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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milk를 이용한 요구르트 제조 장기간 동안의

품질변화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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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analyzing the general composition and the change in the quality of soymilk-derived yogurts 

manufactured by adding skim milk and whey powder to soymilk heat-treated at 95℃/5 min and 120℃/10 min, respectively. 

1. During the storage of soymilk yogurt, the concentrations of total solids, protein, fat, and lactose slightly decreased, 

whereas viscosity, content of ash and NPN, and the number of lactic acid bacteria remained unchanged. 2. The pH and 

titratable acidity changed rapidly in all soymilk yogurts after 3 h of incubation. 3. We found 7.8×108 lactic acid bacteria 

in the control sample, 4.7×108 and 5.02×108 in soymilk yogurt with skim milk, respectively, and 5.9×108 and 5.5×108
, 

respectively in soymilk yogurt with whey powder according to degree of heat treatment with 95℃/5 min and 120℃/10 min. 

4. The viscosity of yogurt samples became lower as the heat treatment increased in temperature and in the length of time. 

5. The value of sensory evaluation was relatively high in soymilk yogurt with the added skim milk, which was heat-treated 

95℃/5 min; however, the value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sample. 6. Lactose, glucose, and galactose 

were detected in all samples because lactose is degraded into glucose and galactose within 3 h of ino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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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발효유는 우유 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최 의 발효유는 젖을 짜서실온에 하루 이틀방치하 다가

시큼하게 된 것을 먹는 습 에서 출발하 다(Lee 등, 1989). 

이러한 산유(酸乳)를 많이 먹는 지방의 사람들 에 장수자

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908년 Metchnikof에 의하여

Lactobacilli가 인체에 미치는 향에 한 이론이 밝 진 후, 

유산균을이용한각종발효식품의개발이시작되었다(Gilliland, 

1989). 20세기 부터 유산균으로부터 인체의 건강 양

에 하여 심이 집 되어 왔다. 유럽에선 20세기 , 미

국, 캐나다에서는 1940년 부터 발효유의 소비량이 하

게 증가하 다. 한국에서는 1971년부터 액상 발효유제품이

시 되기시작한 이래 1990년 까지소비량이 매년 속

도로 증가하 고, 농후 발효유는 그 동안 소비가 부진하다



한국유가공 술과학회지 제30권 제2 (2012)84

가 1980년 말부터 폭발 으로 증가하 으나, 최근에는 액

상이나호상발효유다같이소비증가율이안정되었으며, 1994

년도 1인당 연간 소비량이 11.5 kg을 과하여 발효유에

한 국민 심이 높아졌다(Jeong과 Kang, 1999).

한편, 두는 동아시아에서 기원 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한국에서는 약 1500년 부터 재배하기 시작하여 식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단백질은 용해도, 도, 착

력 아미노산 조성 등의 여러 가지 성질이 우유단백질과

유사하나(Klare, 1950), 특히 lysine의 함량이 높으므로 lysine

이 부족한 곡류 주의 식생활을 하는 지역에서 두는 우

수한 단백질의 원으로 권장되는 식품이다. 두는 물과

함께 마쇄할 때 두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과 각종 염류

가 용액 내에 녹아 들어가 교질 탁액인 두유를 이루는

데, 이것의 특성은 에멀젼을 형성하여 안정화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범 한 식품, 들 들어, coffee whitener, 소

시지, 햄 등 새로운 단백질 음료 등에 이용될 수 있다(Wolf, 

1975). 그러나, 두유는 가공제품의 품질에 향을 미치는

요한 인자인 lipoxygenase가 있는데, 이 효소는 콩의 가공

공정 조직 괴시 불포화 지방산을 분해시켜 콩 비린내

의 원인이 되는 알코올, 알데히드 톤 화합물을 생성시

킨다고 하 다(Wolf, 1977). 이런 특유의 불쾌 취가 있으므

로 두의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Seong 등(1984)은

두의 소화율을 높이고 beany flavor를 없애기 하여 시도

된 가공법 의 하나가 두유의 발효라고 하 다. 두 요

구르트는 지 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Kanda 등, 

1976). 두유를 Lactobacillus 속혹은 Streptococcus 속등의단독

혹은 혼합 균주가 우수한 생육과 산 생성을 보이나(Pinthong 

등, 1980), 일반 으로 두유에서의 유산균 생육은 우유에서

보다 떨어지지만, 각종 첨가물(탈지분유, 당, 단백질 가수분

해물, 아미노산, 효소 추출물, whey powder)에 의해 크게 향

상된다고하 다(Seong 등, 1984). 그 Yamanaka와 Furukawa 

(1970)은 두유를 L. acidophilus로 유산 발효시킬 때 탈지분

유의첨가가가장효과 이었다는보고가있고, Renner(1983)

는 두에 유청을사용하면 두 단백질의제한 아미노산의

황함유 아미노산을 유청단백질로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

다. 유청분말은유산균의산생성과직 계가있는유당의

함량이다른유제품보다높고, 유산균의발육을 진시킬수

있는 유리 아미노산, peptides 등이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

어 산 생성을 진시킨 것으로 사료된다(Kosikowski, 1977).

따라서 본 연구는 두로 soymilk를 제조하여 각종 첨가

물(탈지분유, 유청분말)을 정량 첨가한 후 요구르트를 제

조하여 값이 렴한 기능성 발효유의 제조 장성을 연

구함으로써 이화학 인 능 인 변화를 찰하여 보다 좋

은 발효유의 품질향상을 모색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1. 실험재료

1) 공시균주

공시균주는 삼익유가공㈜에서 보 인 ABT-D(Str. Ther-

mophilus:Str. Acidophilus:Bifidobacterium=1:1:1, Rhone-Poulenc, 

USA) 혼합동결건조균주를 direct vat system으로이용하 다.

2) 공시재료

공시재료는 농 에서 매되는 제품인 백태(soy)를 구입

하여 soymilk를 만들었고, 서울우유(協)에서 가공한 탈지분

유(무지고형분 89%, sucrose 10%, 지방 1%)와 whey powder 

(삼익유가공)를사용하 다. 건국유업에납유되는양질의원

유를 조구로 사용하 다.

3) 공시 시료의 제조

공시 시료인 soymilk를 만들어서 탈지분유 는 탈지분유

와 whey powder의 혼합물(1:1)을 첨가하여 총 고형분을 10%

로 제조한 yoghurt mix를 95℃/5 min과 120℃/10 min의 조건

으로 살균한 후 37℃로 냉각하여 혼합균주를 0.1%(g/mL) 

종하여 37℃에서 3시간 동안 배양한 후 4℃로 보 하 다. 

이것은 Fig. 1에 나타나 있다. 조구는 원유에 탈지분유를

첨가하여 총 고형분 15%로 제조된 요구르트이며, 공시시료

의 분석은 3일 간격으로 15일간 장하면서 분석하 다.

2. 실험방법

1) 일반성분분석

AOAC(16
th, 1995) 방법에 따라 총 고형분, 지방, 회분, 단

백질, 유당 등을 분석을 하 다.

2) pH 정산도 측정

요구르트의 pH 측정은 pH meter(Orion 420, USA)를 이용

하여측정하 다. Electrode는사용하기 에 color-coded buffer 

(500 mL)로 pH 4.0(red), pH 7.0(yellow)에서 standardization하

고, 온도는 ATC probe에의해자동보정시켰다. 정산도는

AOAC(16
th, 1995) 방법에따라시료 20 g에증류수 40 g을첨

가하고 1% phenolphthalein 0.2 mL를첨가한후, 0.1N NaOH로

정하여 그 정량의 1/100을 정산도(%)로 하 다.

3) 도 측정

도의측정은발효된요구르트샘 을비어커에담아 4℃

로 냉각된 것을 LVF Viscometer(Brookfield Engineer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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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ogenization

↙ ↘

Pasteurization 

(95℃/5min)

Pasteurization 

(120℃/10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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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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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ubation at 37℃ until 3 hours

↓

Cooling (4℃)

Fig. 1. The manufacturing procedure of yoghurt by using soymilk.

Inc., USA)를 사용하여 R.P.M.; 30, Spindle: No. 4로 측정하

으며, Dial Reading×Factor= 도로 계산하 다.

4) 비단백태질소화합물(Nonprotein nitrogen) 분석

AOAC(16th, 1995) 방법에따라시료 10 mL를채취하여 15% 

TCA 40 mL와 혼합하여 정치시킨 후 Whatman No. 1로 여과

한 것 여액 20 mL를 채취하여 Kjeldahl method를 이용하

여 0.1N HCl로 정하여 분석하 다.

5) 유산균수 측정

유산균수의측정은멸균된희석액(0.125% phosphate buffer)

에 정 비율로 희석된 배양액 1 mL를 직경 90Ø petri dish

에 채취하여 BCP agar(Eiken Chemical Co. Ltd, Japan)와 혼

합한다음 37℃에서 72시간동안배양한후에 25～250 colony

를나타낸것을취하여유산균수를측정하는 Standard method 

(APHA, 1985) 방법을 사용하 다.

6) 유청 분리량 측정

유청 분리량은 10℃에서 샘 150 mL에서 4분간 분리된

유청의 양을 측정하 다.

7) 능검사

The Sensory Evaluation of Dairy Product(Bodyfelt 등, 1965)

에언 된방법을변형시켜 Body & Texture, Appearance, Flavor 

등의 3개 항목에 하여 평가하 다. 평가기 은 각 항목에

하여 very good(5 ), good(4 ), medium(3 ), poor(2 ), 

unacceptable(1 )을 기 으로 하여 실시하 다.

8) 당 분석

당추출은 Song(1996)의방법을변형하여추출한각 10 mL

의샘 에 95% 에탄올을첨가하여최종에탄올농도가 80%가

되도록혼합하 다. 혼합물은단백질침 을 해서실온에서

20분간정치시켰다. 그후각샘 은두개의원심분리용 tube

에 같이나 고, 실온에서 2,000 rpm으로 10분간분리시켰다. 

상등액은여과지Whatman No. 42(Whatman Laboratory, Clifton, 

NJ, USA)로여과시키고, rotary evaporator (Buchi Laboratoriums, 

Flawil, Switzerland)를사용해서 40℃에서여과액을거의마를

정도까지 농축시켰다. 그리고 나서 추출물은 3 mL의 여과된

탈이온수(water)에녹이고 Sep-Pak C18 classic cartridge(Millipore 

Co., Milford, MA, USA)를통해여과시킨후 0.45 μm syringe 

filter(Bio-Rad Laboratories, Richmond, CA, USA)를 통해 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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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마지막추출물은 3 mL screw-capped vial에모아서분

석할 때까지 동결건조하 다.

HPLC 분석은동결 장후용해시킨추출물은 Water R401 

Differential Refractometer와 Waters U6K injector(20 μL)과그

리고 Baseline 810 data system을가진 Waters Model 510 HPLC 

dual pump system을사용해서 lactose, glucose와 galactose 등을

분석하 다. 당칼럼(carbohydrate column)은Bio-Rad 제품인Aminex 

87-P carbohydrate analysis column(Bio-Rad Laboratories, Richmond, 

CA, USA)를사용하 다. Column은HPLC용Drying oven(Waters, 

USA)을이용하여 85℃로유지되었고, 1분에 0.4 mL의유속으로

mobile phase로는 여과된 이온수(Milli-Q water system, Waters, 

USA)를사용하 다. 추출물은 20 μL의주사량(Injection volume)

으로 HPLC에 주입하여 두 번씩 분석하 다.

결과 고찰

1. 일반성분

1) 지방

Soymilk를 이용하여 제조된 각각의 요구르트와 조구에

한 장기간동안의지방함량의변화는 Fig. 2에나타나있

다. 조구의지방함량은 2.93%이었고, 샘 SMNL는 1.80%, 

샘 SMNH는 1.85% 그리고 샘 SMMK와 샘 SMMH는 

각각 1.77%와 1.80%로 나타났다. 모든 샘 들의 장기간

동안의 지방 함량의 변화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지방 분해가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2) 단백질

Soymilk를 이용하여 제조된 각각의 요구르트와 조구에

한 장기간 동안의 단백질 함량의 변화는 Fig. 3에 나타

나 있다. 발효된 조구의 단백질 함량은 2.18%이었고, 샘

Table 1. Raw materials for manufacturing of soymilk yoghurt

Raw milk Control1) Soymilk
Soymilk+NFDM2,3)

(Nonfat milk powder)

Soymilk+Mixture4,5)

(Nonfat milk powder:whey powder=1:1)

Protein(%)  3.02  3.48 2.00  2.91  2.92

Fat(%)  3.95  3.20 1.00  1.90  1.90

Lactose(%)  4.55  5.79 0.10  2.75  2.83

Total solids(%) 12.17 15.80 5.02 10.40 10.80

Ash(%)  0.65  0.80 0.30  1.00  0.80
1) Control: raw milk + nonfat milk powder [85℃/10 min]
2) SMNL: soymilk + nonfat milk powder [95℃/5 min]
3) SMNH: soymilk + nonfat milk powder [120℃/10 min]
4) SMML: soymilk + mix (nonfat milk powder: whey powder=1:1) [95℃/5 min]
5) SMMH: soymilk + mix (nonfat milk powder: whey powder=1:1) [120℃/10 min]

Fig. 2. The change of fat content in soymilk yoghurt during 

refrigerated storage (4℃).

Fig. 3. The change of protein content in soymilk yoghurt during 

refrigerated storage (4℃).

SMNL와 샘 SMNH는 각각 2.36%, 2.32%로 나타났으

며, 샘 SMMK와샘 SMMH는 각각 2.20%와 2.19%로 나

타났다. 장기간 동안의 단백질 함량의 변화는모든샘 들

이약간의감소가 찰되었다. 이는유산균에의한 proteolysis

가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Tamime와 Robinso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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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strumental conditions for sugar extraction

Instrument Waters associates HPLC

Column
Aminex 87-P Carbohydrate Analysis Column

(300 mm×7.8 mm, Bio-Rad Co.)

Detector Waters Associates Differential Refractometer

Solvent H2O

Flow rate 0.4 mL/min

Temperature 85℃

Polarity (－)

Attenuator X 32

3) 유당

Soymilk를 이용하여 제조된 각각의 요구르트와 조구에

한 장기간 동안의 유당 함량의 변화는 Fig. 4에 나타나

있다. 두유에서의유당은거의검출되지않았다. 샘 SMNL

는 2.53%, 샘 SMNH는 2.26%, 샘 SMMK와 샘 SMMH

는 각각 2.21%와 2.19%로 나타난 것은 탈지분유와 유청분

말의 첨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간 동안의 유

당 함량은 일정 비율로 감소되는 것이 찰되었으며, 이는

유산균이 온에서도 약간의 활력을잃지 않아서이에 유당

을 분해하여 유산을 생성하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4) 총 고형분과 회분

Soymilk를 이용하여 제조된 각각의 총 고형분과 회분의

장기간 동안의 유당 함량의 변화는 Fig. 5와 6에 나타나

있다. 총 고형분에서 조구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다른

샘 들에 한 변화는 약간의 감소가 일어났다. 회분 함량

은 장 에 모든 샘 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pH 정산도

Soymilk를이용하여 제조된각각의 샘 들의제조 시 3시

간 동안 pH와 정산도의 변화는 Table 3과 Table 4에 나타

내었고, 샘 들의 장기간 동안의 pH와 정산도의 변화는

Fig. 7과 Fig. 8에 나타내었다. pH와 정산도의 변화는 3시

간 동안 배양했을 때 모든 샘 의 pH 4.6까지는 거의 3시간

안에도달하 다. Mital과 Steinkraus(1997)은어떤 lactic culture

보다 S. thermophilus가 soymilk 내에 가장 산 생성이 탁월하

다고하 다. 이는발효속도에기여한것으로사료되며, 혼합

균주를사용하고, 기 종균수가많으며, 유당의첨가로인

하여 발효속도가 빠른 것으로 사료된다. Soymilk 요구르트

의 열처리에 따른 pH와 정산도의 변화는 큰 변화가 없었

다. Seong 등(1984)은 두단백첨가요구르트에서 121℃에서

가열처리된경우유산균의 생육에는 큰차이가없었고, 산의

Fig. 4. The change of lactose content in soymilk yoghurt during 

refrigerated storage (4℃).

Fig. 5. The change of total solids content in soymilk yoghurt 

during refrigerated storage (4℃).

Fig. 6. The change of ash content in soymilk yoghurt during  

refrigerated storage (4℃).

생성이 다소 감소 결과가 있었다고 하 으나, 산 생성도 다

른 샘 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열처리 온

도에 의한 변화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간 동안의 모든 샘 들의 pH와 정산도의 변화는

게나마 pH는 감소하고, 정산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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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hange of pH in soymilk yoghurt during incubation (37℃)

Time (hr) Control1) SMNL2) SMNH3) SMML4) SMMH5)

0 6.30 6.51 6.63 6.52 6.58

1 5.90 5.40 5.48 5.55 5.89

2 5.56 4.82 4.81 4.68 4.88

3 4.76 4.49 4.45 4.58 4.55
1) Control: raw milk + nonfat milk powder [85℃/10 min].
2) SMNL: soymilk + nonfat milk powder [95℃/5 min].
3) SMNH: soymilk + nonfat milk powder [120℃/10 min].
4) SMML: soymilk + mix (nonfat milk powder: whey powder=1:1) [95℃/5 min].
5) SMMH: soymilk + mix (nonfat milk powder: whey powder=1:1) [120℃/10 min].

Table 4. The change of titratable acidity in soymilk yoghurt during incubation (37℃)

Time (hr) Control1) SMNL2) SMNH3) SMML4) SMMH5)

0 0.33 0.27 0.25 0.27 0.26

1 0.39 0.36 0.38 0.37 0.32

2 0.47 0.50 0.49 0.53 0.46

3 0.56 0.62 0.59 0.63 0.60
1) Control: raw milk + nonfat milk powder [85℃/10 min].
2) SMNL: soymilk + nonfat milk powder [95℃/5 min].
3) SMNH: soymilk + nonfat milk powder [120℃/10 min].
4) SMML: soymilk + mix (nonfat milk powder: whey powder=1:1) [95℃/5 min].
5) SMMH: soymilk + mix (nonfat milk powder: whey powder=1:1) [120℃/10 min].

Fig. 7. The change of pH in soymilk yoghurt during refrigerated 

storage (4℃).

다. Kim과 Ko(1990)는 2주간 5℃에 장했을 때 두 요

구르트의 pH와 산도의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 고, 약간

의 변화는 낮은 온도에서도 유산균이 활력을 어는 정도 유

지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Tamime와 Robinson, 1985).

3. 도

Soymilk를 이용하여 제조된 각각의 요구르트와 조구에

한 장기간 동안의 도의 변화는 Fig. 9에 나타나 있다. 

Fig. 8. The change of titratable acidity in soymilk yoghurt during 

refrigerated storage (4℃).

두유의 도는 균질화의 정도에 많은 향을 받으며(Prieplke 

등, 1980), yoghurt의경우 consistency, viscosity와whey separation 

같은 물리 성질에 향을 주는 요소는 T.S. 함량, 산도, 

염의 양, 사용균주의 단백 분해능력에 따라 향을 받으며, 

단백질 함량이 증가할수록 coagulum의 굳기가 향상되며, 

온도의 변화에도 향이 있다고 하 다(Rasic과 Kurmann, 

1978; Ramime과 Robinson, 1985). 이에 유청을 첨가한 SMML

와 SMMH가 SMNL와 SMNH보다는 도가 낮았으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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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은 고온처리한 샘 인 SMNH와 SMMH가 SMNL

와 SMML보다는 상 으로 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조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동안의

모든 샘 에 한 도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4. 비단백태질소화합물(Nonprotein nitrogen)

Soymilk를 이용하여 제조된 각각의 요구르트와 조구에

한 장기간 동안의 NPN(nonprotein nitrogen) 함량의 변

화는 Fig. 10에 나타나 있다. 장기간 동안의 모든 샘 에

한 NPN 함량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5. 유산균수

Soymilk를 이용하여 제조된 각각의 요구르트와 조구에

한 장기간 동안의 유산균의수 변화는 Fig. 11에 나타나

있다. 유산균수에서 조구는 7.8×108
인데 비하여 각각의

soymilk 요구르트의 유산균수는 SMNL는 4.97×108이었고, 

SMNH 5.028×108
이었으며, SMML와 SMMH는 각각 5.90×108

과 5.50×108
으로 나타났다.

Fig. 9. The change of viscosity in soymilk yoghurt during 

refrigerated storage (4℃).

Fig. 10. The change of non protein nitrogen in soymilk yoghurt 

during refrigerated storage (4℃).

우유 혼합 두유의 경우, Lactobacillus 속 종요구르트가 최

고 1억/mL 이상의생균수를보이고있다는 Seong 등(1984)의

보고와 비슷한 생균수를 유지했다. 장기간 동안의 유산균

수의 변화는 조구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soymilk 요구

르트는 모두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은

Kim과 Ko(1990)의 실험결과와 비슷하 다.

6. 유청 분리

Soymilk를 이용하여 제조된 각각의 요구르트와 조구에

한 장기간 동안의 유청의 변화는 Fig. 12에 나타나 있

다. 요구르트 gel로부터유청의 분리가 없는 것이 우수한 제

품이라고 알려져 있다(Rasic과 Kurmann, 1978). 가열에 의한

유청단백질의 변성은 보수력을 증진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데(Alais, 1974), 120℃에서 10분 동안 가열한 샘 SMNH 

(16.6 mL)와 SMMH(15 mL)가 상 으로 95℃에서 5분 동

안 열처리한 SMNL(25 mL)와 SMML(10 mL)보다는 유청 분

리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동안의 유청 분리량

은 모든 샘 에 큰 변화가 없었다.

Fig. 11. The change of lactic acid bacteria in soymilk yoghurt 

during refrigerated storage (4℃).

Fig. 12. The change of whey separation volume in soymilk 

yoghurt during refrigerated stor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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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능검사

Soymilk를 이용하여 제조된 각각의 요구르트와 조구에

한 장기간 동안의 능검사 수치의 변화는 Fig. 13～16

에 나타나 있다. Soymilk 요구르트는 조구에 비하여 선호

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120℃/10 min 처리구는 appearance

Fig. 13. The change of sensory score of body and texture during 

refrigerated storage (4℃).

Fig. 14. The change of sensory score of appearance during 

refrigerated storage (4℃).

Fig. 15. The change of sensory score of flavor during refrigerated 

storage (4℃).

Fig. 16. The change of sensory score of beanness during refrigerated

storage (4℃).

가 히 떨어졌으나, beanness는 다른 처리구에 비하여 좋

은 것으로 나타났다. 

Ko 등(1984)에 의하면 두요구르트의 경우 커드의 침

이 생기며, 조직(texture)이 시 의 요구르트보다 거칠고, 콩

비린 (beany flavor)가 남아 있기 때문에 풍미가 떨어진다

고 하 다.

8. 당 분석(HPLC)

Soymilk를 이용하여 제조된 조구와 샘 SMNL, SMML

의 각각의 균 종 0시간 때를 HPLC로 측정한 결과는 Fig. 

17～19, 그리고 종 시간 별 측정치는 Table 5, 6, 7에 나

타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같이검출시간 에서 peak는

16.70～16.72 min은 lactose이고, 18.64 min은 glucose와 21.68 

min 때는 galactose로 Song(1996)의 실험결과와 일치하 다.

Lactose, glucose, galactose의 표 물질(1%) 가운데 조구

는 lactose 이외에 두 개의 당물질은 0시간 때 peak가뚜렷이

Fig. 17. The HPLC chromatogram of control at 0 time.

1. Unidentified peak, 2. Lactose, 3. Fruct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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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The HPLC chromatogram of sample SMNL at 0 time.

1. and 2. Unidentified peak, 3. Lactose, 4. Glucose, 5. Galactose, 

6. Fructose

Fig. 19. The HPLC chromatogram of sample SMML at 0 time.

1. and 2. Unidentified peak, 3. Lactose, 4. Glucose, 5. Galactose, 

6. Fructose

나타나지 않으나, 2, 3시간 때에는 차 으로 나타났으며, 

샘 SMNL와 SMML는 0시간 때 peak가 모두 뚜렷이 나타

났으며, Table 5～7과 보는 바와 같이 차 으로 lactose는

감소하고, glucose와 galactose는 차 으로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발효에 의하여 lactose의 분해가 일어난

Table 5. The value of HPLC of control* during incubation (37℃) 

(unit: g/L)

Time (hr) Lactose Glucose Galactose

0 3.446 No data No data

1 5.505 No data No data

2 3.318 0.057 0.251

3 2.361 0.251 0.452

*Control: raw milk + nonfat dry milk [85℃/10 min]

Table 6. The value of HPLC of sample SMNL* during incubation 

(37℃)                                          (unit: g/L)

Time (hr) Lactose Glucose Galactose

0 1.380 0.088 0.022

1 0.842 0.167 0.022

2 0.937 0.062 0.189

3 0.942 0.102 0.113

*SMNL: soymilk + nonfat milk powder [95℃/5 min]

Table 7. The value of HPLC of sample SMML* during incubation

(37℃)                                          (unit: g/L)

Time (hr) Lactose Glucose Galactose

0 2.223 0.17 0.072

1 1.386 0.084 0.034

2 0.822 0.072 0.046

3 0.63 0.030 0.070

*SMML: soymilk + mix (nonfat milk powder: whey powder=1:1)

[95℃/5 min]

것으로사료된다. Song(1996)에 의하면 lactose 1몰(MW=360)

이 가수분해하면 glucose 1몰(MW=180)과 galactose 1몰(MW= 

180)을 생성한다고 하 다. 하지만 일정한 분해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효소에 의한 분해가 같이 일어나는 것

으로 사료된다(Song,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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