만개로 

당초 판매 목표의 2배에 달함

출처: 저출산·고령화비즈니스백서, 2009, KOTRA global window 

특히, 일본은 유제품 중에서도 요거트를 이용한 시니어 

제품들이 주로 출시되고 있으며, 이는 Danone, Yakult, 

그림 1.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출처: 한국의 사회지표 보도자료, 통계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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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milk Snow Brand 등에서 시니어용 요거트를 판매하

고 있다. 

중국의 경우 ‘79년 인구 억제를 위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펼치면서 출생률 감소와 함께 고령인구 비율이 빠

르게 증가하면서 ‘01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55년

에는 노인 인구가 4.5억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40.4% 에 

이를 전망이며 ‘50년에 이르면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3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급속도로 빠

르게 증가하는 고령인구로 인하여 중국은 2003년부터 시

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유제품을 개발·판매하기 시작하였

다. 중국 노인 일반식품시장 중(키워드 ‘senior’) 90% 이상

이 분유, 콩분유 제품으로 일부 제품명에는 ‘중 · 노년 고

칼슘 분유’ 와 같이 특정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 노인 

관련식품은 중·노년 영양보건식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노

인 식품 소비규모는 약 1000억 위안(약 17조)에 이르러 

총 노인 소비규모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Yill에서 출시한 yill Xin Huo Milk 

Formula for seniors, Jin Nu Dairy의 Goat Milk Powder 

middle-age & senior Formula, Nestle의 Nestle middle-age 

and senior Nutritional Milk Skimmed powder Milk 제품 등

이 있다. Cow milk 를 비롯하여 goat milk, Soy milk 등의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그림 3. 연도별 중국 시니어 식품

출처: Innovadatabase

그림 2. 일본에서 판매중인 시니어 유제품

출처: Innova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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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에 따르면 고령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고령친화 관련 제품 및 서비스는 ‘노인을 위해 

먹기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30.2%)으로 나타났으며, 향

후에 가장 많이 먹고자 하는 식품으로는 현재 즐겨 먹고 있

는 전통/발효식품과 더불어 ‘건강기능식품’(57.3%)도 많이 

응답되어 고령자들의 건강 유지에 대한 욕구가 파악되었

다. 또한, 고령자용 식품으로 평소 즐겨먹는 식품으로 여성

의 경우 ‘우유/유제품’(58.5%), ‘전통/발효식품’(77.1%)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고

령자들의 욕구에 부합하여 고령친화식품의 개발이 필요

한 실정이다. ‘고령자를 위해 필요한 제품’ 설문조사 시 식

품이 1위를 차지 하였으며, 특히 영양성분이 골고루 갖춰

진 식품(두부류, 묵류, 전통발효유 식품 혹은 우유 및 유

제품)이 필요하다는 설문 조사가 나왔다. 

표 2. 고령자를 위해 필요한 제품의 분야별 비교

기업명 수요 비고

고령친화제품 전체 식품-의약품-가정용의료기기 (고려사항) 제품성능-가격-인증마크

의약품
복용주기 긴 의약품-흡수가 빠른 의약품-위와 장에  

부담이 적은 의약품

(현재복용의약품) 순환계-비타민제-근골격계  

(불편사항) 약시간에 맞춰 챙겨먹기-표 기사항-약종류가 많음

식품
영양성분이 골고루 갖춰진 식품-소화가잘되는  

식품-씹기편한식품
(평소 즐겨먹는 식품) 두부류 또는 묵류-전통발효식품-우유 및 유제품

화장품 잡티제거-주름개선-피부건조 및 가려움개선 (현재 사용 화장품) 기초화장품-두발용 제품-염모용제품

용품 건강측정용품-안마기-시청각용품 (돋보기, 안마기) (현재 사용 용품) 시청각용품-건강측정 용품-온열·한냉용품

참고: 2014년 고령친화산업 소비자수요 조사

기존에는 연하기능 저하 환자를 고려한 파우더 또는 액

상제품으로 고령소비자의 영양적 기능을 고려한 제품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지만, 현재 국내에서 고령소비자를 대

상으로 한 식품이 개발되고 있다. ‘15년부터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분유(시니어밀), 소고기 두부죽(이마트), 

시니어 프로젝트(한국야쿠르트)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으

로 출시되고 있으며 시니어 세대를 위한 제품들이 연구 

및 출시되고 있다. 

그림 4. 시니어를 위한 제품 (대상의 시니어밀 (좌), 이마트 두유죽 (중), 야쿠르트 시니어 프로젝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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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미

미국에서는 실버 산업, 고령친화 산업이란 표현 대신 

Elderly Market, Older Consumer, Senior Market, Baby 

boomer Market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4년 기준 미

국의 65세 이상 인구(고령인구) 4,618만 명으로 총 인구 3

억 1889만 명 중 14.5%를 차지하며 55~64세의 장년층 인

구를 합하면 27.1%에 달한다. 

그림 5. 미국의 인구분포도

(출처: Freedonia)

미국 내에서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과 투자, 비만에 대

한 경각심은 꾸준히 지속되어 오고 있다. 특히 미국은 공

공의료보험 혜택이 거의 없어 병원 접근성이 취약한 만큼 

예방 보건차원에서 건강보조제품의 소비가 꾸준히 늘어

나고 있다. 미국 시장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기를 맞

으면서 건강보조제품의 소비는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보

인다. 미국 전체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2018년까지 평균 

6%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프로바이오틱

스 유산균의 소화기관 개선 기능, 혈압개선, 알레르기 개

선 효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프로바

이오틱스 유산균 제품은 건강 보조 식품 분야뿐만 아니

라, 유제품 시장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Eat Healthy’, 즉 건강한 식생

활을 권장하는 캠페인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

바이오틱스 유산균이 함유된 초콜릿, 아이스크림, 제과, 

제빵 등의 식품군도 ‘좀 더 건강한’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 

욕구에 맞춰 틈새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미국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건강보조제품 시장규모 및 성장률

(단위: US$ 백만,%)

구분
2011 2012 2013

시장규모 증감률 시장규모 증감률 시장규모 증감률

건강보조제품
(HS Code 
293690)

41.5 - 40.9 -1.46 41.7 1.91

출처: WTA(World Trade Atlas)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근력강화식품이나 영양보충식품 

등 고령자의 신체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개발

하여 판매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층을 위한 영양

관리는 Meal-on-wheels, Food Stamp, Senior Famers’ 

Market Nutrition과 같은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USDA와 학계의 연계를 통해 

노인영양교육 및 노인층을 위한 식사 가이드라인이 발표

되고 있다. 칼슘 강화를 통해 치아 유지 및 골다공증 예방 

제품이 캐나다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오메가3와 

DHA를 함유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림 6. 북미에서 출시된 시니어 유제품

북미에서는 주로 칼슘 강화를 통한 치아 유지 및 골다

공증 예방 제품을 비롯하여 오메가 3와 DHA 그리고 비타

민을 함유한 제품들이 주로 출시되고 있다. 다농사의 의

학영양사업부인 뉴트리시아는 최근 노인들의 근육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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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식이로 관리할 수 있는 유제품 음료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근육단백질의 합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유

청단백질에 류신과 그 외 필수 아미노산을 첨가하여 1인

분에 20g이 넘는 단백질에 류신 2.8 g, 비타민D 800IU를 

함유하고 있어 근력과 근육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한, Thrive Frozen Nutrtion은 아이스크림 형태의 의학영양

학적 식품 ‘Thrive’를 출시했다. 177 ㎖ 컵에 하루 섭취량

의 25%에 해당하는 24종의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 있

고, 3 g의 섬유질, 9 g의 유단백과 살아있는 4종의 유산균

을 함유하고 있으며, 1회분 열량은 250 ㎉이다. 이 제품은 

발매 첫 해 500만 달러(390만 유로)의 수익을 올렸으며, 

미국 전역에서 주요 소매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공

급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월등히 높아 노년층

에 영양을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으로 꼽힌다(출처: 

식품음료식품).

3. 유럽

‘14년 기준 유럽은 약 145억 달러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연 평

균 성장률 12.2%를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특히 

알약형태의 건강보조제 뿐만 아니라 요거트 등의 다른 형

태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

하고 있다. 세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서 유럽과 아시아

는 총 판매액의 42%, 30%를 차지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

다. 현재 세계 2위 농업 수출국인 네덜란드 경우, 네덜란

드 최대 유제품 

회사인 Friesland 

Campina는 60대 

이상의 노인을 타

깃으로 영양을 보

충 할 수 있는 제

품을 출시할 계획

이다. 

이러한 시장현

황을 종합하였을 

때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니어를 대상으로 영양소가 

풍부하고 섭취가 용이한 유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

작하였으며, 이는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더 성장 할 수 있

는 시장으로 전망된다. 

Ⅲ. 고령화에 따른 기저질환과 뇌질환의 연관성

1. 선진국형 질환으로의 뇌질환의 중요성

지난 2008년에 발표된 세계정신건강조사(World Mental 

Health Survey)는 전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

한 결과 성인 중 1/3 정도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Centre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새로운 연구결과

에 의하면 미국 성인 중 6.8% 정도가 중급에서 심한 정도

의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유럽 뇌과학 

위원회(European Brain Council)과 유럽신경정신약학대학

(Europ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가 발표

한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전 유럽인의 38%인 1억 6000만 

명의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 사회도 급속한 산업화와 현대화에 따라 신경정신

질환 환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WHO 연구에 따

르면 우울증의 경우 고소득 국가의 질병 부담원인 1위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0만 명 당 331명으로 간암 

및 위암에 따른 질병부담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대한의사협회지, 2011) 실제 주요 정신질환(알콜 사

용 장애 및 기분장애를 포함) 유병률 및 추정환자 수는 최

대 903만 명(전체인구의 약 1/5) 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2011). 이러한 현상에 

대해 2008년 세계보건기구는 뇌질환이 전체 질환으로 인

한 사회적 부담의 13%를 차지하며 심혈관 질환이나 암보

다 더 부담이 크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뇌질환이 “다가오

는 시대의 새로운 역병(疫病)”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뇌질환 시장이 차지하는 규모는 국내 

제약시장(142조 3천억 원)의 3.2%인 4,300억 원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그림 7.  Friesland Campina에서 출시한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요거트

(출처: FrieslandCamp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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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규모임을 감안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미국의 경우 정신건강 약물 시장 규모가 

2010년 기준 약 8조 원 규모). 이러한 뇌질환의 치료를 위

해 다양한 치료약물들이 즉각적이고 직접적 효과를 보이

지만 신경 전도과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변비, 배

뇨장애, 심박수 증가 등 많은 종류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전히 최근 개발되는 신약의 경우도 이

러한 부작용들이 없애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령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뇌질환의 경우 치료보

다는 예방적 측면에서 꾸준한 섭취가 가능한 기능성 식품

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2. 뇌질환과 장내미생물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노인성 질

환의 발생률은 2005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뇌혈관 질환, 치매 등을 비롯한 뇌와 관련된 질병들

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gut 

microbiota의 변화는 뇌에 영향을 미쳐 불안, 우울증세에 영

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Blood brain barrier(BBB)

는 뇌의 내부와 외부에서 molecules와 cell의 transport를 선

택적으로 조절함으로서 뇌의 미세환경을 조절하여 뇌를 보

호하고 신경혈관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매체로 알려져 있

으며, 이러한 고령화에 따라 BBB의 intergrity가 손상 될 

경우 신경 교세포 활성화 및 extracellular milieu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노화에 따른 brain cell의 inflammation은 

BBB permeability를 증가시키며 이러한 과정은 neuronal 

excitability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결

과들을 보았을 때, BBB permeability는 brain dysfunction

에 중요한 요소이며, 고령화된 세포는 세포간의 결합 tight 

junction의 세기가 장뿐만 아니라 전신의 세포에서 약화됨

으로써 BBB의 tight junction 또한 약해져 염증에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으로 한국인의 1인당 평균 육류소비량은 42.7 kg이었으

며, 증가한 육류소비량과 함께 관련 질병도 따라 증가하

는 추세이다.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최근 10년 사이 대

장암 환자는 2배 이상 늘었고 협심증도 50% 가까이 증가

하였다. 인스턴트식품과 같은 식생활의 서구화가 장에 살

고 있는 유익한 세균들을 감소시키고 유해한 균들의 증가

로 인한 장내세균이 대장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

거는 이 장내세균 구성에 문제를 보이는 대표적인 질환인 

크론병, 궤양성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대

장암이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게 된다. 특히 고령

화에 따른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장내 만성염증의 발병

율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또한 장내 만성염증으로 

인해 복부 비만, 고혈압, 중성지질 증가, HDL 감소, 인슐

린 내성 당뇨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최근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장내

미생물과 뇌질환, 그리고 식품섭취 간의 중요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배경은 기능성 축산식품

소재를 활용한 장내미생물 균총 조절 및 이를 통한 뇌질

환 예방과 관련된 연구가 가능하게 하는 과학적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론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근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각 나라

별 시니어 혹은 노령인구를 위한 제도를 통하여 기업별로 

시니어의 경제활동, 생활패턴 등을 분석하여 시니어 산업

을 발전 시키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시니어 식품 규격

을 하나로 표준화하고, 각 식품 별 자체 인증마크 실시, 매

뉴얼을 통해 제품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시니어 식품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

는 규격의 표준화 및 시니어 식품에 대한 인식이 유도기 

시기이다. 단순히 ‘소화 기능이 저하된’, ‘영양불량의 위험

이 있는’ 등의 설명으로 인하여, 제품을 직접 섭취 해야 하

고, 시니어 인증마크도 없어서 어떤 식품이 안심하고 먹

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곧 다가올 미래에 세계 

고령인구 2위를 전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식품

산업의 표준화 및 시니어 인증마크 등과 같은 제도적 마

련은 물론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지원 및 연구 개발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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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우유 단백질 및 이를 활용한 당

화반응 생성물은 항산화, 면역활성, 항당뇨, 항고혈압, 지

질대사조절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가 있어 새로운 건

강기능성 소재로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유단백질 당화 

반응 생성물과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당화 반응 생성

물 발효가수분해물의 심혈관 보호효과에 대한 연구와 함

께 항산화 활성을 통한 기능성 신소재의 개발을 통하여 

우유 유래 단백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

고 있다(오남수 외, 2015). 우유 유래 기능성 물질 발굴 및 

이용 기술은 차세대 핵심사업인 바이오산업의 원천소재 

확보와 다양한 발효물 및 기능성 신소재의 이용을 통한 

신규 산업제품 창출이 가능하여 시장 잠재력이 매우 높으

며, 최근 다양한 생리활성을 지닌 신소재 개발은 전 세계

적으로 천연소재에 대한 기술적 접근 방법을 추구되면서 

기능성 소재 개발에 초점이 맞춰 지고 있다. 특히 우유 및 

발효유제품의 면역 활성을 비롯한 기능성 효과가 지속적

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성 소

재를 개발을 통해 기능성을 높이고, 고령화에 따른 기저성 

염증 개선 기능성과 나아가 뇌기능 저하 개선과의 상관관

계에 주목한다면 다가올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고부가가

치 유제품 생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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