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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와 배의 첨가가 김치의 품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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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pH and acidity were investigated in kimchi containing different amounts of added onion and/or pear during 
fermentation at 10℃. As the fermentation period increase, the pH and sugar contents of the onion and/or pear kimchi 
were higher compared to the control kimchi. However, the acidity of the kimchi containing onion and/or pear was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To enhance the acceptance of kimchi, the optimal conditions for the addition of onion and pear 
were evaluated with the central composite design, ANOVA, and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According to variations 
in the mixing ratio of onion and pear, smell, taste and overall acceptability differed significantly, but the appearance and 
texture were not different. The optimal levels of onion and pear, predicted on the basis of each corresponding sensory 
parameters for kimchi, were 4.55～5.00% and 0～0.30% for smell, 2.61% and 2.38% for taste and 2.78% and 2.57% for 
overall acceptability,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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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의 전통 채소 발효 식품인 김치는 한국인의 식생

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세

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건강 기능성 식품이다. 김치는 각

종 채소를 소금에 절인 후 여러 가지 부재료와 양념을 

혼합하여 적당한 온도에서 일정기간 발효시킨 것으로 살

아있는 유산균들, 여러 가지 영양성분들, 그리고 생리활

성을 나타내는 기능성 물질들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다. 
김치는 다양한 건강 기능성으로는 발효 중 생성된 젖산 

등의 유기산과 김치 재료로부터 오는 식이섬유소 때문에 
변비와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으며, 김치 속에 있는 유산

균은 살아있는 생균제(probiotics)로 정장작용, 항돌연변

이 및 항암작용, 면역 증강 등의 기능을 한다(Park KY와 
Cheigh HS 2000). 또한 비타민 C를 비롯하여 카로티노이

드, 클로로필, 페놀화합물 등 다양한 phytochemical에 의

해 혈청 콜레스테롤의 양을 감소,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며, 항산화(항노화) 및 비만 억제 기능을 가진

다(Levy RI 1991, Park KY, 1995, Noh KA 등 1999, Park 
DC 등 2000, Bang BH 등 2005). 김치는 채소류의 신선

한 맛, 유산 발효에 의한 상쾌한 맛, 여러 가지 향신료의 
독특한 맛, 젓갈류 등의 감칠맛 등이 어우러져 식욕을 촉

진시킨다(Park KY와 Rhee SH 2001).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부재료는 고춧가루, 마늘, 무, 파, 

양파, 미나리, 갓, 생강, 배, 사과, 굴, 새우, 오징어, 풀
(죽), 젓갈, 설탕, 소금, MSG 등이다(Kang KO 등 1995, 
Cho EJ 등, 1998, Cha YJ 등 2003). 그러나 최근에는 김

치의 기능성을 높이거나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으로 다양한 부재료와 양념들을 첨가한 김치 제조에 대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Park EJ 등(2004)은 
꿩육수와 콩즙, Lee HY 등(2003)은 북어 가루, Bae MS
와 Lee SC(2008)는 미더덕, Jung YK 등(2007)은 과메기, 
Seo JS 등(2004)과 Kim BK 등(2004)는 키토산, Jang SY
와 Jeong YJ(2005)는 키토산-액상칼슘, Jang SY 등(2004)는 
액상칼슘, Park WP와 Park KD(2004)는 유청칼슘, Paik 
JE(2007)과 Chang SK(2007)은 감자, Ko YT와 Lee SH 



244 최은정․조신호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제 25권 제 2호 (2009)

(2007)은 분말녹차, Shin SM 등(2007)은 뽕잎 분말, Ko 
YK(2005)은 감초추출물, Ko YT와 Lee JY(2006)은 감초

분말, Woo SM 등(2005)은 발아현미 농축액, Kim JH 등
(2005)은 큰 느타리버섯, Chae MH와 Jhon DY(2007)은 

올리고과당, Cho IY 등(2005)은 미삼과 오미자즙, Kim 
JH(2003)은 로즈마리, Moon SW 등(2003)은 자일리톨과 

자몽씨 추출물, Park WP와 Chang DK(2003)은 자몽종자

추출물 분말제제, Jeong JW 등(2003)은 ethanol 및 polyly-
sine, Rha YA 등(2004)은 송화 및 고추냉이, Choi SM 
등(2003)은 당귀잎, Park MK 등(2004)는 황금 및 황백추

출물을 김치의 부재료로 첨가하였으며 Kim JH 등(2004)
은 딜․스테비아 열수 추출물에 절인 배추의 품질 특성

을 조사하였다.
김치의 부재료인 양파는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

이다. 양파는 allyl propyl disulfide, diallyl disulfide 등 

다량의 황화합물을 가지고 있어 독특한 풍미를 가지고 

있으며,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외에도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을 가진 물질들이 들어 있는 채소이다. 배는 김치에 

가장 흔하게 들어가는 과일이며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외에 다양한 phytochemicl이 들어 있어 항암, 항산화 작

용을 한다. 이러한 다양한 건강 기능성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김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재료인 양파와 배

가 배추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Yi JH와 Rhee 
HS(1992), Cho Y, Yi JH(1992)의 연구가 있을 뿐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파와 배의 첨

가량을 달리한 김치를 제조하고 발효과정 중 이화학적 

특성과 관능특성을 조사하여 양파와 배가 배추김치의 맛

과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김치 제조용 배추, 무, 양파, 쪽파는 11월 말에 재래시

장에서, 천일염과 고춧가루는 10월 말에 가락시장에서 

국내산을 일괄 구입하였다. 다진 마늘(다담, CJ), 다진 생

강(가나 농산), 새우젓(한성 광천 새우젓), 백설탕(제일제

당), 찹쌀가루(사임당)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2. 김치의 제조

1) 김치 양념의 비율

김치 재료의 비율과 제조 방법은 선행 연구들과 예비 

실험을 통하여 결정하였다. 김치 양념에 사용된 무, 양파

와 배는 각각 푸드 프로세서(MR430CA, BRAWN, SPAIN)
를 이용하여 간 후 일정한 비율로 섞어 혼합물을 만든 

후 사용하였으며, 고춧가루, 다진 마늘과 생강, 종합젓갈,

Table 1. Formulas of Kimchi with the addition of various level 
of onion and pear (g)

Ingradients ratio
salted chinese cabbage 100

ground radish 10.0
ground onion 0～5
ground pear 0～4

Dried and powdered red pepper 6.0
ground garlic 2.4
ground ginger 1.0
green onion 3.4

fermented fish source 3.0
fermented shrimp 1.5

sugar 1.0
salt 1.0

glutinous rice paste 6.0

Table 2. Experimental combination for the central composite 
design for the optimization of mixture of Kimchi with 
the addition of various level of onion and pear

Sample No.
Experimental factor

Coded values Real values(%)
X1 X2 Onion Pear

1 -1 -1 0 0
2 0 -1 2.5 0
3 1 -1 5.0 0
4 -1 0 0 2.0
5 0 0 2.5 2.0
6 1 0 5.0 2.0
7 -1 1 0 4.0
8 0 1 2.5 4.0
9 1 1 5.0 4.0

새우젓, 설탕과 소금은 구입한 그대로 사용하였다. 쪽파

는 3 cm 길이로 잘라 사용하였으며, 찹쌀풀은 찹쌀가루 

200 g에 물 1,500 g을 넣고 끓여서 사용하였는데 제조

된 찹쌀풀의 최종 무게는 1,684 g이었다. 김치 양념에 들

어가는 재료의 배합비는 Table 1과 같다. 절임 배추 100 
g에 대한 양파와 배의 첨가 비율에 따른 김치 양념의 최

적 조건을 얻고자 중심합성계획법(central composite de-
sign)과 반응표면 회귀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중심합성계

획법에서 2개의 실험조건은 절임 배추 100 g에 대한 양

파(X1)와 배(X2)의 비율이며, 각 실험조건은 -1, 0, 1로서 

3단계로 부호화하였고, 중심합성 계획법에 의하여 9개의 

실험 조건으로 김치 양념을 제조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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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치의 제조 및 저장

배추 절임은 선행연구(Jung SA 등 2003)를 기초로 하

여 건염법과 염수법을 병행하였다. 즉 배추는 다듬고 4
등분하여 10% 소금물에 적신 후 배추 중량의 10% 천일

염을 줄기에 직접 뿌린 후 4시간 동안 절였다. 줄기 부

분이 약간 절여진 상태의 배추를 10% 소금물에 침지하

여 6시간 동안 절인 후 흐르는 수돗물로 3회 세척하였

다. 세척이 끝난 배추는 탈수기(한일 짤순이, WS-650IT)
로 2분 동안 탈수 시킨 후 양념을 첨가하였다. 김치 제

조의 모든 공정은 겨울철 실내 온도인 10℃에서 행하였

으며, 제조된 김치는 밀봉용기에 담아 10℃ 항온기에 넣

어 15일 동안 발효시키면서 사용하였다.

3. 이화학적 특성

김치 시료 200 g을 푸드 프로세서(MR430CA, BRAWN, 
SPAIN)로 2분간 분쇄하고 조리용 여과지(청담원)를 사용

하여 여과한 후 그 여과액을 취하여 pH, 산도, 염도 및 

당도를 측정하였다. pH는 pH tester(SENZPAL)로 20 mL
의 여과액을 직접 측정하였다. 산도는 여과액 10 mL를 

0.1 N NaOH 용액으로 pH 8.3이 될 때까지 적정하여 소

비된 NaOH 용액의 소비량을 구한 후 lactic acid(%, w/w)
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염도는 디지털 염도계(SS-31A, 
SEKISUi, Japan)로, 당도는 굴절당도계(Agago, Japan)로 

여과액을 직접 측정하였다.

4.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랜덤화 완전 블록 계획(randomized com-
plete block design)에 따라서 훈련되지 않은 부천대학 식

품영양과 9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기호도 검사를 실시

하였다. 검사 항목은 전반적인 기호도, 외관, 냄새, 맛과 

조직감 등 5항목이며, 9점 척도법(9점=대단히 좋아한다, 
5점=좋지도 싫지도 않다, 1점=대단히 싫어한다)을 이용

하였다. 김치는 문헌 조사와 예비 실험을 통해 잘 익었다

고 판단되는 pH 4.3～4.4의 시료를 흰색 용기에 줄기 부

분과 잎 부분을 같이 담아 제시하였다.

5. 통계처리

실험 결과의 분석은 SAS Package program을 이용하

여 분산 분석을 행하고, 유의차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시료간의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또한 양파와 배를 첨가한 김치 제조의 최적조건

을 얻고자 재료의 배합 성분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고 반

응 변수인 관능검사 결과와의 관계를 2차 다항 회귀식

(polynomial regression equation)으로 구한 후 독립변수와 

반응변수와의 관계를 3차원 그래프와 등고선으로 나타

내었다.

III. 결과 및 고찰

1. pH 및 산도

김치의 발효 중 젖산균에 의해 유기산이 생성되어 pH
가 감소하고 산도가 증가하는데, 이것은 원재료인 배추

와 양념의 당질이 여러 가지 유기산으로 발효되기 때문

이다. 이 때 생성되는 유기산 중 가장 많은 것은 젖산이

고, 아세트산, 숙신산, 말산 등의 생성량은 적다. 유기산

의 조성은 저장온도, 염농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는 환경조건에 따라 생육하는 미생물의 군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Mheen TI와 Kwon TW 1984, Noh JS 등 2007).

양파와 배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김치의 pH 변
화는 Fig. 1과 같다. 실험군의 초기 pH는 5.9～6.1이며, 
모든 실험군에서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pH가 감소하였

다. 양파 2.5～5.0%와 배 4.0%를 첨가한 실험군을 제외

한 모든 실험군에서 발효 5일까지는 pH의 감소가 6.0±1
에서 5.4±1로 비교적 서서히 일어났지만, 발효 7일과 9
일에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11～15일에는 큰 변화를 나

타내지 않았는데 이 때 pH는 4.2～4.5이었다. 양파 2.5～
5.0%와 배 4.0%를 첨가한 실험군의 pH는 제조 직후부

터 7일째까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그 이후는 다른 실

험군과 같은 경향을 나타낸 것을 보아 다량의 양파와 

배의 첨가는 김치의 초기 숙성을 빨리 진행시킨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Fig. 1. Changes in pH of Kimchi with the addition of various 
level of onion and pear during fermentation at 10℃.
sample No.1: onion 0%, pear 0% addition
sample No.2: onion 2.5%, pear 0% addition
sample No.3: onion 5.0%, pear 0% addition
sample No.4: onion 0%, pear 2.0% addition
sample No.5: onion 2.5%, pear 2.0% addition
sample No.6: onion 5.0%, pear 2.0% addition
sample No.7: onion 0%, pear 4.0% addition
sample No.8: onion 2.5%, pear 4.0% addition
sample No.9: onion 5.0%, pear 4.0%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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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total acidity of Kimchi with the addition of 
various level of onion and pear during fermentation at 
10℃.
sample No.1: onion 0%, pear 0% addition
sample No.2: onion 2.5%, pear 0% addition
sample No.3: onion 5.0%, pear 0% addition
sample No.4: onion 0%, pear 2.0% addition
sample No.5: onion 2.5%, pear 2.0% addition
sample No.6: onion 5.0%, pear 2.0% addition
sample No.7: onion 0%, pear 4.0% addition
sample No.8: onion 2.5%, pear 4.0% addition
sample No.9: onion 5.0%, pear 4.0% addition

양파와 배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김치의 총산도 
변화는 Fig. 2와 같다.

총산도는 모든 실험군에서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양파 2.5～5.0%와 배 4.0%를 
첨가한 실험군을 제외한 모든 실험군에서 발효 5일까지

는 산도의 증가가 비교적 서서히 일어났지만, 발효 7일
과 9일에는 급격히 증가했고, 11～15일에는 큰 변화를 나

타내지 않아 전체적으로 sigmoid 형태를 나타내었다. 양
파 2.5～5.0%와 배 4.0%를 첨가한 실험군은 제조 직후

부터 7일까지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그 후에는 다른 

실험군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pH의 변화와 총산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적으로 김치 적숙기로 판단하는 최적 pH는 4.20～4.40이
고 발효 후기의 pH는 3.60 정도이고(Mheen TI와 Kwon 
TW 1984, Rhie SG와 Kim HZ 1984), 적정 산도는 0.6～
0.8%이며, 김치 숙성 중 산도의 증가는 젖산과 숙신산

에 의해 주로 좌우되며, 산도의 증가 속도는 발효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고 하였다(Choi SY 등 1990, 1998). 본 

연구에서는 발효 9일째의 pH는 4.4～4.6, 산도는 0.63～
0.70로 나타나 적숙한 김치의 pH와 산도가 다른 연구들

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i JH와 Rhee HS 
(1992)와 Cho Y와 Yi JH(1992)는 김치에 양파를 5% 첨
가했을 때에는 김치 발효 억제효과가 없지만, 10%, 15%
와 20%를 첨가하면 무첨가군에 비해 pH는 높고 산도는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여 본 연구와 차이를 나타내었

다. 또한 Ku KH 등(1999)은 배추김치의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고춧가루, 파, 마늘, 젓갈과 같은 부재료와 배추에 

의한 발효 중의 차이로 인해 시료간에 약간의 pH 차이

는 있었으나 거의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

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Kim GE 등
(2000)은 김치의 부재료 중 마늘, 고춧가루 및 젓갈은 pH
의 저하나 산도의 증가를 촉진하였고, 파와 생강은 큰 영

향이 없었으며, 겨자와 갓은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

고하였다.

2. 당도 및 염도

양파와 배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김치의 발효 

중 당도 변화는 Fig. 3과 같다. 김치의 발효과정에서 당

도의 변화는 미생물의 생육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김치 

맛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파와 배의 첨가량을 달리하

여 제조한 김치의 당도는 제조 직후 14.3～15.2 brix의 값

을 보였으나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7～9일까지는 서서

히 감소하고 11일 이후부터는 11.5～13.0 brix의 비교적 

일정한 값을 유지하여 pH 및 산도의 변화와는 약간 다

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양파와 배를 무첨가한 대조군에 

비해 첨가군은 당도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첨가량에 따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Han ES 
등(1998)은 포장 절임 배추의 환원당 함량이 시간이 경

Fig. 3. Changes in Sugar contents of Kimchi with the addition 
of various level of onion and pear during fermentation 
at 10℃.
sample No.1: onion 0%, pear 0% addition
sample No.2: onion 2.5%, pear 0% addition
sample No.3: onion 5.0%, pear 0% addition
sample No.4: onion 0%, pear 2.0% addition
sample No.5: onion 2.5%, pear 2.0% addition
sample No.6: onion 5.0%, pear 2.0% addition
sample No.7: onion 0%, pear 4.0% addition
sample No.8: onion 2.5%, pear 4.0% addition
sample No.9: onion 5.0%, pear 4.0%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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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nsory evaluation of Kimchi with the addition of various level of onion and pear (Mean±SD)
Sample No. Appearance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1 6.07±1.41 6.06±1.29ab 2.50±1.10d 5.31±1.41 3.09±0.97g

2 6.62±1.72 6.00±1.28ab 5.88±0.92b 5.29±1.33 5.54±0.61c

3 6.00±1.82 6.19±1.42a 3.83±0.99c 5.22±1.33 4.58±0.81e

4 6.22±1.50 5.76±1.63ab 3.49±1.05c 5.02±1.43 4.15±1.04f

5 5.91±1.71 5.53±1.45bc 7.21±0.86a 5.26±1.47 7.30±0.74a

6 6.42±2.06 5.78±1.34ab 3.92±1.15c 5.41±1.41 5.41±0.64c

7 5.81±1.46 5.18±1.29c 3.67±1.35c 5.24±1.57 4.68±0.90e

8 5.92±1.86 5.94±1.37ab 6.23±0.97b 5.66±1.48 6.30±0.67b

9 5.88±1.71 5.48±1.43bc 3.79±1.05c 4.92±1.59 5.00±0.74d

F-value 1.55 3.21** 115.90*** 1.24 122.04***
Mean in each column with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 Significant at p<0.01 and p<0.001, respectively.

Fig. 4. Response surface and contour map for sensory characteristics in flavor of Kimchi with the addition of various level of 
onion and pear.

과함에 따라 감소한다고 하였고, Cho Y와 Yi JH(1992)
는 김치의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당 함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염도는 제조 직후 양파와 배 무첨가군은 2.1%, 양파 

2.5%, 배 0% 첨가군은 2.0%, 양파 5%, 배 0% 첨가군은 

2.2%, 양파 0%, 배 2.0% 첨가군은 2.1%, 양파 2.5%, 배 

2.0% 첨가군은 2.2%, 양파 5.0%, 배 2.0% 첨가군은 2.0%, 
양파 0%, 배 4.0% 첨가군은 2.1%, 양파 2.5%, 배 4.0% 
첨가군은 2.0%, 양파 5.0%, 배 4.0% 첨가군은 2.0%였으

며 숙성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큰 변화 없이 2.0～2.2%
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배추김치의 저장 등에 적합한 염농도는 3%
로 알려져 있다(Mheen TI과 Kwon TW 1984, Choi SY 
등, 1990). 그러나 Park YR과 Park BO(1974)는 서울 김

치의 평균 NaCl 함량은 서울 2.37±0.49%, 칠포동(경북) 
3.31±1.17, 어전리(전북) 4.40±0.80, Kang KO 등(1995)은 

선호하는 염도는 김장김치류 2.3～2.7%, 봄김치류 1.8～

2.4%, Moon GS 등(1997)은 부산지역 김치의 적절한 염

도는 여름 2.61±0.51, 겨울 2.82±0.49, Song MR과 Lee KJ 
(2008)은 전주지역 배추김치의 평균 염도는 2.0±0.4%라

고 보고하여 시대와 지역에 따라 염농도가 달라지는 것

을 나타내었다.

3. 관능검사

양파와 배를 첨가한 김치의 기호도 측정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냄새, 맛과 전반적인 기호도는 양파와 배

의 첨가량에 의해 영향을 받았지만 외관과 텍스쳐는 영

향을 받지 않았다. 냄새의 경우 양파를 0.5%, 배를 0% 
첨가한 김치의 기호도가 가장 높고, 양파 0%, 배 0.4% 
첨가한 김치의 기호도가 가장 낮았다. 맛의 기호도는 양

파 2.5%, 배 2.0% 첨가군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고, 양파 
2.5%, 배 0%와 양파 2.5%, 배 4.0% 첨가군이 다음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맛의 기호도가 가장 낮은 김치는 양파

와 배를 첨가하지 않은 군이었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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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ponse surface and contour map for sensory characteristics in taste of Kimchi with the addition of various level of 
onion and pear.

Fig. 6. Response surface and contour map for sensory characteristics in overall acceptability of Kimchi with the addition of 
various level of onion and pear.

Table 4. Polynomial equations calculated by response surface method program for Kimchi with the addition of various level of 
onion and pear

Response Polynomial equations R2

Flavor Y1 = 5.01280 + 0.09964X1 - 0.27567X2 - 0.01734X1c + 0.00959X1X2 - 0.02973X2
2 0.029

Taste Y1 = 2.49000 + 0.25563X1 + 0.08428X2 - 0.00462X1
2 - 0.00061X1X2 - 0.00143X2

2 0.649
Overall acceptablity Y1 = 2.97105 + 0.18170X1 + 0.11263X2 - 0.00299X1

2 - 0.00061X1X2 - 0.00186X2
2 0.643

파 2.5%, 배 2.0% 첨가군이 가장 좋았으며, 양파 2.5%, 
배 4.0% 첨가군> 양파 2.5%, 배 0% 첨가군과 양파 5.0%, 
배 0% 첨가군> 양파 5.0%, 배 4.0% 첨가군> 양파 5.0%, 
배 0% 첨가군과 양파 0%, 배 40% 첨가군 > 양파 0%, 
배 2.0% 첨가군 > 양파와 배 무첨가군 순으로 나타나 맛

의 기호도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

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파와 배는 모두 김치의 맛을 

향상시키는데, 배 보다는 양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양파와 배의 첨가량을 다르게 하여 제조한 김치의 관

능적 특성 중 유의차가 나타난 냄새, 맛, 전반적인 기호

도의 반응표면분석 결과는 Fig. 4～6과 Table 4～5에 나

타내었다. 다항 회귀식에 의해 형성된 김치의 반응표면 

분석 결과 냄새의 R2는 0.0293으로 매우 작은 값을 나타

냈으며, 맛과 전반적인 기호도의 R2값은 각각 0.6492와 

0.6427로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반응표면의 모

양은 맛과 전반적인 기호도의 경우 최고형을 나타내고 

냄새는 안장형을 나타내었다. 맛의 최대점은 양파 2.61%, 
배 2.38% 첨가군이었으며 이 때 관능 점수는 6.83이었다. 
또한 전반적인 기호도의 최대점은 양파 2.78%, 배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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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edicted levels of optimum preparation conditions for 
the maximized sensory characteristics of Kimchi with 
the addition of various level of onion and pear

Level for maximum response

Flavor Taste Overall
acceptability

Morphology type Saddle Maximum Maximum
Sensory score 6.80 6.83 6.94

Onion(%) 4.55～5.00 2.61 2.78
pear(%) 0～0.30 2.38 2.57

를 첨가군이었으며, 이 때 관능점수는 6.94이었다. 이는 

양파와 배의 성분 중 다양한 유기산과 당은 김치의 신맛, 
단맛과 감칠맛 등을 조절하여 적당량 첨가하면 김치의 

맛과 전반적인 기호도를 향상시키지만, 과량 넣으면 신

맛 또는 단맛 등이 강해져 오히려 맛과 전반적인 기호

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IV. 요 약

양파와 배를 첨가하여 제조한 김치의 이화학적 특성과 
기호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양파와 배 무첨가군과 첨가군 모두 김치가 숙성됨에 

따라 pH는 감소하고 산도는 증가하였으며, 다량의 양파

와 배의 첨가군은 무첨가군에 비해 김치의 초기 숙성이 

빨리 진행되었다. 당도는 모든 실험군에서 발효가 진행됨

에 따라 값이 감소하였으며, 양파 또는 배 첨가군은 무

첨가군에 비해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염도는 발효에 

의해 변화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하였으며, 양파, 또
는 배 첨가에 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중심합성 계획법에 의해 일정 비율의 양파와 배를 첨

가한 김치의 관능적 측정 결과 냄새, 맛, 전반적인 기호

도는 유의차가 인정되었지만, 외관과 텍스쳐는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김치의 반응표면 분석 결과 냄새는 안

장형을 맛과 전반적인 기호도는 최고형을 나타내었다. 
냄새의 최적 조건은 양파 4.55～5%, 배 0～3.0%의 범위

였으며, 맛의 최대점은 양파 2.61%, 배 2.38%였으며, 전
반적인 기호도의 최대점은 양파 2.78%, 배 2.5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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