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스쿨 II 과정 (2016. 2. 26.)

뉴질랜드 목장유가공장
낙농가 견학 결과 보고

2016. 2.

인솔교수 : 박 승 용

천안연암대학 평생교육원

Ⅰ

연수 추진 배경

목장형 유가공품 제품의 다양화를 통한 국내 목장형 유가공장 운영 활
성화 방안 모색 필요
국내 스트링 치즈 제조 체험 일색의 획일화된 체험으로 인한 다양성 및 차별
성 부재
❍ 가우다 치즈 중심의 자연치즈 제조기술에서 벗어나 다양한 치즈 제조기술 확
보로 목장간 소모적인 판매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치즈를 서로 판매하는 공존
관계 구축으로 회원 목장 간 협조관계로 개선
❍

치즈 체험과 제품 생산의 양면성을 기반으로 하는 수익 창출구조의 지
속 필요성 및 전문화 방안 모색 필요
체험 중심의 유가공품 생산 목장과 품질 위주 유가공품 생산 목장으로 전문성
을 구분하여 심화된 제조기술 체득 및 확보 필요
❍ 냉장 창고형 숙성실을 전문적인 치즈 숙성실로 운영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
방안의 확보 필요
❍

향후 목장형 유가공장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기 위한 선진 낙농국가의
운영방안 벤치마킹 필요
유가공품의 제조, 판매, 레스토랑 운영 등 종합적인 중규모 유가공장으로 발
돋움하기 위한 실천 방안 구상 필요
❍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치즈 제조 기술 및 치즈 체험 기술의 확보 및 체
험운영 벤치마킹 필요
유가공품의 다양화를 위한 각종 치즈 제품의 품질 수준을 비교하고 새로운 체
험에 적합한 치즈 또는 기호성이 높은 치즈의 제조기술 체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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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수 목적

우리나라 낙농의 특징인 house 형 밀집사육 방식의 낙농은 환경적 사회적으로
지속성에 대한 회의를 초래하고 있어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미래의 산지 생태형 낙농산업으로 발전해야 할 방향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세계
최고의 우유생산가인 우리나라 낙농산업도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목사육 초지
조성을 새 정부 농림축산식품정책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우유 생산비를 자랑하는 뉴질랜드의 낙농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 목장을 직접 견학하고, 국내 목장형 유가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는
낙농가들이 향후 발전 방향을 유제품 전문 유가공장으로 전환 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들의 휴식과 치유를 포함한 체험농장으로 진입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낙농선진국들의 방전 양태를 조사하고 확인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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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수 추진 개요

일

시 : 2016. 1. 13.(수) ～ 1. 21(목), 7박 9일

장

소 : 뉴질랜드 남섬 및 북섬

참석농가

유가공장 운영 중인 낙농가 3
❍ 유가공장 준비 중인 낙농가 5
❍ 기타 2

❍

견학 일정 소개
DATE

제1일
1/13
(수)

CITY
FLIGHT

학
인

교
천

TRAFFIC

KE 129

TIME

10:00
16:50

ITINERARY

천안연암대학 출발
인천공항 출발
- 기내식 2회 제공
- 비행소요시간 [약 11시간 20분소요]
- 뉴질랜드 시각: GMT+12

제2일
1/14
(목)

오클랜드

캠브리지

전용차량
오클랜드
도착

08:10

오클랜드 도착 및 가이드 미팅

13:00

(Matatoki Cheese Barn)
- 농장주인 : Mr. Inna Undruli
- 주소 : Corner of SH 26 and Wainui Rd. Matatoki
- 전화 :
- 방문일시 : 1월13일 13시
- 호주 태즈마니아 주의 UMT 치즈공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치즈장인이 운영하는 목장, 알파카도 몇 마리 기름.

캠브리지
로 이동
14:00

해밀턴 이동 (이동시간 약 1.5시간)
해 밀 턴

해밀턴
이동

15:30

17:00
HOTEL

(HAMILTON DAIRY FARM)
- 농장주인 : FIONA & ERIC Budd
- 주소 : 104 SAINSBURY ROAD, RD1, HAMILTON
- 전화 : 07-824 2270
- 방문일시 : 1월13일 15시
- 78헥타르의 대지에서 230마리의 젖소로 낙농제품 생산
호텔 투숙 및 휴식
Kingsgate Lodge, HAMILTON

- 1 -

DATE

CITY
FLIGHT

TRAFFIC

TIME

ITINERARY

호텔 조식후 가이드 미팅 및 이동

(Meyer Gouda Cheese)
62,

08:00
제3일
1/15
(금)

09:30
해 밀 턴

전용차량
13:30

HOTEL

제4일
1/16
(토)

제4일
1/16
(토)

해 밀 턴

로토루아

로토루아

64 1 846 1666, info@meyer-cheese.co.nz
(Kaimai Cheese Company Ltd. 방문)
- Hawes Street, Waharoa, Matamata
- 07-888-6910,
- 방문일시 : 1월 15일 오전11시
- https://www.Kaimai.co.nz
해밀턴 이동 (이동시간 약 1시간)
Kingsgate Lodge, HAMILTON

08:00
09:50

이동
치즈스쿨 OVER THE MOON DAIRY
OVER THE MOON Dairy Farm 치즈 공장은 치즈 학교를
별도로 운영하며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음.
- 방문일시 : 1월 16일 오전 9시30분
- 제조 기술 교육
HALLOUMI CHEESE DEMONSTRATION
*방문 담당자 : MRS SUE Artuhur
33 Tirau Street, Putaruru 3411
Tel +64 7 883 8239, Fax +64 7 883 8235
Email office@newzealandcheeseschool.co.nz
http://www.newzealandcheeseschool.co.nz/

HOTEL

OASIS MOTEL ROTORUA

12:300

(Snedon Dairy Farm)
- 농장주인 : RAY & DOROTHY SNEDON
- 주소 : 613 PARALLEL ROAD RD3 CAMBRIDGE
- 전화 : 07-827-6810
- 방문일시 : 1월13일 13시
- 60헥타르대지에서 약 120 마리가 오가닉 밀크를 생산.

16:00

▣ 로토루아 이동
한국인 운영 오아시스 홋텡 투숙 및 대온천장에서 휴식
지열 온천(희망자 별도 비용)

HOTEL
08:00

OASIS MOTEL ROTORUA

전용차량

전용차량

09:30

제5일
1/17
(일)

Barret Rd. RD 10, Hamilton 3200

전용차량

모텔 조식후 가이드 미팅 및 이동
조식
주변 명소 관광
-- Red Wood로 가득한 수목원올레길 산책
--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로토루아 호수 산책, 호수 옆에
위치한 영국식 정원 가버먼트 가든에서 아름답고 다양한
꽃들이 어우러진 주변 경관 감상

19:00
HOTEL

모텔투숙 및 휴식
OASIS MOTEL ROTOR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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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CITY
FLIGHT

TRAFFIC

TIME

ITINERARY

07:00

호텔 조식후 가이드 미팅하여,

08:00

(Kaimai Cheese Company Ltd. 방문)
- Hawes Street, Waharoa, Matamata
- 07-888-6910
- https://www.Kaimai.co.nz
오클랜드 이동(비행시간 1시간

제6일
1/18
(월)

로토루아
/남섬
크라이스
트 처치

비행기
및
전용차량

크라이스트 처치 공항 도착 (시간 미정)
13:30
카리카스로 이동
15:30

Karikaas natural dairy products
Tel+6433128708

156 Whiterock Road,
North Canterbury
19:00
HOTEL

제7일
1/19
(화)

남섬
크라이스
트 처치

제9일
1/21
(목)

오클랜드

전용차량

Pavillion HOTEL
호텔 조식후 가이드 미팅하고 아카로아로 이동(2시간)

10:30

(AKAROA BAY BALLEY CHEESE 공장 견학)
Akaroa Bay Valley Cheese Co.
- 치즈 제조 현장부터 판매까지 볼 수 있음

13:00

중식

17:00

석식 (남섬 최대 쇼핑몰에서 석식)

18:00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제8일
1/20
(수)

석식

08:00

12:00
전용차량

Loburn Rangiora, RD 2,

Parvillion HOTEL

08:10

기상 후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으로 이동

10:10

오클랜드 공항 도착

11:00

호텔에 짐을 맡기고, Phoi Dairy cheese farm 방문

13:00

중식
중식 후 오클랜드 시내로 이동하여 관광

인
학

천
교

20:00

석식

21:00
19:00
07:00

호텔투숙 및 휴식
Airport Auckland Hotel
공항이동 (호텔 유료 셔틀 이용)

09:55

오클랜드 공항 출발 (약 12시간 소요)

17:45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도착

22:00

천안연암대학 도착

KE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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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견학 내용
① 자연 치즈 제조 목장의 제조 시설 및 도구
② 제조 하고 있는 자연 치즈 종류
③ 유가공장 운영 형태
④ 체험장 및 판매장 등 복합 경영 형태
⑤ 치즈 숙성실 운영 형태
⑥ 치즈 제품 출고시스템
⑦ 새로운 치즈 제조 기술 연수

교육 연수생 명단

개인 정보 유출 방지 위해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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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

주요 결과보고 내용
주요 견학내용

방문처별 견학 내용 요약
14(목) : 12:30 Matatoki Cheese Barn
치즈 카페, 치즈 shop. 소형 유가공실, 소형 숙성실
15(금) : 9:30 Meyer Gouda Cheese
5톤 치즈 배트와 염지조를 갖춘 제조실, Gouda 치즈 숙성실, Maasdam 치
즈 예비숙성실, 출고용 치즈 창고 등 견학
16(토) : 10:00 Over The Moon Dairy Cheese School
Fast & Fun 할로우미 제조 실습, 그릭 요거트, 리코타 치즈 제조 체험
14:00 Sneddon 목장
방목 초지 견학(50ha. 185두, 관리인 2명)
17(일) : 박물관. 수목원. 스파 등
18(월) : 8:30 Kaimai Cheese Co.
치즈 카페, 치즈 샾, 대형 유가공장(멸균유). 중국수출준비
16:00 Barrys Bay Traditional Cheese
치즈 샾, 전통 유가공장 견학
19(화) : 10:30 Karikaas Cheese
치즈샾. 유가공장(Kwark 치즈 생산 중)견학
13:30 RD1. 축산자재 판매장
14:30 Farm Land. "
22:30 치즈 제조 기초 이론 교육
20(수) : 11:30 Puhoi Cheese
치즈 카페, 치즈 샾, 치즈 제조시설(블루 치즈 제조 중, 관련 자동화 및 최신
설비 구비), 쇼윈도우 방식의 치즈 숙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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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처별 주요 사진 요약
❍

❍

Matatoki Cheese Barn

Matatoki Cheese Barn

숙성 중인 가우다 치즈

숙성실 온도계(미작동)

주문한 치즈 요리

Meyer Gouda Cheese

Meyer 치즈 공장

치즈 제조실 내부

Meyer Gouda Cheese 숙성실

치즈 맛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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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ver The Moon Dairy Cheese School

Over the Moon 치즈 스쿨

Funny & Fun 치즈 체험 교육

치즈 염지하기

치즈 제조실 내부 및 제조 시설

출고를 기다리는 치즈들

치즈 샵에서 판매 중인 치즈

Sneddon Dairy Farm

방목 초지의 식생에 대해서 질문

방목중인 저어지 젖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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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mai Cheese Co.

중국 기업에 인수된 Kaimai 치즈 공장

카이메이 치즈샵 전경

카이메이 치즈샵 내부

영국여왕 모친이 방문한 역사적 유가공장

❍

Barrys Bay Traditional Cheese

치즈샵에서 치즈 맛테스트

남섬 Barry’s Bay Cheese Shop

치즈 제조실 내부

블루치즈 성형몰드와 압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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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ikaas Cheese

유가공장 입구

원유 저장탱크와 탱크로리

Kwark을 제조 중인 Karikaas 치즈 공장

매장에서 판매중인 치즈

❍

Puhoi Cheese

Puhoi 치즈 공장 전경

유가공실 내부

북섬 Puhoi Cheese 쇼윈도우 형 숙성실

치즈샵에서 치즈 컷팅과 레스토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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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즈 제조기술 기초 교육

교육 장소 : 남섬 Parvillion 호텔에서 실시
❍ 교육 시각 : 1월 20일 10시 00분 – 23시 30분
❍

① 원유의 살균 및 냉각하기
(1) 원료유 살균하기: 치즈 배트에서 원료유를 63℃에서 30분간 살균한다.
(2) 원료유 냉각하기: 냉각수를 순환시켜 살균유의 온도를 35℃로 냉각한다.
② 젖산균 스타터의 접종 및 렌넷 첨가
(1) 냉각시킨 살균유에 직접 접종용 젖산균을 1∼2%량 접종한다.
(2) 분말형 레닛을 살균한 정수에 100L 우유당 2스픈 용량의 렌넷을 넣어 용
해 시킨다.
(3) 액상으로 제조한 레닛을 냉간한 살균유에 첨가하고 빠르게 혼합한 후 2분
이내에 교반을 멈춘다.

③ 커드 응고, 절단 및 교반하기
(1) 커드 응고 및 절단하기: 레닛을 첨가하고 30분 후에 응고된 커드를 하프
형 치즈 나이프로 절단한다.
(2) 교반 및 가온하기: 커드 절단 후 약 10분간 정치한 후 교반을 시작하여,
30분 후 45℃로 5분에 1℃씩 가온한다.

(a) 커드 나이프로 커드
절단하기

(b) 쌀알 크기로 절단한
모양

(c) 가온 후 커드 상태
확인하기

몬타시오 치즈 커드 제조

④ 커드 회수하기
(1) 원통형의 치즈 배트 바닥에 유청 용액 중에 커드가 모이도록 하고 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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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의 온도로 커드를 보온한다.
(2) 휘어짐성이 있는 스텐레스 막대에 치즈 천을 감싸서 작업자 반대 방향에
둥근 모양으로 휘어지도록 유지하면서 앞 방향으로 당겨 모든 커드들이
치즈 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다.
(3) 다른 작업자가 뒤쪽의 치즈 천 두 귀퉁이를 잡고 있다가 앞선 작업자가
커드를 모아 올리면 긴 막대 봉에 네 귀퉁이를 잡아맨다.
(4) 커드를 파우치 형태를 한 치즈 백에 유청을 담고 그림[ 3]과 같이 유청
회수 탱크가 하단에 부착된 틀에 걸어서 자체 커드 무게에 의해 수분 조
절이 되도록 하룻밤 방치한다.
⑤ 치즈 성형
(1) 몬타시오 치즈는 낱알 상태의 커드를 망사형 국자로 떠서 성형 틀에 담는
다.
(2) 유청 용액 중에 정치된 커드를 스텐레스 막대에 치즈 천을 감아서 걷어올
려 가로 막대 위에 걸어서 둥근 모양을 갖춘 후 원형의 성형 틀에 담아
줄로 잡아당겨 고정 핀에 고정시켜서 예비 성형을 한다.
(3) 원형의 성형틀은 안쪽에

치즈 명칭, 제조 지역명, 제조 목장 코드, 제조

년월일 등을 음각으로 새겨 넣는 표시판을 부착한다[그림 4].
⑥ 예비 압착하기
(1) 커드 회수 과정에서 치즈 천에 싸인 커드를 몬타시오 고유의 성형 틀에
넣는다.
(2) 성형틀 사이마다 철판을 올리는 방식으로 4개의 성형틀을 올려 쌓는다.
(3) 치즈 프레스의 0.4MPa의 압력을 걸어 준다.
(4) 치즈 프레스의 압력을 해제하여 예비 압착을 종료한다. 이때의 pH는 5.6
이어야 한다.

(a) 성형틀에 치즈 천을 놓고
커드 담기

(b) 성형틀 채우기
몬타시오 치즈 성형과 예비 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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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치즈 예비 압착하기

⑦ 본 압착 및 치즈 정형하기
(1) 성형틀을 묶었던 끈을 풀고 밖으로 미끄러져 나온 치즈 부분을 칼로 제거
하여 치즈 모양을 갖춘다.
(2) 다시 치즈를 성형 틀에 넣고 테프론 천을 받침으로 깔고 치즈 프레스에
쌓는다.
(3) 치즈 프레스에 압력을 가하여 본 압착을 실시한다. 본 압착 종료후 치즈
의 pH는 5.2에서 5,4로 다시 상승한다.
(4) 일정 시간 경과 후 압력을 풀고 성형 틀을 벗긴다.
(6) 치즈 모양을 정형하고 염지액 통으로 치즈를 옮긴다.
⑧ 염지액 침지
(1) 치즈는 15∼18% 소금 농도의 염지액에서 24∼48시간 염지한다.
(2) 중량이 가벼운 치즈는 소금물에서 떠오르게 되므로 소금의 침투가 일정하
게 유지되려면 뒤집거나 염지액 속에 치즈 덩어리가 완전히 잠기도록 해
야 한다.
⑨ 치즈 건조 및 숙성
(1) 염지액에서 치즈를 건져 건조실로 옮겨서 바닥에 작은 구멍이 난 선반이
나 목재 선반에 올린다.
(2) 선반은 이동식 카트 형태로 사용하면 이동에 편리하다.
(3) 12∼14℃의 숙성실에서 2개월 이상 숙성한다. 2개월 중 처음 30일간은
습도 85%에서 8℃이하가 되지 않아야 한다.
(4) 숙성 10일 후 수분함량 42.84±2%이어야 한다.
- 토론 및 고찰
① 방목우유 고유의 향과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살균온도를 63℃에서 30
분간 살균하는 것은 무리임. 60℃이상에서 유지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열교환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함.
② 국내 치즈 제조기준에서는 살균온도와 시간이 정해져있으나 수입치즈는
무살균 우유로 제조한 치즈도 국내 판매가 허용되었으므로 여름철(5월-9월) 산
지 방목우유(A+등급인 경우)로 제조하는 치즈에는 thermization 방법을 살균방
법으로 인정해야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안하고자 함.
③ 사일리지 및 곤포사료 급여하는 10월-4월에 치즈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장기 숙성을 위해서는 lysozyme 첨가하도록 하여 혐기성 clostridia에 의한 소
비 안전성을 사전 차단해야 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정책 제안을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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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지별 주요 토론내용

Matatoki Cheese Barn
치즈 공장 주변의 목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장형 유가공장이 아니었음. 치즈
제조실 내부를 보여주지 않았음. 레스토랑을 겸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
성이 낮아보였음. 치즈 shop에는 자가 생산 치즈와 수입 치즈가 함게 팔리고 있
었음. 소형 숙성실은 가우다 치즈 중심으로 숙성 중이었고 숙성실 온도계 등은
작동하지 않은 전시용이었음. 치즈 제조용 소도구를 판매하고 있었음. 주변의 애
완용 가축을 길러 가족 방문객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Meyer Gouda Cheese
당초 예약한 곳이 해밀턴시 안내용 website이엇고 방문비가 매우 비산 편이어
서 Meyer 목장 치즈공장으로 현지에서 변경하였음.
5톤 치즈 배트 1기와 염지조를 갖춘 제조실과 각종 소도구들을 살펴보았음. ,
Gouda 치즈 숙성실에서 숙성실 관리요령과 온습도 관리요령을 설명을 들을 수있
는 행운의 기회였음. 다른 형태의 Dutch인 Maasdam 치즈 숙성방법에 대하여 상
세한 설명이 있었음. 예비숙성실과 출고용 치즈 창고 등을 견학할 수 있어서 실
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Over The Moon Dairy Cheese School
사전에 이메일로 교육 예약과 교육비를 입금하여 사전 준비가 잘 되었음. Fast
& Fun 할로우미 제조 실습은 국내의 체험형 스트링 치즈 제조보다 더욱 치밀하
게 준비된 소도구와 시간적 단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음.
국내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음. 그와 동시에 그릭 요거트, 리
코타 치즈 제조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여유로움까지 있었음.
교육장 아래 층에 있는 치즈 제조실과 여러 종류의 치즈를 숙성할 수 있는
숙성실, 출고용 창고등 전문적인 생산공장의 면모를 볼 수 있었음.
교육장 아래층에는 치즈 샵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제조한 치즈는 물론 타
치즈 제조목장과 협력하여 치즈들을 위탁판매 해주고 있었음.
Sneddon 목장
Over the Moon Dairy 치즈공장에 우유를 납품하고 있는 저어지 젖소를 초지
에서 방목하는 목장을 견학함. 50ha의 뉴질랜드에서는 소규모의 목장으로서 사
육두수는 총 185두이었으며, 목장 건너편에는 Messey 대학에서 축산학을 전공한
아들이 운영하는 목장이 있었음. 관리인 2명을 두고 승마용 말들도 사육하고 있
었음.
- 13 -

Kaimai Cheese Co.
한때 영국여왕의 어머니가 방문할 정도로 대규모의 버터가공 공장이었던 지역
을 대표하는 대규모 카이메이 치즈 공장이 중국자본에 의해 중국인에게 매각되
었음. 관련 자료에는 이를 매우 애석해 한다고 표현되어 있다. 공장의 규모와 중
국인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멸균유를 중국에 수출을 위한 제조공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한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치즈 카페, 치즈 샵 등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그 명성이
오래갈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

❍

❍

❍

Barrys Bay Traditional Cheese
3번째로 방문하는 이번 견학에서 높은 산악지대를 지나는 동안 안개가 진하게
피어있어서 아름다운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없는 아쉬움이 매우 컸다. 해안가 유
원지를 곁에 두고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버스가 잠시 쉬어가면서 치즈
제조 장면을 관람토록하고 판매 중인 치즈를 구입할 수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다.
공장의 대표를 작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현재 뉴질랜드 치즈 specialty 치즈
제조협회 부회장으로서 그동안 각종 치즈 챔피언을 차지하였다. 주로 Dutch 형
치즈를 만들고 있으며, Blue 치즈도 주 1회 제조한다.
Karikaas Cheese
남섬에서 최남단인 퀸즈타운 근처의 목장형 유가공장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나
북쪽 크라이스트처치 근처 30분 거리에 있는 카리카스 치즈 제조 공장은 예상과
달리 집유를 하고 있는 치즈 공장으로서 1일 50톤 정도의 치즈 원유를 집유하는
것으로 보였다. 특이하게 치즈 제조실 내부에서 독일식 크박을 제조하고 있었으
며, 치즈샵은 그리 넓거나 판매 중인 치즈가 다양하지 못하여 다소 실망스러운
점이 있었다.
Puhoi Cheese
귀국을 위해 북섬으로 다시 돌아와 약 1일간의 여유시간이 발생하여 혹시나 하
는 마음으로 찾아간 오클랜드에서 1시간 가량 북쪽 계곡에 위치한 Puhoi 치즈는
예상과 달리 최근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치즈 카페, 치즈 샾, 치즈 제조시설(블루
치즈 제조 중, 관련 자동화 및 최신 설비 구비), 쇼윈도우 방식의 치즈 숙성실을
갖추어 놓은 완벽한 성공 모델케이스가 될만한 치즈 가공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치즈 공장의 크기도 1일 100톤 규모는 될 것 같았으며, 여름철 휴양객들
이 쉴새없이 찾아오고 있었다. 다양한 치즈 종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은 물론 치
즈요리를 판매하는 레스토랑 역시 전문적인 수준이었다.

- 14 -

Ⅴ

결론

천안연암대학(총장 육근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원장 황혜정교수)은 지난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10명의 낙농가들을 선발하여 북섬과 남섬의 낙농목장과 소규모 치
즈 공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낙농목장의 6차산업화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인솔교수로서 박승용 교수는 2013년
재학생 대상으로 연수를 다녀 온 후 방문목장 선정을 위해 지난해에는 각 목장을 사전
방문을 해왔다. 특히 뉴질랜드 스페셜티 치즈제조업체 협회의 대표적인 치즈 제조 전
문목장 가운데 Meyer Gouda Cheese Farm을 비롯하여 Puhoi Valley Cheese Cafe 등
북섬의 치즈 카페를 방문하였으며, 남섬에서는 아름다운 아카로아 해변에 위치한
Balley's Bay Cheese 공장과 치즈 shop 등 총 8개소를 견학하였다. 기타 10 헥타르 규
모의 소규모 낙농목장 견학과과 사설 치즈 스쿨에서 Halloumi 치즈 제조교육을 “Fun
& Fast” 과정으로 체험하는 기회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
현재 한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목장형유가공 활성화 방안 중에서 가장 큰
어려운 과제인 판매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발굴하고자 추진된 이번 연수코스는
다양한 각도에서 판매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상황을 파악함으로서 전 세
계적으로 불어 닥치고 있는 악화된 글로벌 경제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극복방안을 마
련하고 있는 낙농가의 현실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국내 낙농가들에게는 치즈 제조기술에 대한 중요성은 물론 소비
자에게 다가가는 판매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으
며, 이번의 연수경험은 향후 국내 목장형유가공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진로를 예측
할 수 있게 된 것이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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