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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commercialization of Kimchi made of cabbage (Brassica oleracea var. capitata L.) using 

pre-fermentation conditions. The pre-fermentation conditions were 0, 18, 24, and 28 h at 20℃, and then the samples were stored at 10℃ 
to assess changes in quality characteristics. A comparison of the quality characteristics during storage showed that PF24 (pre-fermented 

cabbage Kimchi during 24 h at 20℃) and PF28 (pre-fermented cabbage Kimchi during 28 h at 20℃) had pH 4.47 and pH 4.23 on the second 

day of storage, respectively. It was possible to shorten the fermentation time to less than that of PF0 (not pre-fermented cabbage Kimchi at 

20℃), by approximately 3 days. Total acidity was 0.26 to 0.29% immediately after making the Kimchi. However, PF0, PF18 (pre-fermented 

cabbage Kimchi during 18 h at 20℃), PF24 and PF28 became well-fermented when they were stored for 8∼14 days, 3∼10 days or 2∼3 

days. The number of lactic acid bacteria increased with the passage of time in all treatment groups regardless of fermentation conditions. 

However, the longer pre-fermentation time became, the faster the number of lactic acid bacteria increased. Most samples showed similar 

results late in the storage period; 7.2∼7.4 log CFU/mL. PF0 had the greatest volume change 2.1 times increase late in the storage period. 

The sensory evalua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for flavor, taste, and overall acceptability after a partial storage period. PF28 stored for 

2∼3 days showed excellent flavor, and PF24 and PF28 stored for 2∼3 days showed the highest scores of 6.27 to 6.67. The PF24 and PF28 

treated samples were appropriate for commercializing small packed cabbage Kimchi and for alleviating the expansion problem of the packing 

material. However, because mass commercial production requires a large number of samples to be used at once, the results should be 

assessed for industrial product developme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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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김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발효식품으로, 김치에 들

어가는 배추, 파, 고춧가루, 생강, 마늘 등에 의한 소화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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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변비 예방, 항 돌연변이, 항암작용, 항산화효과, 장내 

유해세균들의 성장 억제와 기타 약리작용이 알려지게 되면서 

김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최홍식 2004, Cheigh HS와 

Hwang JH 2000, Kang CH 등 2002, Kim SD 등 2000, Kong 

CS 등 2005, Lee YD 등 2010, Lee YM 등 2004, Rhee CH와 

Park HD 1999). 이러한 김치는 과거에 주로 가정에서 제조하

여 소비하였으나 산업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 변화로 사

먹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Park BH와 Cho HS 

2006). 특히 김치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배추는 가을, 겨울에

는 수확량이 많아 과잉 공급이 되지만, 여름에는 가격이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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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 품질도 가을, 겨울 배추에 비해 떨어져 이러한 문제

는 수요가 날로 늘어가는 김치 산업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Han GJ 등 2011). 이에 따라 김치의 기능성 및 대

량생산과 관련하여 배추 이외에 느타리버섯, 우엉, 인삼, 해조

류 및 기호특수재료, 양파 등을 이용하여 김치의 재료로 활용

하는 등 기능성 김치가 개발 연구되고 있다(Kim DK 등 1994, 

Park GY와 Choe HS 2000, Han SY 등 2002, Koo KH 등 

2006, Park BH와 Cho HS 2006, Lim SB 등 2011). 그러나 이

러한 기능성 김치는 개발은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상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1년 내내 재배 

가능하며 김치재료 적합성이 우수한 양배추와 관련해서는 아

직 그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양배추 (Brassica oleracea 

var. capitata L.)는 십자화과에 속하는 두 해살이 풀로서 원산

지는 지중해 연안 일대와 아시아이며, 재배역사가 가장 오래

된 작물 중의 하나로 세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지금까

지 알려진 양배추의 효능으로는 암 예방, 위궤양 예방 및 치

유, 면역기능 활성화, 혈액 정화, 노화방지와 항산화 효과, 기

타 피부병 예방 등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Beecher CWW 

1994, Stoewand GS 1995, Thompson HC과 Kelly WC 1959). 

이러한 양배추는 김치 재료로 적합하며 국내인은 물론 외국

인에게도 친숙한 식재료로 상업용 생산 및 상품화의 재료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국내에서는 Yang YH 등(2005)이 

자색 양배추를 이용하여 물김치를 담글 수 있는 좋은 기능성 

재료라고 보고하였고 Park BH 등(2004)이 양배추 김치의 숙

성과정 중에 나타나는 이화학적 특성에 관하여 보고 한바 있

다. 최근 다양한 김치 상품화는 수요층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포장김치를 제품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겉절이로 

이용되던 양배추의 관능특성 평가에서 익은 양배추 김치에 

대한 높은 선호도(Seo HJ 등 2012)를 보여, 본 연구에서는 발

효적기의 소포장 양배추 김치를 생산하기 위한 전 발효조건

에 대한 김치의 품질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및 재료준비

본 실험에서 사용한 양배추(중량 1.8-2.5 kg) 및 쪽파, 마

늘, 생강, 고춧가루(전북 고창), 찹쌀가루, 소금((주)사조해표), 

멸치액젓((주)하선정종합식품)은 수원시 하나로 마트에서 구매

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찹쌀풀은 사용하는 당일에 구매한 찹

쌀가루와 물을 1:4 비율로 약한 불에서 풀을 쑤어 만들어 사

용하였다. 

2. 양배추 김치 제조 및 전 발효 조건

구입한 양배추를 3×3 cm로 절단하고 불가식 부위를 다듬

은 다음, 흐르는 물에 헹구어 물기를 뺀 후 5% 천일염에 1시

간 절임 하였다. 절임 후 다시 흐르는 물에 3번 헹군 후 

Table 1과 같은 비율로 양념을 만들어 절인 양배추에 버무려 

김치를 제조하였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저장기간 중 전체

시료를 함께 채취할 수 있도록, 전 발효시간을 고려하여 소포

장하기 28, 24, 18시간 및 직전에 김치를 각각 제조하고 20℃

에서 18, 24, 28시간동안 전 발효시켰다(Fig. 1). 미리 소포장

하여 전 발효시키지 않은 이유는 초기 발효과정에서 생성되

는 탄산가스의 저감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으며, 이러한 차

이는 포장재의 체적변화를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따로 제조하

여 20℃에서 전 발효가 종료되는 시각에 PF0, PF18, PF24, 

PF28로 명명된 시료를, OPP/AL/PE 포장재(두께 95 μm, 

11.5×13 cm)에 100 g씩 담아 내부의 공기를 충분히 탈기 시

킨 후 진공 포장기로 열 접합 포장하여 10℃에 저장하면서 

품질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Ingredient Ratio component (g)

Salted cabbage 83.15

Red pepper powder 3.60

Chives (green onion) 2.25

Garlic 1.50

Salt 5.00

Paste of glutinous rice 3.00

Anchovy juice (24% of NaCl content) 0.80

Ginger 0.70

Total 100.00

Table 1. Formula of small packaging cabbage Kimchi

Fig. 1. Study design of the effects of pre-fermentation duration in small 

packaging cabbage Kimchi

PF0; not pre-fermented cabbage Kimchi at 20℃, PF18; pre-fermented cabbage 

Kimchi during 18 h at 20℃, PF24; pre-fermented cabbage Kimchi during 24 h 

at 20℃, PF28; pre-fermented cabbage Kimchi during 28 h at 20℃

3. 시료액 제조

분석을 위한 시료액은 김치 100 g을 핸드 믹서(Braun, 

Hood mixer 1491, Poland)로 파쇄한 후 두 겹의 거즈로 여과

하여 거른 여액을 pH, 총산도, 염도 측정에 사용하였다.

4. pH, 총산도 및 염도 측정

pH는 여과 시킨 액을 10 mL 취하여 pH meter(SevenEasy 

pH, PSM1 1R-090)로 실온에서 측정하였고 총산도는 시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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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L에 3차 증류수 40 mL를 취하여 0.1 N NaOH로 적정하

여 pH 8.3이 될 때까지의 NaOH 용액 소비 mL로 정의하였다. 

이것을 젖산함량으로 환산하여 총산함량(%)으로 표시하였다.

    

총산도(%) =
0.9 × 0.1 N NaOH × F × 희석배수

× 100
시료 (mL)  

   * F: 0.1 N NaOH의 Factor

염도는 김치즙액을 취하여 염도계(ATAGO, PAL-ES2, Japan)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3회 반복하여 얻은 평균값으로 나

타내었다.

5. 젖산균수의 측정

저장중인 소포장 양배추김치에 동량의 멸균수를 가한 후 

stomacher(Interscience, France)로 2분간 균질화하여 10진법에 

따라 멸균 생리식염수로 희석하였다. 젖산균을 검출하여 계수

하기 위하여 MRS(Difico, USA) 고체 배지에 pouring 법을 이

용하였다. 37℃ 항온기에서 48±4시간 배양하였으며 자라나온 

우유빛의 집락을 계수하였으며 집락수는 log 값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6. 소포장 김치의 체적변화 분석

소포장 김치의 체적 변화율은 2,000 mL 메스실린더에 1차 

증류수 1,500 mL을 담아 밀봉한 처리구를 집어넣어 증류수가 

증가한 부피를 측정하여 그 차이를 체적으로 측정하였다. 체

적변화 측정의 대상이 되는 포장김치는 따로 표시를 하여 동

일한 시료를 측정하였으며 각 처리구당 5번 반복 실험하여 

평균값으로 그 값을 나타내었다.

7. 관능특성 검사

관능특성 검사는 저장기간 중 0, 1, 2, 3일차의 김치에 대

하여 15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전 발효시간을 달리한 4가지 

시료를 평가하게 하였다. 측정 항목은 향(flavor), 색(color), 조

직감(texture), 맛(taste), 종합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였으며 각 평가항목 기준은 9점 척도로 선호도에 대한 평가

를 하도록 하였다. 즉, 조직감을 평가할 때 단단한 정도가 크

더라도 단단하지 않은 김치를 좋아한다면, 낮은 점수를 줄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 평가하도록 하였다.  

8. 통계분석 

본 실험의 모든 통계처리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SPSS, 12.0)을 사용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였으며, one-way ANOVA test 및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을 통하여 각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p<0.05에서 분석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전 발효시간을 달리한 소포장 양배추김치의 pH 변화

양배추 김치를 제조하여 소포장 김치로 상품화 하였을 때, 

적절하게 익은 김치를 제품화할 수 있도록 소포장 전에 적당

한 온도(예비시험을 통해 20℃ 선정)에서 전 발효에 따른 품

질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는 Seo HJ 등(2012)의 연구결과

에서 숙성이 잘 된 양배추 김치가 높은 종합적 기호도를 나

타낸 것을 참고하여, 향후 제품생산 시 소포장 양배추김치를 

구매하여 소비하는 시점에서 김치가 적절히 익은 상태가 되

도록 하고, 소량씩 포장되어 판매되는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

여 김치숙성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함이었다.

먼저, pH의 변화는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 발효시

간에 따른 큰 차이를 보였다. 전 발효를 시키지 않고 바로 

소포장한 PF0은 저장 2일까지도 pH저하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저장 5일에 pH 4.35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20℃에서 전 

발효를 시킨 PF18, PF24, PF28은 저장 초기 급격한 pH저하를 

보였다. 특히 전 발효를 24시간, 28시간 시켰던 PF24와 PF28 

은 저장 2일째에 이미 pH 4.47과 pH 4.23을 나타내 전 발효

시키지 않았던 PF0보다 3일정도 숙성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

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 Park WP 등 (1997)은 포기김치와 맛

김치의 온도별 품질특성을 비교하였는데, 절단하여 단면적이 

증가된 맛김치의 숙성이 포기김치보다 2일정도 빨랐으며 맛

김치가 pH 4.3 정도를 나타내기까지 20℃저장조건은 5℃와 

비교하여 17일 정도를 단축할 수 있었다. 

Fig. 2. Changes of pH value in pre-fermented 

cabbage Kimchi with various temperature 

conditions during storage at 10℃.

●; not pre-fermented cabbage Kimchi at 20℃, ○; pre-fermented 

cabbage Kimchi during 18 h at 20℃, ▼; pre-fermented cabbage 

Kimchi during 24 h at 20℃, ▽; pre-fermented cabbage Kimchi 

during 28 h a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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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 발효시간을 달리한 소포장 양배추김치의 총산도 변화

김치 숙성정도를 판별하는 대표적 품질특성인 총산도 변화

를 Fig. 3에 나타내었다. pH의 변화와 반대로 총산도는 모든 

처리구에서 저장기간에 따라 증가함을 보였으며, 전 발효시간

이 길수록 총산도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보통 

맛있게 익은 김치의 총산도는 0.6-0.8%로, 담금 직후 

0.26-0.29%였으나 PF0의 경우 저장 8-14일, PF18은 3-10일, 

PF24와 PF28은 비슷하게 2-3일 저장 시에 잘 익은 김치가 되

었다. 소포장 양배추 김치를 상품화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

으로 판단되는 숙성소요시간은 0-3일 정도로, 구매 후 바로 

소비하는 소포장김치의 소비특성상 PF24와 PF28은 제품출하

와 동시에 바로 구매 소비할 수 있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

인다. 한편, Noh JS(2007)은 김치냉장고의 자동숙성 시스템 

개발을 위한 배추김치의 최적발효조건을 연구하였는데, 김치

를 담근 후 높은 온도에서 조기 숙성시키고 즉시 온도를 저

온으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김치 특

성을 조사하여, 15℃에서 전 발효시켜 총산도 0.4%에 도달할 

때까지 발효시킨 후 –2℃보관을 최적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Fig. 3. Changes of total acidity in pre-fermented 

cabbage Kimchi with various temperature

conditions during storage at 10℃.

●; not pre-fermented cabbage Kimchi at 20℃, ○; pre-fermented 

cabbage Kimchi during 18 h at 20℃, ▼; pre-fermented cabbage 

Kimchi during 24 h at 20℃, ▽; pre-fermented cabbage Kimchi 
during 28 h at 20℃

3. 전 발효시간을 달리한 소포장 양배추김치의 염도 변화

김치에서 소금의 역할은 삼투작용에 의한 보존성의 증가

로, 김치의 유해미생물 생육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내염성의 

발효유산균이 선택적으로 생장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역

할을 하고 있다(Ahn SJ 1988). 이러한 전 발효시간을 달리한 

소포장 양배추김치의 저장 중 염도의 변화를 Fig. 4에 나타내

었다. 담금 직후의 염도는 1.39-1.42%로 보통의 상업용 김치

가 나타내는 초기염도 2.0-3.0%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

였다. 이는 소포장김치의 소비는 주식보다는 주로 간식에서 

이루어지며 대부분 염도가 높은 용기면이나 김밥이 함께 섭

취되기 때문이다. 염도의 변화는 다른 품질특성에 비해 높은 

편차를 보였으며 전 발효시간에 대한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양배추는 김치조각의 두께에 따라 소금에 절여지는 

정도의 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되며, 시료채취 시 선택되는 두

꺼운 조각과 얇은 조각의 비율에 따라 특히 염도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Fig. 4에서 각 저장일의 전체 처리구의 

편차간격을 살펴보았을 때 각 처리구별로 시기별 염도의 변

화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배양시간이 길었던 PF24

와 PF28은 저장후기에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Mheen TI과 Kwon TW(1984)은 식염농도에 따른 최적발효상

태까지 걸리는 시간을 연구한 결과, 2.25%의 염도에서 20℃

는 2-3일, 14℃에서 5-10일, 5℃에서는 35-180일이었고, 5% 염

도에서 20℃는 2-3일, 14℃에서 5-12일, 5℃에서는 55-180일이

었다. 이는 김치의 식염농도가 낮고 저장온도가 높을수록 김

치가 맛있게 익기까지 적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대로 저염과 20℃에서 전 발효를 시키

는 것은 잘 익은 김치를 상품화하는데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Fig. 4. Changes of salinity in pre-fermented cabbage 

Kimchi with various temperature conditions 

during storage at 10℃.

●; not pre-fermented cabbage Kimchi at 20℃, ○; pre-fermented 

cabbage Kimchi during 18 h at 20℃, ▼; pre-fermented cabbage 

Kimchi during 24 h at 20℃, ▽; pre-fermented cabbage Kimchi 
during 28 h at 20℃

4. 전 발효시간을 달리한 소포장 양배추김치의 젖산균수 변화

김치발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젖산균수는 초기에 급

격히 증가하였다가 총산도의 증가에 의해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발효초기에는 주로 Leuconostoc 속 균주가 관여하고 뒤

이어 Lactobacillus 속 균주에 의한 이상발효로 김치의 풍미가 

관련한 젖산, 초산, 알코올, 탄산가스, 만니톨, 덱스트린 등의 

생성이 좌우되며, L. plantarum의 정상발효로 젖산이 계속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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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결국 산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heen TI과 

Kwon TW 1984). 전 발효시간을 달리하여 포장한 소포장 양

배추김치의 젖산균 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Fig. 5), 전 발효시

간과 관계없이 모든 처리구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젖산균수가 

증가하였다. 전 발효시간을 길게 한 것일수록 젖산균수가 증

가하는 속도는 더 빠르게 나타났으며 저장 후기에는 대부분 

7.2-7.4 log CFU/mL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것은 앞에

서 나타낸 Fig. 3의 총산도 증가 경향과 유사함을 보여 젖산

균 생성 및 증가에 따라 뚜렷한 총산도 증가를 볼 수 있었으

며, 생성되는 산 함량증가에 따라 대조적으로 감소하는 pH 

저하를 Fig. 2에서 관찰 할 수 있었다. Cho YS와 Rhee 

HS(1991)의 연구에서 김치발효에 대한 발효미생물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순수 김치즙액의 산도증가가 가장 빠르게 나타

났고, 그 다음 혼합된 젖산균 접종군, Leu. mesenteroides 접

종군 순서로 급격한 산도증가를 나타냈고. Lac. plantarum 접

종군, Lac. brevis 접종군 등은 느린 산도증가를 보임으로 김

치의 익음속도는 Lactobacillus 주종균인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5. Changes of lactic acid bacteria in pre-fermented 

cabbage Kimchi with various temperature conditions

during storage at 10℃

●; not pre-fermented cabbage Kimchi at 20℃, ○; pre-fermented cabbage 

Kimchi during 18 h at 20℃, ▼; pre-fermented cabbage Kimchi during 

24 h at 20℃, ▽; pre-fermented cabbage Kimchi during 28 h at 20℃

5. 전 발효시간을 달리한 소포장 양배추김치의 체적 변화

전 발효시간을 달리한 시료의 소포장 후, 각 처리구의 부

피를 측정하여 저장기간 중 부피변화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Fig. 6). 가장 큰 부피변화를 보인 것은 전 발효를 거치지 

않았던 PF0으로 포장 직후와 비교하여 2.1배의 증가를 보였

다. 한편 전 발효 시켰던 처리구도 부피증가를 보였으나 최

종부피 증가비율은 1.5-1.8배로 PF0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

다. 이는 초기 발효에 의한 가스를 제거할 수 있었던 전 발

효 처리구의 경우, 포장 후에 생성되는 가스량이 PF0보다 많

지 않아 최종부피가 더 낮은 수준을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

다. 제품의 유통기한을 고려할 때 유통기한이 긴 발효식품의 

경우, 제품 완성 후에 바로 포장하기 보다는 초기 발효과정에

서 생성되는 가스를 제거했을 때 포장재 부피팽창의 문제점

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ong SI 등(1994)에 의

하면 포장김치 저장 중 가스압력의 증가는 20℃에서 40시간, 

10℃에서 5일, 0℃에서 30일로 나타났고 대부분 CO2 가스로

(Hong SI 2000), 김치의 유통기한 중 포장재 팽창문제에 대한 

안전성을 위하여 전 발효에 의한 CO2 가스제거를 고려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Fig. 6. Changes of free volume inside the pre-fermented

cabbage Kimchi with various temperature conditions

during storage at 10℃

●; not pre-fermented cabbage Kimchi at 20℃, ○; pre-fermented 

cabbage Kimchi during 18 h at 20℃, ▼; pre-fermented cabbage 

Kimchi during 24 h at 20℃, ▽; pre-fermented cabbage Kimchi during 

28 h at 20℃

6. 전 발효시간을 달리한 소포장 양배추김치의 관능특성

김치의 관능적 특성은 어떠한 이화학적 성분보다 중요한 

품질지표로서 저장 실험 시 이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이다. 

전 발효시간을 각기 다르게 조절하여 소포장한 김치를 10℃

에서 저장하면서 향, 색, 조직감, 맛, 종합적 기호도의 항목으

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Table 2). 전 발효 유무나 시간에 

대한 색이나 질감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그 외 향, 맛, 

종합적 기호도에서 일부 저장기간에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향은 저장 2일과 3일에 PF28에서 우수하게 나타났고 맛은 

PF24와 PF28에서 2-3일 저장했을 때 6.27-6.67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종합적 기호도를 살펴보았을 때 저장기간 중에 안정

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PF28이었으나 가장 높은 종합

적 기호도를 보인 것은 저장 3일차의 PF24이었다. 개인적 기

호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적숙기의 총산도는 약 0.6%, pH 

4.2정도로 김치의 신맛(익은 맛)은 산도 및 젖산균수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으며 특히 저장온도가 높을수록 젖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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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2)

Storage time (days)

0 1 2 3

Flavor

PF0 6.20±1.93 6.13±1.60 5.00±1.65
b

4.87±1.88
b

PF18 5.93±1.33 5.20±1.78 5.80±1.47
ab

6.33±1.35
a

PF24 5.27±1.53 6.13±1.41 5.47±1.41
ab

5.73±1.79
ab

PF28 5.87±1.55 5.93±1.83 6.33±1.68
a

6.40±1.30
a

Color

PF0 5.93±1.71 5.33±1.45 5.00±1.36 4.87±1.64

PF18 6.20±1.57 5.71±1.38 6.00±1.51 5.87±1.68

PF24 5.13±1.60 5.87±1.55 5.33±1.11 6.07±1.91

PF28 4.87±1.96 5.47±1.41 5.93±1.28 6.20±1.61

Texture

PF0 6.40±1.45 5.60±1.72 5.53±1.77 5.80±1.86

PF18 6.47±1.46 5.53±1.64 5.53±1.73 5.80±1.42

PF24 5.53±1.25 5.60±1.55 6.07±1.10 6.80±1.26

PF28 5.47±1.25 6.07±1.44 6.27±1.39 6.13±1.55

Taste

PF0 5.07±2.19 6.27±1.33
a

4.60±1.45
b

5.27±1.44
b

PF18 5.87±1.77 4.93±1.87
b

4.87±1.51
b

5.40±1.59
b

PF24 5.07±1.44 5.47±1.30
ab

5.60±1.55
ab

6.67±0.98
a

PF28 4.67±1.76 5.87±1.92
ab

6.27±1.87
a

6.07±1.87
ab

Overall acceptability

PF0 5.40±1.92
ab

6.00±1.65 4.87±1.36
b

5.07±1.49
b

PF18 6.33±1.76
a

5.33±1.91 5.20±1.01
b

5.47±1.60
b

PF24 5.47±1.55
ab

5.60±1.24 5.47±1.55
ab

6.73±0.88
a

PF28 4.80±1.70
b

6.07±1.75 6.40±1.88
a

6.00±2.07
ab

1)
Sensory test by 15 experienced persons. As the values increase from 1 to 9 the intensity of sensory characteristics increases. ab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2)
●; not pre-fermented cabbage Kimchi at 20℃, ○; pre-fermented cabbage Kimchi during 18 h at 20℃, ▼; pre-fermented cabbage Kimchi during 24 

h at 20℃, ▽; pre-fermented cabbage Kimchi during 28 h at 20℃ 

Table 2. Sensory evaluation1) of pre-fermentation time of cabbage Kimchi at 10℃

수는 높은 상관을 보였다(Park SH와 Lee JH 2005). 이러한 결

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전 발효시간이 길었던 PF24와 

PF28은 향후 소포장 양배추 김치의 상품성 향상 및 포장재 

팽창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생각되었

다. 그러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대량생산은 한 번에 처리하

는 시료의 양이 많아 향후 제품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

현장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요약

본 연구는 소포장 양배추 김치의 품질특성에 미치는 전 발

효조건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양배추 김치 제조 후 

20℃에서 0, 18, 24, 28시간동안 전 발효기간을 거친 후 소포

장한 양배추 김치를 각각 PF0, PF18, PF24, PF28이라 하고 1

0℃ 저장기간 중 품질특성을 비교한 결과, PF24와 PF28의 pH

은 저장 2일째에 pH 4.47과 pH 4.23을 나타내어 전 발효시

키지 않았던 PF0보다 3일정도 숙성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총산도는 담금 직후 0.26-0.29%였으나 PF0의 경우 저장 8-14

일, PF18은 3-10일, PF24와 PF28은 비슷하게 2-3일 저장 시에 

잘 익은 김치가 되었다. 염도는 각 처리구와 시기별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배양시간이 길었던 PF24와 PF28은 저

장후기에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젖산균은 전 발효조

건과 상관없이 모든 처리구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젖산균 수

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 발효시간을 길게 한 것일수록 젖

산균수가 증가하는 속도는 더 빠르게 나타났으며 저장 후기

에는 대부분 7.2-7.4 log CFU/mL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전 발효에 따른 소포장 양배추 김치의 체적변화는 전 발효를 

시키지 않았던 PF0가 저장 후기에 2.1배증가로 가장 큰 변화

를 보였고 전 발효를 시켰던 시험군은 1.5-1.8배로 PF0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관능특성은 전 발효 유무나 시간에 

대한 색이나 질감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그 외 향, 맛, 

종합적 기호도에서 일부 저장기간에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향은 저장 2일과 3일에 PF28에서 우수하게 나타났고 맛은 

PF24와 PF28에서 2-3일 저장했을 때 6.27-6.67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잘 익은 소포장 양배추 김치를 

상품화하고 포장재 팽창문제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PF24나 

PF28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대량생산은 

한 번에 처리하는 시료의 양이 많기 때문에 향후 제품개발을 

위해서 산업현장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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