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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various kinds of commercial salts, including sun-dried (Korea),

purified, and traditional salts on the chemical and sensory properties and growth of microorganisms involved in kimchi

fermentation. Kimchi was prepared by salting in 10% NaCl solution for 2 hours followed by addition of other spices and

fermentation at 20oC. The decreases in pH suggested that kimchi fermentation can be classified into 3 steps: initial,

intermediate, and final stages. In texture analysis, the hardness and fracturability of traditional salt kimchi were higher than

those of regular kimchi. From the sensory evaluation test for kimchi, sensory scores were high for traditional salt addition,

especially taste, overall preference and texture. Among various microorganisms related to kimchi fermentation, the growth

of Leuconostoc mesenteroides, Lactobacillus plantarum, Pichia membranaefaciens and Escherichia coli were examined.

Based on the conditions of kimchi fermentation, a 2% and 5% concentration of each salt were studied. Also, the conditions

of the cultures at 37oC were examined. There was no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growth of Leuconostoc mesenteroides,

Lactobacillus plantarum, Escherichia coli in the different kinds of salts. However, the growth of Pichia membranaefaciens

was strongly inhibited by a 5% concentration of traditional salt during incubation at 37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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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김치는 주재료인 채소에 소금을 비롯한 각종 양념을 첨가

하여 숙성시킨 우리 고유의 발효음식으로, 발효되는 동안 젖

산균의 작용으로 생성된 유기산을 비롯한 각종 향미 성분이

주재료 및 양념과 조화되어 독특한 맛을 지닌다. 또한 김치

는 다양한 재료와 복잡한 발효작용, 여러 가지 형태의 생화

학적 반응들에 의하여 생리활성 기능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소, 비타민, 무기질 등을 공급해 주어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 그리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식품으로 부각

되고 있으며, 국내소비와 수출을 위한 김치산업이 급부상하

고 있다. 그러나 수송, 판매 및 유통 중의 환경변화로 김치

의 품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저장성 향상을 위한 연구

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Kim 등 1998). 김치의 종류는

주재료의 종류, 만드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나, 대표적인 김

치는 배추김치이다. 배추김치의 맛과 질감은 사용된 양념의

종류 및 양뿐 아니라, 배추의 절임, 숙성온도에 따라 달라

진다. 그 중에서도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단계는 김치의 품

질, 특히 맛과 질감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로서 배추

절임 시 사용되는 소금의 종류와 농도, 절임 시간 등이 변

수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 배추김치의 절임에 관한 연구로

는 절임 염수의 농도, 절임 시간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김치숙성은 원료자체와 제조환경으로부터 혼합된 다

양한 미생물에 의해 이루어지며, 재료 중의 탄수화물, 아미

노산 등으로부터 산미, 지미, 방향을 내는 저분자 물질들이

생김으로서 김치의 독특한 맛과 향을 주게 된다. 김치발효

는 유산균에 의한 유산균 발효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유산

균은 김치발효에 관여하는 중요한 균으로서 잘 숙성된 김치

(pH 4.3-4.8)에는 약 108 cfu/mL의 유산균이 있다. 주요

김치 유산균으로서는 Leu.masenteroides, Lac. plantarum,

Lac. brevis, Lac. fermentum, Lac. acidophilus 등이 보

고되었고, 발효초기에는 호기성 세균인 Achromobacter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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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Bacillus 속 등이 우점종으로 나타나고, 이어서 Leu.

masenteroides가 김치의 산도도 높이고, pH가 4.9 이하로

저하되면 그들의 생육이 저해된다. 그리고 Lac. fermentum,

Lac. plantarum 등 다른 균들이 지속적으로 관여하게 되

지만 과다한 산 생성으로 발효 말기에는 산패를 유도하며

(Mheen & Kwoon 1984; Ha 1997), 산막 효모가 번식하

여 연부현상이 나타나 김치의 맛과 품질을 저하시킨다(Shin

1994). 그러므로 김치가 적절한 발효를 일으키면서 가식기

간을 늘이기 위해서는 발효과정 중의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

시켜야 하는데 소금의 농도(Ko 등 1994)와 온도(Mheen &

Kwoon 1984; Cho & Rhee 1991)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

고, 이에 관한 연구로는 시판소금이 김치발효 미생물의 생

육에 미치는 영향, 소금절임과 김치 담금 시 미생물의 첨가

가 숙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국내에 유통

되고 있는 식탁용 소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KS규격에 따

라 정제염의 규걱을 원용하면 크게 천일염과 정제염으로 나

누어지고 정제염은 기계염과 가공염으로 분류되고 있다. 천

일염은 서해안의 해수를 모아 태양열과 바람에 의해 수분을

증발시켜 염의 결정을 얻은 것이다. 최근에는 해수 오염과

쓴맛이 있는 간수를 제거한 천일염(생소금)이 나오는데 이

것은 서해안의 천일염을 분쇄한 후 물 세척을 하여 불순물

과 간수를 제거한 후 원심분리한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고

도로 정제된 기계염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이온 교환막을 이

용해 염화나트륨만을 추출한 소금은 기계적으로 대량생산을

한다. 최근에 시중에 나와있는 대표적인 가공염들은 가열공

정을 거쳐 가공하는 방법이 공통적인데 천일염을 세라믹 반

응로에서 800oC 이상 고온으로 2번 구워 불순물과 간수, 유

해성분을 제거한 것(구운 소금)과 이보다 높은 온도인

1300oC 이상 고온으로 3번 구운 것(생금)이 있다(Ha 1997;

Ha & Pack 1998; Kang 등 1998). 한편, 자염(끓일 자-

煮, 소금염-鹽)은 천일염이 생산되기 이전에 오래 전부터

만들어 왔던 소금으로, 바닷물을 갯벌에 판 웅덩이에 끌어들

여 소금이 농축된 함수를 얻고 이 함수를 가마솥에 끓여 만

든 우리의 전래소금이다. 자염은 일제 시대에 천일염이 만들

어지면서 사라졌으나 2002년 5월에 충남 태안 문화원에서

옛 자염 생산터를 발굴하고 고증을 거쳐 자염 생산을 재연하

여 소규모로 생산되고 있다. 자염의 맛은 부드럽고 온화한

짠맛과 감칠맛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천일염에 비해

칼슘함량이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칼슘은 채소 염절임

시 펙틴질과 가교결합을 형성하여 질감을 단단하게 해주고

쉬 물러지지 않게 해주므로 칼슘 함량이 높은 자염으로 배추

를 절인 후 김치를 만들었을 때 매우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종류의 소금 즉, 자염, 국

내 천일염, 정제염을 사용하여 배추를 절인 후 김치를 담그

어 숙성시키면서 염의 종류에 따른 발효숙성의 이화학적인

특성과 관능적 특성뿐만 아니라, 각각의 소금이 김치발효 미

생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한 소금은 태안에서 생산된 자염(Traditional

boiled salt)과 신안에서 생산된 국내산 천일염(Sun-dried

salt, Korea),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서 정제과정

을 거친 기계염인 한주소금((주)한주)이었다. 실험용 배추

(Chineses cabbage)는 2002년 7월에 고랭지에서 재배한

것이고, 부재료로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설탕((주)삼양)

등이 사용되었다.

2. 사용균주 및 배지

Leuconostoc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

(KCTC 3100), Lactobacillus plantarum(KCTC 3099),

Pichia membranaefaciens(KCTC 7628)를 생명공학연구

소에서 구하여 표준균주로 사용하였다. 사용배지는

Leuconostoc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

(KCTC 3100), Lactobacillus plantarum(KCTC 3099)의

경우는 MRS배지(DIFCO), Pichia membranaefaciens

(KCTC 7628)의 경우는 yeast extract(1％), bacter

pepton(1％), dextrose(2％)를 각각 혼합하여 만든 배지를

각각 사용하였다.

3. 배추김치 담금 방법

1.8-2 kg 정도의 배추를 뿌리로부터 줄기로 4등분한 후

3×4 cm 크기로 잘라 10% 소금물의 양을 배추의 2배로 하

여 실온(25oC)에서 약 2시간동안 절인 후, 물로 3회 세척하

고 30분 동안 물기를 뺀 뒤 부재료를 잘 버무려서 담았다.

이때의 부재료 혼합비율은 배추 100 g 당 고춧가루 2.5 g,

파 2 g, 갈은 마늘 1.4 g, 갈은 생강 0.6 g, 설탕 1 g씩을

첨가하였다. 이것을 플라스틱 통에 각각 100 g씩 담아 봉하

여 20oC의 항온기(Low Temperature Incubator, LTI-

1000SD, Eyela, Japan)에서 9일간 저장하면서 정기적으로

시료를 취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4. 실험 처리구

김치제조 후 숙성 중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0oC의 항

온기(Low Temperature Incubator, LTI-1000SD, Eyela,

Japan)에 넣어(Park & Lee 2005) 0, 2, 3, 5, 7, 9일 숙

성시킨 후 실험하였다.

5. pH 및 총산도(pH and Total acidity)

김치의 국물과 고형물을 분쇄기로 곱게 마쇄하여 거즈로

짠 액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pH는 pH meter(hanna

Instruments, Singapor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산도는

AOAC법에 의하여 시험용액 10 mL에 pH meter 전극을 담

그고 0.1 N NaOH로 pH가 8.3이 될 때까지 적정하여 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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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데 소요된 NaOH 용량(mL)을 acetic acid함량(％)으

로 환산하여 총산함량을 표시하였다.

6. 염도(Salinity) 및 가용성 고형물 함량(Soluble solid

content)

배추김치의 숙성과정에서 국물과 고형물을 waring

blender로 곱게 마쇄하여 거즈로 여과하여 얻은 각 시료액

의 염도 및 가용성고형물 함량을 염도계(Salt meter, SS-

31, Japan) 및 당도계(Refractometer, Atag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7. 기계적 질감 특성(Texture)

배추김치의 기계적 질감특성은 Texture analyzer(TA/

XT2, England)를 사용하여 시료의 일정부위를 2회 연속적

으로 주입시켰을 때 얻어지는 힘-시간곡선으로부터 경도

(hardness), 파쇄성(fracturability), 씹힘성(chewiness)

을 측정하였다. 이때 기기의 작동 조건은 <Table 1>과 같다.

8. 유산균수

배추김치의 국물을 무균적으로 1 mL 취하여 멸균수로 단

계 희석한 후, 유산균 분리용 배지(Lactobacilli MRS Agar,

Difco Lab.)에 0.1 mL씩 도말한 후 30oC의 배양기

(Incubator, VS-1203 P3, Vision Sci. Co.)에서 48시간

배양 후 나타난 colony를 계수하였다.

9. 관능평가(Sensoty test)

배추김치의 냄새(odor; 신내, 군덕내), 맛(taste; 단맛,

신맛, 감칠맛, 탄산미, 전체적인 맛), 조직감(texture; 단단

한 정도, 질긴정도, 아삭아삭한 정도), 전반적인 기호도

(over-all preference)를 평가하였다. 관능검사요원은 충남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생 10인으로 구성하여 실험목적, 방

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색깔 외관, 맛, 냄새, 질감에 대하

여 7점법(7-point scale)을 이용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

를 하도록 하였다.

10. 균의 배양 및 생육도 측정

천일염, 한주 소금, 자염이 김치발효 미생물의 각 균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각각의 배지에 소금

을 2%와 5% 농도로 첨가하여 Shaking Incubator(VS-

8480SR, KMC-8480SK)에서 배양온도를 37oC, 158 rpm

으로 하고 생육도를 측정하였다. Park 등 2001의 보고에

의하면 37oC에서 배양하였을 때 보다 10oC에서 배양하였을

때 균의 성장이 저조하였다고 나타내었다. 전배양액을 본 배

양액의 1%(v/v) 농도로 접종하여 배양한 후 일정시간 간격

으로 배양액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료를 분광 광도계(UV/

VIS spectrophotometer, SMART PLUS 1900)를 사용하

여 6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균의 생육도로 표시하

였다.

11.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PSS 프로그램 중에서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여 Duncan의 다중 범위 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5% 수준에서 각 시료간의 유의성을 검정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pH 및 총산도

배추김치의 발효과정 중 pH 및 산도 변화는 <Table 2>

및 <Table 3>에 나타내었다. 발효 숙성 시 원재료에 함유

된 각종효소와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구성성분이 분해, 발

효되는데 특히 배추의 주성분인 탄수화물의 분해로 각종 유

기산이 만들어져 김치의 특유의 신선한 신맛을 주게 되므로

pH는 김치의 주요 품질지표라 할 수 있다(Kim 등 1994).

실험결과, 배추김치의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pH는 낮아지

고 산도는 증가하는 전형적인 김치 발효 양상을 나타내어 기

존에 보고된 김치의 발효양상과 일치하였다. 0일째 배추김

치의 pH는 정제염이 5.61, 자염 5.57, 국내산 천일염 5.2

의 순 이였으나, 2일째의 pH는 자염 4.38, 국내산 천일염

<Table 1> Conditions of texture analyse for TPA

Test mode and option
Measure foce in compression

Return to start
Pre test speed 5.0 mm/s
Test speed 5.0 mm/s
Post test speed 5.0 mm
Distance 18 mm
Trigge type Auto
Trigger force 10 g
Contact force 5.0 g
Probe p/5

<Table 2> Changes in pH of kimchi during fermentation at 20oC

Fermentation time (day)
0 2 3 5 7 9

Sun-dried salt (Korea) 5.23±0.02c 4.36±0.00a 3.95±0.01b 3.65±0.02a 3.61±0.02 3.49±0.01 
Purified salt 5.62±0.00a 4.33±0.02b 3.93±0.03b 3.67±0.00a 3.60±0.00 3.48±0.02 
Traditional salt 5.57±0.01b 4.38±0.00a 4.02±0.01a 3.58±0.03b NS3.57±0.02NS NS3.49±0.01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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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정제염 4.32이고, 3일째의 pH는 자염 4.02, 국내산

천일염, 정제염 3.92의 순이었다. 산도는 0일째, 자염이

0.3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내산 천일염이 0.28%,

정제염은 0.23%로 가장 낮았다. 3일째의 산도도 0.99%를

보인 자염이 가장 높았고, 정제염 0.93%, 국내산 천일염은

0.92%의 순으로 측정되었다. 즉, 자염의 경우 산도는 다른

염에 비해서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숙성 초기에서 적기인(숙

성 2일 3일)까지의 pH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숙성 말기에

pH가 완만하게 저하된 것은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이 유

도기에 접어들어 유기산 생산량이 완만하고, 또 생성된 유

기산이 무기이온 및 유리아미노산과의 완충작용이 있기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산도의 증가는 발효 중 유기산의 생성

에 의한 것으로 발효가 진행되면서 젖산과 초산이 점점 증

가되는 반면 다른 유기산은 발효전이나 이후나 별 차이가 없

다는 Kim 등 1994의 결과를 참고로 할 때 총산도의 증가

는 주로 젖산과 초산에 의해 가장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

다. 김치의 최종 적정 산도는 원료 특히, 배추의 가용성 고

형물 함량과 밀접히 비례하며 발효기간 동안 일정히 증가한

다(Kim 등 1994). 김치가 가장 적합하게 발효되었을 때의

총 산도는 젖산으로 0.5-0.6%이며 식용으로 적합한 범위

는 0.4-0.75%로 보고(Guzman & Patricia 1986)되었다.

2. 염도

각 소금 시료로 담근 김치의 염도 변화를 보았을 때, 저

장 기간 동안 1.8-2.3%의 범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Cho & Rhee 1979에서는 관능검사 상 가장 좋은 염도

가 2%, 불량하다 평가되는 염도는 2.8%라고 하였고, Kim

1967의 연구에 따르면 식용에 가장 적합한 농도는 3%이고

이보다 낮으면 연부를 촉진하고 6%에 가까우면 저장성은 좋

으나 색깔과 향미가 좋지 않다고 하였다.

3. 가용성 고형물 함량

배추의 가용성 당은 주로 환원당으로 김치 숙성 시 미생

물 생육을 위한 주 탄소원(Lee 1994)이므로 환원당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치 속의 당은 맛을

좌우할 정도의 양은 아니나 발효에 관여하는 각종 미생물의

영양분으로 이용되어 신맛과 감칠맛, 독특한 향기 등 각종

성분의 생성과 성분 상호 간의 조화를 이루게 하여 김치 특

유의 향미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당의 변화를 조사함으

로써 미생물의 생육정도와 향미의 변화와 숙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본 실험에서 배추김치의 숙성에 따

른 가용성 고형물 함량 변화를 나타낸 결과는 <Table 4>과

같다. 0일째의 가용성고형물의 함량은 자염이 10.6oBrix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1oBrix로 국산 천일염, 정제염은

9.2oBrix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숙성적기인 3일째는 국

산 천일염 9.4oBrix, 태안 자염이 9.3oBrix, 정제염 8.85
oBrix의 값을 보였고, 이후에 배추김치 모든 시료들의 값이

조금씩 감소하여 숙성 9일째는 8.6oBrix정도로 비슷한 경

향을 보였으며, 정제염은 숙성 7일째까지 계속 가장 낮은 값

을 보였다. 자염의 경우, 가용성 고형물 함량의 가장 큰 감

소폭을 보였는데, 이것은 자염으로 담근 김치가 관능검사 결

과 신맛과 감칠맛 등 김치의 전체적인 기호도가 높은 것에

영향을 준 것과 결부시켜 볼 때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었다.

4. 기계적 질감특성(TPA)

배추김치의 숙성 중 질감특성을 Texture analyser를 이

용하여 TPA(texture profile analysis)를 측정한 결과는

<Figure 1, 2, 3>과 같다. 0일째, 경도는 2202.4 g으로 자

염이 가장 높았고, 국내산 천일염은 2167.1 g을, 정제염은

1777.6 g 으로 가장 낮았다. 3일째의 경도는 자염이 2136.8

g, 국산 천일염이 2099.5 g, 정제염은 1852.5 g이었으며,

9일째의 경도는 2103.4 g, 국산 천일염이 1892.1 g, 정제

염이 1797.4 g이었다. 숙성동안 전체적으로 경도의 값은 약

간의 감소추세를 보였고, 자염이 다른 염에 비해서 숙성 말

기 까지 높은 값을 유지 하였으며, 천일염의 경우는 숙성 중

기까지 자염과 비슷한 값을 유지하였으나 숙성 말기로 접어

들면서 초기부터 낮을 값을 보였던 정제염과 비슷한 값을 보

<Table 3> Changes in acidity of kimchi during fermentation at 20oC

Fermentation time (day)
0 2 3 5 7 9

Sun-dried salt (Korea) 0.279±0.00 0.599±0.01 0.918±0.01b 1.287±0.01b 1.634±0.03b 1.872±0.01b

Purified salt 0.225±0.00 0.614±0.01 0.927±0.02b 1.269±0.01c 1.647±0.00b 1.868±0.00b

Traditional salt NS0.297±0.00NS NS0.599±0.00NS 0.986±0.01a 1.359±0.01a 1.710±0.01a 1.899±0.00a

<Table 4> Changes in soluble solid content (oBrix) of kimchi during fermentation at 20oC

Fermentation time (day)
0 2 3 5 7 9

Sun-dried salt (Korea) 10.1±0.00b 9.0±0.00 9.4±0.00a 9.1±0.10a 9.0±0.00a 8.8±0.20
Purified salt 09.2±0.10c 9.0±0.00 8.8±0.05c 8.6±0.00b 8.5±0.10b 8.7±0.10
Traditional salt 10.6±0.00a NS9.4±0.00NS 9.3±0.00b 9.0±0.00a 8.9±0.00a NS8.6±0.00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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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Kim 등(2005)은 천일염, 세척탈수염, 기계염, 환원염

의 종류별로 보면 환원염에서 경도의 감소가 다른 김치보다

더 낮아 물러짐 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치

의 조직은 숙성이 진행되면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고 보고를 하였다. 파쇄성의 결과는 0일째

는 1949.9 g의 정제염을 제외하고, 태안 자염이 2369.2 g,

국산 천일염 2345.2 g으로 비슷한 값을 보였으나, 숙성 7

일째 자염은 2473.5 g, 정제염 2115.7 g, 국산 천일염

1968.1 g으로 자염과 다른 염들 간의 파쇄성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파쇄성은 숙성 내내 자염은 계속 초기값을 유지

하여 다른 염들보다 높은 값을 유지하였으며, 국산 천일염

은 숙성 5일째까지 높은 값을 유지하다가 7일째 추세를 보

였다. 씹힘성의 0일째 결과는 자염 565.8 g, 국산 천일염

360.4 g, 정제염 199.1 g으로 염들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2일째는 250-270 g 정도로 비슷한 값을 보였으나, 3일, 5

일로 접어들면서 자염과 다른 염들 간의 씹힘성의 차이가 크

게 벌어졌으며, 9일째도 자염이 300.5 g, 국산 천일염

218.2 g, 정제염이 189.5 g으로 다른 염에 비해서 자염의

씹힘성이 높은 값을 보였다. 즉, 기계적 질감의 측정 결과,

경도(hardness)와 파쇄성(fracturability), 씹힘성(chewiness)

은 다른 염에 비해 자염이 높게 나타났으며, 숙성 말기에도

높게 유지되었다.

5. 유산균수

김치의 발효 중에는 젖산균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미생물

들이 관련하여 젖산을 비롯하여 사과산, 옥살산 등을 생성하

는 복잡한 발효과정을 밟아 김치 특유의 향미를 부여하게 된

다(Lee & Yang 1970). 김치는 사용되는 재료에 양생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있으나 발효초기에 김치내의 소

금농도 때문에 내염성 세균들이 주로 생육하게 되며 발효가

진행되면서 젖산을 비롯한 각종 유기산이 생성됨에 따라 pH

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내산성 세균들이 자라나게 된다(최

1988). 이처럼 김치가 발효, 숙성되는 동안 미생물상이 계속

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결국 이들에 의해 생화학적 변화가 일

어나면서 김치에 독특한 맛과 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본 실

험의 배추김치의 숙성에 따른 각 김치의 총 생균수의 변화는

<Figure 4>와 같다. 자염으로 담근 배추김치의 총 생균수의

변화는 다른 염에 비해 숙성 적기인 3일 이후부터 산도가 많

이 올라간 5일, 7일까지도 높게 유지되었다. 그림과 같이 유

산균 수는 초기에 105에 머무르던 세균수가 계속 증가하여 5

일째, 자염은 1010, 국산 천일염과 정제염은 109까지 증가하

였으며 그 후에 자염은 약간의 감소를 국산 천일염과 정제염

은 5일째의 값을 유지하여 네 가지 염이 거의 비슷한 값을 보

였으나, 감소하는 동안에도 자염에서의 유산균 수가 가장 많

았고, 정제염의 유산균수는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Figure 1> Changes in hardness of kimchi during fermentation at

20oC

<Figure 2> Changes in fracturability of kimchi during fermentation

at 20oC

<Figure 3> Changes in chewiness of kimchi during fermentation at

20oC

<Figure 4> Changes in no. of Lactobacilli of kimchi during fermen-

tation at 2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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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능평가

관능 검사의 평균값의 결과 강도특성은 <Table 5>, 기호

도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신냄새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군덕내는 자염 배추김치가 다른 염에 비하여 유의

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고(p<0.05), 감칠맛, 단맛, 신

맛, 경도, 아삭아삭한 정도, 전반적인 기호도 모두 자염 김

치가 다른 염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p<0.05), 경도와 파쇄성의 경우는 기계적인 질감 특성과

마찬가지로 자염이 3일부터 9일까지 다른 염들에 비해서 높

은 값을 나타내었다. 관능검사 결과 전체적인 수용도는 숙

성기간과 소금의 종류를 모두 고려했을 때, 3일 숙성된 태

안자염으로 담근 배추김치가 7점 만점에 5.6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숙성 기간 별로 보면, 숙성 3일째에 자염 5.6,

국산 천일염 4.2, 정제염이 4.1의 값을 나타내어 대부분의

염이 이때 전체적인 수용도가 가장 높았고, 숙성 9일째 자

염 4.8, 국산 천일염 3.3, 정제염 2.6의 값으로 비교적 낮

은 값을 보였다. 소금 별로 보면, 국산천일염의 전체적인 수

용도는 5일째 4.8로 가장 높은 값을 숙성 2일째 2.9의 값

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고, 정제염은 숙성 3일째 4.1,

9일째 2.6, 자염은 숙성 3일째 5.6, 2일째 4.0의 값을 보

였다. 숙성기간동안 태안자염의 전체적인 수용도는 2, 3, 5,

7, 9일 모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7. 균의 생육정도

본 연구에서는 발효초기에 번식하여 김치환경을 산성화하

고 혐기발효균으로 발효초기에 번식하여 김치환경을 산성화

하고 혐기성 상태로 만들어주는 Leuconostoc mesenteroides

와 발효초기부터 말기까지 왕성하게 번식하여 산패 시 최고

의 성장을 보이는 Lactobacillus plantarum 및 발효 말기

에 공기와 접촉하는 김치표면에 산막을 형성하여 김치의 부

패를 촉진시키는 산막효모인 Pichia membranaefaciens,

그리고 김치 발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김치의

산업화에 따른 대량생산과 유통과정의 다양화로 식품 오염

균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Escherichia coli의 생육이 각각의

소금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Pichia membranaefaciens (KCTC 7628)

<Figure 5>은 37oC 배양온도에서 2%와 5%의 국산 천일

염, 한주소금, 태안자염 농도에서 Pichia membranaefaciens

KCTC 7628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결과이다. 일

반적으로 Pichia membranaefaciens은 김치 표면에 산막

을 형성하여 채소류의 염주현상 및 부패를 촉진시켜 김치의

저장성과 품질 보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Shin 1994).

본 실험결과 2% 농도의 배지에서 대부분 27시간째부터 대

<Table 5> Mean scores of sensory properties of kimchi during fer-

mentation at 20oC

  Fermentation 
time (day)

Sun-dried 
salt (Korea)

Purified 
salt

Traditional
salt

Flavor

Sour
odor

2 2.4 3.0 3.3NS

3 3.6 3.7 3.4NS

5 3.7 4.1 4.7NS

7 4.8 4.8 5.1NS

9 5.5 5.5 4.9NS

Moldy odor

2 2.1 1.9 1.6NS

3 2.6 2.5 1.9NS

5 3.3 3.4 3.4NS

7 3.9b 4.0b 3.0a

9 4.3b 5.0c 3.5a

Taste

Sweet 

2 2.8 2.9 3.5NS

3 3.7ab 3.4ab 4.5b

5 4.3b 2.7a 4.2a

7 3.2ab 3.1ab 4.3b

9 3.2ab 2.8ab 4.0b

Sour

2 2.3 2.9 3.6NS

3 4.3 4.9 4.5NS

5 5.0 5.7 5.5NS

7 5.2 5.8 5.2NS

9 5.4a 6.1b 5.2a

Savory

2 3.4 2.5 3.8NS

3 3.9a 3.7a 5.0b

5 4.7b 3.2a 4.9b

7 3.7a 3.5a 5.3b

9 4.0b 3.7ab 5.5c

Carbonated

2 2.6 2.8 2.6NS

3 3.9 4.5 4.9NS

5 5.1a 4.9a 5.8b

7 4.8 5.3 5.2NS

9 4.2ab 3.8ab 4.5b

Over all
taste

2 2.8a 3.4b 3.6b

3 4.0a 4.1a 5.3b

5 4.5b 3.3a 4.3b

7 3.9ab 3.3a 5.2b

9 3.4b 2.7a 5.0c

Texture

Hardness

2 5.0 4.6 4.4NS

3 5.6b 5.1ab 5.7b

5 4.5ab 4.4ab 5.2b

7 3.9ab 3.4a 4.5b

9 3.1b 2.6a 4.4c

Fracturability

2 4.9 4.6 4.3NS

3 5.5b 5.3ab 6.1c

5 4.9a 4.4a 5.4c

7 3.7ab 3.4a 4.8a

9 3.1b 2.2a 4.6b

<Table 6> Mean scores of sensory preference of kimchi during fer-

mentation at 20oC

Fermentation 
time (day)

Sun-dried 
salt (Korea)

Purified
salt

Traditional
salt

 Overall
preference

2 2.9a 3.9b 4.0b

3 4.2a 4.1a 5.6b

5 4.8b 3.5a 5.0b

7 3.5a 3.2a 5.2b

9 3.3b 2.6a 4.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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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식기가 시작하여 90시간 정도에 정지기에 도달하였고,

소금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5%배양의 생균

곡선에서 태안 자염은 다른 염에 비해 유도기가 길게 나타

났으며 정지기까지 완만한 곡선을 나타내었다. Park 등

2001은 죽염에 대해 5% 농도에서는 거의 균이 성장하지 못

해 완전한 생육억제 효과를 나타내었고, 3% 농도에서도 다

른 소금에 비해 유도기가 길고, 대수증식기의 성장률이 낮

아 상당한 저해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2) Leuconostoc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

(KCTC 3100)

<Figure 6>는 37oC 배양온도에서 국산 천일염, 한주소

금, 태안자염이 Leuconostoc mesenteroides KCTC 3100

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결과이다. Leuconostoc

mesenteroides는 발효초기에 많이 번식하여 김치의 맛과

풍미를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잡균이 호기성 세균의 번식을

억제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Mheen & Kwoon 1984;

Ha 1997). 따라서 김치 발효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실험 결과 소금 농도5%일 때 2%보다 Leuconostoc

mesenteroides의 생육이 억제되었으나 소금 종류별로는 특

이할 만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Park 등 2001의 보

고처럼 온도가 낮을수록, 소금농도가 증가할수록 Leuconostoc

mesenteroides의 생육이 억제되나 소금 종류별로는 특이할

만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

었다.

3) Lactobacillus plantarum (KCTC 3099)

<Figure 7>은 37oC 배양온도에서 국산 천일염, 한주소

금, 태안자염이 Lactobacillus plantarum KCTC 3099의

<Figure 5> Effect of various salts on the growth of Pichia membra-

naefaciens KCTC 7628 at 37oC

<Figure 6> Effect of various salts on the growth of Leuconostoc

mesenteroides KCTC

<Figure 7> Effect of various salts on the growth of Lactobacillus

plantarum KCTC 3099 at 37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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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결과이다. 내산성이 강한

Lactobacillus plantarum은 pH가 상당히 저하된 발효 말

기까지 왕성한 생육을 보이며 김치 맛이 가장 좋은 적숙기

(pH 4.3)에도 번식하여 김치 숙성에도 어는 정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다량의 젖산을 생산하여 김

치의 산패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선한 김치의 맛과 품질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생육이 억제되어야 한다

(Mheen & Kwon 1984). 본 실험 결과, 2% 소금농도에서

는 소금에 종류에 상관없이 생장 10시간째부터 대수증식기

가 시작되었으며, 생장곡선이 거의 일치하였으나, 5% 소금

농도에서는 2% 소금농도보다 생육이 저조하였다. 또한 5%

소금농도에서 국산 천일염, 태안자염은 생육 20시간째부터

대수증식기가 시작되어 43시간째 정지기에 도달하였고, 국

산 천일염의 경우는 태안자염보다 약간의 성장 저해 효과를

나타내었다. 정제염은 다른 염보다 유도기가 길었으며, 국

산 천일염과 비슷한 성장 저해를 보였다.

IV. 요약 및 결론

자염이 배추김치 숙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배추(3×4 cm)를 3 종의 소금(자염, 정제염, 국산천일염)으

로 만든 10% 절임 염수에서 각각 2 시간 절인 후 각각의 소

금으로 간을 한 양념을 혼합하여 20oC의 항온기에서 13일

간 숙성 발효시키면서 정기적으로 pH, 산도, 염도, 당도,

유산균수, 기계적 조직감, 관능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자염

의 경우 산도는 다른 염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유

산균수 역시 숙성 적기인 3일 이후부터 산도가 많이 올라간

숙성 7일까지도 높게 유지되었다가 7일 이후 감소하였다.

김치의 조직감을 texture analyser로 측정하였을 때 숙성

9일까지 다른 염에 비해 경도 및 파쇄성이 높게 유지되었다.

관능검사 결과 숙성 적기이후부터 숙성 말기까지 단맛, 감

칠맛, 경도, 아삭아삭한 정도, 전반적인 기호도의 항목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신맛과 군덕내

는 자염으로 담근 김치가 다른 염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

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김치 발효 미생물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 37oC에서 Leuconostoc mesenteroides

와 Lactobacillus plantarum의 생육은 소금별로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 발효 말기에 김치표면에 산막을 형성

하여 김치의 부패와 연부현상을 일으키는 산막효모인 Pichia

membranaefaciens은 5% 소금농도의 자염에서 유도기가

길어짐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기계적 조직감 뿐만 아니

라 관능검사결과에서 자염으로 담근 김치의 경도와 파쇄성

이 김치발효 후 오랫동안 유지되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보

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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