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Milk Sci. Biotechnol.
Vol. 33. No. 1, pp. 75~82(201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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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1․정유태1․곽해수2․배인휴1*

1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과, 2세종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부

Effect of Chitosan-Added o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Maribo Cheese

Jai Sung Lee1, Yu Tae Jeong1, Hae Soo Kwak2 and Inhyu Bae1*

1Dept.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540-950, Korea 
2Dep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Sejong University, Seoul 143-747, Korea 

Abstract

Chitosan provides beneficial effects such as decrease in cholesterol, weight loss, and antioxidative effects. The manufacture 
of Maribo cheese containing powdered chitosan (CP) or nanopowdered chitosan (NCP) is not yet established. Thu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CP and NCP on Maribo cheese’s physicochemical properties. The curd was added 
with 0.2 and 0.5% of CP and NCP, respectively, after the second whey drainage. The pH changed and the lactic acid 
bacterial population decreased in all treatments. Additionally, WSN and TBA gradually increased during the ripening of 
cheese. The TP of control cheese was higher than that of another group. On the basis of the obtained results, consumer 
preference test on overall acceptability of 0.2% NCP was good-41%, great good 13%. It was concluded that the quality 
of Maribo cheese was not affected by adding chitosan. Furthermore, 0.2% NCP was preferred during cheese ripening and 
observed the possibility of functional cheese than anothe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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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의 유가공 산업은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 이후 본격적으로 발달하여 불과 50여 년의 짧은 역사
임에도 그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우유․유제품은 한

국인의 식탁을 지키는 주요 식품이 되었다(Yoon, 2011). 최
근 들어 소비자들은 웰빙과 LOHAS 시대 진입에 따른 식
품의 안전성과 건강기능성을 선호하면서 그러한 경향의 신

제품 출시를 요청하고 있다(MFAFF, 2008). 이에 따라 한국
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목장에서의 자연 치즈 제조기술
이 보급되고, 본격적인 치즈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연
치즈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Bae and Cho, 2006; Bae, 2010). 

치즈의 제조는 인류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 발전하였고, 오
늘날 전 세계적으로는 그 종류가 무려 1,700여 종에 달하고
있지만, 국제낙농연맹(IDF)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300
여 종이,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400여 종의 치즈가 상업적
으로 소비되고 있다(Ahn et al., 2011). 치즈의 형태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나눠지는데, 축종, 유산균 종류, 단백질
응유효소, 커드의 크기, 가수(加水, curd washing)의 유무, 
숙성용 곰팡이 종류, 숙성 조건과 그 단계에 따라 구분되
며, 우리나라에서는 수분 함량에 따라 경성, 반경성, 연성, 
생 치즈로 분류된다(MFAFF, 2008). 치즈 속에는 우유와 달
리 유당이 없기 때문에 유당 불내증을 지닌 사람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좋은 식품이며(Kim et al., 2011), 치즈는
단백질과 지방이 원유에 비해 약 10배 정도로 농축된 발효
유제품이다. 마리보 치즈(Maribo cheese)는덴마크가 그원산
지이며, 네덜란드의 Gouda 치즈와 먼 사촌(a distant cou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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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경질 치즈로써, 칠리언 치즈, 챈코 그리고 콜롬비
아의 마이파와 브라질의 프락토 등과 같은 다양한 라틴 아

메리카계 치즈와 비슷하다(Brito et al., 2000). 치즈의 내부
는 적황색 빛(reddish-yellow)을 띠고, 작은 부정형의 구멍
들(irregular holes)이 산재하며, 팽팽한 조직성을 띤다. 치즈
의 표피는 적색 혹은 옅은 노랑색 왁스를 입히거나, 진공
포장하여 숙성한 무 표피(rindless) 치즈도 있다. 풍미는 덴마
크의 다른 치즈인 단보 치즈(Danbo cheese)에 비해 풍부하지
만, 온화하고약간의산미(acidulous)를풍기면서도독특한향
미 또한 풍부하고 뒷맛(aftertaste)이 아주 뛰어나다. Chitosan
은 오징어의 연골, 게나 새우 등 갑각류의 외피에 존재하는
키틴을 탈-아세틸화시켜 생성한 물질로서, 단당체인 글루
코사민이 β-1,4로 결합된 천연 고분자 물질이다(Park et 
al., 2008). 이러한 Chitosan은 특유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
지고 있어 의약, 식품, 재료 분야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널
리 응용되고 있다(Nah et al., 2002). 특히 향균 작용, 항암
효과, 항고지혈증, 항산화 작용 등의 생리 활성들이 보고되
어 있고, 기능성 식품개발 소재로도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
다(Shin et al., 2012). Nano 기술(nanotechnology)은 일반적
으로 0.1~200 nm 크기의 극도로 작은 물질의 현상과 Nano 
크기의 재료를 이용한 구조, 장치 및 시스템을 다루는 기술
로서, 1.0 nm는 10억 분의 1 m(10－9 m) 크기이다. Nano 크
기의 개념은 DNA 2.5 nm, 단백질 분자 5 nm, 적혈구 세포
7,000 nm 및 인체모발 굵기 80,000 nm 등의 크기와 비교하
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Kim et al., 2008). Nano 물질은 이
렇게 작은 크기를 갖는 특성 때문에 기존의 micro 물질들에
비해 표면적이 증가하고(Hou et al., 1998), 수용성은 높아
지는 것이 특징이다(Douroumin et al., 2006). 또한 천연고
분자 물질인 Chitosan의 화학적 기질에 있어서의 이러한 특
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약물 전달

체로 그 응용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Nah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Chitosan의 생리활성
과 기능적 특징을 접목한 기능성 자연치즈 개발을 위하여

맛과 향이 온화하여 한국인의 기호에 적합한 마리보 치즈

에 각각의 Chitosan의 함량 비를 달리하여 치즈를 제조하
고, 치즈의 제품화를 판단하는 숙성 중 변화에 따른 품질
특성을 검토하였기에 보고한다.

재료 및 방법

1. 원유
전남 순천시 서면 청소길 소재 순천대학교 부속동물사육

장에서 사육 중인 홀스타인 프리지안(Holstein-Friesian) 종
의 당일 착유한 신선원유를 사용하였다(pH: 6.8, TA: 0.14~ 

0.15%).

2. Starter
공시치즈인 마리보 치즈의 Starter는 FLORA-DANICA 

(CHR. HANSEN Co., Denmark : Lactococcus lactis subsp. 
cremoris, Lactococcus lactis subsp. diacetylactis, Leuconostoc 
mesenteroides subsp. cremoris) 균주의 DVS(Direct Vat Set)
를 원유 100 kg당 2.5 g의 용량을 치즈 원유에 직접 접종하
였다.

3. Chitosan과 Nano-Chitosan 분말
본실험을위해사용된 Chitosan 분말(Chitosan powder; CP)

은 서울시 소재 ㈜삼성키토피아로부터 제공받았으며, Nano- 
chitosan 분말(Nano-chitosan powder; NCP)은 포항시 소재
㈜에이펙셀에서 Chitosan 분말을 Nano 사이즈로 건식분쇄
한 것으로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가 확보한 것을 제공받아

저온(4℃)에 보존하면서 사용하였다. CP와 NCP의 평균 직
경은 약 150 μm(주사전자현미경)와 562 nm(입도분석기)이
다(Seo et al., 2009). Chitosan 본 원료의 분자량은 100,000
이고, 탈 아세틸화 도는 약 95%인 것을 사용하였다.

4. CP와 NCP를 첨가한 마리보 치즈 제조
CP와 NCP를 첨가한 마리보 치즈의 제조공정은 Fig. 1과

같으며, CP와 NCP는 2차 유청 제거 후 커드 총량의 1.5%의 
소금을 가한 후 각각 0.2%와 0.5%를 첨가하였다. 

5. pH 측정
치즈숙성중 pH는생균수측정법과동일한방법으로생리

식염수(saline)와 치즈를 2:1의 비율(saline : cheese = 20 mL 
: 10 g)로 분쇄용 tube에 넣어 균질기(M. Zipperer GmbH, 
Etzenbach, Germany)에 20,000 rpm으로 2분간 균질한 다
음, pH meter(Istek Model 720p, Korea)를 사용하여 4주 간
격으로 24주 동안 경시적인 변화를 측정하였다.

6. 유산균 수 측정
치즈의 숙성 중 생균수 변화는 3주마다 시료를 채취하고, 

멸균 식염수(saline)와 분취한 치즈를 2:1의 비율로 혼합한
뒤 homogenizer(M. Zipper GmbH, Etzenbach, Germany)로
최대속도(20,000 rpm)로 2분간 균질하되, 3차에 걸쳐 반복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생균수의 측정은 Marshal(1993)의 방
법에 따라 10진 희석 후 standard plate count(SPC)법에 따라
BCP agar(Eiken Chemical Co., Ltd. Shimotsuga-gun, Tochigi, 
Japan)를 사용하여 37℃에서 48시간 배양 후 colony의 수가
30~300개 범위로 나타난 평판을 선별, 계수하여 Lo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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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milk (T.A 0.14%) Standardization.
↓

Pasteurization at 63℃, 30 min. Cooling at 32℃ and 
setting in vat

↓

Starter culture inoculation Flora Danica (1.0%) and 
CaCl2 (0.02%), 50 min

↓

Add rennet (20 time dilution, 19 mL/100 kg) 30 min
↓

Cutting by cheese knife (10 mm), standing for 3 min
↓

Agitation at 32℃, for 15 min
↓

1st whey drainage (30% of raw milk), 
add of hot water (80℃) 20%
Heating to 38℃, for 15 min

↓
Agitation at 38℃, for 50 min

↓

2nd whey drainage (all)
↓

Standing in vat, 5 min
↓

Agitation curd
↓

Salting, added 1.5% salt of curd weight
↓

Added with chitosan powder
(CP 0.2%, CP 0.5%, NCP 0.2%, NCP 0.5%)

↓

Molding, pre-pressing by 2~3 times weight of 
cheese for 30 min

↓

Pressing by 6 times weight of cheese for overnight 
↓

Pre-ripening, surface forming, 4℃, 73% R/H, 7 days
ripening, 14℃, 90~95% R/H, 6 months

Fig 1. Procedure for Maribo cheese manufacture added with 
chitosan powder.

viable counts CFU/g으로 표시하였다.

7. 수용성질소화합물(Water soluble nitrogen, WSN)의측정
치즈 숙성 중 총 단백질의 분해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Bütikofer(1993)의 방법으로 WSN(water soluble nitrogen)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먼저 WSN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시
료의처리는멸균식염수와치즈를 2:1의 비율(식염수 40 mL
에 치즈 20 g)로 homogenizer(M. Zipper GmbH, Etzenbach, 
Germany)로 균질 처리한 후 5℃, 3,000×g에서 30분간 원심
분리(Supra 25K, Hanil Science Industrial, Korea)하여 상층
부의 지방을 걷어내고, 남은 액을 여과(Whatman No. 2)하

여 Hull(1947)의 방법에 따라 여과액 2.5 mL에 Reagent A 
(12% trichloroacetic acid) 5.0 mL와 증류수 0.5 mL를 혼합
하여 실온에서 20분간 방치한 뒤, 여과(Whatman No 42)하
여 2.5 mL를 취하였다. 이후 여과액 2.5 mL에 Reagent B 
용액(증류수 500 mL에 sodium carbonate 75 g과 sodium 
hexametaphosphate 10 g을녹인것) 5.0 mL와 Reagent C 용액
(phenol reagent 50 mL와 증류수 100 mL를 혼합한 것) 1.5 
mL를 순서대로 혼합하여 30℃ 항온수조에서 30분간 발색하
는방법으로발색시켰다. 발색이끝난후 UV-spectrophotometer 
(Smart Plus Spectrophotometer Co., Korea)를 사용하여 WSN
은 570 nm에서각각의흡광도를측정하였으며, 함량은 tyrosine
을 표준물질로 하여 얻은 회귀직선식에 의거, 환산하였다
(y=0.787x, R2=0.999). 

8. 지방산패도(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 측정
치즈의 TBA는 2M Phosphoric acid와 20% Trichloroacetic 

acid를 solution으로 하여 50 mL에 분석시료 20 g을 섞고, 
추출한 혼합물에 대한 슬러리는 40 mL DW로 희석하고 흔
들어서균질하고, 그중 50 mL는Whatman No 1. 여과지로여
과한다음, 여과액 5.0 mL는시험튜브로옮기고 2-thiobarbituric 
acid(DW 안에 0.005 M) 5.0 mL를 첨가하였다. 튜브를 정치
하고 그 혼합물은 암실에서 실내온도를 유지하면서 15시간
동안방치한다음, Vis-Spectrophotometer(Model 20D+, MilM/T 
Roy, USA)을 이용, spectronic-20D+로 530 nm에서 결과 색
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Vernon et al., 1970).

9. Total phenolic acid(TPA) 함량 측정
CP와 NCP를 첨가한 마리보 치즈의 숙성 중 항산화 기능

활성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TPA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분
석 방법은 시료에 존재하는 TPA 함량은 Shetty 등(1995)의
방법을 준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20 g에 증류수 20 mL를
넣은후 homogenizer(M. Zipper GmbH, Etzenbach, Germany)
로 최대속도(20,000rpm)로 2분간 균질하여 10,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한 후 얻어진 상징액을 실험에 사용하였
다. 이때 얻어진 상징액 1.0 mL와 95% ethanol 1.0 mL, 증
류수 5.0 mL를 혼합한 후 50%(v/v) Folin-Ciocalteu reagent 
0.5 mL를 첨가한뒤 5분간방치하였다. 그리고 5.0% Na2CO3 
1.0 mL를첨가한 뒤 60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 Spectro-
photometer(Optizen 1412V, Korea)를 사용하여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는 gallic acid를 표준물질로
이용하여 TPA의 함량으로 환산하였다.

10. 일반성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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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산 마리보 치즈의 일반성분 분석은 90×15 mm(W×H) 
petri dish에가득채운후, 시료를 FoodScanTM(FoodScan dairy 
analyzer, Denmark)를 이용하여 지방, 단백질, 수분 함량, 
염도, 총 고형분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회분은 직접회화법
으로 측정하였다. 

11. 소비자 기호도 조사
최적의 품질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는 나노키토산

0.2% 첨가구를 소비자 기호도 조사에 사용하였으며, 치즈
는 2개월간 숙성한 시료를 기호도 검사에 사용하였다. 소비
자들은 순천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재학생과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재학생, 동원 데어리푸드 식품연구원의 연구원, 
낙농가, 주부, 치즈제조업자, 유제품 유통업자 등 총 107명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성별은 남성 54명, 여성 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령대는 20대 30명, 30대 27명, 40
대 25명, 50대 21명, 60대 4명이었다. 치즈는 5점 척도법으
로 전반적인 기호도, 외관 기호도, 향미 기호도 그리고 제
품 구입 의향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12. 통계 처리
실험에서얻어진모든결과들은 SAS program(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2001)을 이용하여 분산분석 (ANOVA)
과 최소 유의차 검정(LSD)으로 통계 처리하였고, 유의수준
은 p<0.05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숙성 중 pH 변화
일반 Chitosan 분말(CP)과 Nano-chitosan 분말(NCP) 첨

가가 마리보 치즈의 숙성 중 pH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
토하고자 마리보 치즈 제조 공정 중 유청을 제거한 커드에

CP와 NCP를 첨가한 후, 마리보 치즈를 제조하여 0주부터
24주까지 숙성 중 모든 처리구별 pH를 검사하였다. 숙성
초기의 높은 유산균 수 생존에 따른 미세한 산 생성에 의해

숙성 경과에 따라 16주까지는 처리구 간 유의적 차이 없이
완만한 경향으로 낮아졌고, 16주에서 24주까지는 pH가 다
소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Fig. 2). 이는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lactic acid의 분해, 비휘발성 성분, 치환물의 생성 acetic 
acid, carbonic acid와 같이 약하거나 완전 해리되지 않는 산
의 생성 등과 단백질의 분해에 의한 알칼리성 물질의 유리

등으로 숙성 중 치즈의 pH가 다소 높아진다는 Visser 등
(1977a; 1977b)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다만 CP와
NCP 첨가구가 대조구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
한 경향은 다른 발효식품이지만 Chitosan 첨가 순무 피클

Fig. 2. Change of pH during the ripening of Maribo cheese 
added with chitosan powder. Each experiment was 
repeated three times and values are means±SD (p<0.05).

(Son et al., 2003)과 Chitosan 첨가 식빵(Lee et al., 2002)에
서의 경향을 보면 CP와 NCP가 이들 식품에 첨가되었을 때
대조구보다 pH가 다소 높게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 Chitosan
이 식품 저장 중 pH를 상승시키는 성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Chitosan 첨가에 의한 치즈의 숙성 후반기
다소 높은 pH 유지는 소비자 기호도에 유리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CP와 NCP 첨가는 마리보
치즈의 숙성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2. 숙성 중 유산균 수의 변화
Chitosan 분말을 첨가한 마리보 치즈의 숙성 중 유산균

수의 변화는 숙성기간이 경과될수록 모든 실험구에서 유산

균 수는 감소하였으며, NCP 0.2% 첨가구에서 가장 심한
감소폭을 보였다(Fig. 3). 숙성형 자연치즈는 요구르트와 달
리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자가품질 항목에 유산균 수를 법적

기준치로 고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숙성형 자연치즈에서

유산균은 그들이 생성하는 여러 가지 효소작용에 의한 숙

성진행으로 치즈의 맛과 향이 결정되므로, 숙성형 치즈에는
일정 수준의 유산균이 생존하고 있는 것이 유리한 품질 형

성에 기여한다. 그러나 숙성 12주경에는 CP와 NCP를 첨가

Fig. 3. Change of viable cell counts (LAB) during the ri-
pening of Maribo cheese added with chitosan powder. 
Each experiment was repeated three times and values 
are means±SD (p<0.05).



키토산을 첨가한 마리보 치즈의 품질 특성 79

한 마리보 치즈에서는 대조구의 1×108 c.f.u/g 수준 이하로
낮은 유산균 수를 나타내어 숙성 중 품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Moon 등(2007)과 Soultos 등(2008)
은 생물학적 응용에 있어서 Chitosan 용액이 항균성과 항진
균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실험에서도 Chitosan이 가
지고 있는 항균성으로 인해 숙성 중 Chitosan 첨가구가 대
조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유산균 수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되었다(p<0.05).

3. 숙성 중 수용성 질소화합물(WSN)의 변화
Chitosan 분말을 첨가한 마리보 치즈의 숙성 중 WSN의

변화는 숙성 전반에 걸쳐 대조구와는 유의적 차이 없이 완

만하게 증가되어 나타내었다(Fig. 4). Barlow 등(1989)은 치
즈의 숙성 중 수용성 질소 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숙성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Chitosan 분말을 첨가한 마
리보 치즈에서 숙성기간이 경과할수록 단백질 분해도가 높

게 나타나 숙성이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 숙성 중 지방산패도(TBA)의 변화
Chitosan 분말을 첨가한 마리보 치즈의 숙성 중 지방산

패도의 변화는 숙성이 진행될수록 모든 시험구에서 지방산

패도가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숙성 0주차와 4주차에서는

Fig. 4. Change of WSN during the ripening of Maribo cheese 
added with chitosan powder. Each experiment was re-
peated three times and values are means±SD (p<0.05).

Fig. 5. Change of TBA during the ripening of Maribo cheese 
added with chitosan powder. Each experiment was 
repeated three times and values are means±SD (p<0.05).

시험구 간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숙성 8주차
에는 CP 0.5%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12
주차에는 대조구를 제외한 CP 0.2%, CP 0.5%, NCP 0.2%
와 NCP 0.5%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대조구보다 높은 지
방산패도를 보였다(p<0.05). 하지만 숙성이 진행되면서 전
구간에서 실험구 간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ig. 
5). Lee 등(2003)은 Chitosan 코팅 처리에 따른 돈육의 지방
산화는 비교적 안정하게 지연되어 저장 중 Chitosan에 의한
지질 산화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실험은
미생물과 다양한 효소작용에 의해 발효과정을 거치는 숙성

치즈로써 숙성 중 지방 산패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5. 숙성 중 Total phenolic acid(TP) 함량의 변화
Chitosan 분말을 첨가한 마리보 치즈의 숙성 중 TP 함량

변화는 대조구와 NCP 0.5% 첨가구가 8주차에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후 모든 실험구가 16주차까지 감소하다
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6). 첨가구
간의 TP 함량 변화는 CP 0.2% 첨가구와 CP 0.5% 첨가구
는 숙성 4주차까지 TP 함량이 증가하였으나, 이후에 점차적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대조구와 NCP 0.5% 
첨가구는 숙성 8주차까지 증가하다가 이후에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CP와 NCP 간의 TP 함량 차이는 숙성 8
주차에 NCP 0.5% 첨가구가 대조구와 유사하게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24주 숙성 시 대조구는 처음 함량에 근사하
게 상승하였다. Andersen(1991)은 Penicillium spp.를 이용
한 연질 숙성치즈에서 높은 TP 함량을 나타낸다고 하였으
며, 프랑스의 Roquefort 치즈의 경우는 약 300 mg/kg의 높
은 함량을 나타낸다고 하였다(Apostolidis et al., 2007).

6. 일반성분 분석
Chitosan 분말을 첨가한 마리보 치즈의 일반성분 함량은

Table 1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지방 함량의 경우, 33~36%

Fig. 6. Change of TP during the ripening of Maribo cheese 
added with chitosan powder. Each experiment was 
repeated three times and values are means±SD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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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Maribo cheese added with chitosan powder

Fat Protein Moisture Salt Total solid Ash
Con. 35.27±0.3bc 24.25±0.3ab 36.95±0.6a 1.70±0.02c 63.05±0.6b 3.33±0.04d

CHM 0.2% 36.87±0.6a 24.50±0.5a 34.22±1.1b 1.85±0.02b 65.78±1.1a 3.56±0.02c

CHM 0.5% 33.97±0.5c 23.00±0.3bc 38.01±0.3a 1.82±0.04bc 61.99±0.3b 3.59±0.01c

NCM 0.2% 35.62±0.5ab 23.31±0.5abc 36.21±0.6ab 1.94±0.06ab 63.79±0.6ab 3.74±0.04b

NCM 0.5% 35.34±0.3bc 22.91±0.2c 36.88±0.4a 1.98±0.03a 63.11±0.4b 4.00±0.02a

Mean±S.D. Means with different small character superscripts 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Control: Untreated Maribo cheese.
CHM: Powdered chitosan-added Maribo cheese.
NCM Nano powdered chitosan-added Maribo cheese.

의 함량을 보였으며, 단백질은 22~24%의 함량을 나타내었
다. 본 연구에서 Chitosan 분말의 첨가량이 적은 양이지만, 
시험구 간의 차이를 보였던 것은 치즈 제조 중 curd 크기와
curd로부터의 유청 배출량 그리고 가압에 의한 추가 유청
배출량의 차이에서 나타났던 것으로 사료되었다. 

7. 소비자 기호도 조사
소비자 기호도 조사 결과는 Fig. 7에서와 같이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좋다’는 반응이 33%, ‘매우 좋다’가 24%의 결
과를 보였으며, 외관 기호도에서는 ‘좋다’가 63%로 가장 많
았으며, ‘매우 좋다’는 반응도 20%를 차지하였다. 향미 기
호도에서는 ‘좋다’가 48%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좋다’에
서는 16%를 차지하여 치즈 기호도 반응이 핵심 기호도 품
질부분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각각 57%, 83%와 64%를 차
지하였다(p<0.05). 나노키토산 마리보 치즈의 구매의향 반

  

Fig. 7. Consumer preference test of the Maribo cheese supple-
mented with 0.2% nano chitosan powder (n=107, 
p<0.05). 

응에서는 구매의향이 ‘있다’가 70%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
내었으므로 향후, 키토산 마리보 치즈의 제품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요 약

본 연구는 기능성 성분으로 알려진 Chitosan 분말을 온
화한 향미의 마리보 치즈와 접목시킴으로써 기능성 반경성

치즈를 개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Chitosan 분말을
일반 Chitosan 분말(CP)과 Nano-Chitosan 분말(NCP)로 나
눈 두 개의 처리구로 하여 마리보 치즈 커드에 각각 0.2%와 
0.5% 함량을 달리하여 첨가한 치즈를 제조하여 숙성 중 품
질 특성과 소비자 기호도를 조사하였다. Chitosan을 첨가하
여 제조한 마리보 치즈를 24주간 숙성하면서 숙성 중 유산
균 수, pH, 수용성 질소화합물(WSN) 함량, Total phenolic 
acid 함량, 지방산패도 변화 등 품질 특성을 조사하였다. 
CP와 NCP를 첨가한 마리보 치즈의 숙성 중 변화에서 pH
는 처리구별 유의적 차이 없이 숙성이 경과에 따라 상승하

는 결과를 보였으며, NCP 0.2%와 0.5% 첨가구에서 높아지
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유산균은 모든 처리구가 숙성이 경
과될수록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Chitosan이 첨가
된 마리보 치즈는 대조구에 비해 Chitosan이 가지고 있는
항균성으로 인해 숙성 중 유의적으로 유산균 수가 더 감소

되었다(p<0.05). WSN의 변화는 숙성 전반에 걸쳐 시험구
간 유의적 차이 없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NCP 0.2% 
첨가구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지방산패도는 숙성
이 진행될수록 모든 시험구에서 지방산패도가 증가함을 나

타내었으며, 숙성 0주차와 4주차에서는 실험구 간의 유의
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다가 숙성 8주차부터는 대조구보다
Chitosan 첨가구에서 높은 지방산패도를 나타내었다(p<0.05). 
TP 함량은 4주차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대조구가 높은
TP 함량을 나타내었다. 치즈의 소비자 기호도 조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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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P 0.2% 첨가구에서 전반적인 수용도(54%), 향미(65%), 
외관(67%) 그리고 구매의사(70%) 등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CP와 NCP의 첨가가

마리보 치즈의 이화학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치즈의 품질상

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키토산을
기능성 소재로 적용하여 마리보 치즈를 제조할 경우, CP보
다는 NCP 0.2% 첨가량을 적용하면 최적 품질의 기능성 마
리보 치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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