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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프로바이오틱스는 일정 농도 이상 섭취 시 대장 내에서 해로운 균의 성장과 병원성 균의
감염을 억제하고, 신체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박테리아를
일컫는다. 우리는 다양한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를 김치와 요거트를 통해 섭취해오고 있는데,
이들의 생리학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기능성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프로바이오틱스 작용 기작과 효과는 장 내 마이크로바이오타의
복잡성과 다양성 때문에 많은 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고, 프로바이오틱스는 활성을 가지고
있는 생균인 만큼 오용과 남용 시 그에 따른 부작용의 가능성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과 앞으로의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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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1에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 (FAO)와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의료 및 식품 산업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인 큰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학술분야

뿐만

아니라

상업적

상품

개발에

있어

표준이

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내렸다 - "Live microorganisms which when administered in
adequate amounts confer a health benefit on the host" [1]. 이후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논문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프로바이오틱스의 실제 효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임상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건강에 이롭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더불어 웰빙, 다이어트 열풍을 타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지만, FAO/WHO의 기준을 충족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효능을 실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는 매우 드물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자체가 살아있는 미생물 균이기 때문에 이를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프로바이오틱스에 사용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오용과
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한 제품의 인허가를 비롯해 보다
엄격한 관련법 제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되며, 본 보고서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장 동향, 그리고 개발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1).

그림 1. 프로바이오틱스 분야에서 개별 주체의 목적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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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바이오틱스 역사
프로바이오틱스의 역사는 인간이 발효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김치와 된장, 고추장, 막걸리 등 매우 다양한 발효 식품을 아주 오래 전부터 섭취해
왔고, 그리스와 루마니아에서도 치즈와 다양한 형태의 발효 우유를 아이들과 환자들에게 영양식
형태로 권장해 왔다. 심지어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효 우유'로 추정되는 'beer milk'라는
구문이 발견되어 인간의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는 그 실체를 알지 못하던 시대부터 시작되어 왔고,
건강

혜택을

경험을

통해

깨달아

지속적으로

전파되어

온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파스퇴르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Ilya Ilyich
Metchnikoff가 1908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함으로써 밝혀졌다. 그는 요거트에 있는 Lactobacillus

bulgaricus와 Streptoccus thermophilus가 장내 미생물의 부패(putrefraction) 발효를 억제하고 요거트
섭취가 실제로 인간의 건강과 수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불가리아
사람들의 긴 평균 수명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2]. 이는 한때 국내 요거트 제품 광고에 소개되어
프로바이오틱스를

소개하고

유산균

제품

열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본

리포트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 응용제품 보다는 주재료가 되는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3.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규모
우리가 대형마트나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들의
시장 규모는 상품군이 워낙 다양하고 이차 가공 제품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B2B 거래에 해당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재료 시장의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미화
330억불 (한화 약 36조원)에 달하며, 2020년까지 매년 7%씩 증가하여 470억불 (한화 5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까지만 해도 유럽 시장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지만, 이후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추월하여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개발
도상국에서의 식음료 산업 팽창과 더불어 이와 같은 현상은 고착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프로바이오틱스를 직접 생산 및 일차 가공하여, 다양한 식품 및 의료 제품 회사에 납품 가능한
업체는 CHR. Hansen Holdings A/S (덴마크), Danone (프랑스), Nestlé S.A. (스위스)등의 유럽 회사와
일본의 Yakult Honsha Co. Ltd., 미국의 E. I. DuPont de Nemours가 있다. 이들이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BioGaia AB (스웨덴), Lifeway Foods, Inc. (미국), Probi AB (스웨덴),
Nebraska Cultures Inc. (미국) Probiotics International Ltd (영국)과 같은 중소 업체들이 독자적인
엔지니어링을 통해 건강에 유익한 미생물 균주 특허를 확보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첨가하고 있는 제품군은 (1)기능성 식음료, (2) 식품 보조제, (3)
가축 사료로 크게 이루어져 있는데, 소비자들의 프로바이오틱스 효능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
인식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재료원으로 크게 각광 받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상품 출시하는데 있어서 천문학적 비용이 소모되는 임상과정이 필요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상품군에 첨가가 가능하고 이는 마케팅에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위의
수치에서 보여지듯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 시장이며, 바이오 산업 분야 (BT)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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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할 가치가 매우 크다.

4. 프로바이오틱 미생물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의 첫 관문은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을 찾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프로바이오틱스로서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넘어야 할 문제들이 있고,
FAO/WHO가 내린 정의에 근거하여 특정 미생물이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목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3]. 우선적으로 (i) 섭취함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생균을 섭취한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 몸에 유익하다지만 경우에 따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는 숙주에 대한 해로운 영향은
반드시 최소화 되어야 하며, 우리가 오랫동안 섭취해오던 발효 식품들이 프로바이오틱스 후보
미생물의 적합한 공급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ii) 위산과 췌장분비물에 대해 저항성을 가져야 한다.
위의 낮은 산도와 췌장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항균제 및 소화 효소는 외부 미생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 기작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위와 췌장을 거쳐 살아있는 형태로 장에 도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저항성이 필요하다. (iii) 상피 세포 정착과 항균 활성. 대장에는 우리의
신체 부위 중 가장 많은 미생들이 이미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는 항균 활성을 갖고
기존의 장내 미생물군과 함께 장내 상피 세포에 정착 할 수 있어야 한다. (iv) 병원성균에 대한
경쟁력.

프로바이오틱스와

병원성균

모두

외부에서

주입된

미생물로서

우리

몸

속

마이크로바이오타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을 해야 한다. 프로바이오틱스가 병원성균보다
장내 정착에 있어 경쟁력이 크다면 우리 몸에 병원성 균에 대한 저항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v) 음식물 첨가제에 대한 내성과 음식물 내에서의 안정성. 우리 주변 거의 모든 곳에
미생물이 존재하지만, 실험실에서 배양하고 안정적인 형태로 보관 할 수 있는 미생물은 전체
미생물의 1%가 채 되지 않는다. 그만큼 미생물은 배양 조건이 까다롭고 주변환경에 민감한
생물이다. 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는 음식물의 첨가제 형태로 주로 섭취하게 되고 상품으로 개발된
음식물은 맛과 향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첨가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는 활성
유지를 위해 음식물 첨가제에 대한 내성과 음식물 매트릭스 내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위의
5가지는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지만 현재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들 조차도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아래에서는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4.1. 젖산균 (Lactic Acid Bacteria: LAB)
가장 광범위하게 프로바이오틱스로 사용되고 있는 젖산균은 발효대사를 하는 미생물종으로
구강, 소장 등에서 우리 몸에 유익한 활동을 한다 [4]. 이들은 숙주의 소화와 흡수에 관여하며
타닌(tannin)과 피티산(phytate) 같은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화합물 분해에도 기여를 하고,
B-그룹 비타민을 생산함으로써 숙주의 미네랄 흡수를 도와 전반적인 영향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특히 Lactobacilli는 비만 환자의 에너지 항상성 수준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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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최근에 알려져 식품 및 의약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 소화성 위궤양과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Helicobacter pylori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죽이는 능력이 있으며, H. pylori 박멸
치료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6, 7]. Pediococci 종은 항리스테리아
박테오이신(anti-Listerial

bacteroicin)을

생산하고

살모넬라와

장독성

대장균과

자가

응집(autoaggregation)을 통해 장내 병원성 균을 무력화하는 하는데, P. parvulus는 임상 실험에서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추는 것이 밝혀졌다[8].
4.2. 비피더스균(Bifidobacteria)
비피더스균은 위장 내 마이크로바이오타의 주요 구성원으로 숙주와 공생관계인 혐기성
당분해 미생물(anaerobic sccharolytic bacteria)이다. 이들은 위와 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식물성 복합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주요 탄소원과 에너지원을 숙주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프로바이오틱스로
사용되고 있는 주요 균주에는 B. lactis, B. bifidum, B. animalis, B. thermophilum, B. breve, B. longum,

B. infantis and B. adolescentis가 있으며, 장독성 대장균과 장 병리성 대장균, Clostridia difficile의
소장 상피 세포 내 정착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감염성 설사와 염증성 장질환
(IBD)를 예방 및 완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9,10].
4.3. 이스트(Yeasts)

Saccharomyces boulardii는 가장 연구가 많이 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로 다양한 위장 질병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동결 건조된 형태로 섭취했을 때, 원인에 상관 없이 짧은 시간 내에
설사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염증성 장질환과 궤양성 대장염 치료와 예방에도 효능을
보여주었다[11].

S. cerevisiae EC-1118은 산성 환경에서 다른 프로바이오틱스 박테리아 (L.

Rhamnosus HN001)의 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Torulaspora delbrueckii, Debaromyces hansenii,
Yarrowia lipolytica, Kluyveromyces lactis, Kluyveromyces marxianus, Kluyveromyces lodderae는 병원성
박테리아의 성장을 강력하게 저해하는 것이 발견되었다[12]. 그러나, 오랫동안 증명된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이스트는 면역저하 환자들(immunocompromised patient)에게서 국소적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섭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13].
4.4. Akkermansia muciniphila

Akkermansia muciniphila는 장 내 점액층에 거주하는 점액 분해 박테리아인데,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프로바이오틱스로의 잠재력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들의 위장 내 수가 비만
환자에서 눈에 띄게 감소되는 것이 발견되었고, 지놈 분석 결과는 이들이 다양한 아미노산과 비타민,
보조 인자(cofactors) 합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 탄수화물을 분해 하는 능력이 있어서 제2형
당뇨 치료에도 적용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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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Faecalibacterium prausnitzii

Faecalibacterium prausnitzii는 전체 분뇨 마이크로바이오타의 5-15%를 차지하며 위장
내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낙산염(butyrate) 생산 박테리아이다. 낙산염은 장 표피세포의 주요
에너지 원으로서 숙주가 표피 세포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낙산염 생산이 풍부하여 표피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면 암 발병과 진행을 막고, 병원성 균의 감염으로부터 숙주를 보호하며, 면역계를
자극하는 등의 긍정적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내 F. prausnitzii의 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F. prausnitzii의 수가 급격히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이를 통해 F. prausnitzii가 점액층 내 O-glycan 형성에도 관여하여
장의 생리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보고 되었다 [16,17].
5. 프로바이오틱스와 기능성 식음료
기능성 식음료는 기존의 영양소 외에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designer foods, medifoods, nutraceuticals 등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면서
관심이 증가되고 그 응용 범위와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기능성 식품에 첨가
가능한 후보 물질 중 하나로 이미 이를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요거트, 치즈, 분유, 버터, 아이스크림 등의 유제품뿐만 아니라 마요네즈, 분말 또는 캡슐
형태의 식재료, 야채 발효 식품들이 구매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성 제품은 단순히
프로바이오틱스 첨가로 인해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식음료의 핵심은
활성을 갖고 있는 충분한 양의 살아있는 생균을 장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 성분과 프로바이오틱스가 정착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프로바이오틱스가 생장 중에 만들어내는 대사체(metabolites)는
식품의 맛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품화 과정이 그리 단순치만은 않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프로바이오틱스 박테리아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발효 제품들이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요거트나 아이스크림, 프로즌 디저트 등의 유제품은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생균을 유통기한 내에 유지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치즈나 고추장,
된장의

경우

상온

프로바이오틱스가

보관이

생존하기

가능

하지만

낮은

적합한

환경이

아니며,

수분

함량과

높은

제조 과정 중에

소금
발효

함유량

때문에

미생물들이 제품

상태에서도 살아 있을 수 있도록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정성을 높이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능성 식품에는 이눌린(Inulin)이나 프락토올리고당 (Oligofructose) 같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를 함께 첨가하기도 하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정성과 저항성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그 결과, 최근 들어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하고 있는 과일 주스, 야채 식품, 곡물 시리얼, 맥아/밀/보리 추출물, 콩류
제품들이 선보여 지고 있는데, 이들 제품은 프로바이오틱스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와 매트릭스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추가첨가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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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바이오틱스 가공과 제품
프로바이오틱스는 일반적으로 (i) 배양을 위한 발효, (ii) 정제 공정, (iii) 보관, (iv) 위장기관을
거친 섭취, 이렇게 4단계를 거쳐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 산도, 산소, 열등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섭취 후 장내 생존율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복잡한 과정과 보관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죽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제조 과정 중 대용량 고효율로 생산해야 하고, 적절할 가공 과정을
통해

보관과

위장기관

내에서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속적인

발효,

마이크로필터를 이용한 지속적인 신선한 배양액 주입, 산소 차단 컨테이너, 이단계 발효, 스트레스
적응, 펩타이드 및 아미노산과 같은 미량 영양소 주입, 세포 고정화 방법 [18] 등이 대용량 배양을
위해

시도되고

있다.

더불어,

마이크로캡슐화

기술도

매우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프로바이오틱스 포장 기술로서 특정한 환경 조건에서 내부 내용물의 분비를 조절할 수 있다. 캡슐
속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담아 장까지 운반하게 되면 보관과 위장 통과 중에 외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프리바이오틱스 첨가와 더불어 내부 환경을 균일하게 유지하여 프로바이오틱스의
활성과 생존율을 증가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마이크로캡슐의 재료로는 aliginate,
chitosan, carboxylmethyl cellulose(CMC), carrrageenan, gelatin, pectin 등 식용제품이 사용되고
있으며,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와 그에 적용된 마이크로캡슐 기술 등이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와 마이크로 캡슐 기술 [19]
박테리아

폴리머

마이크로캡슐 기술

기능

Bifidobacterium

alginate/glycerol

구슬형 겔

바이오 매스 생산

carrageenan/locust bean gum

구슬형 겔

alginate/chitosan

구슬형 겔

산성/보관 안정성

alginate/pectin/whey protein

구슬형 겔

산성/보관 안정성

resistant starch

구슬형 겔

산성/보관 안정성

waxy maize starch

구슬형 겔/에멀전

산성/보관 안정성

alignate/starch

구슬형 겔

산성/보관 안정성

modified waxy maize starch

분무 건조 파우더

alginate

구슬형 겔

k-carrageenan

동결 건조 파우더

alignate microspheres

에멀전

산성 안정성

powder of freeze-dried culture

미분화

열/보관 안정성

gellan gum/xanthan gum

구슬형 겔

산성/보관 안정성

B. bifidum

B. breve

B. infan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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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actis

alginate

구슬형 겔/분출

cellulose acetate phthalate

구슬형 겔

whey protein

미분화

k-carrageenan

구슬형 겔/에멀전

k-carrageenan/locust bean gum

구슬형 겔/에멀전

alginate

구슬형 겔/분출

B. pseudolongum

cellulose aceate phthalate

구슬형 겔

산성/담즙산염 안정성

Lactobacillus

carrageenan

구슬형 겔

바이오 매스 생산

alginate

구슬형 겔

산성 안정성

alginate/starch

구슬형 겔

산성/보관 안정성

carrageenan/locust bean gum

구슬형 겔

alginate

직접 압축

산성 안정성

alginate/xanthan gum

구슬형 겔

산성/보관 안정성

cellulose acetate phthalate

구슬형 겔

산성/담즙산염 안정성

alginate

구슬형 겔

산성/열/보관 안정성

powder of freeze-dried culture

미분화

열/보관 안정성

L. bulgaricus

k-carrageenan/locust bean gum

구슬형 겔

바이오 매스 생산

L. casei

k-carrageenan/locust bean gum

에멀전

산성 안정성

alginate

구슬형 겔

산성 안정성

L. delbrueckii

alginate/sodium lauryl sulphate

구슬형 겔

바이오 매스 생산

L. lactis

gelatin/toluene-2,4-diisocyanate

구슬형 겔

바이오 매스 생산

L. reuteri

Ca-alginate/k-carrageenan

구슬형 겔

보관 안정성

Pediococcus

corn/olive oil microcapsules emulsified

에멀전

산성 / 보관 안정성

acidilactici

by peptides

B. longum

L. acidophilus

산성/담즙산염 안정성

산성 안정성

7. 결론
Lactobacillus와 Bifidobacteria로 대표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실체를 알지 못하던 아주
예전부터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그 효과는 이미 역사와 경험을 통해 입증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
들어 다양한 in vitro 실험을 통해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의 성장, 대사체, 바이오필름(biofilm) 형성,
항균제 생산 등이 연구되었고,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들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친자연적인 식습관이 점차 퍼지면서 천연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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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발효 식품과 기능성 식품의 시장도 규모가 5년내 2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를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가 대장 내 미생물 구성을
궁극적으로 변형시키지는 못하며, 지속적으로 섭취를 했을 시에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시중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FAO/WHO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 시키는지에 대해 다시
묻게 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칭한 제품들이 난무하여, 국민 건강을 되려 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 그러므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관련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되며, 프로바이오틱스의 개발과 효능 검증에 표준으로 이용될 수 있는 in vitro, in vivo 스크리닝
시스템 및 임상 시험도 용도에 따라 개발될 것이다. 더불어,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은 기존의 배양
공정, 엔지니어링, 마이크로캡슐 부분에 추가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와 장 내 마이크로바이오타
사이의 상호작용, 커뮤니티 수준에서의 안정적 정착 등이 추가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순차적으로
모두 이루어진다면, 프로바이오틱스의 응용 분야는 기능성 식품을 넘어 제약 사업 분야까지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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