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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eese is a nutritious food with various balanced nutrients, such as proteins, peptides, amino acids, fats, fatty acids, 

vitamins and minerals. Domestic cheese varieties and quality need to be improved to prevent imported cheese. To develop 

those cheeses, search for previous works and research for new products are needed. In cheese ripening of hard cheese, such 

as Cheddar or Parmesan cheese, is ripened for 2 to 24 months at 2 to 16℃ to develop desired cheese flavor and body 

characteristics. Long time with low temperature to ripen the cheese requires high expenses. So accelerated cheese ripening 

is a good potential for saving in industry. Methods for acceleration of cheese ripening are temperature control, addition of 

bacteria or enzymes. To develop the functionality of cheese, addition of microencapsulated various probiotics and nutrients, 

such as iron, removal of cholesterol by crosslinked β-cyclodextrin, lowering blood cholesterol and serum glucose by 

nanopowdered functional materials et al. are necessary. Therefore, this review focused on the functionality of cheese, such 

as the acceleration of cheese ripening, microencapsulated probiotics and iron, and cholesterol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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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즈의제조는오랜시간을거치면서그종류가무려 2,000

여 종에 달하고 있지만, 국제낙농연맹(IDF)에 의하면 510여

종이, 미국에서는 300여 종이, 그리고 랑스에서는 400여

종의 치즈가 상업 으로 소비되고 있다. 치즈의 형태는 여

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를 들면, 다양한 종류의 가

축으로부터 착유된 우유, 스타터 미생물, 치즈의 응고제, 커

드의 온도, 치즈 크기, 압착, 숙성 등에 따라 구분되며, 우리

나라에서는 수분과 지방 함량에 따라서 경성, 반경성, 연성

생치즈로 분류된다. 

치즈의 생산비를 경감하기 하여 주로 경성이나 반경성

치즈의 숙성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연구가 오래 부터 수행

되었다. 이를 한방법으로는 다양한효소를첨가하여카제

인의 분해를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Babel와 Hammer, 1945), 

숙성 온도를 조 하는 방법(Freeman, 1959), 그리고 미생물

을 첨가함으로써(Kim 등, 2008)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

를 간 으로 이용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사

용하는효소를미세캡슐화(Kailasapathy과 Lam, 2005)하여숙

성을 진시키면서 치즈의 품질을 유지하는 기술이 발 되

었다. 에서 제시한 여러 요인들을 복합 으로 사용함으로

써 치즈의 숙성 진의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다.

한기능성치즈를개발하기 하여 로바이오틱스(pro-

biotics)를 첨가하는데, 이때도 미세캡슐화한 로바이오틱

스를 다양하게 용하여 치즈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Özer et al., 2008; Zomorodi et al., 2011), 치즈에 미량 함유

된 철분을 강화하기 하여 미세캡슐기술(Kwak 등, 2003)을



한국유가공 술과학회지 제29권 제1 (2011)66

용함으로써 치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철분의 생체 이용

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기능성 치즈를 개발하기

한 기술로써 콜 스테롤을 제거하고(Bae 등, 2009; Kim 등, 

2008), 더 나아가 콜 스테롤(Kim 등, 2006; Kwak 등, 

2005)과 당을 하시키며, 체 조 등도 가능한 치즈를

개발하여 국내 치즈 산업의 발 과 국외 치즈 수입의 억제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우유 생산량이 2002년을 정 으로 2,536,648톤

에서 매년 감소하여 2009년에는 2,109,732톤에 이르 다. 

한 시유와 요구르트의 소비는 증가를 멈추고 있는 실인데

(한국유가공 회 통계자료, 2011), 다행인 것은 치즈의 소비

가 매년 증가하여 유가공 산업의 미래가 보인다. 2009년도

치즈의 소비는 64,526톤으로 폭 증가하 다. 그런데 국내

치즈의 생산은 오히려 감소 추세이며, 수입 치즈가 크게 증

가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한국유가공 회통계자료, 2011). 

이와 같은 상은 우리나라의 유가공 산업 발 에 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인데, 더구나 최근에 우리

나라와 유럽의 FTA가 발효되어 치즈 수입은 가속화 될 조

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는 방법은 국가 , 정부 , 

사회 , 기술 , 소비 성향 으로 다양하겠지만, 유가공분야

에서는과학과기술의 요성에 하여더 심을가져야할

것이다. 그래서 지 까지 국내외에서 치즈의 발 을 하여

연구 개발된 결과들을 비록 부분 이지만, 정리하여 알아

보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사료되어, 본 논문에서는 치즈의

숙성 진, 로바이오틱스의 치즈에 용, 양분의 강화, 

그리고콜 스테롤의 제거 등에 하여다루어보고자 한다.

치즈의 숙성 진

치즈의 숙성은 경질치즈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2년 정도

의 기간을 요하는데, 이는 각 치즈의 독특한 향미와 조직감

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요하다(Kailasapathy와 Lam, 2005). 

그러나오랜기간동안의치즈숙성은상당한비용과인력을 

소모한다(Gripon et al., 1991; Fox, 1993; Law, 1987). 따라서, 

주로 다양한 효소를 첨가하고 숙성 온도를 조 하여 숙

성 기간을 단축시키기 한 연구가오랫동안시도되어 왔다. 

1. 효소

치즈 숙성 진은 일 이 1940년 반에 보고되었는데, 

Babel과 Hammer(1945)는 소량의 rennet paste를 살균한 우유

에 첨가하는 것은 지방산화도와 숙성된 Cheddar 치즈의 우

수한 향미를 생성한다고 보고하 다. Scott(1986)는 치즈 제

조 시 우유, 응유효소, 스타터 미생물이 효소의 작용에 의하

여 치즈가 숙성된다고 하 다(Fig. 1). 치즈의 숙성을 진

Fig. 1. Diagram showing the ripening of cheese through enzymatic

activity (Scott et al., 1986).

시키기 하여 효소를 치즈우유에 직 첨가하는 방법은 유

청으로 효소가 소실되고, 효소의 분포도가 낮고, 치즈의 수

율과 품질이 하되는 결 이 있는데, 효소를 미세캡슐화하

면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 Magee와 Olson(1981a; 

1081b), Magee 등(1981)은 유지방을 코 물질로 사용하여 수

용성 단백질 glucose 기질을 미세캡슐화 하 는데, 수율

은 80～90%를 나타내었다. 제조된미세캡슐은 유지방이 3～

4%일 때, 그리고 유화제로 사용된 span60과 glycomul TS의

비율이 1:1～1:3일 때 최고의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한 미

세캡슐의 안정성 감소는 유화제 농도의 상호작용에 의해

향을받는다고보고하 다. 최근에는 Kailasapathy와 Lam(2005)

이 gellan, κ-carrageenan 그리고 유지방으로 Cheddar 치즈의

숙성을 진시키기 하여 flavourzyme이라는 효소를 미세

캡슐화 하 는데, 수율은 55.6%로 비교 낮으나, 효소를미

세캡슐화하여 첨가한 치즈는 활력을 유지하여 단백분해가

증가되었으며, 능 , 물성학 특성에서 조군과 비교하

여 유의 차이가 없었다(p<0.05)고 보고하 다.

2. 온도

치즈 제조업자들은 치즈의 제조와 숙성 기간에 온도를

조 하는데, 온도는 미생물의 세 시간(generation time)에

향을 미친다. 를 들어, Escherichia coli의 경우 세 시간

을 25℃에서 75분, 이것을 37℃에서 20분으로 단축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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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L. herveticus는 40℃에서 75분, S. thermophillus는 40℃

에서 57분 가량 걸린다. 치즈 제조업자들은 치즈 장시 높

은 온도(18℃)는 숙성 과정을 진시키지만, 치즈를 5℃에

장하지 않으면 품질이 하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Freeman(1959)은 Cheddar 치즈를 15℃에서 4～6주만 숙성하

고, 그 후에는 5℃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했다. Aston 등

(1985)은 32주간 품질의 하가 없이 치즈를 숙성할 수 있

는 온도는 15℃임을 찰하 다. 그러나, 보다 높은 온도에

서의 치즈 숙성은 clostridia와 같은 독성물질을 생성하는 미

생물이 생장할 우려가 있다.

3. 박테리아

Cheddar 치즈의주요한박테리아는 streptococci, enterococci, 

lactobacilli, micrococci, 그리고 colifrom 박테리아 등이다. S. 

lactis, S. cremoris를포함하는유산균 starter들은 Cheddar 치즈

의제조에 외없이사용되며, 특정조건하에서는 enterococci, 

S. durans 는 S. faecalis 등도 사용된다. Starter로써 치즈우

유에 1% 수 으로 사용될 때, streptococci는 10℃에서 2～3

일 동안 young cheese에서 5×109 cfu/g의 최고치를 이룬다. 그

리고, 4주 동안에 략 2×10
8
 cfu/g로 감소한다. 마찬가지로

enterococci가 1% 수 으로 사용될 때, 24시간 동안 1×1010 

cfu/g으로 최고치에 이른다. 이 수치는 10℃에서 6개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며 12개월에 Cheddar 치즈 1 g에서 5×108 

cfu/g로 차 감소한다. S. lactis와 S. cremoris는 S. durans와

S. faecalis보다 카제인의 단백분해작용이 더 효과 이다. 그

러나, 의 네 종류의 균주는 모두 치즈 숙성과 향미 생성에

정 으로 작용한다.

보다 좋은 치즈 숙성 진을 해서, DNA 재조합 기술을

포함한 유 공학기술의 용, 치즈 숙성에 사용되는 미생물

은 숙성 효율, 향미, 조직, 양가 는 최종 제품의 외 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유단백질 분해는 치즈 숙성에 여하고, 

몇몇 효소는 plasmid DNA와 연 되어 있으므로, 여러 다른

효소들을 한 유 자는 균주 간에 변환될 수 있으며, 그들

의 활성도 유 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조 할 수 있다. 

4. 가교화 β-cyclodextrin에 의한 숙성 진

본 연구실에서는 경질치즈인 Cheddar 치즈의 콜 스테롤

을 제거하기 하여 가교화 β-cyclodextrin(β-CD)을 이용하

여 91～92%의 콜 스테롤을 제거하 다(Seon 등, 2009). 이

치즈를 5℃에서 9주 동안 숙성시키면서 숙성 진 상태를

찰하 는데, 놀랍게도 이 치즈의 숙성도는 치즈의 조직과

능 품질을 유지하면서 매우 높았다. β-CD로 처리하여

9주 동안 숙성시킨 Cheddar 치즈와 8개월간 숙성시킨 일반

Cheddar 치즈의 지방산이 각각 108.9, 98.6 ppm, 유리아

미노산의 함량이 각각 105.6, 101.7 μmol/g으로 유의 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그래서 실험군과 조군 치

즈의 숙성 정도가 동일하여 콜 스테롤을 제거한 치즈의 숙

성이 3.6배 진된것으로 찰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숙

성 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한 사항은 규명이 필요

하다. 그런데, 숙성 진은 사용한 β-CD가 함유한 효소에

의한 것인지, 는 β-CD 자체에 의한 것인지는 재 미지

의 사항이다. 본 연구실에서는 한 반경질치즈인 Gouda 치

즈의 콜 스테롤 제거에 한 연구에서는 Cheddar 치즈에서

발생한숙성 진이 찰되지않았으며, 반경질치즈인 Gouda 

치즈(Jung 등, 2011), 연질치즈인크림치즈(Han 등, 2008), Feta 

치즈(Bae 등, 2009), Mozzarella 치즈(Kwak 등, 2001) 등에서도

숙성 진 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치즈의 숙성 진에

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일반 숙성한 치즈에서와 동일

한 맛, 향미, 조직 등을 유지하는 결과는 아직 제한 이다.

로바이오틱스의 미세캡슐화

로바이오틱스(probiotics)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 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균을 말하며, 로바이오틱스

의 건강상 이 은 유당불내증 개선, 선천성 면역 강화, 결장

암 방, 콜 스테롤 압 강하 등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바이오틱스가 체내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해서는 섭취 시 로바이오틱스가 식품 내 107 cfu/g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Playne et al., 2003; Phillips et 

al., 2006)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로바이오틱스로 가장

리 쓰여지는 미생물로는 비피더스균과 락토바실러스균이

있으며, 비피더스균은 기성 그람양성균으로 pH 4.5～8.5

에서 성장이 양호한 특성이 있다. 락토바실러스균 역시

기성 그람양성균이지만, 비피더스균에 비해 보다 넓은 범

의 조건에서도 잘 자란다. 와 같이 로바이오틱스는 생

육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식품에 용, 운반, 장, 섭취

하는 동안에 손실이 생기기 쉽다. 그러므로 로바이오틱스

의 손실 없이 식품을 섭취하고 사람의 장내로 도달하게 하

기 하여 산도, 산소 함량, 젖산과 아세트산의 농도 등의

로바이오틱스의 생육조건을 알맞게 유지해야 한다.

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기 좋은 식품으로 발효유, 치즈

등의 유제품이 알려져 있으며, 그 에 치즈는 발효유와 비

교하여 높은 pH, 지방 함량, 양소 이용률을 갖고, 낮은 산

소 함량과 치 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로바이오틱스를

용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식품이다. 게다가 치즈는 그 종

류가 다양하고, 장기간 장이 가능할 뿐더러, 양 가치

가 우수하기 때문에, 최근에 높아지는 로바이오틱스의

심과 더불어 로바이오틱 치즈의 매가 날로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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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치즈 제조 시에 소 을 첨가하는 과정에서 미생

물의 감소가 발생하며(Yilmaztekin et al., 2004), 특히 치즈

내 소 농도가 4% 이상이 되면 생균수가 격히 떨어지게

되는 문제 이 있다(Gobbetti et al., 1998). 치즈 내에 생균수

가 107 cfu/g 이하로 떨어지면 인체 내에서 효과가 미비하므

로 로바이오틱스를 섭취 시까지 생균수를 유지시키는 노

력이 필요하다. 치즈는 숙성 기간 동안에 미생물이 사

산물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한 생화학 인 변화는 치즈 내

부의 pH, 수분활성도를 감소시켜 로바이오틱스의 발육을

해하게 된다. 섭취 시에도 로바이오틱스의 감소가 일어

나는데, 사람의 장 내(공복시) pH는 1～2 정도로 강산이

며, Bifidobacterium spp.는 특이 으로 사람의 장 내에서

격히 감소하게 된다(Lankaputhra et al., 1995; Özer et al., 

2009). 에서 언 한 모든 문제 을 효과 으로 해결하기

한 안으로 미세캡슐화가 두되고 있다. 

로바이오틱스의 미세캡슐에 이용되는 피복물질로는 카

-카라기난, 알긴산, 셀룰로스 유도체, 아라비아검, 젤란검

등 다당류가 주를 이루며, 그 알긴산은 값이 싸며 다루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생체 합성이 우수하고, 특히 알긴산

을 이용한 미세캡슐(Fig. 2)은 로바이오틱스를 높은 수

으로 유지한다고 알려졌다(Krasaekoopt et al., 2003). 숙성 기

간이 비교 짧은 연질치즈는 부분 조직이 단단하지 못하

여 외부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일부 연질치즈는 고

Fig. 2. Cold-stage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cryo-SEM) of 

calcium alginate microcapsules. (A) Microcapsules without bacteria.

(B) Fractured microcapsules without bacteria. An air pocket (dark 

area) is visible. (C) Fractured microcapsule loaded with bacteria. 

(D) Higher magnification view of microencapsulated bacteria. 

Magnification is indicated individually on data bar at the bottom 

of micrograph (Wojtas et al., 2008).

농도의 소 물에 장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로바이오틱

스의 감소가 생긴다. 반면에 장기간 장 가능한 치즈는 조

직이 견고하여 산소가 비교 잘 차단되어 기 미생물인

로바이오틱스에 알맞은 환경이지만 장기간 숙성되면서

발생하는 생화학 변화로 인해 로바이오틱스의 손실이

생긴다. 

Özer 등(2008)은 alginate를 피복물질로 B. bifidum BB-12 

와 L. acidophilus LA-5를미세캡슐화하고연질치즈(white-brined 

치즈)에 용하 는데, 로바이오틱스들이 90일 후에도 107 

cfu/g 이상 유지되어 미세캡슐화를 통하여 로바이오틱스

가 보호되는 것을 찰하 다. 한 이 치즈는 고농도의 소

물(12%)에서 90일간 장하 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균

률을 보여 염에 약하다고 알려진 로바이오틱스를 보호하

는데 미세캡슐화 기술은 효과 인 것으로 사료된다. 비교

숙성 기간이 짧은 연질 치즈인 Iranian white 치즈에서도 미

세캡슐화를 통하여 로바이오틱스(L. casei ATCC 39392, 

L. plantarum ATCC 8014, B. bifidum ATCC 29521)의 생균률

을 10
7
 cfu/g 이상으로 유지되었고(Zomorodi et al., 2011), 치

즈의 화학조성도바 지않아 로바이오틱스의 미세캡슐화

는 로바이오틱스를 첨가한 기능성 치즈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Kailasapathy 등(2005)은 Ca-induced 

alginate-starch로 L. acidophilus DD 910과 B. lactis DD 920를

미세캡슐화하여 Feta 치즈에 용하여 50일 후에 미생물수

의변화를 찰하 는데, Ö zer 등(2008)과 Zomorodi 등(2011)

의 결과와는 조 이었다. 이 치즈에 첨가된 로바이오틱

스의 생균률이 10
3
 cfu/g 만큼 감소하 으며, 한 미세캡슐

화하지않은것보다많은감소가나타났다. 그 지만 로바

이오틱스가 생산하는 exopolysaccharide라는 사물질은 보수

력을 증가시켜 조직을 연하게 해주고, 특히 로바이오틱스

를일부보호하는효과가 찰되었다(Kailasapathy et al., 2005). 

Feta 치즈가연질치즈로조직이단단하지않기때문에치즈제

조와 장과정 에 로바이오틱스의손실이많고, 산소등

의외부 향이크며, 장소 물의농도가 7.3～8.4%로 매우

높아서 캡슐이 괴된 것으로 찰되었다. 그러나 Feta 치즈

가 이와 유사한 white-brined 치즈에서와 상반되는 성향이 나

타난것은 로바이오틱스균종선택에의한것으로소 물

에 장하는치즈, 염도가높은치즈에미세캡슐이 용될때

균 종 선택이 무엇보다 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Phillips 등(2006)은 Cheddar 치즈에 로바이오틱스(L. acido-

philus, Bifidobacterium spp., L. casei, L. paracasei, L. rhamnosus)

를 첨가하 는데, 32주간 장하는 동안 L. acidophilus를 제

외한 나머지 로바이오틱스는 10
7
 cfu/g 수 이상으로 유

지된 반면, L. acidophilus는 특이 으로 큰 폭 감소가 찰

되었다. Godward 등(2003)의 연구에서는 Cheddar 치즈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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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캡슐 로바이오틱스를 첨가하여 와 유사한 조건에서

생균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L. acidophilus는 생균수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Bifidobacterium spp.은 모두 감소

하 다. 그래서, 미세캡슐화를 통하여 Cheddar 치즈에서 L. 

acidophilus가 보호되어진것으로 찰되었고, Bifidobacterium 

spp.의 감소는 로바이오틱스가 생산하는 사물질로 인한

것으로 Cheddar 치즈는 숙성 기간이 비교 길어 숙성이 진

행되는 동안 캡슐 내부가 로바이오틱스가 생산한 생육

해 사산물이 증가되면서 생균률을 하시킨 것으로 찰

되었다. 반경질치즈인 Kasar 치즈에서역시 alginate 미세캡슐

이 로바이오틱스를효과 으로보호하 는데, L. acidophilus 

LA-5와 B. bifidum BB-12를 알긴산나트륨 수용액에 2가 양

이온인 염화칼슘을 첨가하여 미세캡슐화한 후 이 치즈에 첨

가하여 90일 동안 생균률이 높은 수 유지되었다(Özer et 

al., 2008). Kasar 치즈의경우 scalding이라는열처리(50～52℃)

를 1～2분 동안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열로 인한 로

바이오틱스의 손실도 미세캡슐화하여 일 수 있다. 의

연구들에서 로바이오틱스의 미세캡슐화을 다양한 치즈에

용하여 장기간에 생균률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로바

이오틱스를 미세캡슐화하여 기능성 치즈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철분의 미세캡슐

철분은 생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사에 필수

인 성분으로, 호흡계 내에서 산소와 탄산가스 운반, 효소

의 성분, 면역, 감염 인지능력의 계 등 매우 요한 역

할을 한다(Dallan, 1987; Pollitt et al., 1986). 우유는 거의 모

든 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지만, 다른 양소에 비하

여 철분함량이 평균 0.53 mg/kg으로 매우 부족하다. 한 이

러한 우유를 원료로 하여 만드는 치즈는 칼슘과 단백질의

훌륭한공 원임에도 불구하고, 철분함량은 Cheddar 치즈의

경우 8 mg/kg으로 매우 낮다(Blanc, 1981; Flynn, 1992). 치즈

는 세계 으로 가장 리 소비되고 있고, 소비자의 요구

가 날로 증가하는 유제품이므로, 치즈의 철분 강화는 부족

한 철분을 보충하는데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철분 강화에 한 연구에서 가장 크게 두된 문

제 은철분의 화학 특성으로 인한 제품의품질 하이다. 

철분을 직 식품에 첨가하면 철분의 화학 특성, 즉 철분

은 transition metal로서 ferrous와 ferric 상태로 환되면서, 

산화 환원반응에서 매 역할을 할 수 있고, 식품에 첨가할

경우 지방산화를 진하여 색의 변화와 이취를 유발할 수

있으며, 지방산화 결과 제품의 품질을 하시키고, 인체에

해로운 성분 등이 생성될 수도 있다(Kim, 1999). 특히 우유

유제품에철분을강화할경우, 식이철분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철분이 유지방을 산화시켜 이취, 이미 색 변화를

야기할 수 있고, 다른 양소의 손실을 래하여 품질과 기

호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Kim 등, 1999). 우유 유제품

의 철분 강화에 한 연구는 치즈의 철분 강화, 요구르트의

철분 강화, 우유의 철분 강화 등이 보고되었으나, 부분 물

리화학 변화, 이미 이취의 발생 등이 문제가 되었다. 특히

Mozzarella 치즈에 캡슐화하지 않은 철분을 25～50 mg 첨가

하 을 때, metallic flavor, oxidized flavor를 유발하 다고

(Wendy, 1988) 보고된 바 있으며, Salder 등(1973)도 Cottage

치즈에 ferric ammonium citrate를 첨가하여 두 달간 장하

을때, off-flavor를유발하 다고보고하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 안 하게 철분을 강화하기 해서는 미

세캡슐 기술을 이용하여 철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으로 식품에 철분을 강화할 때는 비헴철을 사용하

는데, 이 철분의 생체이용률의 범 는 5～10%에 불과하다. 

그런데, 미세캡슐화 기술을 이용하면 생체이용률이 30%로

증가하며, 특히 ascorbic acid와 함께 미세캡슐화 할 경우 생

체이용률이 40%로증가되어헴철의생체이용률과동일한수

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실험실에서 철분 강화를 해

서 철분(ferric ammonium citrate)과 ascorbic acid의 미세캡슐

에서 철분 생체이용률을 측정한 결과, 39%로 나타났다(Lee, 

2003). Ascorbic acid가 철분의 생체이용률을 증가시키는 이

유는, 산화형인 ferric iron(Fe
3+

)을 환원형인 ferrous iron(Fe
2+

)

으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유에 철분을 강

화하기 하여, 본 연구실에서는 polyglycerol monostearate 

(PGMS)를 피복불질로, 철분(ferric ammonium sulfate)을 core

물질(Fig. 3)로 사용하여 철분미세캡슐을 제조하고, 우유에

Fig. 3. Iron microencapsulated with ferric ammonium citrate as a 

core material and polyglycerol monostearate as a coating material 

(5～10 μm in diameter) (Kwak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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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하여 15일간의 장기간 에 철분미세캡슐을 첨가한

군이 지방산화도를 나타내는 TBA가는 조군에 비해

히 낮았으며, pH 변화는 차이가 없었고 능 인 면에서도

조군에 비해 우수하 다(Kwak 등, 2003). 그리고, Cheddar 

치즈에 철분을 강화하기 하여, PGMS를 피복물질로 하여

철분(ferric ammonium sulfate)과 ascorbic acid를 각각 미세캡

슐화하여 체다 치즈에 첨가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Kwak 

등, 2003). 7개월간의 숙성 기간 에, 지방산화도를 나타내

는 TBA가는 미세캡슐을 첨가한 군이 조군보다 더 낮았고

지방산화가 더 느리게 진행되었으며, 숙성 7개월부터 능

인 특성에서 속취(metallic off-flavor)가 유의 으로 높

게 찰되었다(p<0.05). 

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단일코 (water in oil, W/O) 미

세캡슐에서는 숙성이 진행되면서 코 이 일부 깨지는 상

이 있어 속취를 발생하는 단 이 있다. 한 단일코 은

분말화가 용이하지 않아 장성이 약하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 코 (water in oil in water, W/O/W) 기술을

용하면, 코 이 더 안정하게 되어 속취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장성도 향상되는 장 이 있다(Adachi et al., 

2004). 본 실험실에서 우선 이를 우유에 용한 실험의 결과, 

16일의 장기간 동안에 TBA가, pH 변화, 체 인 기호도

에서 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Lee 등, 2011), 다양

한 종류의 치즈에도 용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와 같

은 연구결과들을 비추어 볼 때, 철분이나 다른 기능성 물질

을 치즈에 강화 는 첨가 시 미세캡슐화 기술을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콜 스테롤 제거와 콜 스테롤 하

치즈 개발

최근에 β-cyclodextrin(β-CD)을 이용하여 우유와 유제품

에서 90% 이상의 콜 스테롤을 선택 으로 제거하면서 맛, 

조직, 양분 등에서 변화가 없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Lee 

등, 1999; Ahn 등, 1999). 그러나 β-CD는 오직 1회 사용이

가능하므로 소비량이 많아서 산업 으로 이용하기에는 어

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결 을 보완하기 하여 개발된

연구 결과가 crosslinked β-CD(X-βCD)이다. 아디핀산(adipic 

acid)를 가교제로 하여 개발된 X-βCD(Fig. 4)에서도 콜 스

테롤 제거가 90% 이상이었고, 특히 8회 정도의 재활용이 가

능하여 산업화에 용가능성이 높아졌다(Han 등, 2005). 

한 X-βCD를 우유에 용 시 잔류량은 1.22～3.00 ppm이고, 

크림에 용시는 1.86～6.11 ppm으로 극미량 잔류하므로 안

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Ha 등, 2010). 그리

고 X-βCD를우유와유제품에 용시포획되는 양분의함

Fig. 4. Structure of closslinked β-cyclodextrin (Kwak et al., 2010).

량을 측정한 결과, 유당은 우유에서 0.03%, 크림에서 2.74% 

소실되었으며, 아미노산은 우유에서 0.39～0.48 μmol/mL, 

크림에서 0.28～0.391 μmol/mL 그리고 비타민들은 극미량

소실되는 것으로 볼 때, X-βCD로 콜 스테롤 제거시 우유

의 양분 손실은거의 없다고사료된다(Ha 등, 2009; Ha 등, 

2010).

이와 같이 콜 스테롤을 선택 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응

용하여 콜 스테롤 제거 치즈를 개발하는 연구를 시도하

는데, 우선 우유에서 분리된 크림(36% 유지방)에 10%의 X-

βCD를 첨가하여 콜 스테롤을 90% 이상 제거하고 탈지유

에 혼합하여 낮은 압력으로 균질하여 치즈 제조를 한 원

료 우유를 비하 다. 그리고 다양한 콜 스테롤 제거 치

즈, 즉 Blue 치즈(Kim 등, 2008), Camembert 치즈(Bae 등, 

2008), Mozzarella 치즈(Kwak 등, 2001), Cheddar 치즈(Kwak 등, 

2002), Feta 치즈(Bae 등, 2009)를 제조하 는데, 크림치즈 제

조에는 우유에 유지방이 11% 되도록 첨가하여 균질 후에

X-βCD를 첨가하여 콜 스테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능

하 다(Han 등, 2008). 이 게 제조된 모든 치즈들의 숙성, 

조직, 능 특성 등에서 기존 치즈들과 동일한 품질을 유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Cheddar 치즈 제조에서는 콜

스테롤 제거시 숙성이 진되는 상도 동시에 발견되어

5주간 숙성한 실험 치즈 와 4개월 숙성한 일반 Cheddar 치

즈가 거의 동일하게 숙성된 치즈가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Seon 등, 2009). 그래서 이 게 숙성이 진된 콜 스테롤

제거 Cheddar 치즈(50% 3주, 2% 6주, 30% 9주 숙성)를 콜

스테롤이제거된버터를 10% 이용하여콜 스테롤이 90% 이

상 제거된 가공치즈를 제조하 다(Kim 등, 2008).

이와 같이 콜 스테롤을 제거한 다양한 치즈의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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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 으며, 이 치즈를 이용하여 콜 스테롤을 하

하는 기능성 치즈의 개발도 시도하 다. 콜 스테롤

하 기능성물질인 달맞이꽃 종자유를 Cheddar 치즈에 첨

가하여 동물 실험한 결과, 조군 치즈는 총 콜 스테

롤이 153.4에서 165.8 mg/dL로 증가하는 반면, 실험군 치즈

에서는 184.0에서 137.1 mg/dL로 폭 감소하는 결과가

찰되었다(Kim 등, 2006). 그리고 phytosterol ester를 첨가한

실험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Kwak 등, 2005).

에서와 같이 콜 스테롤을 제거하고 콜 스테롤

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기능성 치즈를 산업 으로 생산 가

능하도록 개발되어서, 국내 치즈 산업이 FTA 상 때문에

험한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향후 발 방향

우리나라의 미래 유가공 산업발 의 요한 분야는 치

즈산업으로 기 된다. 그래서 낙농 선진국의 치즈 품질과

차별화 하는 기술은 우선, 우리나라 고유의 치즈를 개발하

고, 더 나아가 기능성을 부여한 치즈로 발 시키는 것이다. 

기능성 물질을 치즈에 첨가 시 나노입자화 하여 기능성의

생체 이용률을 극 화하는 연구의 결과, 상업 으로 이용

되는 탄산칼슘이나 이온칼슘보다 나노칼슘(굴껍질)이 동물

실험에서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 치유가 거의 가능한 결

과를 얻었다(Park 등, 2007). 한 나노키토산(500~600nm)

의 동물실험에서는 총 콜 스테롤이 46.6%나 하되

어 일반분말 키토산에서 18.6% 하에서 보다 2.5배 차이

를 보 다(Park 등, 2010). 

이와 같이 다양한 기능성물질을 나노입자화하여 치즈에

첨가하면 기능성이 폭 증가되는 기능성 치즈가 개발될 수

있다. 그리고 수용성인 기능성물질의 경우에는 미세캡슐기

술을 용 가능한데, 기존에 사용되던 W/O보다 W/O/W 캡

슐 방법을 사용하면 치즈에 용이 효과 일 것으로 기 된

다. W/O/W로 캡슐화한 것을 분말화하면 안정성이 향상되

어 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치즈에 첨가하여 숙성 기간

에 치즈 숙성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치즈를 섭취하여

기능성의 생체 이용율을 증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도 다양한 기술을 용시켜 치즈의 발 이 지속 으로 이루

어져 낙농산업 발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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