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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nfant formula products made of caprine milk have gained popularity, mainly because the nutritional
composition of caprine milk is similar to that of human milk. In addition, caprine milk is considered to be better than
bovine milk in terms of nutrient composition and easier digestion. Compared to bovine milk, caprine milk contains more
β-casein, but less αS

1
-casein. While the lactose concentration of both bovine and caprine milk is almost the same, a

content of total oligosaccharides in caprine milk was approximately five to eight times higher than that in bovine milk.
However, as the dairy goat industry in Korea is in a nascent stage of milk production and further processing, many
nutritional advantages of caprine milk over bovine milk are not fully conveyed to general consumers. It is recommended
that scientific research regarding the nutritional benefits of caprine milk needs to be conducted urgently, owing to the
increasing domestic sales of infant formula products made of caprine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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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포유동물 가운데 모유(human milk)는

약 2억 년 동안 다양한 환경 하에서 오랜 자연선택과정을 통하

여 얻어진 천연식품이다. 최근 들어 의학, 생화학, 영양학 등 생

명과학 분야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모유의 생물학적 특성과 다

양한 성분들이 구명되면서 오늘날에는 모유 중에 함유된 각 성

분들의 화학적 구조는 물론 영양학적으로 유익한 효능들이 밝혀

지게 되었다. 모유는 유아의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

이기 때문에 모유 중에 함유된 특정 성분과 유아의 건강한 성장

과 발달 사이에 존재하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모성과 유아 간 이

상적인 상호작용으로 이해되고 있다(1). 이미 많은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모유에는 수많은 생리활성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것을 섭취하는 유아는 성장, 자극, 면역기능, 인식능력

이 향상되고 병원성 미생물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2,3).

한편 모유와 자주 비교되는 우유(bovine milk)는 모유를 대체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체에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하는 완

전에 가까운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지구상 많은 인종

중에는 우유 섭취 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유당불내증(lactose

intolerance)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인간이 식품으로 이용하는 포

유동물의 유즙들을 모유의 성분들과 비교하면서, 특별히 모유의

성분·조성과 가까운 유즙들이 학계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산양유(goat milk)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유(젖)산양은 Saanen 종, LaMancha 종, Toggenburg 종, African

Dwarf 종, British Alpine 종, Nubians 종 등이 사육되고 있다(4).

Holstein 종과 같이 평탄한 지형에서 방목하는 젖소와 달리 유산

양은 비탈진 산지에 적합한 축종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두당

산유량이 하루 3-4 L 정도로 적고 착유횟수가 많아 착유에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큰 단점이 있다(5). 그 외에 착유 및 위생상

의 기준이 까다로운 점도 산양유 산업이 발전하는데 제약이 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미증유의 구제역 사태 이후 축

종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Holstein 위주의 낙농업에서

질병에 강한 Jergey 종과 같은 품종으로 바꾸거나(6), Saanen 종

과 같은 유산양 목장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

기되었다. 그러나 유산양은 사료나 사육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성분과 함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산양유의 영양효과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총설에서는 최근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산양유의 성분조성과 그 식품

학적 의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산양유의 성분과 조성

유산양은 지난 1990년대 초 국내에 소개되었고 2003년에 처음

으로 산양유를 이용한 분유제품이 출시된 이후 산양유를 가공한

유아용 조제분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7). 지금까지 여

러 학술논문에 보고된 바와 같이 산양유는 그 성분과 조성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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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성질 면에서 우유와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지닌다. 산양

유는 우유보다 더 희고, 탄소수가 적은 지방산이 비교적 풍부하

기 때문에 향미가 강한 편이고, pH는 알칼리성을 띤다. 총고형분

함량은 11-13% 정도로서 우유보다 진하다(8). 우유는 모유와 다

른 단백질 조성과 칼슘 함량의 차이로 인하여 위 내에서 단단한

curd (응유물)가 만들어지므로 모유에 비하여 소화율이 떨어진다.

그러나 산양유는 단백질 구성과 개별 지방산의 구성이 오히려 모

유에 가깝기 때문에 비교적 소화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9,10).

산양유 단백질의 종류와 조성

산양유에 함유된 단백질의 조성은 우유와 다르다. Fig. 1에 나

타낸 바와 같이 모유 및 우유에 포함된 단백질의 종류를 서로 비

교하면 αS2-casein, β-casein, κ-casein, α-lactalbumin, β-lactoglob-

ulin 등 주요 구성 단백질의 총 함량은 서로 비슷하지만 αS1-casein

과 β-casein의 함량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11). 특히 β-casein

은 산양유 단백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백질이다. 또한

산양유는 우유에 비하여 단백질 중 casein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

으며, 단백질 구성은 우유보다는 오히려 모유와 매우 유사하다

(12,13). 유즙 단백질은 크게 casein (αS1-casein, αS2-casein, β-

casein, κ-casein)과 유청단백질(β-lactoglobulin, α-lactalbumin 등)로

나누며, casein은 유즙 내에서 총 단백질의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단백질이다. 산양유 중 casein 분포를 살펴보면 αS1-

casein 5.6%, αS2-casein 21.2%, β-casein 62.8% 및 κ-casein

10.4%로서, 우유의 αS1-casein 33%, αS2-casein 18%, β-casein

36% 및 κ-casein 13%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14). 모유에는 없는

αS1-casein이 우유에는 상당히 많은 반면 산양유에는 매우 적다.

그러므로 산양유 중 주요 단백질은 αS2-casein 및 β-casein인 반

면, 우유는 αS1-casein과 β-casein이라 할 수 있다. 산양유 중 αS1-

casein 함량은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우유보다 적다.

따라서 유즙의 αS1-casein 함량을 파악하는 것은 소화율을 예측

하는 생물지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의가 크다(15). 앞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유에 많이 존재하는 αS1-casein은 위산

에 응고되어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하여 소화를 방해하는데, 산양

유는 모유와 같이 β-casein의 함량이 높고 αS1-casein의 함량이 비

교적 적어 부드러운 curd를 형성함으로써 소화가 용이하다(16).

게다가 산양유의 casein 단백질은 모유의 casein 단백질과 분자

구조가 유사하여 소화 흡수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설사 또는 복

통 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드물고, casein micelle의 평균직경이

80 nm 정도로서 100-250 nm인 우유에 비하여 매우 작다(17). 또

한 산양유는 응유효소인 rennet 처리에 의한 응고시간이 길고, 생

성된 curd의 강도가 연약한 편이다. 산 첨가에 의해 응고된 산성

화 젤의 조직도 부드럽고 연약하다. 산양유의 이러한 특징들은

실제로 인체의 소화관 내에서 응고 및 가수분해가 용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화흡수가 잘 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18). 산양

유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종종 위궤양 환자의 식이요법 음식으

로 이용될 수 있다. 산양유가 우유보다 알레르기를 덜 일으킨다

는 몇몇 임상적 사례가 보고되었으며(19), 따라서 우유 단백질을

섭취하면 쉽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산양유는 우수

한 영양소 공급원으로서 식품학적 가치가 있다(9).

지방구 및 구성 지방산 조성

산양유는 개별 지방산의 구성이 우유와 현저히 다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구의 입자가 우유보다 더 작고 균일한 특

징 외에 지방구의 구성이나 특성은 우유와 비슷한 편이다(12). 무

엇보다도 산양유가 가지는 특징은 지질 중에 단쇄 지방산(C4-C6)

과 중쇄지방산(C8-C12)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다(9). 지방산

은 지방구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분자 내 이중결합이 있는 불포

화지방산이 포화지방산보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 우유는 포화

지방산이 많은 반면 모유는 불포화지방산이 상대적으로 풍부하

므로 인체에 유익하다고 볼 수 있다. 산양유의 지방산을 살펴보

면 caprylic acid (C8), capric acid (C10)와 같은 중쇄지방산

(medium-chain fatty acid)이 우유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이 함유

되어 있어 소화 흡수 시 장쇄 지방산보다 분해되는 속도가 빠르

다(9,15). 게다가 중쇄 지방산은 혈장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고 대사속도를 촉진하기 때문에 관상동맥, 소아 간질,

낭포성 섬유종, 담석증, 동맥경화, 고혈압 및 저혈압 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식이요법으로 권장된다.

Table 1은 우유 및 산양유 중 지방산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탄소 사슬의 길이가 C8-C12인 중쇄 포화지방산(medium-chain sat-

urated fatty acid) 함량이 우유보다 높다. Octanoic acid (caprylic

acid, C8:0)와 decanoic acid (capric acid, C10:0)의 함량은 산양유가

우유보다 훨씬 높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탄소수가 16개인 palmitic

acid 함량은 우유가 산양유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지질 소화율은 반응물질인 지질로부터 유리되는 유

리지방산(free fatty acid)의 함량으로서 결정된다(20) 산양유와 우

유의 지질 소화율은 각각 0.62 mEq/L 및 0.12 mEq/L였다. 이 실

험값으로만 보면 산양유가 우유보다 5배 정도 소화가 잘 된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산양유의 지질은 lipase 처리에 의해서 우유의

지질보다 더 잘 분해되었다. 콜레스테롤의 경우 우유 100 g당 14-

17 mg의 콜레스테롤을 함유하는 반면, 산양유는 11-25 mg 함유

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자 간 차이가 별로 없었다(21). 그러나 이

Fig. 1. Casein composition in mature caprine, bovine and human

milk (14).

Table 1. Fatty acid compositions of caprine and bovine milk fat (35)

(Unit: %)

 Fatty acids Caprine milk Bovine milk

C4:0 Butyric acid 1.2 0.2

C6:0 Caproic acid 2.6 1.8

C8:0 Caprylic acid 3.3 1.1

C10:0 Capric acid 12.6 2.7

C12:0 Lauric acid 5.6 3.2

C14:0 Myristic acid 12.9 12.3

C16:0 Palmitic acid 28.4 45.7

C16:1 palmitoleic acid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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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결과들은 품종에 따른 영향 등 실험적으로 고려해야 할 인

자들이 많아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비타민 및 무기질 조성

산양유는 생체 이용률과 흡수율이 우수한 비타민 및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우유보다 높은 영양소 흡수율을 보인다(22).

주요 비타민 성분들은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retinol, niacin,

비타민 D는 우유보다 함량이 높지만 folacin, 비타민 B12와 E는

부족하다고 보고되었다(23,24). 한편,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

네랄에 있어서는 산양유는 칼슘이 1.2 g/L, 인이 1 g/L로 함량이

우유와 비슷하지만 칼슘, 인, 망간의 체내 흡수율이 산양유가 우

유보다 더 뛰어나다는 점을 알 수 있다(25). 산양유는 단백질의

농도가 높고, 인산염(phosphate)의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유나

양유에 비하여 알칼리성을 나타낸다(26).

유당 및 올리고당 성분

산양유는 우유에 비해 5-8배의 올리고당을 함유하고 있으며,

유당은 모유의 약 70% 정도 함유되어 있다. 산양유의 유당 함량

은 우유와 유사하지만(Table 3) 체내에서 유당불내증을 거의 야

기하지 않기 때문에 산양유가 유아들의 이유식은 물론 노인의 영

양공급원으로서 권장된다(10). 유당은 화학적으로 포도당(glucose)

과 갈락토오스(galactose)가 중합된 이당류로서, 포도당은 대뇌의

일차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반면 갈락토오스는 뇌 조직, 신경

조직의 구성 성분으로 이용된다. 또한 유당은 장내 산성을 증가

시켜 이로운 세균의 증식을 돕고 장에서 칼슘(Ca)의 이동을 증

대시키며, 인(P), 마그네슘(Mg)의 흡수를 촉진시킨다. 산양유는 뛰

어난 소화력으로 인해 우유보다 더 완전하고 쉽게 흡수되어 유

당불내증을 일으키는 소화되지 않은 잔류 유당이 대장의 안쪽에

적게 남는다. 이는 우유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소화되어 소화기

관에 들러붙어 발효되는 유당 분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유당에 민

감한 사람의 경우에 산양유는 유당불내증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다(27).

이러한 유당은 산업적으로 제조되어 조제분유에 이용되기도 한

다. 조제분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식용 유당제품은 Fig. 2와 같은

공정을 통해 제조되어 산업적으로 이용된다. 유청(whey)은 비싼

운송비 때문에 고형분이 12-50% 함유된 형태로 예비 농축되어

유당 제조용 원료로 공급된다. 이것으로부터 유당을 결정화시키

기 위해서는 추가적 농축과정이 필요하다. 고형분이 65%인 유청

농축액을 냉각해서 유당을 천천히 결정화하여 침전시킨다. 결정

화공정을 거쳐 얻은 mother liquor를 원심분리하면 조유당(raw

lactose)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은 결정체를 세척, 원심분리한

다음 마지막으로 유동층건조기(fluid bed dryer)에서 건조시키면

식용유당(edible grade lactose)이 된다. 통상적으로 액상의 mother

liquor 중에는 상당한 양의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그리고 약

18% 탄수화물(주로 유당 및 올리고당)이 함유되어 있다(Proliquid

제품). 식용유당 분말을 정제용 탱크 중에서 응집시키고, 활성탄

소를 처리한 다음 순서대로 탈색, 여과, 농축 공정을 거쳐 재결

정화시키면 식품공업에서 사용하는 정제유당이 얻어지게 된다

(Fig. 2). 모유에는 약 7%의 유당이 함유되므로 유당이 4.4-5.2%

함유된 우유나 산양유를 이용하여 조제분유(infant formula)를 제

조할 때는 종종 유당을 보충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그러므로 유

아용 조제분유에 산양유에서 유래된 유당을 사용하는 것은 소량

이지만 천연의 올리고당을 강화해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8,29).

유즙에 존재하는 유당과 관련된 성분으로 최근 주목되는 것은

올리고당류(oligosaccharides)이다. 이들은 생체 내에서 유당을 기

본물질로 사용하여 합성되는 대사산물이며 산성 올리고당과 중

성 올리고당이 있다. 특히 모유 내의 올리고당류(human milk

oligosaccharides, HMO)는 장내 유용 유산균의 생육을 돕는 preb-

iotic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유아의 장관 내에서 유익균이

Table 2. Vitamin content of caprine and bovine milk (24)

(Unit: amount/100 mL)

Vitamin Caprine milk Bovine milk

Retinol (µg) 40 35

Vitamin B1 (mg) 0.04 0.04

Vitamin B2 (mg) 0.15 0.19

Niacin (mg) 0.19 0.08

Folacin (µg) 0.8 5.9

Vitamin B12 (µg) Tr1) 0.3

Vitamin D (µg) 0.06 0.03

Vitamin E (mg) NA2) 0.85

1)Tr: Trace
2)NA: Not available

Table 3. Total amount of oligosaccharides and lactose in mature

caprine, bovine, and human milk (2)                              (Unit: g/L)

Caprine milk Bovine milk Human milk

Oligosaccharides 0.25-0.30 0.03-0.06 5-8

Lactose 45 46 68

Fig. 2. Lactose purification process from cheese whey (36).



124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46권 제 2호 (2014)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한다(2). HMO는 Fig. 3과 같이

D-glucose (Glc), D-galactose (Gal), N-acetylglucosamine (GlcNAc),

L-fucose (Fuc), sialic acid (Sia, N-acetylneuraminic acid, Neu5Ac)

와 같은 5가지 단당류들로 구성되어 있다(30). 이러한 단당류들

이 여러 가지의 당 결합을 한 구조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결합의

결과에 따라 HMO의 크기, 전하, 구조와 모유 내의 양이 결정된

다. HMO의 구조는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른

성분들과 글리코실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200가지가 넘는

이성질체들이 존재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HMO는 짧은 사슬의

삼당류(trisaccharides)와 복잡한 고분자 올리고당들로 구성되어 있

다. 대부분의 HMO는 이들의 환원 말단에 유당 잔기를 가진다

(31). 유당의 갈락토오스는 α(2-3) 또는 α(2-6) 결합에 시알화가

일어나 3'-sialyllactose와 6'-sialyllactose 같은 짧은 3당류(short-

chain trisaccharides)를 형성할 수 있다. 이들 올리고당들은 유아

의 소화관 내에서 정장작용에 도움을 주고, 모유 수유하는 영유

아에게 유익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산양유에는 우유보다 5-8배 이상 높은 함량의 올리고당을

함유하며 성숙한 산양유에서 나타나는 주요 올리고당으로 산성

올리고당은 6-sialyllactose, 3-sialyllactose, disialyllactose, N-glyco-

lylneuraminyllactose, 3-galactosyllactose, N-acetylglucosaminyllac-

tose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중성 올리고당의 주요성분은 3-

galactosyllactose, lacto-N-hexose, N-acetylglucosaminyllactose 등이

다(Table 4).

한편 prebiotics란 장내에서 소화가 어려운 난소화성 식품원료

로서 결장에서 선택적으로 유익 미생물을 성장과 기능을 활성화

시켜 사람이나 동물에게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물질

을 지칭한다. 현재 여러 올리고당들이 prebiotics 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유아의 장내균총 형성에 있어서 유익균으로 알려

진 대표적인 것은 Bifidobacterium속 세균이며 이들에 대하여

prebiotic 효과를 발휘하는 물질 또한 모유 내의 올리고당류이다.

Probiotics 균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bifidobacteria는 포도당 대

사경로를 거쳐 다른 유산균의 발효산물들과는 다르게 유산과 초

산만을 대부분 생성한다. 결과적으로 장내 pH를 낮춰줌으로써 유

해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실제로 산양유

올리고당류는 미생물 및 미생물 독소의 수용체(receptor)로 작용

하면서 prebiotic 효과와 장내 항염증 작용을 나타낸다(2,32). 산

양유의 올리고당류는 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 환자에게

바람직한 prebiotics로 작용하는데, 특히 장 내에서 병원성세균과

경쟁적으로 증식하면서 병원균의 장점막의 부착을 저해하고, 세

포막에서의 박테리아의 전좌를 감소시키며, Lactobacillus속과

Bifidobacterium속 세균의 증식을 선택적으로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3,34).

그 외에 기타 성분으로 산양유에는 lysozyme이나 ribonuclease

등의 효소 단백질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함유된 반면 lipase나

xanthine oxidase(34)는 우유보다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14).

Fig. 3. A typical oligosaccharide, monofucosylmonosialyllacto-N-tetraose, found in human milk (30). Glc, Glucose; Fuc, Fucose; Gal,
Galactose; GlcNAc, N-acetylglucosamine; NANA, N-acetylneuraminic acid.

Fig. 4. Structural composition of human milk oligosaccharides (HMOs)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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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양유는 단백질 구성과 개별 지방산의 구성이 모유에 가깝기

때문에 우유에 비하여 소화율이 높다. 특히 casein 단백질은 모유

의 단백질과 분자구조가 흡사하여 높은 소화 흡수력을 보이므로

설사 또는 복통 등과 같은 소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 뿐만 아

니라 지방산 함량에 있어서도 우유보다 중간사슬지방산이 우유

보다 2배정도 많이 들어있어 소화 흡수 시 분해되는 속도가 빠

르다. 산양유에는 질 좋은 수용성 유청단백질, 비타민 및 미네랄

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특히 비타민 A, 콜린, 이노시톨의 함량

이 높고 흡수율도 양호한 편이다.

산양유에 포함된 유당과 올리고당은 우유보다 모유에 더 가까

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당은 장 내 산성을 증가시켜 유익

한 박테리아의 증식을 돕는 한편 장내에서의 칼슘의 흡수를 도

와주거나 인(P)과 마그네슘(Mg)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

당한다. 또한 올리고당류는 장내유산균의 생육을 돕는 prebiotic

효과를 발휘하여 장내 유익균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실험

결과로 판단할 때 실제로 유아에게 정장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산양유에 다량 함유된 미네랄 성분 또한 소화 및 흡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양유는 우유 섭취 시 유당불

내증을 호소하던 소비자들도 어렵지 않게 섭취할 수 있다.

이처럼 산양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유보다 우수한 식품학

적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양유가공 산

업은 거의 불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산양유의 정확

한 영양학적 가치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우유보다 그 성분과 조성이 모유와 흡사한 산양

유의 식품학적 특성,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한 체계적이며 과학

적 연구가 시급히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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