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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Ready-to-drink(RTD) 커피는 구입해서 바로 마실 수 있는
캔, 컵, 병 등의 형태로, 2000년도 후반 이후 매년 20% 이상
으로 성장하였으나, 2014～2015년에는 커피전문점 커피에
밀려 3%대의 낮은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최근 한반

도의온난화 현상, 프리미엄 RTD 커피 제품확대및 편의점
수 증가로 인한 구매 편의성 향상 등으로 인해 2016년 국내
RTD커피시장은 약 11,991억 원에 도달하여 커피믹스 시장
(2016년 10,228억 원)을 제치고 커피전문점 시장 다음이 되
었다(Maeil Business News Korea, 2017; Moneytoday, 2017). 
이렇게 RTD 커피의 성장을 주도했던제품은 현재까지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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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quality of characteristics of high-protein RTD coffee using domestic and 
imported skim milk powder with different heat treatment. Skim milk powders (A, B) had high-heat 
treatment, C had medium-heat, and D and E had low-heat treatment. The transmittance of A and B were 
higher than that of C, and that of C were higher than that of D and E (p<0.05). The precipitate attached 
on bottom of container of RTD coffee using A and B were 2.993～3.053% and higher than those (0.753～
0.803%) of RTD coffee using C, D and E (p<0.05),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ose of RTD 
coffee using C, D and E (p<0.05). The centrifuged precipitate of RTD coffee using A and B were 1.987～
2.040% and higher than those (0.820～0.830%) of RTD coffee using C, D and E (p<0.05),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ose of RTD coffee using C, D and E (p<0.05). The proximate composition 
of precipitate attached on bottom of container of RTD coffee using A, which showed the highest amount 
of precipitate, showed 65.7% of carbohydrate, 19.0% of protein, 4.8% of fat and 4.8% of ash in dry 
basis, that of RTD coffee being 72.7%, 15.1%, 7.9% and 4.3% in dry basis respectively. Protein and 
fat content of precipitate were lower and protein and ash content were higher than those of RTD coffee. 
But seeing that the most increased portion was protein, precipitation of RTD coffee appears to be 
attributed to heat-denatured prot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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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맛에 초점을 두어 고급스런 커피 맛의 프리미엄 제품이

었으나, 향후에는 기능성이나 건강에 초점을 맞춘 프리미엄
제품이 주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Google, 2017). 이를
반영하여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단백질이 강화

된 건강 지향적인 고단백질 RTD 커피가 출시되기도 하였다
(Dairy foods, 2015).
단백질은 필수 영양성분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식이를

위해 충분한 섭취가 중요하며, 소비자들도 최근 들어 점점
식이에서 단백질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우유는 고품질, 다용도, 다기능 단백질의 중요한 급원
일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서 용해성, 열 안정성, 겔 형성, 
기포 형성, 유화 등의 기능적 이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우유
의 단백질은 전단력이나 열처리와 같은 가공 조건에 매우

민감하여 가공 시 변성, 응집, 다른 단백질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단백질의 상호작용의종류와 정도는 가공조건, 배
합의 조성, pH, 단백질 함량 및 이온강도 등에 영향을 받는
데, 이런 단백질의 변화는용해성, 겔형성능, 유화 등에영향
을 미쳐 최종적으로 완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Patel, 
Patel, Beausire, & Agarwal, 2015). 특히 우유의 열처리는 단
백질을 변성시켜 응집, 침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공정이
므로, RTD 커피에서 우유 단백질을 원료로 사용 시 열처리
공정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대부분의 식품
업체에서는 RTD 커피 제조 시 가격경쟁력이 있는 외국산
탈지분유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유업체의 경우
과잉의 원유를 탈지분유로 건조하여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RTD 커피의 원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국내의 RTD 커피는 일반적으로 커피 고형분 0.5～0.8%
와 유고형분 1～2%가 들어 있으나(Fair Trade Commission, 
2017; Ahn et al., 2017), 최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출시
되고 있는 고단백질 RTD 커피는 커피 고형분 1% 내외, 유
고형분 4～5% 이상이 함유되어 있다(Dairy foods, 2015). 일
반적으로, 유고형분이 높은 RTD 커피를 제조 시 단백질 변
성으로 인한 응집, 침전, 크리밍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
용되는 유단백질의 열처리 공정을 고려하여 원료로 선정하

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 공정이 다른 국산
탈지분유와 외국산 탈지분유를 사용하여 최근 프리미엄의

한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단백질 RTD 커피를 조제하

Table 1. Heat treatment history of skim milk powders

Specification A B C D E

Heat treatment history 132℃, 4 sec. 133℃, 2 sec. 80℃, 120 sec. 72℃, 15 sec. 72℃, 15 sec.

Heat treatment classification High heat High heat Medium heat Low heat Low heat

Manufacturing company Domestic company Frisland dairy foods Foster farms dairy California dairies inc.

WPNI - 5.5 6.5 7.2

고, 조제된 RTD 커피의 품질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A사에서 제공한 국산 탈지분유 2종과 네덜란드산 탈지분
유 1종(Friesland Dairy Foods, Deventer, The Netherlands), 미
국산 탈지분유 2 종(Foster Farms Dairy, Modesto, CA, USA; 
California Dairies Inc., Visalia, CA, USA)을 원재료로 사용하
였다. 탈지분유 제조 시 받은 열처리 공정은 Table 1에 나타
냈고 열처리 등급은 미국유제품협회(ADMI, 1971; Sharma, 
Jana, & Chavan, 2012)에서 제시한 통상적인 열처리 공정(저
열: 70℃에서 15초, 중간열: 85℃에서 60초, 고열: 90℃에서
5분 혹은 120℃에서 1～2분)과 WPNI(Whey Protein Nitrogen 
Index)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정하였다. WPNI는 탈지분유 1 
g에 존재하는 미변성 유청 단백질의 mg량으로 표시하며, 6 
이상은 저열, 1.5～6.0 사이는 중간열, 1.5 이하는 고열로 분
류한다.

2.2. 탈지분유 원료의 투과도 측정

Kempinski(1971)가 고안한 살균유와 UHT 처리된 우유의
식별목적으로 한 우유의 가열도 실험법을 응용하였다. 우유
에 황산암모늄을 포화량의 1/4정도를 첨가하면 카제인은 침
전하지만, 유청단백질은 침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유의
가열처리에 의하여 변성된 유청단백질은 황산암모늄 처리

시 카제인과 함께 침전하게 된다. 미변성 유청단백질의 잔
류는 황산암모늄으로 분획한 여액을 가열할 때 혼탁을형성

하여 열안정성이 낮은 유청단백질이 잔존하고 있음을 나타

낸다. 이 원리를 응용하여 10% 탈지분유 용해액을 50 mL를
만든 후, 황산암모늄 10 g을첨가하여, 잘용해시킨 후 5℃에
서 페이퍼 여과를 실시하였다. 여액 10 mL를 지름 8 mm 테
스트튜브에 취하여 약 100 ℃까지 중탕하여 가온한 후, 성상
과 색차계(Minolta 3500D)로 투과도(L값)를 측정하였다. 투
과도가 높을수록(L값이 높을수록 정제수에 가까움) 열처리
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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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단백질 RTD 커피 조제

상온의 정수에 탈지분유를 투입하고 교반기를 이용하여

용해시킨 후, 우유(Protein content 3.4%, Namyang Dairy Pro-
ducts, Sejong, Korea)를 첨가하였다. 유화제인 자당지방산에
스테르(P-1670, Mitsubishi-Kagaku Foods Corporation, Tokyo, 
Japan)와 카제인나트륨(Fonterra Cooperative Ltd., Palmerston 
North, New Zealand)을 혼합한 후, 온수 65～70℃의 별도의
용기에서 3,000 rpm으로 약 15분간 교반하였다. 2개의 조제
액을 혼합한 후, 백설탕, 커피 추출액(TS 5%, Daesang cope-
ration, Seoul, Korea), 유크림(Namyang Dairy Products, Sejong, 
Korea)과 탄산칼륨(Unid co., Seoul, Korea)을 순서대로 넣고
조제액의 pH가 7.4～7.5인 것을 확인하였다. 조제액을 60℃
로 예열한 후 300 MPa로 균질을 실시한후, pyrex glass bottle 
희석수병에 200 g씩 10병씩 옮겨 담은 후, 124℃, 20분간 레
토르트 살균을실시한 후, 25℃로 냉각하여 45℃ 인큐베이터
에서 8주간 보관하며 시료로 사용하였다. 조제배합비는
Table 2, 제조공정도는 Fig. 1에 나타내었다.

2.4. RTD 커피의 pH 측정

제조한 RTD 커피의 pH를 레토르트 냉각 직후와 45℃에
서 8주 보관 후에 측정하였다.

2.5. 용기 하부 부착 침전량 측정 

45℃에서 8주 보관된 실험구에서 처리구별로 3병씩 선택
하여 용기 하부에 부착된 침전량을 측정하였다. 샘플병에
담긴 RTD 커피의 상등액을 천천히 따라내고 거꾸로 30분간
정치와 동시에 무게를 측정한 후 샘플병의 무게를 빼서 침

전량(%, w/w)을 구하였다.

Table 2. Formulation of milk coffee drink

Ingredient Contents (%)

Raw milk 20.00

Skimmed milk powder 3.50

Espresso coffee extracts (TS1) 5%) 20.00

Refined sugar 7.00

Milk cream 1.00

Sugar esters of fatty acid 0.05

Sodium caseinate 0.03

Potassium bicarbonate 0.17

Refined water 47.80

Total 100.00
1) TS: Total solid.

Fig. 1. Flow sheet of manufacturing ready-to-drink 
(RTD) coffee.

2.6. 원심분리 침전량 측정

저장온도 45℃에서 8주보관된실험구에서처리구별로 3병
씩선택하여수십회잘흔들어침전물을분산시켰다. 분산액
을유리비이커로옮긴후, 1,000 rpm으로교반시켜시료액을
균일화시켰고, 50 g씩 팔콘튜브에 넣어 5℃에서 4,500 rpm으
로 원심분리하였다. 상등액을 조심스럽게 따라낸 후, 하부의
침전량을 측정하여 원심분리 침전량(%, w/w)을 구하였다.

2.7. 침전물의 성분분석

저장온도 45℃에서 8주보관 후, 침전물이가장 많이생성
된 실험구 A에서 용기 하부의 침전물을 채취하였다. 수분, 
조단백, 조지방, 회분, 탄수화물, 칼슘, 인을측정하였으며, 측
정방법은 식품공전(KFDA, 2016)의 일반 시험법에 따랐다.

2.8. 통계처리

모든 결과의 통계적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
cial science, version 12.0) 통계 package를 사용하여 처리하였
고, 각 실험군 간의 유의성 검증은 분산분석(ANOVA) 및 사
후검정으로 Tukey’s test를 실시하였다(p<0.05).  

3. 결  과

3.1. 탈지분유 원료의 투과도 측정 

탈지분유 제조시 열처리가 강했던 국산 탈지분유들(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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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투과도는약 90.43～93.71를나타내었고, 열처리가약했던
외국산 탈지분유들(C, D, E)의 투과도는 43.97～47.86인 것
으로 보아, 열처리가 약할수록 미변성 단백질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Table 3). 열처리등급이 고열인 A, B의 투과도는
중간열인 C보다높았고(p<0.05), 중간열인 C의투과도는저열
인 D와 E보다높았다(p<0.05). 열처리공정에따른투과도사
진에서도 A, B의 침전물이 C, D, E보다 많아 보였다(Fig. 2).

3.2. RTD 커피의 pH 측정

실험구들의 초기 pH는 6.90～7.01이었고, 실험구 간 차이
가 없었다(p<0.05). 45℃에서 8주 보관 후의 RTD 커피의 pH
는 6.06～6.14로 초기 pH와 8주 후 pH 차이는 0.78～0.95이었
고(Table 4), 실험구 간 pH 차이는 없었다(p<0.05). 커피의 신
맛은 커피 품질의 중요한 요소로 신맛이 매우 강할 경우에

는 선호도가 떨어지지만, 신맛이 매우 약할 경우에도 밋밋
한(flat) 커피가 되므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
다(Bradbury, Balzer, & Vitzthum, 2000). 저장기간동안 커피
의 pH가 떨어지는 이유는 클로로젠산이 분해되며, 카페산과
퀸산이 생성되기 때문으로 보이며(Rosa, Barbanti, & Lerici, 
1990), 커피의 pH 저하를막기위해알칼리를첨가하기도 한
다. 또, 커피의 pH가 낮을수록 콜로이드성 칼슘 인산염이 수
용화 되고, 이에 따라 카제인 미셀 구조가 붕괴되어 카제인

Table 3. Transmittance test of skim milk powders

Transmittance A1) B2) C3) D4) E5) F-value (p-value)

Transmittance (L)6) 90.43±0.40B 93.71±0.03A 47.86±0.05C 43.97±0.07D 44.04±0.02D 5,8713.6 (0.00)

Different capital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for each sample.
1) Heat treatment history: 132℃, 4 sec.
2) Heat treatment history: 133℃, 2 sec.
3) Heat treatment history: 80℃, 120 sec.
4) Heat treatment history: 72℃, 15 sec.
5) Heat treatment history: 72℃, 15 sec.
6) Means±standard deviation obtained in three experiments (n=3).

Table 4. The pH of ready-to-drink (RTD) coffee

pH A1) B2) C3) D4) E5)

Initial pH6) 6.90±0.02 6.92±0.01 7.00±0.01 6.96±0.03 7.01±0.01

pH after 8 weeks7) 6.13±0.01 6.12±0.01 6.14±0.02 6.12±0.02 6.06±0.04

Difference 0.78 0.80 0.86 0.84 0.9

1) Heat treatment history: 132℃, 4 sec.
2) Heat treatment history: 133℃, 2 sec.
3) Heat treatment history: 80℃, 120 sec.
4) Heat treatment history: 72℃, 15 sec.
5) Heat treatment history: 72℃, 15 sec.
6),7) Means±standard deviation obtained in three experiments (n=3).

Fig. 2. Transmittance of skim milk powders.

이 해리되는 것으로 보아(Anema, & Klostermeyer, 1997), 본
실험에서 45℃에서 8주보관 후 pH가 떨어짐에 따라 카제인
해리로 인한 침전이 더 가속화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3. 용기 하부 부착 침전량 및 원심분리 침전량 측정

용기 하부 부착 침전량은 고열 처리된 국산탈지분유(A, 
B) 실험구의 경우 2.993～3.053%로, 중간열이나 저열 처리된
수입탈지분유(C, D, E) 실험구의 0.753～0.803%에 비해 많았
으나(p<0.05), 중간열 처리 탈지분유 실험구와 저열 처리 탈
지분유 실험구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원심분리 침전량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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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된국산탈지분유(A, B) 실험구의경우 1.987～2.040%
로, 중간열이나 저열 처리 수입탈지분유(C, D, E) 실험구의
0.820～0.830%에 비해 많았으나(p<0.05) 중간열 처리 탈지분
유 실험구와 저열 처리탈지분유 실험구간에는차이가 없었

다(Table 5). 특히, 용기 하부 부착 침전량은 소비자가 상품
을 구매 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심분리 침

전량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산탈지분유 실험
구의 용기 하부부착 침전량은원심분리침전량보다 1.006～
1.013% 많아, 국산탈지분유 실험구의 침전량이 외국산 탈지
분유 실험구의 침전량보다 외관상 더 많아 보였다(Fig. 3). 
열처리 공정을달리한 전지분유를 커피에 용해시 생성되는

침전물 연구에서 열처리 공정이 강해질수록 침전물의 양이

증가하였고(Oldfield, Teehan, & Kelly, 2000),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했다.

3.4. 침전물의 성분분석

침전물이 다량으로 발생된 실험구 A에서 하부 부착 침전
물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수분 89.5%, 탄수화물 6.9%, 단
백질 2.0%, 지질 0.5%, 회분 0.5%이었고, RTD 커피의 경우
수분 86.1%, 탄수화물 10.1%, 단백질 2.1%, 지질 1.1%, 회분
0.6%이었다. 이를 건물 기준으로 환산 시 침전물의 경우 탄
수화물 65.7%, 단백질 19.0%, 지방 4.8%, 회분 4.8%이었고, 
RTD 커피의 경우탄수화물 72.7%, 단백질 15.1%, 지방 7.9%, 

Table 5. Amount of ready-to-drink (RTD) coffee precipitate after 8 weeks at 45℃

Precipitate A1) B2) C3) D4) E5) F-value(p-value)

Attached amount on the bottom(%)6) 3.053±0.057A 2.993±0.025A 0.803±0.021B 0.777±0.025B 0.753±0.025B 4078.76(0.00)

Amount after centrifugation(%)7) 2.040±0.030A 1.987±0.110A 0.830±0.044B 0.850±0.062B 0.820±0.072B  261.83(0.00)

Difference 1.013 1.006 -0.027 -0.073 -0.067

Different capital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for each sample.
1) Heat treatment history: 132℃, 4 sec.
2) Heat treatment history: 133℃, 2 sec.
3) Heat treatment history: 80℃, 120 sec.
4) Heat treatment history: 72℃, 15 sec.
5) Heat treatment history: 72℃, 15 sec.
6～7) Means ± standard deviation obtained in three experiments (n=3).

Table 6. Proximate analysis of ready-to-drink (RTD) coffee and precipitate

Basis Sample Water (%) Ash (%) Carbohydrate (%) Protein (%) Fat (%)

Wet basis
Precipitate 89.5 0.5  6.9  2.0 0.5

RTD coffee 86.1 0.6 10.1  2.1 1.1

Dry basis
Precipitate 4.8 65.7 19.0 4.8

RTD coffee 4.3 72.7 15.1 7.9

Fig. 3. Precipitate of ready-to-drink (RTD) coffee.

회분 4.3%이었다(Table 6). 침전물은 RTD 커피와 비교 시 탄
수화물 및 지방 함량은 감소하였고, 단백질과 회분 함량이
증가하였다. 침전물에서 증가된 부분이 대부분이 단백질인
것으로 보아 RTD 커피의 침전은열처리로 변성된 단백질의
응집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침전물의 성상은 Fig. 4로 제
시하였다.

Fig. 4. Appearance of precip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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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단백질은 크게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로 구분된다

(Fox, 2003). 카제인은 우유에서 주로 미셀구조를 가지는 콜
로이드 상태로 존재하지만, 유청은 수용액 상에 존재한다. 
카제인과 유청은 다른 구조를 가지고있어 열안정성을 포함

하여 여러 이화학적 항목에서 다른 성질을 보인다. 카제인
은 α-카제인, β-카제인, κ-카제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
청은 β-lactoglobulin, α-lactalbumin, bovine serum albumin과
immunoglobulins으로 구성되어 있다(Singh, & Havea, 2003). 
카제인은 낮은 수준의 2차, 3차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열에 대
해 매우 안정하여 UHT나 레토르트 살균을 견디어 내지만, 
유청의 경우 구형 형태이어서 열에 대해 불안정하여 90℃
이상으로 가열 시 완전히 변성된다(Patel, Patel, Beausire, & 
Agarwal, 2015). 열처리 공정을 달리한 전지분유를 커피에
용해 시 생성되는 침전물의 연구에서열처리 공정이 강해질

수록 β- lactoglobulin과 α-lactalbumin의 함량이 증가하였고
(Oldfield, Teehan, & Kelly, 2000) 이는 미셀 표면의 κ-카제인
과 변성된 유청단백질이 결합하여 응집하기 때문이라 보았

다(Law, Horne, Banks, & Leaver, 1994). 하지만 상기 연구에
서 침전된 단백질의 대부분의 성분은 α-카제인, β-카제인
이었고 이는 열처리로 인해 카제인 미셀과 지방구가 응집한

것이 더 큰 원인이라 보았다(McKenna, Lloyd, Munro, & 
Singh, 1999). 이를 근거로 볼 때, 본 연구에서 RTD 커피의
침전물은 변성된 유청단벽질이 미셀 표면의 κ-카제인과 결
합하고 이어서이 카제인 미셀들이 지방구와 결합하여 응집

한 것으로 보여진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공정이다른국산 탈지분유와 외국

산 탈지분유를 사용하여 고 단백질 RTD 커피를 조제하고, 
조제된 RTD 커피의 품질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내산 탈지분유 2종(A, B)은 모두 고열 처리, 외국
산 탈지분유 3종 중 1종(C)은 중간열 처리 2종(D, E)은 저열
처리 공정을 거쳤다. A, B의 투과도는 C보다 높았고, C의
투과도는 D, E보다 높아(p<0.05) 열처리 정도가 높을수록 투
과도가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제된 RTD 커피의경
우 사용된 탈지분유에 의한 pH 차이는 없었다(p<0.05). 조제
된 RTD의 하부 부착 침전량은 국산탈지분유(A, B) 실험구
의 경우 2.993～3.053%로, 중간열이나 저열 처리된 수입탈지
분유(C, D, E) 실험구의 0.753～0.803%에 비해 많았으나

(p<0.05), 중간열 처리 탈지분유 실험구와 저열 처리 탈지분
유 실험구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원심분리 침전량도 고열
처리된국산탈지분유(A, B) 실험구의경우 1.987～2.040%로, 중
간열이나저열처리수입탈지분유(C, D, E) 실험구의 0.820～
0.830%에 비해 많았으나(p<0.05), 중간열 처리 탈지분유 실

험구와 저열 처리 탈지분유 실험구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RTD 커피를 45℃에서 8주보관 후가장 많은침전량을보였
던 A의 하부 부착 침전물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건물 기
준으로 침전물의 경우 탄수화물 65.7%, 단백질 19.0%, 지방
4.8%, 회분 4.8%이었고, RTD 커피의 경우 탄수화물 72.7%, 
단백질 15.1%, 지방 7.9%, 회분 4.3%이었다. 침전물은 RTD 
커피와 비교 시 탄수화물 및 지방 함량은 감소하였고, 단백
질과 회분 함량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침전물에서 증가된
부분이 대부분이 단백질인 것으로 보아 RTD 커피의 침전은
열처리로 변성된 단백질의 응집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탈지분유제조시위생적인 면을 고

려하여 고열 처리를 하고 있으나, 탈지분유가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고려할 때, 용해성, 열 안정성, 겔 형
성, 기포형성, 유화등의기능적이점의개선을위하여향후
탈지분유의 열처리 조건 완화를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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