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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heology and sensory properties of Mozzarella cheese manufactured by 

the traditional method and by an ultrafiltration technique and to attempt to develop a new type of Mozzarella cheese. We 

noted 3 observations. (1) The initial pH observed for raw milk and retentate of ultrafiltration (CF 2 and CF 3) did not vary 

much.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H at stretching. The initial TA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raw milk and retentate obtained by ultrafiltration (CF 2 and CF 3). However, no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A at 

stretching. (2) The predicted yield (Y50), adjusted to 50% total solids (TS), was affected by the concentration factor, fat 

content, and addition of starter and rennet. The Y50 increased with the concentration factor. 3) Hardness, elasticity, 

cohesiveness, and brittleness were affected by fat content, and addition of starter and rennet. The hardness, elasticity, and 

brittleness of Mozzarella cheese made from the retentate of ultrafiltration (CF 2 and CF 3) were higher than in Mozarella 

cheese made by the traditional method; however, the cohesiveness decreased during storage at 4℃ over a period of 3 months. 

(4) Flavor, body texture, appearance, color, and firmness decreased with bacterial count, fat content, and addition of starter 

and rennet. The results of the sensory evaluation of the Mozzarella cheese made from the retentate of ultrafiltration (CF 2 

and CF 3) changed during storage at 4℃ over a 3-month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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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외여과를 치즈제조에 사용할 때의 장 은 최 30%까

지 수율 증가를 얻을 수 있고, 일반 치즈 제조 공장에서는

가열 시간이 긴데비하여 반 으로에 지 소비가 으며

(Jayaprakasa et al., 1993; Zhang & Metzger, 2011), 우유응고

에 소용되는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효소 사용량을 감소시

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Rodgriguez et al., 1999). 모짜 라

치즈는 향신료 각양각색의 재료들과함께 피자 에 토핑

시킨 후 고온에서가열처리되어 용융된상태로 소비되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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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의 용융성과신장성 외 등이 모짜 라치즈의 품질을

평가하는데매우 요한요소이다(Song et al., 2011; Wadhwani 

et al., 2011). 모짜 라 치즈의 요 기능 특성들은 국가

지역과 생산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성

들은원유, 응유효소(rennet), 유산균주(starter), 가열, 유청배제, 

분쇄, 스트 칭, 염지(NaCl), 냉동 해동 조건 등에 직

인 향을 받기에 이들 각 요소들에 한 상호 계에 한

입체 인 연구가 필요하다(Lee et al., 1996; Ahn et al., 2011; 

Song et al., 2011). 통 으로 만들어진 모짜 라치즈는 부

드럽고 수분이 있고 비숙성 치즈로서 생치즈로 소비되거나

는 가열되어 이용되며, 부드러움이 모짜 라 치즈가 피자

로응용되는데 slicing과 shredding에서문제가발생하 다. 이

것들이 피자치즈가 건조되고 단단해지고 한 호두풍미를

가지도록 숙성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치즈를 피자치즈라고

명칭되었으며, 1967년에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USA)에 의해서 수분 모짜 라 치즈로 정의되었다(Fox et 

al., 2000). 지방 함량에 따라 지 모짜 라 치즈와 부분탈

지 모짜 라 치즈 는 수분 모짜 라 치즈로 나 어질

수 있다(Partridge, 1980). 지난 수십 년간 북미 지역에서의

일인당치즈소비량은매년증가추세에있고(Ayyash & Shah, 

2011; Fuca et al., 2012), 우리나라에서도피자산업등의 활성

화에 힘입어 치즈의 소비량이 증하고 있다(Ahn et al., 

2011; Yoon, 2011). 치즈 제조 산업이어느정도의궤도에 오

르게 되면 소비자들은 다양한 향미, 조직감 모양을 갖는

제품의다양성을추구하게되므로(Seo et al., 1996; Yang, 2007; 

Choi et al., 2010; IDF, 2011), 치즈제조에한외여과라는새로

운공정의도입은신제품개발측면에서도그가치가인정되

고 있다(Fox, 1993; Fox et al., 2000; Zhang & Metzger, 2011).

본 연구는 한외여과를 이용하여 제조한 모짜 라 치즈와

통 인 방법에 의해서 제조한 치즈의 물성, 그리고 능

품질을 상호 비교 분석 평가하여 새로운 모짜 라 치즈

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재료 방법

1. 모짜 라 치즈의 제조에 이용되는 원료유

각종원유검사에서합격한양질의원유(raw milk) 1등

인세균수 10만이하와 3만이하로구별하여건국유업㈜에서

구입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여 모짜 라 치즈를 제조하 다.

2. 모짜 라 치즈의 제조에이용되는 원료유 농축에 사용

된 한외여과 작동 조건

한외여과 장치인 DDS Mini-Lab 10(Denmark)을 inlet pre-

ssure 2 bar, outlet pressure 1 bar, flux rate 0.72 L/m2/hour의

작동조건하에서 시료의 온도가 60℃로 유지하면서 농축계

수(CF)가 2와 3으로 만들어서 모짜 라 치즈 제조에 사용되

는 시료로 사용하 다. 한외여과사용 후 막의 세척은 제품

사용설명서의 방법 로 증류수, 0.1 N NaOH 용액, 0.1 N 인

산용액, 그리고 증류수로 실시하 다.

3. 유산균과 넷함량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다양한 모짜

차 치즈의 제조

Kosikowski(1982)의 방법에 따라 모짜 라 치즈를 제조하

다. 원유의 지방을 3%와 0.5%로 표 화된 공시재료로

조구는 통 인 방법에 의해 제조하 고, 처리구는 한외여

과기를 이용하여 ultrafiltration CF 2와 3으로 농축시킨 농축

액을 살균(72℃/15 ), 냉각(40℃), 스타터 종, 넷 첨가, 

단, 가열(45℃), 정치, 유청제거, 스트 칭, 성형, 염지, 건조

포장한후 분석실험을하 다. 모짜 라치즈제조시 혼합

동결균주인 TCC-3(Streptococcus salivarius subsup. thermophilus: 

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1:1, Chr. Hansen, 

Denmark)을공시균주로사용하고, 응유효소인 rennet는 Standard 

plus 900(Chr. Hansen, Denmark)을사용하 다. 조구에첨가

하는유산균주(50 u/500 L milk)와 넷함량(2.5 g/100 L milk)

을 100%로 근거해서한외여과 CF 2와 3의 공시재료에 각각

유산균주와 넷 함량을 50%, 65%, 그리고 80% 첨가한 후

만든 모짜 라 치즈를 제조한 후 비교 분석하 다.

4. pH 정산도(TA) 측정

모짜 라치즈제조동안의 pH 측정은 pH meter(Orion 420 

A, U.S.A)를사용하여측정하 고, 정산도는 AOAC(1995) 방

법에 따라 측정하 다. 

5. 모짜 라 치즈의 보정수율(Y 50)

제조된모짜 라치즈의수율은치즈총고형분함량을 50%

로조정한 50% 보정수율(Y50)을구하 다(Martin 등 1992). 모

짜 라 치즈의 총 고형분 함량은 AOAC(1995) 방법에 따라

측정하 다.

Y50(adjusted to 50% solids)= % Yield × % Solids ×10050

6. 모짜 라 치즈의 물성 측정

모짜 라 치즈의 물성 측정은 치즈를 가로 2.5cm, 세로

2.5cm로 단한후 Fudoh Rheometer(Model NRM-2001, Fudoh 

Kogyo C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시료를 두 번씩

찔러 나타난 형 인 curve를 Bourne(1978)의 방법에 의하

여 Fig. 1과 같이 분석계산하여 각 처리구는 경도(hardness), 

응집성(cohesiveness), 탄력성(elasticity), 부서짐성(brittlenes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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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heometer texture profile analysis of Mozzarella cheese 

sample.

조사하 다. 기기조건은 maximum load: 2,000 g, 압: 10× 

0.1 volt, table speed: 60 mm/min, stroke: 20, chart speed: 15 

mm/min, 시료의 높이: 20 mm, adaptor No.5(직경 5 mm), 침

입거리: 10 mm(이음새 간격 20 mm)로 하 다.

7. 모짜 라 치즈의 능검사

Bodyfelt 등(1965)의 방법을 변형시켜 풍미(flavor), 조직

(body & texture), 외 (appearance), 색깔(color), 굳기(firmness) 

등의 5개 항목에 하여훈련된 검사원 10명에의해평가하

다. 평가는 각 항목에 하여 매우 좋음(5 ), 좋은(4 ), 

간(3 ), 나쁨(2 ), 매우 나쁨(1 )을 기 으로 하여 실시

하 다. 

8. 통계분석

본 실험의 결과분석에 이용된 통계처리는 SAS Program 

(1996)을 이용하여 ANOVA 분석하 으며, 최소유의차검증

(Fisher’s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Test)방법으로 각 실험

군간의 유의성은 p<0.05 수 에서 실시하 다.

결과 고찰

1. 모짜 라 치즈에 사용되는 원료유와 제조 의 pH 

정산도(TA) 변화

조구의 원료유와 농축계수 2와 3으로 한외여과한 원료

유의 pH와 정산도(TA), 그리고 치즈 제조시 스트 칭 직

까지의 pH와 정산도는 Table 1에 있다. 기 pH의 비교

는 유의차가없었지만, 스트 칭 직 까지의 조구와 처리

구 사이유의차를 보 다(p<0.05). 기 pH에서 유지방 0.5%

이고, 세균수 105 CFU/mL(C)과 3.0×104 CFU/mL(D) 사이, 그

리고 세균수 10만이고 유지방 3%(A)와 0.5%(B) 사이에서

유의차가 있었으며(p<0.05), 스트 칭 직 까지의 pH에서는

유지방 3%이고, 세균수 105 CFU/mL(B)과 3.0×104 CFU/mL 

(D)에서만 유의차를 나타내었다(p<0.05). 스타터와 넷의

첨가량에 따라 모두 UF 2와 UF 3 사이에서만 유의차를 나

타내었다(p<0.05). 기 TA에서는 조구와 처리구사이 유

의차가 있었지만(p<0.05), 스트 칭 직 까지의 TA에는 유

의차가 없었다. 기 TA에서 유지방 0.5%일 때 세균수 10만

과 3만 사이, 그리고 유지방 3%일 때 세균수 10만과 3만 사

이에서유의차가있었으며(p<0.05), 스트 칭직 까지의 TA

에서는 세균수 10만일 때 유지방 3%와 0.5% 사이, 그리고

유지방 3%일 때 세균수 10만과 3만 사이에서 유의차를 나

타내었다(p<0.05). 스타터와 넷의 첨가량에 따라 A, B, C, 

D 모두 UF 2와 UF 3 사이에서는유의차가 나타나지않았다.

Mistry와 Kosikowski(1985)는 탈지유를 CF 2.3, CF 2.6, CF 

4.3, 그리고 CF 5.8로 한외여과한 농축물에 종량(inoculum)

을 증가해서 pH와 TA를 연구하 는데, 결론 으로 스타터

미생물 성장은 농축물의 높은 총 고형분과 회분에 의해서

향을 받지 않는다. 성장비율과 유당 사는 세균수가 109 

CFU/mL이되는 pH 5.2 이하에서는감소를보 다. Fernandes

과 Kosikowski(1986)는 유를 CF 1, CF 1.5, CF 1.75 그리고

CF 2로 한외여과한 농축물에 스타터 종량을 1.5, 2.0, 2.5 

그리고 3.0% 첨가했을 때 결과는 의 언 된 내용과 동일

하 다. Yun 등(1993)은 가열온도에 의한 pH와 TA를 연구

하 는데, 44℃가 38℃와 41℃보다는 짧은 시간에 원하는

pH와 TA 값에 도달하 다 Rudan 등(1999)의 연구에서 원료

유의 지방이 0.35%일 때 cheese의 pH는 5.12, 원료유의 지방

이 3.21%일 때 cheese의 pH는 5.09로 보고하 는데, 본 실험

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2. 모짜 라 치즈의 보정수율(Y50)

원료유와 한외여과기를 이용해 제조된 각 농축계수별 치

즈 샘 에 한 수율은 Table 2에 나타나있다. A, B, C, D 

모두에서 보정수율(Y50)은 조구와 처리구사이 유의차를

보 다(p<0.05). 유지방 0.5%일 때 세균수 10만(C)과 3만(D)

사이에서만 유의차를 보 다(p<0.05). 스타터와 넷의 첨

가량에 따라 A, B, C, D 모두 조구와 처리구, UF 2와 UF 

3, 그리고 UF 내에서도 유의차를 나타내었다(p<0.05). 

치즈 수율에 향을 주는 요인은 우유조성, 세균수와 체

세포수, 비유단계와 계 , 유단백질의 유 인 다변화

상, 우유의 냉장 장, 우유의 가열, 우유의 살균과 유청단백

질의 결합, 균질과 microfluidization, 스타터 균주의 종류와

성장배지, 염화칼슘첨가, 넷종류, 단시굳기, 입자크기, 

치즈 vat의설계와작동, 커드처리 시스템 등매우많은 요소

들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Davis, 1965; Fox et al.,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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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 in the contents of titratable acidity (TA) and pH of Mozzarella cheese made with retentate of A, B, C, and D of raw 

milk by ultrafiltraton CF 2 and CF 3

Raw milk Control1 UF22 UF23

503 653 803 503 653 803

A

pH Initial 6.534 6.71 6.65 6.68 6.68 6.50 6.58

pH Final 4.71 5.08 4.92 5.01 5.00 4.97 4.91

TA Initial 0.19 0.19 0.17 0.21 0.22 0.24 0.23

TA Final 0.56 0.54 0.58 0.56 0.58 0.54 0.60

B

pH Initial 6.56 6.70 6.65 6.61 6.66 6.65 6.50

pH Final 4.71 4.98 5.45 5.32 5.48 5.35 5.12

TA Initial 0.15 0.18 0.16 0.18 0.25 0.26 0.23

TA Final 0.51 0.51 0.55 0.53 0.51 0.52 0.57

C

pH Initial 6.64 6.70 6.75 6.66 6.77 6.61 6.72

pH Final 4.88 5.00 5.08 4.93 5.22 5.29 5.12

TA Initial 0.14 0.20 0.20 0.20 0.28 0.29 0.27

TA Final 0.51 0.55 0.51 0.58 0.51 0.51 0.52

D

pH Initial 6.62 6.66 6.68 6.57 6.54 6.57 6.70

pH Final 4.68 5.04 5.03 5.12 4.99 5.15 5.24

TA Initial 0.13 0.17 0.20 0.18 0.25 0.25 0.28

TA Final 0.58 0.51 0.52 0.53 0.56 0.55 0.51

A: fat 3.0% and 100,000 CFU/mL, B: fat 3.0% and 30,000 CFU/mL, C: fat 0.5% and 100,000 CFU/mL, and D: fat 0.5% and 30,000 CFU/mL.
1 Unconcentrated raw milk as control.
2 CF (concentration factor) = mass of milk (kg) / (mass of milk (kg)－mass of permeate (kg)).
3 Addition ratio of starter and rennet to compare with control as 100. 
4 Average value of n=3.

Table 2. Change in the contents of yield (Y50) of Mozzarella cheese made with retentate of A, B, C, and D of raw milk by ultrafiltraton 

CF 2 and CF 3                                                                                                (Unit: %)

Raw milk Yield Control1 UF22 UF23

503 653 803 503 653 803

A Y50 9.094 10.49 11.69 12.28 11.48 12.61 13.88

B Y50 9.28 10.80 11.44 11.51 10.54 11.92 12.51

C Y50 9.36 10.51 11.72 11.75 10.69 11.47 11.60

D Y50 9.19 10.96 11.24 11.74 10.98 11.51 11.62

A: fat 3.0% and 100,000 CFU/mL, B: fat 3.0% and 30,000 CFU/mL, C: fat 0.5% and 100,000 CFU/mL, and D: fat 0.5% and 30,000 CFU/mL.
1 Unconcentrated raw milk as control.
2 CF (concentration factor)= mass of milk (kg) / (mass of milk (kg)－mass of permeate (kg)).
3 Addition ratio of starter and rennet to compare with control as 100. 
4 Average value of n=3.

유의지방구막은카제인과느슨한결합을하고있어본래의

유지방이나 지방 함량을 높이기 해 첨가한 유지방이 넷

첨가시 유리되어 수율을 감소시키므로 균질을 함으로써 수

율을 증가시킨다(Fox et al., 2000). 균질한 후에 치즈를 제조

하면 응고시간이 히 단축되고, 수율은 1.22% 가량 증가

한다. 균질은 응고를 진하고 커드의 물성을 개선하여 굳

은 치즈가 생산되므로, 수율 증가와 소비자 기호도가 좋아

진다. 균질에 의한 응고시간 단축은 카제인의 변이응고인

것으로 사료된다. 정상유를 10%, 20%, 30% 농축한 후에 치

즈를 제조한 결과, 농축도가 증가할수록응고시간이 단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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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율이 증가되는데, 이는 응고시간이 단축으로마이셀간

의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이다(Alais, 1965). 온에서 장기간

장은 온성균들로 하여 응고성이 감소되어 수율이

하된다(Hicks, 1986). Ca-caseinate와 Na-caseinate, 탈지분유

등의 첨가는 수율 증가에 큰 향을 미친다. 원유의 응고가

카제인단백질의회합의원리로진행되기때문에 Na-caseinate

보다 Ca-caseinate에서 수율이 더 증가된다(Alais, 1967). Ca- 

caseinate 1%, 2% 첨가시 우유량의 23.8%, 37.8%의 체효과

가있고, 치즈의품질상 1%의첨가가더효과 이었다(Joern, 

1987). 그 밖에수율증가 방법에는이 살균(double pasteuri-

zation), 염화칼슘의 첨가, 산성화, 단백분해효소 음성균주

사용, 응유효소의 종류와 농도 응고온도, 정상유 혼합, 

첨가제의 향 등이 있다(Fox et al., 2000).

3. 모짜 라 치즈의 물성

원료유와 한외여과기를 이용해 제조된 각 농축계수별 치

즈 샘 에 한 경도, 탄성, 응집성, 그리고 부서짐성의 변

화는 Table 3에 나타나 있다. 

경도를보면 A, B, C, D 모두 조구와처리구사이유의차

Table 3. Change in hardness of Mozzarella cheese made with retentate of A, B, C, and D of raw milk by ultrafiltraton CF 2 and CF 3

Properties Raw milk Control1 UF22 UF23

503 653 803 503 653 803

Hardness

A 50.254 65.00 65.50 65.00 71.43 71.00 72.00

B 50.33 65.00 65.00 65.16 70.50 70.00 70.33

C 55.00 75.00 75.00 75.25 80.00 80.00 81.25

D 55.00 75.00 75.00 75.75 80.75 80.00 80.75

Elasticity

A 0.65 0.62 0.60 0.65 0.66 0.73 0.64

B 0.69 0.76 0.76 0.76 0.79 0.82 0.71

C 0.69 0.93 0.71 0.72 0.76 0.68 0.76

D 0.81 0.73 0.76 0.79 0.68 0.78 0.69

Cohesiveness

A 0.51 0.52 0.50 0.51 0.55 0.54 0.55

B 0.50 0.53 0.52 0.51 0.56 0.55 0.54

C 0.54 0.60 0.61 0.60 0.70 0.77 0.70

D 0.54 0.63 0.62 0.61 0.72 0.71 0.71

Brittleness

A 16.66 23.03 21.30 23.87 28.06 29.57 26.24

B 17.36 28.60 27.66 27.19 31.60 33.21 30.77

C 20.25 32.78 25.35 25.32 30.40 31.01 31.07

D 21.87 27.09 27.86 28.20 28.55 31.82 28.42

A: fat 3.0% and 100,000 CFU/mL, B: fat 3.0% and 30,000 CFU/mL, C: fat 0.5% and 100,000 CFU/mL, and D: fat 0.5% and 30,000 CFU/mL.
1 Unconcentrated raw milk as control.
2 CF (concentration factor) = mass of milk (kg) / (mass of milk (kg)－mass of permeate (kg)).
3 Addition ratio of starter and rennet to compare with control as 100.
4 Average value of n=3.

가있었다(p<0.05). 세균수 10만일때유지방 3%(A)와 0.5%(C) 

사이(p<0.05), 그리고 유지방 3%일 때 세균수 10만(B)과 3만

(D) 사이(p<0.05)에서만 유의차가 있었다. 장기간 동안 감

소하는 경향을 보 다(data not shown). 한 스타터와 넷

의 첨가량의 따라 A, B, C, D 모두 조구와 처리구 사이, 

각 UF 내에서도 유의차를 나타내었다(p<0.05). 

탄성을 보면 A, B, C, D 모두 조구와 처리구 사이 유의

차가있었다(p<0.05). 세균수 10만일때유지방 3%(A)와 0.5% 

(C) 사이(p<0.05), 그리고 유지방 3%일 때 세균수 10만(B)과

3만(D) 사이(p<0.05)에서만 유의차가 있었다. 장기간 동안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data not shown). 스타터와 넷의

첨가량에 따라 UF 2에서는 B와 C, 그리고 UF 3에서는 A와

C에서만 유의차를 나타내었다(p<0.05). 

응집성을 보면 조구와 처리구 사이는 B와 C에서만 유

의차가 있었다(p<0.05). 유지방 0.5%이고, 세균수 10만(C)과

3만(D) 사이에서만 유의차가 있었다(p<0.05). 스타터와 넷

의 첨가량에 따라 조구와 처리구에서만 유의차가 나타났

다(p<0.05). 장기간 동안 A, B, C, D 모두유의차가있었으

며,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data not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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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짐성을 보면 A, B, C, D 모두 조구와 처리구 사이

에 있어서 유의차가 있었고(p<0.05), C에서는 유의차가 없

었다. 유지방 3%일 때 세균수 10만(A)과 3만(B) 사이, 그리

고 세균수 10만일 때 유지방 3%(A)와 0.5%(C) 사이에서만

유의차를 보 다(p<0.05). 스타터와 넷의 첨가량에 따라

조구와 처리구, UF 2와 UF 3 모두에서 유의차를 나타냈

다(p<0.05). 장기간 동안 A, B, D에서 유의차가 있었고, 감

소하는 경향을 보 다(data not shown).

제조된 모짜 라 치즈의 경도는 숙성기간이 진행됨에 따

라 차 감소하 는데, 이러한 결과는 치즈 제조 직후의 조

직이 먼 유산균의 유산생성에 의한 pH의 변화와 수분함

량에 의해 결정되고, 그 후 숙성 의 조직 변화는 치즈

의 잔존 넷에 의한 αs1-casein의 약 20%가 αs1-I peptide로

의가수분해로인해카제인네트워크의약화를 래하여조직

이부드러워지는첫단계의단백질분해와나머지αs1-casein과 

그 밖의 다른 카제인이 잔존 넷과 라스민 유산균에

서 유리되어나오는 단백질분해효소에 의해 숙성이 진행됨

에 따라서 비교 느리게 분해되는 두 번째 단계의 단백질

분해에 향을받기 때문에치즈 숙성시 경도가감소한다고

보고한 Trepanier 등(1991)의 결과와 일치하 다. 일반 으

로 치즈의 조직(body와 texture) 등 은 품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body는 만질 때 감

지되는 품질로서 굳기(viscosity와 modulus), 탄성(elasticity) 

매끄러움(homogeneity)을 포함하는 복합 인 물리 특

성을 의미한다. Texture는 색깔을 제외한 으로 확인이 가

능한 품질로서 작 에 식품에서 감지되는 반 인 물

리 감각(overall physical sensation)으로 정의하고 있고, 치

성(absend of cracks)과 부서짐성(easy breaking of a plug) 

모두가 포함된다(Davis, 1965; Prentice, 1972). Fernandes과

Kosikowski(1986)의 경도(kg)와 응집성의 연구에서는 UF1일

때 만들어진 모짜 라 치즈는 2.4와 0.75이었고, UF 1.5일

때는 3.0와 0.79, UF 1.75일 때는 3.3와 0.79, 그리고 UF 2일

때는 3.9와 0.75로 보고하 다. 농축계수가 높아질수록 경도

는 높아지지만, 응집성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본 실험에

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Tunick 등(1993)은 경도는

지방과수분의함량에 향을받는다고보고하 다. Barbano 

등(1994)은 TAP 경도(N)는 3일째는 71.1에서 50일째는 47.7

로 감소하 다고 보고하 는데, Yun 등(1993)과 Tunick 등

(1993)의연구에서도비슷한결과가보고되었다. Yun 등(1993)

은 TPA 응집성은 거의 일정하 고, TPA 부서짐성은 약간

감소하 다고 보고하 으며, Rodriguez 등(1999)의 연구에

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 다. 본 실험과 거의 일치하 다. 

Rudan 등(1999)의 연구에서는 target fat이 5%일 때 경도(N)

는 219.50, 응집성은 0.71, 부서짐성(mm)은 7.57이었는데, 

10%일 때는 169.92, 0.61, 7.35, 15%일 때는 94.02, 0.60, 6.79, 

그리고 25%일 때는 64.21, 0.47, 6.79 다. 본 실험의 결과와

매우 비슷한 경향을 보 다. 즉, TPA parameter에 향을 주

는것은지방함량인데, 지방이감소될수록 경도, 응집성, 그

리고 부서짐성은 증가한다고 보고하 는데, 이는 지방이 감

소될수록수분과단백질함량은증가하기때문이다(Tunick et 

al., 1993). 한 조직에 향을 주는 요소로는 단백질, NaCl, 

물, pH 그리고 지방인데, 그 에서도 단백질이 제일 많은

향을 미친다(Chen et al., 1979). 지방 치즈에서 조직결

함을개선시키는가장일반 인 근방법은지방을수분으로

체하여 치즈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Jameson, 

1987). 수분함량을증가시킴으로써지나치게강한치즈의조

직이 약해지는 반면에 MFFS(Moisture in fat-free substrance) 

수 은 상승되고, S/M(Salt in moisture) 함량은 감소하게 된

다. 한치즈의화학성분 MFFS와 S/M 수분이치즈숙성

과정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Lelievre & Gilles, 1982). 

높은 수 의 MFFS는 치즈 단백질이 속하게 분해되어 불

균형한 풍미 과도하게 약한 조직의 치즈를 만들고, 낮은

수 의 S/M은 바람직하지 않은 미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한다. 지방 치즈는 작시에 착성을 나타내

며, 이는 특히 숙성후의 지방 함량이 다양한 조성분을 지닌

치즈의 착성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가 된다(Olson 

& Johnson, 1990).

4. 모짜 라 치즈의 능검사

원료유와 한외여과기를 이용해 제조된 각 농축계수별 치

즈샘 에 한 풍미, 조직, 외 , 색깔, 그리고 굳기의 변화

는 Table 4에 나타나 있다. 

풍미를 비교해 보면 A에서만 조구와 처리구사이 유의

차가 있었다(p<0.05). 유지방 3%일 때 세균수 10만(B)과 3만

(D) 사이, 유지방 0.5%일 때 세균수 10만(C)과 3만(D) 사이, 

그리고 세균수 10만일 때 유지방 3%(A)와0.5%(C) 사이에서

유의차가 있었다(p<0.05). 

조직을 비교해 보면 A, B, D에서 조구와 처리구 사이

유의차가 있었다(p<0.05). 유지방 0.5%일 때 세균수 10만(C)

과 3만(D) 사이(p<0.05), 그리고 세균수 10만일 때 유지방

3%(A)와 0.5%(C) 사이에서 유의차가 있었다(p<0.05). 

외 을 비교해 보면 A, B, C, D 모두에서 조구와 처리

구사이유의차가 없었다. 유지방 3%일때 세균수 10만(A)과

3만(B) 사이, 그리고세균수 10만일때 유지방 3%(A)와 0.5% 

(C) 사이에서 유의차가 있었다(p<0.05). 

색깔을 비교해 보면 D에서만 조구와 처리구 사이 유의

차가 있었다(p<0.05). 유지방 3%일 때 세균수 10만(A)과 3만

(B) 사이, 그리고 세균수 10만 일 때 유지방 3%(A)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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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 in sensory evaluation of Mozzarella cheese made with retentate of A of raw milk by ultrafiltraton CF 2 and CF 3

Raw milk Items Control1
UF22 UF23

503 653 803 503 653 803

A

Flavor 4.54 5 5 4.5 5 5 5

Body & texture 4 5 4 5 4 5 5

Appearance 5 4.5 4.5 5 4.5 4.5 5

Color 5 5 5 5 5 5 5

Firmness 4.5 5 5 5 5 5 5

B

Flavor 4.6 4.75 4.6 4.5 4.6 4.5 5

Body & texture 4 4.5 5 4.25 5 4.5 5

Appearance 4 4.5 5 4.25 4.6 4.5 4.5

Color 4.6 4.5 5 4.5 4.2 4.5 4.5

Firmness 5 5 5 5 5 5 5

C

Flavor 4 4 4.75 4.6 5 4.5 4.5

Body & texture 4 4.5 4 4.6 5 4.75 4

Appearance 4.6 4 4.75 4.6 5 4 5

Color 4.3 4.5 4.75 4.6 5 4.75 4.5

Firmness 4.6 5 5 5 5 5 5

D

Flavor 4.3 4.6 5 5 4.5 4.6 4.5

Body & texture 4.6 4 5 5 4.5 4.5 4.5

Appearance 4 4.75 5 5 4.5 4.6 4.5

Color 4.6 4.5 5 5 5 5 4.6

Firmness 5 4.75 4.5 5 4.5 4.6 4.5

A: fat 3.0% and 100,000 CFU/mL, B: fat 3.0% and 30,000 CFU/mL, C: fat 0.5% and 100,000 CFU/mL, and D: fat 0.5% and 30,000 CFU/mL.
1 Unconcentrated raw milk as control.
2 CF (concentration factor) = mass of milk (kg) / (mass of milk (kg)－mass of permeate (kg)).
3 Addition ratio of starter and rennet to compare with control as 100. 
4 Average value of n=3.

(C) 사이에서 유의차가 있었다(p<0.05). 

굳기를 비교해 보면 A, B, C, D 모두에서 조구와 처리

구사이 유의차가 있었다(p<0.05). A와 B 사이에서는 유의차

가없었지만, C와 D 사이모두에서유의차가있었다(p<0.05). 

유지방 0.5%일 때 세균수 10만(C)과 3만(D) 사이(p<0.05), 

그리고 세균수 3만일 때 유지방 3%(B)와 0.5%(D) 사이에서

유의차가 있었다(p<0.05). 

A, B, C, D 모두 스타터와 넷의 첨가량에 따라 조구

와 처리구 사이에서만 유의차를 나타내었다(p<0.05)(Table 

4). 장기간 3개월 동안 A, B, C, D 모두 유의차가 있게 감

소를 보 다(data not shown). 

한국의경우, 축산물에 한 능 인 평가항목으로 단지

색깔, 풍미, 조직감 외 에 해정성 인 기 만이 정해

져 있을 뿐이며, 구체 인 평가방법이나 능 특성이 제

시되어 있지않다(Korea Food Code, 2000). 부분의 능

요소는 모양, 냄새, 맛, 색깔, 조직특성 등이 있는데, 모양, 

크기, 형태, 색깔 등은 시각 요소이고, 냄새는 후각, 조직

특성은 각, 맛은 미각 요소이므로 능 별이 매우 복

잡하고 어려운 편이다. 일반 으로 풍미를 맛과 구별되어

잘못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향미(풍미)는 입으로 섭취

한 물질에 의해 생성되며, 미각과 후각에 의해 주로 느껴지

며, 입속의 일반 인 통각, 각, 온도수용기에 의해생성되

는 감각이다. 한 이러한 감각을 일으키는 물질의 특징을

모두 합한 것을말한다. 방향은 주로맛과 냄새에의해 평가

되지만, 다른 특징 즉 부드러움, 거침, 입자성, 도, 톡쏘는

느낌, 시원한 느낌 등도 향미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향

기는 검사물을 코로 들이 쉴 때 코에서 인식하는 감각이다. 

따라서풍미는음식을먹을 때 , 입, 목구멍, 코 등에서 인

식되는 복합 인 감각을 의미한다(Derovira, 1996). 치즈의

품질은 풍미(맛과 향기), 조직(경도, 부서짐성, 응집력,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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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단성 등), 그리고 외형(색깔, 균일성, 치즈 과 다른

쪼개짐, 그리고 곰팡이의존재 유무)에의해서 결정된다(Fox 

et al., 2000). 건물량(dry matter)에서 지방의 차이는 지방 함

량의 변화한 우유에서 기인하지만, 수분 함량의 차이는 제

조공정에 기인한다. 조직의 수가 낮아지는데,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결 은 착성이 있고 조직이 약한 치즈는 높은

수분 함량 때문이다. 한 숙성이 계속되면서 조직의 상태

가 악화되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은 단백질 분해 활력과 연

된다. 본 실험에서는 풍미, 조직, 외 , 색깔, 굳기의 능

검사 결과, 조구와 처리구 모두에서 좋은 결과를 보 다. 

치즈의 풍미와조직은 숙성기간 치즈의 주성분인 단백질

과 지방이물리 , 화학 , 미생물학 인변화를받아복잡한

과정을 거쳐서유리아미노산, 휘발성 유리지방산, 휘발성 카

보닐화합물 등이 큰 향을 다고 한다(Aston & Dulley, 

1982). 이와 같이 치즈의 풍미는 복잡다양하고, 특수한 과정

을 거쳐서생성되며, 숙성실의온도, 습도, 특히숙성기간등

에 의해 큰 향을 받는다. Hall & Harper(1976)에 의하면

cheese의 풍미는 숙성 에 형성되며, 형성된 풍미를 증류에

의해 2 종류로 나 었는데, 즉 맛에 계하는 아미노산, 비

휘발성산, 아민류, 미네랄, 소 과 같은 비휘발성 부분과 지

방산, 알데하이드, 톤, 알코올, 아민, 에스테르류, 황산화

물 등의 풍미에 계하는 휘발성 부분으로 분류하 다. 치

즈의 풍미에 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산은 숙성기간 에

지방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아세틱, 로피오닉, 뷰트

릭, 발 릭, 캐 로익, 캐 릭익, 캐 릭산 등과 같은휘발성

지방산과 아세톤, 아세트알데하이드, 포말알데하이드, 벤젠

알데하이드, 2-헵타논등과같은휘발성카보닐화합물을생

성하며, 특히 숙성 에 축 되는 휘발성 유리지방산은 치

즈 풍미에 결정 역할을 한다(Kristofferson & Goul, 1958). 

치즈의 풍미에있어서 C-10 이하의 지방산은특유한 역할을

하지만, C-10 이상의 지방산은 풍미에 거의 역할을 하지 않

는다(Peterson et al., 1949). 치즈의 한 능특성은 카제

인, 지방 수분 함량 같은 3가지주요성분의비율 상태

에 의해서 주로 결정된다. 이들 3가지 성분은 원재료, 제조

공정 숙성조건에 하여단계 으로 복합 인기능을 발

휘한다. 따라서 치즈 제조시에는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고

려되어야 하며, 상업 으로 합한 지방 치즈 생산을

해서는 제조공정의 조정이 필요하다(Jameson, 1990). 지방

우유로 제조한 치즈에서는 형 인 풍미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방이 치즈 풍미의 요한 구물질이다(Muir et 

al., 1992). 지방의 요한 역할은 치즈 풍미 성분을 용해시

켜 보존하는 것이다(Foda et al., 1974). 쓴맛은 때때로 치즈

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풍미 결함이며, 지방 치즈에서의

가장 공통 인 이상취는 특이한 펩타이드로부터 유래되는

고미, 육즙 고기 냄새 등이고, 치즈 숙성 에 효소에 의

해서 카제인이 가수분해된결과 때문에고미 펩타이드가 생

성된다(Rank, 1985). 조직은 치즈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사용

되는 요한 단 기 이 된다. 유산 균주는 치즈에서의 고

미, 육즙 고기냄새 생성을 피하기 해서는 낮은 단백분

해 활력을 지녀야 한다. 가열 온도는 형 으로 지방 치

즈 제조시에는 더 낮아야 하지만, 유청 배제와 염지시의

pH는 품질 향상과 치즈매트릭스 내에 보다 많은 수분의 함

유를 하여 일반 치즈 제조공정시보다 더 높아야 한다

(Simard, 1991). 높은 pH 값은 낮은 수 의 넷을 보유하지

만, 보다 높은 수 의 우유단백분해효소와 라스민을 유

지한다. 따라서 이 주요한 기작이 품질에 향을 미칠 경우

에는 chymosin 수 을 낮춤으로서동일한효과를얻을수있

으므로 낮은 수 의 우유 응고 효소 사용을 권장된다(Olson 

& Johnson, 1990). 지방 치즈 커드의 수세 는 물에 의한

유청의 부분 인 희석은 치즈의 pH를 조 하는데 필요하

다. 이는 높은 수분 함량의 치즈와 결과 으로 유당 함량이

높은 치즈에 있어서 더 시 한 상황이 된다. 염지 에 커드

의 수세는 치즈의 유당과 유산균 농도를 감소시키지만, 압

착과정에서 많은 양의 소 물이 배출되게 한다. 지방 치

즈에서 형 으로 높은 유산균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치즈 표면에서의 칼슘 락테이트 결정형성방지를 해서도

필요한 일이다(Severn et al., 1986).

요 약

본 연구는 한외여과를 이용하여 제조한 모짜 라 치즈와

통 인 방법에 의해서 제조한 치즈의 물성 능 품

질을 모색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원료유와 농축액의 기

pH 값의 차이는 없었지만, 스트 칭 직 까지 조구가 처

리구보다 더 낮은 pH를 보 다. 원료유와 농축액 사이 기

TA 값은 처리구가 조구보다 높았지만, 스트 칭 직 까

지 TA 값은 조구와처리구 사이에서는 차이가없었다. 모

짜 라 치즈의 보정수율(Y50)은 모든 처리구가 조구보다

높았다. 가장 높은 수율은 농축계수가 높고, 스타터와 넷

첨가량이 많고, 지방 함량이 많은 처리구에서 나타났다. 모

짜 라 치즈의 능 품질을 보면, 물성 측정 결과 경도, 

탄성, 응집성, 그리고 부서짐성은 지방 함량 스타터와

넷 첨가량에 향을 받았다. 4℃에서 3개월간 장하는 동

안 경도, 탄성, 부서짐성은 증가하 지만, 응집성은 감소하

다. 능검사 결과, 풍미, 조직, 외 , 색깔, 굳기는 세균

수, 지방 함량, 스타터와 넷 첨가량에 향을 받았다. 4℃

에서 3개월간 장하는 동안 풍미, 조직, 외 , 색깔, 굳기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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