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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lity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yoghurt powder products marketed in Korea were compared. According to the 
product type classification, no product met the product identity of “fermented milk powder” (six were identified as “other 
processed product” and nine as “sugar product”). Titratable acidity of products (10%, w/v) varied from 0.11 to 0.82% while 
numbers of lactic acid bacteria varied from 0 to 1.4×108 CFU/g.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ydration properties 
and viscosity of yoghurt powder products. Some regulations are required to avoid consumer misunderstanding of beneficial 
health effects of yoghurt powder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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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분말 요구르트는 신선한 요구르트의 건조된 형태로서, 
적절한 포장방법으로 보관될 경우, 품질의 현저한 변화 없
이 장기 저장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이며 편이적 특성이 우

수한 제품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분말 요구르트는 물이나
우유에 환원하여 음용되거나, 제과나 소스 등 다양한 식품
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신선한 요구르트의 건조에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동결건조보다는 분무건조 방법이 사용

되고 있으며, 열에 취약한 유산균수의 유지나 우수한 환원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최적 건조 조건의 확립은 필수적

요소이다. 

요구르트 분말의 생균수와 관능적 품질의 최적화를 위한

반응표면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무건조 송풍 온도는 170℃, 
배풍온도는 60.5℃, 요구르트 시료의 투입온도는 15℃에서
분무건조를 실시한 경우,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Koc 
et al., 2010). 분무건조 시 일어나는 관능적 특성의 변화는
요구르트 고유의 휘발성 향기 성분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

가 있는데, carrageenan, xanthan, gellan과 같은 검류의 첨가
는 acetaldehyde와같은 발효풍미의유지 효과를향상시켰으
며, 분산성 및 용해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다(Figueroa 
et al., 2002). 분말 요구르트의 환원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일반 분유에 적용되는 인스턴트화 공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요구르트 커드를 alginate 혹은 gelatin과 같은 검류
와 혼합, 균질 후 분무건조하고, 유동층 건조기를 이용하여
입자의 과립화를 유도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Kumar 
and Mishra, 2004).



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지 제32권 제2호(2014)158

본 연구는 국내에서 소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요구르트 분말 제품을 구입하여 제품 간의 품질 차이를 분

석하고, 적절한 품질 규격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
국내대형마트나인터넷 쇼핑몰에서 “요구르트분말”, “분

말 요구르트”, “발효유 분말”, “yogurt powder” 등이 표기된
제품을 구입하였으며, 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분말 요
구르트 2종을 포함하여 총 15종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2. pH와 TA 분석
시료의 pH는 상온(25℃)에서 10%의 농도로 증류수에 녹

인 후 표준용액으로 보정한 pH meter(Thermo Orion pH 
meter, model 420, Thermo Orion, Waltham, MA)로 측정하
였다. 적정산도는 10%의 농도로 녹인 15종의 시료를 0.1N 
NaOH와 1%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이용하여 소비된 알칼
리 용액의 양을 젖산의 당량 %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3. 미생물 검사
시료에 명시되어 있는 총 유산균수, 비피더스균수와 유

산간균수를 평판배양법을 이용하여 colony 수를 측정하였
다. 시료 중 균수에 대한 표시사항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총 유산균수만을 측정하였으며, 균수 측정을 위하
여 사용한 배지와 배양 조건은 Table 1과 같다. 미생물 검사
를 위하여 시료(10%, w/v)는 멸균된 증류수에 녹여 101~108

배 까지 희석하여 배양 측정하였다.

4. 시료의 입도 분석
대표적인 시료 4종의 입자 크기, 젖음성과 분산성을 측

정하였다. 시료의 입자 크기는 laser diffraction particle size 
analyzer(CILAS 1064 Compagnie Industrielle Des Lasers, 
Franc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시료 입자 크기의 분포
폭을 의미하는 span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Span = (d90－d10) / d50

Table 1. Testing conditions for bacterial count

Medium Incubation Microorganisms
BCP 37℃, 3 days, aerobic Total lactic acid bacteria

MRS 5.4 37℃, 2 days, aerobic Lactobacilli
BL-MUP 37℃, 3 days, anaerobic Bifidobacteria

식에서 d90, d10, d50은 누적 부피로 각각 90, 10, 50%에
해당하는 시료의 직경을 의미한다.

5, 환원특성
시료의 환원특성으로서 젖음성은 시료 3 g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젖음성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Lee et al., 2014). 분산성은 Jinapong 등(2008)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시료 4 g을 40 mL의 증류수(25℃)에 넣고, 20
초간 100 rpm으로 교반하여 30초간 방치한 다음 150 μm 
체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여과된 시료 5 mL를 취하여

105℃ 건조 오븐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다음의 식을 이용
하여 분산성을 계산하였다.

분산성(%) = 

시료의양 g×  초기시료의수분함량
수분의양 mL시료의양 g×  여과시료의수분함량

× 

6.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였으며, 결과의 통계

분석은 SPSS 14.0(SPSS Inc., Chicago, IL, USA)의 ANOVA
를 이용하였다. 처리구 간의 유의적 차이(p<0.05)가 관찰된
경우, Tukey의 다중비교검정법을 사용하여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요구르트 분말 제품의 성분특성
국내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분말 요구르트는

발효유 분말로 분류되며, 발효유 분말은 원유 또는 유가공
품을 발효한 것으로,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위생적으
로첨가한유고형분 85% 이상인분말로정의된다. 발효유분
말(fermented milk powder)의 성분 규격을 발효유(fermented 
milk beverage) 및 농후발효유(fermented milk)와 비교하여
보면 Table 2(식품의약품안전처, 2014)와 같이 정리된다. 
발효유 분말에서는 위생적 기준 이외에 발효유와 농후발효

유에서 적용하고 있는 유산균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사항은 비교적 유제품의 품질에 대한 규정이 세분화

된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도 유사한 실정이다. 
Table 3은 구입한 시료를 제품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대부분의시료는 제품명에요구르트 파우더(yoghurt 
powder)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품
의 유형이 발효유 분말에 해당하는 제품은 없었으며, 9개
제품이 당류가공품, 6개 제품이 기타가공품에 해당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생각할 때 요구르트란 유산균을 함유

하여 건강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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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duct specification of fermented beverage, fermented milk and fermented milk powder

Fermented milk beverage Fermented milk Fermented milk powder

Characteristics A liquid which has its typical 
flavor and․colour without off-note

A liquid or semiliquid which has 
its typical flavor and․colour with-
out off-note

Typical flavor and․colour without 
off-note

Moisture(%) - - < 5
Milk solid(%) - - > 85

Non fat dry matter(%) > 3 > 8 -
Milk fat(%) - - -

Lactic acid bacteria > 107/mL > 108/mL
(Freezed products > 107/mL) -

Coliforms n=5, c=2, m≤3, M=10 n=5, c=2, m≤3, M=10 n=5, c=2, m≤3, M=10

Table 3. Product type of commercial yoghurt powder products

Samples Product type Usage
D1 Other processed product
I Other processed product
B Sugar product

G Sugar product
D2 Other processed product
J Other processed product
N Other processed product
E Other processed product Starter
F Sugar product

K Sugar product
S Sugar product
H Sugar product
T Sugar product
P Sugar product
F Sugar product

바, 요구르트 파우더, 요구르트 분말, 요거트 분말, 요거트
파우더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원재료에 발효유 분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제품명에는 요구르트 파우더라고 표시한 제품이 존재하였

으며, 분말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천연 요구르트라고 표시된
사례도 발견되었다. 

Table 4는 제품의 pH, 적정산도, 유산균수를 측정한 결
과이다. 각 제품의 pH와 제품 내 존재하는 유산균수와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제품 내 pH 또는 적정산도는 유산균의 발효과정에서 생성
되는 산 때문이라기보다는 제품의 신맛을 부여하기 위하여

구연산이나 사과산과 같은 산제를 인위적으로 첨가하기 때

Table 4. pH, titratable acidity and number of lactic acid bacteria 
in commercial yogurt powder products

Samples pH Titratable 
acidity(%)

Total lactic acid 
bacteria(CFU/g)

D1 3.78 0.35 1.4×108

I 2.85 0.47 3.5×104

B 3.17 0.44 1.6×106

G 2.73 0.25 1.0×103

D2 3.35 0.43 8.5×106

J 2.90 0.45 5.1×106

N 3.33 0.53 3.7×106

E 6.63 0.11 1.7×107

F 3.28 0.32 ND
K 4.14 0.26 ND
S 2.92 0.33 5.4×104

H 2.38 0.81 ND
T 3.42 0.36 ND
P 4.35 0.18 ND
F 3.14 0.62 ND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법적 규격은 존재하지 않으나, 
제품의 유산균수는 제품마다 상이하였으며, 유산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제품에서부터 108 수준의 유산균수를 가진 제
품까지 확인되었다. 요구르트 분말의 생존성과 관련하여 요
구르트 culture를 분무건조할 경우, S. thermophillus가 L. 
delbrueckii subsp. bulgaricus보다 높은 생존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며(Kim and Bhowmik, 1990), 건조 후 저장 온도
나 요구르트 분말의 수분활성도 등이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되었다(Kumar and Mishra, 2004).
또한, 제품마다 성분표시에 사용되는 1회 분량이 다르게

표시되어 제품 간의 비교가 쉽지 않은 불편함이 있었으며, 
당류나 단백질 함량에도 제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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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적 품질을 기준으로 할 때 요구르트 분말 등으로 표시

된 제품들은 요구르트 분말에 추가로 유산균을 첨가하여

균수를 높이거나, 추가로 첨가하지 않았지만 일정수준(103~ 
104 CFU/g)의 유산균수를 유지하는 경우, 또는 전혀 유산
균이 미검출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었다.

2. 요구르트 분말 제품의 환원특성
구입된 시료 중 풍미가 양호한 대표적 시료 4종(D2, K, 

T, P)을 선택하여 물에 환원 시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였
다. 물에 시료를 첨가하였을 때의 환원되는 형태는 지속적
으로 시료가 침강하여 가라앉는 형태(D2, K, T)와 표면에
장시간 부유하는 형태(P)로 구분되었으며, 침강성이 불량한
시료 P의 경우는 입자 크기가 매우 불균일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span 값과 입자 직경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분말 식품의 환원 특성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분말의 젖음성(wettability)은 입자가 용매와 접촉
하였을 때 물을 입자의 표면으로 끌어당기는 성질로서, 분
말 입자가 물과 입자 자신의 표면장력을 극복하는 힘으로

표현할 수 있다(Fang et al., 2008). 분말 요구르트 시료가
물과 접하면 요구르트 분말의 주성분인 유당, 단백질, 염
등이 용해됨에 따라 표면장력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시
료의 젖음성 차이는 일차적으로 구성 성분의 차이에서 비

롯될 수 있는데, 유리 지방이 젖음성의 감소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분무 건조 과정에서 일어나는 유당의 결정화에
따라주위의공기중으로부터수분을흡수하여고결화(caking)
가 일어나면 젖음성의 감소가 발생한다. 

Koc et al.(2012)은 불량한 젖음성은 시료 용해 속도의
감소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하였으며, 불용성 물질의 형성은
단백질의 변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시료의 분무 건조 조건

은제품의젖음성에영향을미치게된다(Milqvist et al., 2001). 
식품분말의 수화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젖음성이 전반적

인 수화속도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Table 5. Particle size, wettability and dispersibility of 4 repre-
sentative commercial yoghurt powder products

Samples Mean particle
size(㎛) Span Wettability

(sec)
Dispersibility 

(%)

D2 129a 1.70a 1.6±0.2b 90.1±1.0a

K 128a 1.85b 1.5±0.1b 77.6±2.7b 
T 129a 2.06c 1.6±0.3b 74.1±3.1b

P  90b 2.98d 7.3±2.9a 60.0±0.8c

Assays were performed in triplicate. Mean ± SD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관찰되며, 젖음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인스턴트화 공정 등
으로 입자 크기를 증가시켜 입자간 공극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Hogekamp and Schubert, 2003). 
입자의 젖음이 진행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입자의

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시료 구성성분 중 당과
같은 성분은 다른 구성 성분과 비교하여 용해 속도가 빠르

므로 신속히 용해되어 용액의 밀도를 상승시킴으로써 시료

의 잔여 성분과 용액과의 밀도 차이를 줄이고, 침강성을 감
소시킬 수 있다. 특히 입자 크기가 작은 시료의 경우 밀도
가 작으며, swelling이 일어나 표면으로 다시 부상하는 현상
이 관찰되는 바, 입자 밀도의 증가는 젖음성과 침강성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Fang et al., 2008).
습윤되어 매질에 침강된 입자는 작은 입자 단위로 미세하

게분산되는데, 이과정을일컫는용어가분산성(dispersibility)
이다. 분산성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며, 일반적
으로 제한된 교반조건(spatula를 이용한 60 rpm 정도의 교
반)에 노출시킨 후 150 μm의 체를 통과시켜 여과된 시료의
양으로 표현된다(IDF, 2013). 
분산성을 평가한 결과, 입자 크기가 작고 젖음성이 유의

적으로 불량하였던 시료가 가장 낮은 분산성을 나타냈으

며, 입자 크기 및 젖음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시료 중
에서는 D2의 시료가 유의적으로 높은 분산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D2 시료는 설탕으로 추정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입
자들이 다른 시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분

포하여 다른 시료보다 설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

다. 제품에서 당의 함량이 증가되면 제품에 침강성을 부여
하고 쉽게 용해되어 수화 특성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

낼 수는 있으나,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으로 생각된다. 위의 네 가지 시료의 경우에는 용해도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구성 성분의 비율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

되는 바, 실제 제품에서 제조 공정의 차이에 의하여 수화 특
성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여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다.

요 약

요구르트 분말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요구르
트 분말 제품은 ‘발효유 분말”의 법적 기준(>유고형분 85%)
을 총족시키지 못하고, 대부분의 제품 유형은 당류가공품
또는 기타 가공품에 해당하였다. 분말 요구르트 제품 중에
는 유산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제품도 상당수 있었으며, 
일부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건강 증진 효과는 기대하기 어

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품의 수화특성도 상당한 차이
를 보였으며, 제품 내 점증제 등의 함유 비율이 상이하여
동일한 농도로 환원시킨 경우, 점도에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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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성분규격이 명확치 않은 저가의 수입산 원료를

일부 첨가하여 유성분(유단백질)이나 유산균이 전혀 없는
제품을 요구르트 분말이라고 표기해서 판매되는 제품은 소

비자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법적 규격의 정비와 홍

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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