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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신경정신질환의 유병률은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이는 환자 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국가적 부담이 되고 있다. 신경정신질환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전체 질병 부담의 약 21%

로 암의 1.8배이나, 국가 연구비 투자는 2012년 기준 암에 대한 연구비 지원의 약 1/9에 지나지 않았다. 선진국

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써 전체 보건의료비의 6~10%를 연구비에 

투자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R&D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경우 신경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정확

한 통계자료는 미비하나, 양극성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 양극성 장애 환자는 2006년 4만 2,530명에서 2010년 5

만 4,792명으로 30% 증가하였고, 진료비 또한 418억원에서 668억원으로 6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 조사에 따르면 (그림 1), 최근 1년간 정신질환 유병 환자는 전

체 인구의 11.9% (470만명), 우울장애 61만명, 불안장애 224만명에 이르렀다.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자폐증, 

ADHD 등의 다른 신경정신질환을 포함한다면 신경정신질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클 것으로 사

료되며, 환자의 일생 동안 관리해야 하는 신경정신질환의 특성상,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방 및 

치료 비용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경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정신적 고통 외에도 인지능력 감소, 치료·관리 약물의 부작용 및 이

로 인한 비만과 당뇨 등의 대사질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등의 다양한 복합적 질병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경정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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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 발병 핵심 기전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실정

이다. 또한 이로 인해 신경정신질환의 진단법, 예방 및 

치료관리 기술의 개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

서 신경정신질환에 대한 대사체 기반 분자기전 연구 및 

전임상·임상 연구를 통한 적절한 진단법, 예방법, 치

료·관리법의 확립이 시급하며, 특히 의약품 사용에 대

한 부작용 및 의존증 증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장내 미

생물 기반 고 기능성 식품을 이용한 신경정신질환의 예

방 및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 신경정신질환의 상관·인

과관계 분석 연구는 이러한 현안해결에 실마리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Ⅱ 본문

(1)  장 내  마 이 크 로 바 이 옴 - 장 - 뇌  축 

(mibrobiome-gut-brain axis)에 대한 국내

외 연구 현황

사람의 체내에는 약 1014~1015개의 장내 미생물이 존

재하고 있고, 이는 전체 체세포의 10~100배에 이를 정

도로 막대한 양이다. 개인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생

활 습관, 성별, 나이와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영향

을 받으며 특히, 식품 섭취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형

성과 정착, 우점 등에 미치는 가장 큰 환경적 요인이다. 

최근, 식품 섭취를 통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개선하

여 건강유지 및 개선을 유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Kennedy 등, 2016). 이에 따라 장내 마이크로바

이옴-장-뇌 축(microbiome-gut-brain axis)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직간접적

인 경로를 통하여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자율

신경계, 장신경계 등과 서로 연관되어 양방향으로 상호

작용한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그림 2).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장-뇌 축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

르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아세틸콜린, 카테콜아민, 

GABA, 히스타민, 멜라토닌, 세로토닌 같은 신경활성

물질과 유사한 물질을 합성하며, 합성된 신경 면역 활

성물질은 장-혈관 장벽(gut-blood barrier)과 혈관-

뇌 장벽(blood-brain barrier)을 통과하여 중추신경계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04년 Sudo 등이 행한 동물실

험에서 경도의 억제 스트레스를 가한 무균쥐에서 과량

의 부신피질호르몬, 코르티코스테론 등 스트레스 호르

몬이 방출되었으나, 정상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진 

쥐에서는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가 관찰되었다. 이는 장

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추신경계의 핵심 신경내분비 축

인 뇌하수체-시상하부-부신피질 축(HPA axis)의 형성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첫 연구였다. 이후 

2011년 Neufeld 등의 연구에서도 정상 마이크로바이

옴을 가진 쥐에 비해 무균쥐에서 불안행동을 적게 보인

그림 1.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 조사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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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Heijtz 등은 불안행동을 덜 보인 

무균쥐에서 불안과 관련된 핵심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

닌의 대사율이 현저하게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

였다. 이와 같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 뇌 기능에 대

한 다양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연구 수준

은 전임상 단계의 기초 원리 규명 수준이며, 관련 국내 

연구 또한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장내 마이크로바이

옴과 정신건강에 대한 상관·인과관계 규명 및 기전 연

구와 함께 산업계와 연계한 기능성 식품소재를 활용한 

임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신경정신질환 

관련 국내외 제품 현황

인류의 수명 연장과 인구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

되면서 건강한 삶과 건강한 노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

고, 대사성 질환 및 노인성 치매 등 신경정신질환의 발

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건강기능 식품 및 

소재의 개발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

히 프로바이오틱스의 점유율 증가가 두드러지며,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규모도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연 58%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프로바이오틱

스 시장이 증가함에 따라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제

품으로 유산균 발효유 수준을 넘어 피부 미용이나 아토

피 치료,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등 전문적인 효능을 갖

춘 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정신의학 영역에서 프로바

이오틱스 제품은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2016년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기억력 및 인지기능 개선 건강기능

식품은 표 1과 같으며, 시장 규모가 1조 500억원(2016 

건강기능식품 국내 시장 규모 동향 분석, 한국식품안전

관리진흥원, 2017)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 일부를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으로 대체한다고 하여도 향후 시

장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

하고 있는 반면, 국외 시장 역시 국내 시장과 마찬가지

로 정신건강 개선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아직 

형성 전이다. 국외 인지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6년 기준 12조 3500억원이며, 프로바이오틱스가 

일부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되는 바,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한 정신건강 및 인지기능 개선 기능성식품 시장이 형

성된다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

신건강 개선 및 신경정신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

바이오틱스 및 기능성 식품의 산업적 개발 및 관련 분

야의 선도적 위치 선점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연구지

원이 시급하다.

(3)  기능성 식품 소재를 통한 정신건강 및 인지기

능 개선 연구

스트레스는 대표적인 신경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으로, 

신경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연구에서 뇌기능 

저하 유도를 위해 스트레스 모델이 사용된다(Kubera 

등, 2011).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기능성 물질로 다양

한 식품 유래 물질이 연구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

그림 2.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장-뇌 축 

(출처 : Frontiers in Integrative Neuroscienc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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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오래 전부터 숙면 효과 및 스트레스 완화 효과에 

대해 연구되고 있다. 이는 모유를 먹던 기억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과 우유 내 다량 함유되어 있는 트립토판

의 숙면 및 완화 기능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

다(dela Pena 등, 2015). 또한 몇몇 연구에서는 유단

백질의 구성성분인 α-lactalbumin이 세로토닌 기능 

및 인지기능을 강화시켜준다고 하였으며, αs1-casein

은 스트레스에 대처하여 혈압 및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

티솔, 세로토닌, GABA 수치의 항상성을 유지시키고 

불면증을 완화한다는 임상시험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표 1. 국내 유통되고 있는 기억력 및 인지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생산업체 판매가격(원) 기능성

조아바이톤 

조아제약 20mL * 30 포 = 166,200
기억력 개선에 도움, 

지구력 증진에 도움

기억력홍삼 

종근당건강 45mL * 30 포 = 
피로 개선에 도움, 기억력 개선에 도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

메모리플러스(BF-7) 

 

바이오그랜드 각 400mg * 120 캅셀 = 150,000 기억력 개선에 도움

브레인300 

브레인트로피아 150mg * 30 캅셀 * 4개입 = 273,000 성인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

브레인슈타인 

CJ뉴트라 500mg * 240 캅셀 * 2개입 = 198,000 노인의 인지능력 개선에 도움

그림 3.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내 카테고리 별 성장률 

(출처 : 닐슨 스캔트랙,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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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us 등, 2002; Messaoudi 등, 2005). 

이에 따라 본 연구진은 유단백질의 당화(glycation) 

및 발효를 통해 스트레스성 뇌 기능 저하 완화 및 예방 

연구를 진행하였다. Milk casein과 glucose의 당화반

응물을 영유아 분변에서 분리한 기능성 프로바이오틱

스(Oh 등, 2018) 균주인 Lactobacillus rhamnosus 

4B15 균주로 발효하여 발효 당화 케이신을 제조하

였으며, 만성 스트레스 마우스 모델을 통해 발효 당

화 케이신의 뇌기능 저하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그

림 4~6). 발효 당화 케이신의 섭취는 스트레스로 인

한 혈액 내 스트레스 호르몬인 corticosterone의 증가

와 세로토닌의 감소를 유의적으로 억제하였다(그림 4. 

C). 또한 발효 당화 케이신 섭취 그룹에서 뇌 기능의 대

표적 마커인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brain derivated 

neurotrophic factor; BDNF)의 발현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헌틴턴병은 신경퇴

화(neurodegeneration)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질병이며, 신경퇴화는 점진적인 뉴런의 구조와 기능

이 소실되는 것으로 이 과정을 억제하는 것이 신경질

환의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의 노

출은 신경퇴화를 촉진하는 단백질인 cytochrome c, 

caspase-3, Bax의 발현을 증가시켰으며, 신경퇴화 억

제 단백질인 Bcl-2를 감소시켰다. 하지만 발효 당화 케

이신의 섭취는 스트레스에 의한 신경퇴화와 관련한 변

화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5. 

A). 혈액-뇌 장벽(blood-brain barrier) 및 장-혈액 

장벽(gut-blood barrier)은 병인성 물질의 혈액 내 유

입 및 체내 순환을 막는 기능을 하며, tight junction은 

barrier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스트레

스로 인해 tight junction을 비롯한 barrier 기능은 약

화되며,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반면, 

발효 당화 케이신의 섭취는 스트레스로 인한 뇌와 장에

서의 tight junction 관련 단백질인 zo-1, occludin, 

claudin-5의 발현 감소를 유의적으로 저해하였다(그

림 5. B). 스트레스는 위와 같은 생리학적 변화 뿐만 아

니라, 행동 변화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본 연구에서도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행동이 증가하

는 것을 open field test, rotarod test, elevated plus 

그림 4.  (A) 스트레스 모델을 통한 발효 당화 케이신의 뇌 기능 저하 개선 효과 

실험 프로세스, (B) 체중 및 사료섭취량, (C) 혈액 내 corticosterone 및 

세로토닌 함량

그림 5.  (A) 신경퇴화 관련 단백질 발현, (B) 혈관-뇌(blood-brain) 및 장-혈관

(gut-blood) barrier 관련 단백질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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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e test, social interaction test를 통해 확인하였으

며, 이와 같은 행동 변화는 발효 당화 케이신의 섭취를 

통해 유의적으로 저해되었다(그림 6). 

스트레스 마우스 모델을 통한 발효 당화 케이신의 뇌 

기능 저하 개선 효과 연구 결과, 만성 스트레스의 노출

은 혈액 내 호르몬 불균형 및 신경퇴행과 barrier 기능 

저하 등의 생리학적 변화 및 불안행동 증가의 행동 변

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발효 당화 케이신의 섭취는 이

와 같은 스트레스에 의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저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발효 당화 케이신은 스트레

스로 인한 뇌 기능 저하 완화 및 신경정신질환의 예방

을 위한 기능성 식품소재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

료된다.

Ⅲ 결론

퇴행성 질환 및 생활습관형 질환, 스트레스성 정신질

환의 증가에 따른 국가 의료비 부담 가중, 소비자의 건

강에 대한 관심 고조, 글로벌 식품산업 진출을 위한 신

제품 개발 방향 등을 고려할 때 건강기능식품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의 단순한 기

능적 효능을 넘어서 특정 질환의 예방 및 개선에 대한 

기능적 효능을 가진 제품이 미래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와 인구고령화에 따라 

신경정신질환 및 노인성 치매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

으며, 정신건강 및 인지능력 개선을 위한 식품 유래 건

강기능식품 및 소재 개발과 관련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

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신경정신질환의 발병 기전 및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의 상관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 

및 제품 동향을 소개하였으며, 더불어 우유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접목한 발효 당화 케이신의 정신건강 

및 인지능력 개선에 대한 연구결과를 언급하여 과학적 

접근을 통한 프로바이오틱스 및 우유 유래 식품 신소재

의 정신건강 영역으로의 진입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시도는 향후 유가공 산업과 연

계하여 신규 고부가가치 유제품 및 프로바이오틱스 제

품군의 형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능성 축산물의 도입과 침체되어 있는 식품시장의 활

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6.  행동실험 (A) open field test, (B) rotarod test, (C) elevated plus 

maze test, (D) social interac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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