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국 유 가 공 기 술 과 학 회 지
Korean J. Dairy Sci. Technol.

Vol. 30. No. 1, pp. 55~67(2012) 

 

55

한외여과 농축유로 제조한 모짜 라 치즈의

일반성분 조성에 한 연구

‡
천정환․

‡
박 호․이종익

1
․송 *․김동 ․김홍석․ 지연․서건호

건국 학교 수의과 학, 수의과학연구소 KU 식품안 연구소
1건국 학교 동물생명과학 학 축산식품생물공학 공

General Composition of Mozzarella Cheese Made from Concentrated Milk 

Derived by Ultrafiltration 

‡Jung-Whan Chon, ‡Jun-Ho Park, Jong-Ik Lee1, Kwang-Young Song*, Dong-Hyeon Kim, 

Hong-Seok Kim, Ji-Yeon Hyeon and Kun-Ho Seo

KU Center for Food Safety, Veterinary Science Research Institute and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Konkuk University, Seoul 143-701, Korea 
1Dept. of Food Science & Biotechnology of Animal Resources, College of Animal Bioscience & Technology, 

Konkuk University, Seoul 143-701 Korea

ABSTRACT

We compared the general composition of Mozzarella cheese manufactured by the traditional method and by an ultrafiltration 

technique. The comparison of the general components between raw milk and the retentate of ultrafiltration (CF 2 and CF 

3) demonstrated the following. The fat, protein, and non-fat solid contents of the retentate were higher than those of raw 

milk, but the lactose content was lower. The effect of 3 factors―fat content (0.5% and 3%), bacterial populations (30,000 

CFU/mL and 100,000 CFU/mL), and ratio of added starter and rennet (50, 65, or 80)―on Mozzarella cheese made by the 

traditional method and made using the retentate of ultrafiltration (CF 2 and CF 3) were compared. Total solids (TS), fat, 

lactose, total nitrogen (TN), water soluble nitrogen (WSN), non-protein nitrogen (NPN), and salt (NaCl) were affected by 

fat content, bacterial population, and the ratio of starter and rennet added, but the ash content was not affected. During 

storage at 4℃ over a period of 3 months, the TS, WSN, NPN, and NaCl contents increased significantly (p<0.05), but fat, 

lactose, and TN contents decreased significantly (p<0.05), while ash contents remained constant. In whey, the protein, lactose, 

and solids not fat contents were higher in cheese made from ultrafiltration retentate than in traditional Mozzarella chees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ultrafiltration can be applied to producing several Mozzarella-type cheeses in order to meet 

consumer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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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cheese 의 하나인 비숙성 연질

치즈 종류에 포함되는 모짜 라 치즈는 처음에는 이탈리아

의남쪽 지방에서물소의 고지방유를이용하여 만들어 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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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후 북부 지방에서 젖소의 우유를 이용하여 제조하기

시작하 고(Yun et al., 1993a, 1993b), 미국, 캐나다, 호주

랑스 등 세계에서 제조되고 있다(Fox et al., 2000). 이

치즈는 원래부드럽고 윤기나는 구형 는타원형이었으나

(Kosikowski, 1982), 재 량생산 방법에 의해 블록형으로

제조된 후 블록형 는 단된 상태로 유통되고있다(Rudan 

et al., 1998). 미국에서는 지난 20여 년 간 피자산업의 빠른

증가에 의해 Mozzarella cheese의 소비와 생산이 격히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연간 자연cheese 생산량 30억 kg 

30%에 해당하는양이모짜 라치즈생산량이며, 이 70%

이상인 6억 kg이피자의토핑용으로사용되고있다(Matzdorf 

et al., 1994). 한국에서는 정확한 자료는 제시되고 있지않으

나, 빠른 외식 산업의 발달과 청소년층의 피자에 한 높은

기호성으로 지속 으로 신장되고 있다(Ahn et al., 2011). 국

내의 치즈 소비량은 자연치즈 소비량이 가공치즈 소비량을

능가하고 있으며, 자연치즈 소비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Dairy Handbook, 2000; Yoon, 2011). 국제낙농 회(IDF)에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OECD 국가의 치즈 소비를 측하

는데, 매년 1.8%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하 고(IDF, 2000), 

2010년에 경제가 회복되어 세계 으로 유제품에 한 수요

가 증가하 으며, 그 결과 세계 역으로 많은 제품들이 거

래되는 등 매우 정 인 발 을 보 다(IDF, 2011; Yoon, 

2011). 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치즈는 수입제품에 크게 의

존하고 있고(Yang, 2007; Choi et al., 2010), 이러한 수입치즈

는피자제조를 한원료인모짜 라치즈가주종을이루고

있어 이를 국산으로 체하는 문제가 시 하다(Ahn et al., 

2011; Yoon, 2011). 모짜 라 치즈의 10% 정도는 국내에서

제조되나, 가격경쟁력에서 수입제품에 비해 크게 불리한 입

장에 있다(Dairy Handbook, 2000; Ahn et al., 2011). 즉, 국산

모짜 라 치즈는 불리한 가격경쟁력이라는 문제에처해 있

는데, 이 문제는 낙농선진국에서 리 보 되고 있는 신기

술인한외여과(ultrafiltration)기법을이용하여수율증가등많

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Jameson, 1983; Song et al., 2011; 

Zhang & Metzger, 2011). 한외여과란압력을이용한막공정으

로서 분자량의 차이에 의한 물질의 분리와 농축에 이용되며, 

용액을 용된압력의결과로용매와용해된특정한성분이막

을 통과하여 투과액(permeate)의 형태로 분리된다(Jayaprakasa 

et al., 1993; Govindasamy-Lucey et al., 2011). 농축을 함으

로써 리가 용이하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데, 한외여과

에 의한 농축은 가열농축에 비하여 에 지가 약되고, 단

백질이나 비타민의 열에 의한 변성을 막을 수 있다(Yan et 

al., 1979; Woo, 1997; Govindasamy-Lucey et al., 2011). 

본 연구는 한외여과를 이용하여 제조한 모짜 라 치즈와

통 인 방법에 의해서 제조한치즈의 일반성분을비교 분

석 평가하여 경제 으로 개선된 모짜 라 치즈를 제조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재료 방법

1. 공시재료

원유는 각종 원유검사에서 합격한 양질의 원유 세균

수 10만 이하와 3만 이하로 구별해서 건국유업에서 구입하

여 사용하 다. 공시균주는 TCC-3(Chr. Hansen, Denmark)으

로 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bulgaricus와 Streptococcus 

salivarius subsup. thermophilus가 1:1로 혼합 동결된 제품이

며, Standard plus 900(Chr. Hansen, Denmark)을 응유효소인

rennet으로 사용하 다.

2. 한외여과 작동조건

한외여과에의한원유의 처리는DDS Mini-Lab 10(Denmark)

을 inlet pressure 2 bar, outlet pressure 1 bar, flux rate 0.72 L/ 

m2/hour의작동조건하에서농축계수(concentration factor(CF)= 

Volume of first feed/Volume of final feed)가 2와 3으로 만들

어서 시료로 사용하 다. 시료의 온도는 60℃로 유지하

다. 한외여과후막의세척은증류수로세척한후 0.1 N NaOH 

용액으로 30분, 그리고 0.1 N 인산용액으로 30분 한후 마지

막으로 증류수로 세척하 다.

3. 모짜 라 치즈 제조

원유의 지방을 3%와 0.5%로 표 화된 공시재료로 조

구는 통 인 방법에 의해 제조하 고(Kosikoswki, 1982), 

처리구는 한외여과기를 이용하여 ultrafiltration CF 2와 3으

로 농축시킨 농축액을 살균(72℃/15 ), 냉각(40℃), 스타터

종, 넷 첨가, 단, 가열(45℃), 정치, 유청 제거, 스트

칭, 성형, 염지, 건조 포장한 후 분석실험을 하 다(Fig. 

1). 모짜 라 치즈 제조시 유산균주(50 u/500 L milk)와 넷

함량(2.5 g/100 L milk)의 첨가량은 조구에 첨가하는 양을

100%로근거해서한외여과 CF 2와 3의 공시재료에 각각 유

산균주와 넷 함량을 50%, 65%, 그리고 80% 첨가한 후 만

든 모짜 라 치즈를 냉장보 하에서 (4℃±1)에서 3개월 동

안 보 하면서 1개월마다 샘 을 분석하 다.

4. 모짜 라 치즈 원료유의 성분 분석

공시재료인 원유(raw milk), 한외여과 후 치즈 원유의 농

축액(retentate)과 투과액(permeate), 모짜 라 치즈 제조 후

생긴 유청(whey) 등의 일반성분은 Dairy Lab 2(Bentley II, 

Bentley Co., U.S.A)를 이용하여 지방, 단백질, 유당, 무지고

형분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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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milk

↓

Fat standardization

↓

Ultrafiltration → Permeate

↓

Retentate

↓

Pasteurization (75℃, 15 s)

↓

Inoculation of starter culture*

↓

Rennet addition*

↓

Cutting

↓

Stirring & cooking (45℃)

↓

Whey off

↓

Stretching (85℃)

↓

Moulding

↓

Salting

↓

Drying

↓

Packaging

Fig. 1. The manufacturing procedure of Mozzarella cheese by 

using ultrafiltration.

* Addition ratio (50, 65, or 80) of starter and rennet to compare 

with control as 100.

5. 모짜 라 치즈의 성분 분석

1) 총 고형분

AOAC(1995) 방법에 의해서, 칭량용기에 치즈 5 g을 넣고

105℃에서 24시간 건조 후 무게를 측정하여 고형분 함량을

산출하 다.

2) 회분

AOAC(1995) 방법에 의해서, 도가니에 치즈 5 g을 550℃

회화법으로 한후 회백색의회분을 측정하여 회분함량을 산

출하 다.

3) 지방

AOAC(1995) 방법에 의해서, Whatman #42의 여과지에 치

즈 1 g을 싼 후 유기용매인 ether를 이용해서 지방을 측정하

는 Soxhlet 추출법으로 지방 함량을 산출하 다.

4) 유당

AOAC(1995) 방법에 의해서, Fehling 용액을 이용하여 산

화제1동을 측정하는 Munson-Walker법을 이용하여 유당함

량을 산출하 다.

5) 단백질

AOAC(1995) 방법에 의해서, micro-Kjeldahl법을 이용하여

질소함량을 구한 후 여기에 질소계수 6.38을 곱하여 단백질

의 양으로 정량하 다.

6) 수용성질소(Water Soluble Nitrogen, WSN) 비단백

태질소(Non Protein Nitrogen, NPN) 화합물

Christensen 등(1991)의 방법에 따라 분쇄 치즈 10 g을 0.1 

M citrate buffer(pH 8.5) 200 mL에 균질, 용해한 후 분석한

다. 1 M HCl을 사용하여 균질액의 pH를 4.6으로 조정하여

casein-N을침 시키고, 상장액은 여지(Whatman No. 2)로 여

과한 다음, 여액 의 soluble-N 함량을 Kjeldahl법으로 정량

한다. 다시 여액 20 mL를 취한 후 24% TCA 용액 20 mL를

가하여 침 물을 제거하고 여지(Whatman No. 2)로 여과한

다음 여액 의 질소함량을 Kjeldahl법으로정량하여 비단백

태질소 화합물로 하 다.

7) 식염(NaCl) 함량

제조된모짜 라치즈는 Volhard method(Marshall RT 1990)

으로 식염 함량을 분석하 다.

6. 통계분석

본연구에서얻어진결과의통계분석은 SAS Program(1996)

을이용하여 ANOVA 분석하 으며, 각 실험군간의 유의성

은 p<0.05 수 에서피셔(Fisher)의최소유의차(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방법으로 검증하 다.

결과 고찰

1. 원유, 농축액, 투과액 유청의 성분 분석

1) 원유, 농축액 투과액

모짜 라 치즈의 원유 농축계수(CF) 2와 3으로 한외여

과한 농축액과 투과액의 일반조성은 Fig. 2와 같다. A(유지

방 3%, 세균수 10만 CFU/mL), B(유지방 3%, 세균수 3만

CFU/mL), C(유지방 0.5%, 세균수 10만 CFU/mL), D(유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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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n components in raw milk, retentate, and permeate of 

A, B, C, and D by ultrafiltration CF 2 and CF 3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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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oncentrated raw milk as control; CF (concentration factor)= 

mass of milk (kg)/(mass of milk (kg)－mass of permeate (kg)); 

Average value of n=3.

0.5%, 세균수 3만) 모두 원료유와 농축액을 비교했을 때 농

축액의 지방, 단백질, 무지고형분(SNF) 함량이 원료유보다

높았으며, 한외여과의 농축계수만큼 증가하 지만(p<0.05), 

유당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 세균수에는 원료유와 농축액

모두 향을 받지 않았다. 

원유, 농축액, 투과액의 성분 분석 결과는 한외여과를 통

해서지방, 단백질, 무지고형분은농축되고, 유당은막에의해

투과되었기 때문이다. 원료유는 세균수 105 CFU/mL와 3.0× 

104 CFU/mL인 우유로 한외여과를 하 는데, 본 실험에서는

미생물수에 의한 각 성분에 미치는 향은 없었다. 왜냐하

면 시료의온도를 60℃로 가열하면서 한외여과를 하여 미생

물의 증식 억제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무지고형분의 함

량은 한외여과를 통해 농축계수가 증가할수록 일정하게 증

가되는 것이 찰되었다. 이는 투과액으로 빠져나가는 유

청, 유당, 비단백태질소, 회분, 수분 등의양보다는농축액으

로 남게 되는 단백질 카제인, 지방 등이 농축되는 양이

상 으로 많기 때문이다(Yan et al., 1979). 유지방과 단백

질은농축을많이할수록값이일정하게증가하 다(p<0.05). 

유당은 조구와 차이가 없었다. 한 무지고형분과 지방

함량이 증가함으로써 총 고형분 역시 증가하 다. Rudan 등

(1999)은 cheese의 지방(target fat)이 5%가 되려면 원료유의

지방을 0.35%로 하 고, 10%는 0.81%, 15%는 1.59% 그리고

25%는 3.21%의 지방을 사용하 다. 본 실험에서는 원료유

의지방이 0.5%와 3.0%로 조정해서모짜 라치즈를제조하

는데, 치즈의 지방 함량은 6%와 24%가 나왔다. Fernandes

과 Kosikowski(1986)는 원료유의 일반성분 총 고형분은

12.15%, 지방은 3.4%, 단백질은 3.34%이고, UF 1.5일 때는

총고형분 15.62%, 지방 5.4%, 단백질 5.14% 고, UF 1.75일

때는 총 고형분 17.53%, 지방 6.3%, 단백질 5.84% 고, 그리

고 UF 2일때는총 고형분 19.32%, 지방 7.3%, 단백질 6.70%

로 보고하 다. 본 실험에서는 지방 함량을 제외하고 비슷

한 결과를 보 다.

2) 유청

Fig. 3은 모짜 라 치즈 제조 후 생긴 유청의 일반조성을

나타내고 있다. A, B, C, D 모두에서 유청성분 단백질, 

유당, 무지고형분은 처리구가 조구보다 높았으며(p<0.05), 

원료유의 지방이 A와 B는 3%, C와 D는 0.5%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Fig. 2). 스타터와 넷의 첨가

량에 따라서 A, B, C, D 모두 조구와 처리구 사이에서 유

의차를 나타났으며, CF 2와 CF 3 내에서 조구에 해서

50%, 65% 그리고 80% 첨가했을 때도 유의차를 나타냈다

(p<0.05). 세균수에 의해서 유청 성분은 향을받지않았다. 

유청은 치즈 제조 시 커드로부터 방출되는 불투명하고

황록색을 띈 액체로서 최근 치즈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으며, 탈지분유 용품으로 요하게

Fig. 3. Mean components in whey from Mozzarella cheese made 

with retentate of A, B, C, and D of raw milk by ultrafiltration CF 

2 and CF 3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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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oncentrated raw milk as control; CF (concentration factor)= 

mass of milk (kg)/(mass of milk (kg)－mass of permeate (kg)); 

Addition ratio(50, 65 or 80) of starter and rennet to compare with 

control as 100 ; Average value of n=3.



Composition of Mozzarella Cheese Made by Concentrated Milk 59

인식이 되고 있는 유가공부산물이다. 최근 유청을 농축, 건

조하는 이외에 각종 막을 이용하여 유청성분을 농축 는

분리시킬 수 있는 한외여과, 역삼투, 기투석 등의 막분리

방법을사용하는기술이많이개발되어사용되어있으며, 여

러 가지방법으로 제조된각종 유청제품을 범 한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Woo, 1997). 유청은 역삼투방법으로 염류를

제거하고 농축한 후 건조된 탈염유청분말은 유당과 유청단

백질이 농축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제분유 제조 시

많이 이용되고 있다(Yoon et al., 1997). 

Rudan 등(1999)의유청의성분연구에서치즈의지방이 5%

일 때 유청의 지방은 0.07%, 단백질은 0.91% 그리고 총 고

형분은 6.59% 고, 지방이 10%일 때는 유청의 지방 0.11%, 

단백질 0.89% 그리고 총 고형분 6.64%, 지방이 15%일 때는

유청의 지방 0.21%, 단백질 0.89% 그리고 총 고형분 6.77%, 

그리고지방이 25%일때는유청의지방 0.53%, 단백질 0.88% 

그리고총 고형분 6.77%로 보고하 다. 본 실험에서 생성된

유청의 값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한외여과로 인한

각 성분들의농축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유청에서 유당

의 함량은 총 고형물 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

문에 요하다. 한 유청의 이용도에서도 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유당의 함량이 많을수록 경제 으로 유익하다. 

유청의 지방 함량은 0.2%라고 보고했는데, 본 실험에서는

0.57～2.97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원료유의 품질, 

성분상의 차이, 가공방법의 차이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총

고형분과 수분함량은 Yoon 등(1997)의 보고에 의하면 평균

으로 수분은 93.43%이고, 총 고형분은 6.57%라고 보고하

는데, 본 실험에서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2. 모짜 라 치즈의 일반성분 분석

1) 총 고형분

원료유와 한외여과기를 이용해 제조된 농축계수별 치즈

샘 에 한 장 기간 동안의 총 고형분의 변화는 Fig. 4와

같다. A, B, C, D 모두에서 총 고형분은 조구와 처리구 사

이, 그리고 장기간에있어서 유의차를 나타내었다(p<0.05). 

유지방 함량과 세균수에 의해서 향을 받는데, 유지방이

0.5%일 때세균수 10만(C)과 3만(D) 사이에서 지방 3%(B)와

0.5%(D) 사이에서도 유의차를 보 다(p<0.05). 스타터와

넷의 첨가량에 따라 CF 2에는 A, B, C 그리고 CF 3에서는

B, C, D에서 유의차를 나타내었다(p<0.05). 지방 함량이 낮

을수록총 고형분 함량은 낮게 나타났다. 장기간 동안총

고형분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조구와 처리구에서의

총 고형분 함량은 장기간하면서 함량은 증가를 보 는데, 

이것은 수분 증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4. Change in the contents of total solids (TS) of Mozzarella 

cheese made with retentate of A, B, C, and D of raw milk by 

ultrafiltraton CF 2 and CF 3 during 3 months at 4℃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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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oncentrated raw milk as control; CF (concentration factor)= 

mass of milk (kg)/(mass of milk (kg)－mass of permeate (kg)); 

Addition ratio(50, 65 or 80) of starter and rennet to compare with 

control as 100 ; Average value of n=3.

모짜 라 치즈 제조 후 일반성분을 분석하 는데, Farkye 

등(1991)은 14일 동안 장하면서 수분함량을 조사하 는

데, 본 실험과 비슷하게 수분함량 감소를 보고하 다. 한

총 고형분 함량은 세균수에는 향을 받지 않았지만, 유지

방 함량에 큰 향을 받았다. 농축을 하면서 지방과 단백질

의함량이 높을수록총 고형분의 함량이 높아진다고 보고하

다. Rudan 등(1999)의 연구에서 원료유의 지방이 0.35%일

때 치즈의 수분은 53.19%, 원료유의 지방이 3.21%일 때 치

즈의 수분은 43.19%로 보고하 다. 본 실험과 비교하 을

때본 실험의총 고형분함량이 높게나타났다. 이것은 한외

여과에 의해서 각 성분들의 농축 때문으로 사료된다.

수분도 치즈의 물리 성질에 요한 역할을 한다. 수분

은 치즈조직에 향을 주며, 다른 양성분의 용해 물질로

쓰이며 유청으로써 치즈에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한다. 특

히 무기질 성분, 수용성 비타민과 유산성분 등이 이 수분을

통해서 우유에서 치즈로 이동된다(Heo, 1994). Barbano 등

(1994)은 치즈 수분을 증가하기 해서는 총치즈 제조시간

을 이고, 유청 분리 시간을 감소하면 가능하다고 하 으

며, 총 치즈 제조시간을 이기 해서는균 생성이빠른 유

산균을 사용하면 된다고 보고하 다. 카제인과 비율의 비율

이 낮을수록 총 고형분은 증가하고, Casein : Fat(C : F)의 비

율이 높을수록 총 고형분은 감소하는 것에 본 실험은 정확

히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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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분

원료유와 한외여과기를 이용해 제조된 각 농축계수별 치

즈 샘 에 한 장 기간 동안의 회분의 변화는 Fig. 5에

나타나 있다. A, B, C, D 모두에서 회분은 조구와 처리구

장기간과는 유의차가 없었다. 세균수와 유지방 함량

사이에서는 어떠한 유의차도 나타나지 않았고, 스타터와

넷의 첨가량도 회분에는 향을 주지 않았다. 장 기간 동

안 거의 일정한 값을 보 다(Fig. 5). 

Covacevich와 Kosikowski(1978)의 연구에서 통 인 방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짜 라 치즈의 회분 함량은 2.9%, 

CF 4로 한외여과한 원료유에서 만들어진 모짜 라 치즈

dry salted pre-cheese mix는 1.9%, ultrafiltrated dry salted cheese

는 2.2%, 그리고 ultrafiltrated brine salted cheese는 4.2%라고

보고하 다. 본 실험과 비교해서 원유에서는 본 실험이 비

슷하거나 조 높았지만, 조구와 비교에 있어서는 brine 

salted cheese를 제외하고는 본 실험에서 높은 값을 보 다. 

Fife 등(1996)의 연구에서 casein과 fat의 농도(C : F)를 달리

하 을 때 모짜 라 치즈의 성분을 조사하 는데, C : F 1.2

일 때 회분의 함량은 3.0%, C : F 3.0일 때는 2.9%, C : F 5.0

일 때는 3.0%, C : F 7.0일 때는 3.0%, 그리고 C : F 8.0일 때

는 3.1%로 보고하 다. 따라서 카제인과 지방의 농도는 회

분의 함량에 향을 미치지 못하 다. 본 실험이 다소 높은

Fig. 5. Change in the contents of ash of Mozzarella cheese made 

with retentate of A, B, C, and D of raw milk by ultrafiltraton CF 

2 and CF 3 during 3 months at 4℃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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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oncentrated raw milk as control; CF (concentration factor)= 

mass of milk (kg)/(mass of milk (kg)－mass of permeate (kg)); 

Addition ratio(50, 65 or 80) of starter and rennet to compare with 

control as 100 ; Average value of n=3.

결과치를 보 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 다.

우유 무기질의 일부는 치즈 제조 에커드와함께응

고하여농축된상태로 치즈에이행되며, 숙성치즈 (체다, 에

멘탈 릭치즈)의 경우 우유칼슘의 80%, 인의 70%가 커

드에이행되고, K, Na Mg 등의수용성염은유청과함께제

거되어소량만이남게되며, 이들치즈커드가수세공정을거

칠경우에는수용성염류량이더욱감소하게된다(Kosikoswki, 

1982). 우유에는 0.72%의무기질이함유되어 있으며(Packard, 

1982), 약 30～40여종이 분석되고 있다. 유제품 에 가장

풍부한 무기질 성분은 Ca과 P이고, 특히 Ca은 그 함유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존재한다. 유제품

치즈에는 이들무기질들이 다량농축되어 있어서 요한

무기질 공 원이 되고 있다(Kindstedt & Kosikowski 1988). 

Ca과 P의 경우, P의 공 원이 Ca보다 상 으로많으면 Ca 

흡수와이용이 하되는데, 그이유는이들이소장내에서불

용성 염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Ca와 P의 공 비율

은 일정수 을 유지해야 하며, Ca과 P의 비율은 1 : 1～2 : 1

이 가장 당하다(Packard, 1982). 경질치즈의 경우 Ca 함량

은 약 0.7%～1.1%이며, 생치즈의 경우는 Ca 함량이 으며, 

Camembert나 모짜 라 치즈(피자치즈)의 경우에는 비교

함량이 다. 그 이유는 생치즈나 피자치즈에서는 우유 속

에 함유된 요한 Ca 성분들이 가공과정에서 유당이나 유

산과 함께 유청 속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Cha et al., 

1996). 무기물의 조성은 치즈의 형태, 지역, 비유단계 그리

고 품종에 따라 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하 다.

3) 지방

원료유와 한외여과기를 이용해 제조된 각 농축계수별 치

즈 샘 에 한 장 기간 동안의 지방의 변화는 Fig. 6에

나타나있다. A, B, C, D 모두에서지방은 조구와처리구사

이, 그리고 장기간에 있어서유의차를나타내었다(p<0.05). 

지방이 0.5%이고 세균수가 10만(C)과 3만(D) 사이에서 유의

차가 있었고, 세균수와 지방 함량에 의해 지방에 향을 주

었다(p<0.05). 스타터와 넷의 첨가량에 따라서 조구와

처리구, CF 2, CF 3 그리고 첨가량이 50%, 65% 그리고 80%

일 때도 각각 유의차를 나타내었다(p<0.05). 장 기간 동안

지방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양식품으로서의 치즈의 의미는 생산방법에 따라 지방

이 많이 함유될 수도 있고, 게 함유될 수도 있다. 이것은

칼로리 인 의미에서 요할 뿐만 아니라, 지용성 비타민의

매개체로서도 요하다. 그 외에 지방이 풍부한 치즈는 소

비자들의맛(기호성)에 향을주며, 제품의물리 인성질(조

직물성)에도 향을 미친다(Emmons et al., 1980; Heo, 1994; 

Bryant et al., 1995). 지방 제품을 생산하는데 가장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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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 in the contents of fat of Mozzarella cheese made 

with retentate of A, B, C, and D of raw milk by ultrafiltraton CF 

2 and CF 3 during 3 months at 4℃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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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oncentrated raw milk as control; CF (concentration factor)= 

mass of milk (kg)/(mass of milk (kg)－mass of permeate (kg)); 

Addition ratio(50, 65 or 80) of starter and rennet to compare with 

control as 100 ; Average value of n=3.

문제 은 능 인 특성인데(Mann, 1994), 그래서 지방

치즈를 제조하기 한 연구가 많이 시도되었다(Mann, 1994; 

Drake & Swanson, 1995). 소비자들로부터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특성을가진 제품을만들기 해서는 통 인 제조기

술을 변형해야 하는데, 방법으로는 우유의 살균처리를 강화

하고, 유청의 배출시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빨리 커드를 처

리하고(Jameson, 1994) 그리고 기술 인 신이 있어야 한

다. McGregor와 White(1990) 그리고 Ardo(1994)는 한외여과

한 우유농축물을 이용해서 지방 치즈의 특성을 향상시켰

다. 한 이들 치즈에 있어서 지방 체물의 사용도 연구되

었다(Huyghebaert et al., 1996). 한외여과로 1960년 후반부

터 한외여 된우유를 사용해서 soft 치즈 제조 연구가 시작

되었다(Maubois et al., 1969). 이 기술은 다양한 종류의 fresh 

치즈(Mahaut & Korolczuk, 1992; Schkoda & Kessler, 1996) 그리

고 반경질 치즈, whole fat(Goudedranche et al., 1980; Delbeke, 

1987) 는 low fat(De Boer & Nooy1980; De Koning et al., 

1981) cheese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특히 pressed-paste cheese

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Renner & Abd 

El-Salam, 1991). 지 치즈와 한외여과된 우유로 만든 치즈

는 일반 으로 냄새와 풍미 생성이 좋지 않게 나타났다

(Bech, 1993; Ardo, 1994). 비록 UF 치즈의 냄새와 풍미가 좋

아도 조직은 통 으로 만들어진 반경질 치즈와 비교해서

다소 부드럽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유청 단백질이 많이 결

합되어있기때문이다(Rodriguez et al., 1996). 하지만 Richard 

등(1994)에 의하면 과다한 지방 제거는 치즈 조직을 질기고

용융이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 다. 과다한 지

방분리가 문제가 되는치즈의 경우작은 균질압으로 균질시

킬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높은 균질압의 경우 지

방구만 균질시키는 것이 아니고 망상조직을 형성하는 유단

백질의 크기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지방분리 방지에 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4) 유당

원료유와 한외여과기를 이용해 제조된 각 농축계수별 치

즈 샘 에 한 장 기간 동안의 유당의 변화는 Fig. 7에

나타나 있다. A, C, D에서 유당은 조구와 처리구 사이, 그

리고 장기간에 있어서 유의차를 보 고(p<0.05), B는

조구와 처리구 사이에서만 유의차를 보 다(p<0.05). 세균

수와 유지방 사이에는 유의차가 없었다. 스타터와 넷의

첨가량에 따라 A, B, C, D 모두 CF 2와 CF 3 사이에서만 유

의차가 있었고, 각 CF 2와 CF 3 내에서는 유의차를 나타나

지 않았다. 장 기간 동안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Mistry와 Kosikowski(1985)의 연구에서 탈지유를 한외여

과 하 는데 CF 1일 때는 유당 함량이 4.73% 고, CF 2.3일

때는 4.47%, CF 2.6일 때는 4.49, CF 4.3일 때는 5.09%, 그리

Fig. 7. Change in the contents of lactose of Mozzarella cheese 

made with retentate of A, B, C, and D of raw milk by ultrafiltraton 

CF 2 and CF 3 during 3 months at 4℃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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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oncentrated raw milk as control; CF (concentration factor)= 

mass of milk (kg)/(mass of milk (kg)－mass of permeate (kg)); 

Addition ratio(50, 65 or 80) of starter and rennet to compare with 

control as 100 ; Average value of n=3



한국유가공 술과학회지 제30권 제1 (2012)62

고 CF 5.8일 때는 5.12%라고 보고하 다. 본 실험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유당의 함량은 CF 1.00 조구 샘 의

원료유에서 가장 높았고, 한외여과기에 의한 농축이 진행되

어 농축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당함량은 감소되거나 비슷

하 다. 이는 cut off 20,000 dalton인 막을 사용하여 실시한

농축에서 유당이 투과액으로 빠져 나가, 농축액의 총 고형

분 함량이높아짐에도 불구하고유당의 함량은오히려 감소

하는 것이다. 이는 유당이 높은 용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한외여과기에의한 농축에서 속도로 감소된다는 Gupta

와 Reuter(1987)의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장 기간 동안의

모든 샘 들의 유당함량은 일정비율로 감소되는 것이 찰

되었으며, 이는 유산균이 유당을 분해하여 유산을생성하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는 장 에 유당은 감

소하는 경향을 보 다.

5) 단백질

원료유와 한외여과기를 이용해 제조된 각 농축계수별 치

즈 샘 에 한 장 기간 동안의 단백질의 변화는 Fig. 8에

나타나 있다. A, B, C, D 모두에서 단백질은 조구와 처리

구사이, 그리고 장기간에있어서유의차를보 다(p<0.05). 

세균수와 유지방 사이에는 어떠한 유의차도 나타나지 않았

다. 스타터와 넷의 첨가량에 따라 CF 2와 CF 3 사이에서

만 유의차가 있었지만, 각 CF 내에서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Fig. 8. Change in the contents of total nitrogen (TN) of Mozzarella

cheese made with retentate of A, B, C, and D of raw milk by 

ultrafiltraton CF 2 and CF 3 during 3 months at 4℃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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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oncentrated raw milk as control; CF (concentration factor)= 

mass of milk (kg)/(mass of milk (kg)－mass of permeate (kg)); 

Addition ratio(50, 65 or 80) of starter and rennet to compare with 

control as 100 ; Average value of n=3.

않았다. 장 기간 동안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치즈의 지방 함량이 감소할수록 치즈의 단백질과 수분함

량은 증가하지만, 단백질과 수분의 비율과 MNFS(moisture in 

nonfat solids) 모두감소한다. 왜냐하면잔존하는응고제(chy-

mosin)는 냉장 장 모짜 라 치즈에서 발생하는 카제인

의 기가수분해에 주요한 작용을 하고, 지방 함량이 감소

하면서 수분함량의 증가는 단백질분해(proteolysis)의 증가

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단백질분해는 치즈 풍미 생성에 있

어서 주요한 과정 의 하나이며, 이는 주로 치즈 제조 시

첨가되는 넷, 스타터 균주 치즈 숙성 의 2차 미생

물(secondary microflora)과 이들이 분비하는 효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Fox et al., 2000).

6) 수용성 질소화합물

원료유와 한외여과기를 이용해 제조된 각 농축계수별 치

즈 샘 에 한 장 기간 동안의 수용성 질소화합물의 변

화는 Fig. 9에 나타나 있다. A, B, C, D 모두에서 수용성 질

소화합물은 장시간과는 유의차가 있었지만(p<0.05), 조

구와처리구 사이의유의차는 C에서만 보 고(p<0.05), 나머

지 A, B, D는 유의차가 없었다. 유지방 함량에 상 없이 세

균수 10만 내(A와 C)에서와 세균수 3만 내(B와 D)에서는유

의차가 있었고(p<0.05), 유지방 3%일 때 세균수 10만(A)과 3

Fig. 9. Change in the contents of water soluble nitrogen (WSN) 

of Mozzarella cheese made with retentate of A, B, C, and D of 

raw milk by ultrafiltraton CF 2 and CF 3 during 3 months at 4℃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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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oncentrated raw milk as control; CF (concentration factor)= 

mass of milk (kg)/(mass of milk (kg)－mass of permeate (kg)); 

Addition ratio (50, 65 or 80) of starter and rennet to compare with 

control as 100 ; Average value of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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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B) 사이에서만 유의차를 보 다(p<0.05). 스타터와 넷

의 첨가량에 따라 A, B, C, D 모두 조구와 처리구 사이에

는 유의차가 나타났지만, CF 2와 CF 3 사이 그리고 각 UF 

내에서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장 기간 동안 증가

하는 경향을 보 다. 

수용성 질소화합물의 부분이 커드 내에 잔존하는 넷

의 작용에 의해 생성된다(Farkye et al., 1990). 수용성 질소

화합물에는 수많은 소형 크기의 펩타이드, 아미노산, 그

리고 아미노산의 분해물로구성되어져 있다. 수용성 질소화

합물을 생산하는 가장 요한 단백분해제는 chymosin이라

는 응고제이다. 수용성 질소화합물은 보통 총 질소화합물로

나 값으로 나타내는데, 숙성 에는 증가한다(Fox et al., 

2000). Yun 등(1993b)은 수용성 질소화합물 함량의 증가는

가열온도와 장기간에 따라 많은 향을 받는다고 보고하

다. 가열온도가 높을수록 장 에 단백질분해 비율은

낮아진다. 수용성 질소화합물 함량은 장할수록 증가하

다. 가열온도보다는 장기간에 더 많은 향을 받는다고

하 다. Yun 등(1993a)은 수용성 질소화합물의 함량은 응고

제 종류에 향을 받는다고 보고하 다. Rudan 등(1999)은

지방이 감소되어도 수용성 질소화합물함량은 장기간

에는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수용성 질소화합물의 양은 치

즈 숙성 스타터 균주의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한 생성이

부분인데, 4℃ 장 시에는 스타터 균주의 성장은 거의

없는것으로보아치즈커드형성과정에서생산해낸효소의

작용과 4℃ 보 온세균이 생산해낸 단백질분해효소에

의해수용성질소화합물이증가된다고보고하 다(Seo, 1993).

7) 비단백태 질소화합물

원료유와 한외여과기를 이용해 제조된 각 농축계수별 치

즈 샘 에 한 장 기간 동안의 비단백태 질소화합물의

변화는 Fig. 10에 나타나 있다. A, B, C, D 모두에서 비단백

태 질소화합물은 장시간과는 유의차가 있었지만(p<0.05), 

조구와처리구사이유의차는 A와 B에서만보 다(p<0.05). 

유지방 3%일 때 세균수 10만(A)과 3만(B) 사이, 그리고 세

균수 3만일 때 유지방 3%(B)와 0.5%(D) 사이에서만 유의차

를 보 다(p<0.05). 스타터와 넷의 첨가량에 따라 CF 2에

서는 A, C, D와 CF 3에서는 A, B, C, D에서 유의차가 나타

났다(p<0.05). 장 기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비단백태 질소화합물은 우유 의 온균이 생성하는 단

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유단백질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물질

이다. 이 효소는 내열성이어서 UHT 처리 후에도 활성화되

어 제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비단백태 질소화합물

함량이 증가되어 0.06% 정도가 되면 쓴맛을 유발한다고 보

고하 다(Renner, 1983). 본 실험에서는 세균수가 105 CFU/ 

Fig. 10. Change in the contents of non protein nitrogen (NPN) 

of Mozzarella cheese made with retentate of A, B, C, and D of 

raw milk by ultrafiltraton CF 2 and CF 3 during 3 months at 4℃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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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oncentrated raw milk as control; CF (concentration factor)= 

mass of milk (kg)/(mass of milk (kg)－mass of permeate (kg)); 

Addition ratio(50, 65 or 80) of starter and rennet to compare with 

control as 100 ; Average value of n=3.

mL 이하의 원유보다 세균수가 3.0×104 CFU/mL 원유로 만

든모짜 라 치즈의비단백태 질소화합물이더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한외여과에 의한 농축 일정량이 투과

액으로빠져나갔기때문에총고형분함량이증가됨에도불

구하고 NPN의 함량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Gupta & Reuter 

1987). 

8) 식염(NaCl)

원료유와 한외여과기를 이용해 제조된 각 농축계수별 치

즈 샘 에 한 장 기간 동안의 식염의 변화는 Fig. 11에

나타나있다. A, B, C, D 모두에서 염은 조구와 처리구 사

이, 그리고 장기간에 있어서 유의차가 있었다(p<0.05). 세

균수 10만일 때 유지방 3%(A)와 0.5%(D) 사이, 유지방 3%

일 때 세균수 10만(B)과 3만(D) 사이에서 유의차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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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2와 CF3 내에서 유의차를 나타내었다(p<0.05). 장 기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Rudan 등(1999)은 치즈의 식염함량 연구를 하 는데, 치

즈의 지방이 4.10%일 때 치즈의 식염은 1.69%, 치즈의 지방

이 9.4%일 때 치즈의 식염은 1.70%, 치즈의 지방이 16.48%

일 때 치즈의 식염은 1.67%, 그리고 치즈의 지방이 27.73%

일때 치즈의 식염은 1.60%으로 보고하 다. 식염의 증가는

수분의 감소 때문으로 사료된다. Barbano 등(1994)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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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hange in the contents of NaCl of Mozzarella cheese 

made with retentate of A, B, C, and D of raw milk by ultrafiltraton 

CF 2 and CF 3 during 3 months at 4℃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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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oncentrated raw milk as control; CF (concentration factor)= 

mass of milk (kg)/(mass of milk (kg)－mass of permeate (kg)); 

Addition ratio(50, 65 or 80) of starter and rennet to compare with 

control as 100 ; Average value of n=3.

식염 함량은 1.76%로 보고하 다. Coagulant type을 달리하

을 때 식염 함량은 Yun 등(1993a)에 의해서 연구되었는데, 

Endothia parasitica protease일 때는 식염이 1.55% 고, CDF 

(chymosin derived by fermentation)일 때는 식염이 1.51%, 그

리고 Mucor miehei protease일 때는 식염이 1.46% 다. 본 실

험과 비교해서 비슷한 결과치를 보 다. 한 가열온도에

따른 연구에서 Yun 등(1993a)은 38℃일 때는 식염 함량이

1.43% 고, 41℃일 때는 1.41% 으며, 그리고 44℃일 때는

1.44%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는 40℃로 가열온도하 는

데, 평균 으로본 실험에서의값이낮았지만 장할수록증

가치를 보 다. 치즈의 염지방법으로는 첫째 커드의 표면에

직 식염을 살포하는 방법으로 Cheddar와 Cottage 치즈 등

의 제조에 이용되며, 둘째 식염이나 식염 slurry를커드의표

면에 바르는 방법으로 blue type cheese의 제조에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커드를 라인(brine)에 담그는 방법으로 Edam, 

Gouda, 피자 등의치즈제조에이용되며, 때로는 의 세 가

지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커드의 염분 흡수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치즈의 표면 , 염지시간, 커드와

라인의온도, 커드 pH, 커드의수분함량등많은요인이있

다. Breene 등(1964)의 보고에 의하면 Cheddar 치즈, Brick 치

즈, Emmental 치즈, Romano 치즈와 blue-type 치즈의 표면

이 증가하면 치즈의 염분 흡수도 증가한다고 하 으며, 염

지시간이 증가가 염분 흡수를 증가시키지만 염지시간에 따

라 일정하게 증가하지는 않고 염지시간의 root 제곱에 비례

한다고 보고하 다(Breene et al., 1964; Godinho & Fox, 1981; 

Guinne & Fox, 1985). 산도와 염분 흡수에 한 계가모든

치즈에서 밝 지진 않았지만, Cheddar 치즈의 경우 낮은 산

도커드가 높은 산도 커드보다 염분의 흡수가많았다(Gilles, 

1976; Guinne & Fox, 1985; Lawrence et al., 1987). Guinne와

Fox(1985)는 Gouda 치즈의 표면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수

분함량과 S/M(solid in moisture) 함량의 계에 해서 수분

함량과 S/M 함량은 표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감소하나, 그

차이는 염지시간이 증가할수록 작아진다고 보고하 다. 염

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분함량이 감소되는데, 왜냐하면

커드내에 함유된 NaCl 성분이 수분의 배출을 돕기 때문이

다(Tomas & Pearce, 1981). Choi 등(1993)은염지시간이 증가

함에 따라 용융성이 감소한다고 보고하 고, 이것은 염지시

간이 증가함에 따라 소 의 침투에 의해 커드에 수분 배출

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Prentice(1972)에 의하면 치즈 내

존재하는 수분은 자유수로 존재하거나 결합수로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며, 염도 증가 등 여러 이유에 의하며

수분함량이 감소될수록 카제인의 구조가 더욱 촘촘하게 변

형되어 경도가 증가되며, 수분은 한 치즈 내 단백질간의

lubricant plasticizer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짜 라 치

즈의 경도, 껌성, 씹힘성 등이 증가하여 낮은 용융성을 나타

낸다고 하 다. Ripple과 Kindstedt(1989)에 의하면 식염은

치즈내 카제인의 유화작용을 진시켜 지방분리 상을 감

소시킨다고 주장하 고, Shimp(1985)에 의하며 식염이 치즈

내의 카제인에 향을 주어 FO 생성량을 감소시키는 기작

을 보고하 고, 가공치즈의 경우에 있어서는 카제인이 주

된 유화제로 작용하고, 지방구를 둘러싸고 있는 카제인과

CaPO4 결합이 유화염이 첨가됨으로써 Ca2+이 유리되고 Na+

이 치환되어 가공치즈의 경우에는 안정된 단백질 망상구조

를 형성하여 자연치즈의 경우보다 열처리시에도 지방분리

가 덜 발생한다고 보고하 다. 즉, 모짜 라 치즈의 경우에

는 염지시 가공치즈와는 달리 유화염의 Na 신 NaCl의 Na

가 CaPO4의 Ca
2+
과 치환되어 Na2PO4로 되어 카제인의 유화

능력이 증가된다고 사료된다. Kindstedt와 Kiely(1992)은 모

짜 라 치즈의 염지시 염지가 잘 되지 않은 치즈 앙부분

에서 지방분리가 많은 것을 찰하 고, 치즈 표면의 Ca 함

량이 내부보다 낮고 Na 함량은 내부보다 높은 결과를 얻어

Shimp(1985)의 주장과 일치함을 나타낸다.

요 약

본 연구는 한외여과를 이용하여 제조한 모짜 라 치즈와

통 인 방법에 의해서제조한 치즈의일반성분을 비교 분

석 평가하여 경제 으로 개선된 모짜 라 치즈를 제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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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목 이 있다. 한외여과에 의해서 농축액의 지방, 단백

질, 무지고형분(SNF) 함량이 원료유보다 높았으며, 한외여

과의 농축계수만큼 증가하 지만(p<0.05), 유당에서는 유의

차가 없었다. 세균수에는 원료유와 농축액 모두 향을 받

지 않았다. 유청성분 단백질, 유당, 무지고형분은 처리구

가 조구보다 높았으며(p<0.05), 스타터 균주와 넷 첨가

량에 따라서 유의차를 나타났지만, 세균수에 의해서 유청

성분은 향을 받지 않았다. 모짜 라 치즈의 일반성분 분

석 총 고형분은 지방 함량이 낮을수록 총 고형분 함량은

낮게 나타났다. 장 기간 동안 총 고형분은 증가하는 경향

을 보 다. 회분은 조구와 처리구 장기간과는 유의

차가 없었다. 세균수와 유지방 함량 사이에서는 어떠한 유

의차도 나타나지 않았고, 스타터와 넷의 첨가량도 회분에

는 향을 주지 않았다. 장 기간 동안 거의 일정한 값을

보 다. 세균수와 지방 함량 의해 지방에 향을 주었으며

(p<0.05), 스타터와 넷의 첨가량에 따라서 조구와 처리

구, CF 2, CF 3 그리고 첨가량이 50%, 65% 그리고 80%일

때도 각각 유의차를 나타내었다(p<0.05). 장 기간 동안 지

방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유당은 스타터와 넷의 첨

가량에 따라 유의차가 있었고, 장 기간 동안 감소하는 경

향을 보 다. 단백질은 스타터와 넷의 첨가량에 따라 CF 

2와 CF 3 사이에서만 유의차가 있었고(p<0.05), 장 기간

동안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수용성 질소화합물도 유지방

함량에 상 없이 세균수, 스타터와 넷의 첨가량에 따라

향을 받으며(p<0.05), 장 기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비단백태 질소화합물은 장기간에 향을 받으며, 

장기간 동안 증가하 다. 식염(NaCl)은 장 기간 동안

증가하며, 스타터와 넷의 첨가량에 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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