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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온도를 달리한 고들빼기김치의 품질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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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evaluated changes i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Godulbaegi kimchi during storage at 20℃ and 5℃. 
The pH and reducing sugar of Godulbaegi kimchi decreased, and the total acidity and color differences increased with 
increasing storage time at both temperatures. The vitamin C contents of the Godulbaegi kimchi decreased during the 
first 15 days of storage at 20℃, then increased for 18 days. The total dietary fiber cont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resh Godulbaegi kimchi than in the fermented Godulbaegi kimchi samples. Antioxidative activi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resh Godulbaegi kimchi than in the fermented k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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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들빼기(Youngia sonchifolia Maxim)는 국화과(Compo-
sitae)에 속하는 두 해 살이 풀로 산채의 일종이다. 주성

분은 이눌린(inulin)으로 매우 떫고 쓴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어린잎이나 뿌리를 데친 후 양념에 무치거나 
김치를 담가 먹기도 하고 해열, 건위, 조혈, 소화불량, 폐
렴, 간염, 타박상, 종기 등의 치료제로도 쓰인다(KFCS 2003). 
민간에서는 예로부터 위장장해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

되었고, 근래에는 혈청의 지질 농도를 낮추는 효과(Kim 
JY 등 1998)와 함께 고지혈증과 관련하여 지질대사를 개

선시키며 지방간으로 인한 간세포의 손상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보고(Lim SS 등 1997, Lee YE 2005)
되는 등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고들빼기의 종류에는 고들빼기 외에도 왕고들빼기, 애

기고들빼기, 지리고들빼기, 두메고들빼기, 이고들빼기, 까
치고들빼기 등이 있고, 예전에는 산과 들에서 자생하였으

나 요즘에는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Lee CJ 등 2001). 고들빼기의 맛과 향은 인삼을 씹을 

때와 비슷하여 ‘인삼김치’라고도 하며 특유의 쓴맛을 제

거하기 위해 김치 제조 전에 소금물에 침지하여 쓴맛을 

우려내어 사용한다. 고들빼기김치는 예로부터 경상도와 전

라도권에서 주로 애용되어 그 지역의 향토음식으로 자리

매김 되었으나 요즘에는 인터넷 시장의 활성화로 인하여 

도시에서도 손쉽게 고들빼기김치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김장용 배추김치를 담그는 가정의 경우에도 겨울철

에 입맛을 돋우기 위해 고들빼기김치를 구입하여 별미음

식으로 애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a YJ 등 2003).
고들빼기에 대한 연구로는 고들빼기의 화학성분에 대한 

연구(Lee SR 등 1992, Shin SC 1988), 고들빼기 추출물에 
관한 연구(Bae SJ 등 1998), 이고들빼기의 휘발성 풍미성

분에 관한 연구(Lee MS와 Kim MK 1989), 고들빼기의 갈

변(Park SS와 Kim AK 1984)과 생리활성 물질 검색(Shin 
SC 1993)에 관한 연구, 고들빼기김치의 숙성 중 클로로

필 및 유도체에 관한 연구(Kim GE 등 1998), 고들빼기

의 채취시기와 침지방법별 발효 특성에 관한 연구(Shin SC 
1996)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들빼기김치의 숙성온도

와 저장기간의 변화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고들빼기김치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는 숙성온도와 기간에 따른 품질특성 변화에 대한 기초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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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약재와 김치 및 나물로서 식용되어진 고들빼기를 

이용하여 김치를 제조하고 20℃와 5℃에 저장하면서 화학

적 특성과 함께 기능적 특성을 분석하여 각각의 저장온

도에 따른 고들빼기김치의 적숙기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고들빼기(Youngia sonchifolia Maxim)는 경기도 광주에

서 8월에 생산한 것을 구입하였고, 부재료로 사용된 고춧

가루(태양초, 경기도), 멸치액젓(멸치액젓, 하선정(주), 경
기도), 파, 마늘 및 생강 등은 수원 소재의 소매업체에서 

일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고들빼기김치의 제조 및 저장조건

고들빼기를 1%의 소금물에 3일간 절여 쓴맛을 우려 낸 
후 흐르는 물에 3회 세척하여 30분간 물빼기를 하였다. 
예비실험을 통하여 결정된 고들빼기김치 양념의 배합비율

은 Table 1과 같다. 모든 양념(Table 1)을 고루 섞어서 고

들빼기김치를 제조한 후 PE재질 식품용 pack에 200 g씩 

칭량하여 포장하였으며 각각 실온(20℃)에서 30일, 저온

(5℃)에서 60일간 저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3. 이화학적 특성 분석

1) 일반성분과 무기질

수분, 회분, 조섬유는 AOAC 방법(1995)으로 분석하였

다. 수분함량은 105℃에서 상압 건조하여 측정하였고, 회
분은 600℃ 회화로(Box Furnace, Lindberg/Blue, Asheville, 
NC, USA)에서 시료를 회화시킨 후 남은 무게를 측정하

여 정량하였다. 조섬유는 조섬유 정량 분석기기(FIWE6, 
VELP scientifica srl, Italy)에 시료를 담은 crucible을 장

착한 후 1.25% H2SO4와 1.25% KOH 용액을 순차적으로 

가한 뒤 여과하였다. 이를 105℃에서 1시간 상압건조하

여 무게를 측정한 뒤 다시 500℃ 회화로에서 3시간 회화

하여 무게를 측정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무기질(칼슘, 철)

Table 1. Ingredient ratios of condiments for Godulbaegi kimchi
Ingredient Weight(g)

Godulbaegi 100.00
Powdered red pepper 7.19
Fermented anchovy juice 9.37
Garlic 3.53
Ginger 0.74
Green onion 4.95
Sugar 1.00
Sesame 1.19

분석은 시료를 습식분해 후 원자흡광광도계(Hitachi, Z-6100)
로 측정하였다.

2) pH, 산도, 환원당

고들빼기김치의 pH는 마쇄시료 5 g을 취해 증류수 20 
mL로 균질화 시킨 후 pH meter(M 540, Corning Inc. Corn-
ing, NY, USA)로 상온에서 측정하였다. 산도는 시료를 

10 g 취해 10배 희석한 후 0.1 N-NaOH 적정법으로 pH 
8.3이 될 때까지 적정하여 젖산함량(%)으로 환산하였다. 
염도는 마쇄시료 2 g을 증류수로 50배 희석하여 여액 5 
mL를 취하고 지시약 2% K2CrO4 1 mL를 가한 다음 0.05 
N AgNO3 용액으로 적정하여 NaCl 함량으로 환산하였다. 
환원당은 희석 시료에 초산납(Lead acetate) 포화용액을 

가하여 단백질, 유기산 등을 침전 여과시켜 제거하고 탄

산나트륨(Na2CO3)을 가하여 초산납을 제거한 후 여액을 

Somogyi 변법(KFN 2000)으로 측정하였다.

3) 색도

색도는 마쇄한 시료를 Color spectrophotometer(Color- 
eye 3100, Macbeth, New Windsor, NY, USA)를 이용하여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를 측정하였다. 표준색판으로

는 백판(L=94.87, a=-0.58, b=1.59)을 사용하였다.

4. 기능성 관련 성분분석

1) 비타민 C 함량

마쇄한 시료에 5% 메타인산 용액을 넣고 교반한 후 원

심분리하여 고형분을 제거하고 상징액을 침출액으로 하여 
2,4-dinitrophenyl hydrazine(DNP) 비색법에 의해 측정하였

다(Chae SG 등 2006).

2) 식이섬유 함량

식이섬유는 Prosky L 등(1987)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시료를 건조 후 25 mesh의 체로 통과시킨 다음 0.5 g을 500 
mL 코니칼 비이커에 넣고 0.05 M의 phosphate buffer(pH 
6.0) 50 mL와 α-amylase 용액 0.1 mL을 넣어 끓는 물에

서 약 15분간 반응시킨 다음 실온에 방치하였다. 이 용

액에 0.275 N-NaOH 10 mL을 첨가하여 pH 7.5로 맞춘 

다음 protease(50 mg/mL) 0.1 mL를 넣고 60℃의 항온수

조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식히고 다시 0.325 M HCl로 

pH를 4.0～4.6으로 맞춘 다음 amyloglucosidase 0.3 mL을 

첨가하여 60℃의 항온수조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4배
가량의 95% ethanol을 넣고 밤새 방치한 다음 crucible에 

여과하였다. 이때 여액은 받아서 다시 ethanol을 넣어 침

전시켜 분리한 후 건조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무게를 

측정한 후 단백질 함량은 Kjeldahl 방법(AOAC 1995)으
로 측정하였고, 회분은 525℃에서 5시간 회화시킨 후 무

게를 측정하였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총 식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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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total dietary fiber) 함량은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합한 값으로 나타내었다. 결과 데이터는 건

시료로 분석한 결과를 생시료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식이섬유(%) = 
 × 100

R: 시료에 대한 효소처리 후 침전물의 무게

P: 단백질 함량 A: 회분 함량 B: Blank
M: 시료무게(mg)

3) 항산화력

항산화력은 각각의 시료를 75% ethanol로 3시간 추출

한 후 가용성 물질의 함량이 1,000 ppm의 농도로 lard에 

첨가하여 Rancimat 방법(Laubli MW와 Bruttel PA 1986)
으로 산화유도기간을 측정하고 무처리구에 대한 산화유

도기간의 비를 AI(Antioxidant Index)로 표시하였다.

5.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실시하여 결과를 SAS/ 
STAT(1996)를 이용하여 분산 분석하였고 시료간 평균치 

차이의 유무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다중 

비교를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고들빼기김치 재료의 화학적 특성

고들빼기김치 재료의 화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원료 고들빼기의 수분함량은 91.80%로 일반 고들빼기의 

수분함량 85.8%(RRDI 2006)에 비해 높았으며, 회분은 

1.32%, 조섬유는 1.15%, 그리고 칼슘과 철은 각각 46.10 
mg%와 11.90 m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고춧가루의 수

분함량은 15.46%, 회분은 5.39% 그리고 조섬유는 19.71%
로 다른 재료에 비해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칼슘은 41.30 
mg%, 철은 7.60 mg%를 나타내었다. 김치의 재료 중 고

춧가루의 조섬유는 다른 재료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

를 보이며 김치의 식이섬유 함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

다고 알려져 있으며(Park KY 등 1996) 본 연구에서도 유

사한 경향을 보였다. 멸치액젓의 수분함량은 66.27%를 나

타내었고, 회분은 22.85%로 다른 재료에 비해 높은 경향

을 보였으며, 칼슘과 철은 각각 34.90 mg%와 2.79 mg%
를 나타내었다. 마늘은 71.63%의 수분함량과 1.09%의 회

분, 0.67%의 조섬유 함량을 나타내었고, 칼슘과 철은 각

각 6.05 mg%와 1.53 mg%의 수치를 보였다. 생강의 수

분함량은 82.28%, 회분은 1.18%, 조섬유는 0.91%, 칼슘

은 13.17% 그리고 철분은 2.97 mg%를 나타내었다. 파의 

수분함량은 91.92%로 원료 고들빼기 다음으로 높은 함량

을 나타내었고, 회분은 0.73%, 조섬유는 1.95% 칼슘과 철

분은 각각 60.90 mg%와 1.99 mg%를 나타내었다.

Table 2. Chemical properties of the raw materials used for 
making Godulbaegi kimchi

Moisture Ash Crude fiber Ca Fe
(%) (mg%)

Godulbaegi 91.80 1.32 1.15 46.10 11.90
Powdered red pepper 15.46 5.39 19.71 41.30 7.60

Fermented anchovy juice 66.27 22.85 - 34.90 2.79
Garlic 71.63 1.09 0.67 6.05 1.53
Ginger 82.28 1.18 0.91 13.17 2.97

Green onion 91.92 0.73 1.95 60.90 1.99

2. 고들빼기김치의 저장온도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변화

1) pH, 산도, 염도 및 환원당함량

고들빼기 김치의 제조직 후 pH는 5.0으로 측정되었고, 
산도는 0.33%, 염도는 3.06%, 그리고 환원당은 1.35%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중에서 발효와 관련이 있는 pH, 산
도, 환원당 함량의 저장온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다. 
pH의 변화는 Fig. 1과 같다. 일반적으로 pH는 원료 및 발

효과정 중 미생물의 대사 작용으로 생성되는 유기산의 증

가로 저장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in SK 등 2006). 또한 발효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종 산의 생성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증식으로 인하여 

발효온도에 따라 도달하는 pH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Kim GE 등 1998). 본 연구에서도 저장 온

도에 따라 pH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20℃저장

에서는 저장 3일째 pH 3.8로 담금 직후 고들빼기김치의 

pH 5.0보다 급격히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고, 저장 15일
까지 pH 3.8에서 pH 3.6의 범위를 유지하다가 저장 18일
째 pH 4.0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5℃저장에

서는 저장 20일째 pH 4.4를 보인 후 다소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며 저장온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산도의 변화

는 Fig. 2와 같다. 20℃저장에서는 초기의 0.33%에서 저

장 3일후 1.29%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5℃저장에서는 저

장 20일까지 0.34%에서 0.49%의 범위로 초기의 산도 0.33%
보다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저장 30일째 0.79%
로 최고의 산도를 나타내었다. 저온에서 고들빼기김치를 

저장하는 경우 젖산균 증식 억제에 의해 산의 생성이 낮

아져 발효가 지연되므로 저장온도에 따른 산도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Park SH와 Lee JH(2005)은 김

치의 신맛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지표로 산도가 사용되어 

진다고 하였고, Ha DM(2003)에 의하면 김치의 최적숙기

의 산도는 0.6～0.8%이라고 보고된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고들빼기김치의 맛이 가장 좋

은 시기는 5℃ 기준으로 30～50일 정도로 생각되어진다. 
환원당함량의 변화는 Fig. 3과 같다. 환원당은 미생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당으로 발효 정도를 알아보는데 중

요하다고 생각된다. 20℃저장에서는 초기의 1.35%에서 저



Fig. 1. Changes in pH of Godulbaegi kimchi during storage at 20℃ and 5℃.

Fig. 2. Changes in acidity of Godulbaegi kimchi during storage at 20℃ and 5℃.

Fig. 3. Changes in the reducing sugar contents of Godulbaegi kimchi during storage at 20℃ an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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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in L values of Godulbaegi kimchi during storage at 20℃ and 5℃.

Fig. 5. Changes in a values of Godulbaegi kimchi during storage at 20℃ and 5℃.

장 3일째 0.71%로 감소하다가 저장 15일까지 0.15%로 감

소하였고, 5℃저장에서는 저장 20일에 1.73%까지 증가하

였다가 저장 60일에 0.08%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내

었다. 김치가 숙성함에 따라 젖산균이 당을 원료로 소모

하여 산을 생성하기 때문에 환원당 함량은 감소하고 산도

는 증가하며(Park SS 등 1995), 환원당이 감소하는 시점

은 산도의 증가가 빨라지는 시기와 유사하다(Kim EM와 

Kim GH 2004). 본 연구결과 20℃와 5℃에서 저장한 고

들빼기김치 모두에서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2) 색도

저장 온도별로 고들빼기김치의 L값을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김치의 숙성 과정 중에는 고형분과 착색

물질의 분해로 인하여 명도가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Ku KH 등 1988). 20℃저장에서 고들빼기김치의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저장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17.35에서 22.71
의 범위로 증가하여 김치의 색이 밝아지는 것으로 평가되

면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5℃저장에서는 저장 10
일째 21.82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모든 저장기간

에서 초기의 17.35보다 밝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을 측정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20℃저장

의 경우 15일째 9.62로 최대치를 보였고, 5℃저장에서는 

5.10에서 8.58의 범위로 저장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을 측정한 결과

는 Fig. 6과 같다. 20℃저장의 경우 15일째 21.69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고, 5℃저장에서는 30일째 17.52의 값으

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초기의 17.16보다 모든 저장기간

에서 황색도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

과 20℃와 5℃에서 저장한 고들빼기김치 모두에서 기간

이 경과됨에 따라 김치의 색이 노랗고, 붉은색 계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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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in b values of Godulbaegi kimchi during storage at 20℃ and 5℃.

Fig. 7. Changes in vitamin C contents of Godulbaegi kimchi during storage at 20℃ and 5℃.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고들빼기김치의 기능성 관련 성분분석

1) 비타민 C 함량

고들빼기김치의 저장 온도별 비타민 C함량의 변화는 

Fig. 7과 같다. 비타민 C는 김치에 항산화성을 부여하는 

물질로서 발효기간에 따른 항산화성은 발효초기의 김치

보다 발효숙성 된 김치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Choi HS 
2005). 20℃저장의 경우 초기의 비타민 C 함량이 7.48 mg%
로 다른 기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높게 나타나 기존의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면서 저장 18일에 4.59 mg%
로 약 39%의 감소율을 보였다. 5℃저장의 경우 저장 10
일째 비타민 C의 함량이 21.8 mg%로 초기 7.48 mg%보

다 현저히 증가하다가 저장30일까지는 23.27.48 mg%에

서 24.57.48 mg%로 완만한 증가를 보였고 저장 40일째에

는 34.7 mg%로 최대치를 보였으며 그 후 감소하였으나 

초기의 비타민 C함량보다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Choi 
HS(200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Hwang 
JH 등(2000)에 의하면 적숙기의 김치에 존재하는 미생물

들의 일부가 비타민 C를 합성하여 그 함량이 발효 초기

에 비해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결과와 비교

해 보면 고들빼기김치를 5℃ 저온에서 저장한 경우 40일
째에 비타민 C의 함량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저장 40일이 미생물들에 의한 비타민 C의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저온 저장한 고들빼기김

치의 적숙기라고 생각되어 진다.

2) 식이섬유

원료고들빼기와 고들빼기김치의 저장온도별 식이섬유 

함량은 Table 3과 같다. 식이섬유는 종류에 따라 생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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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ntioxidant index of Godulbaegi kimchi during storage at 20℃ and 5℃.
GB: Godulbaegi, 0 GK: 0 day Godulbaegi kimchi, 3 GK: 3 days Godulbaegi kimchi(20℃), 18 GK: 18 days godulbaegi
kimchi(20℃).
GB: Godulbaegi, 0 GK: 0 day Godulbaegi kimchi, 30 GK: 30 days Godulbaegi kimchi(5℃), 60 GK: 60 days godulbaegi
kimchi(5℃).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총 식이섬유 함량뿐만 아니라 수

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 함량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원료 고들빼기

와 고들빼기김치의 식이섬유 함량을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분리해서 측정하였다. 원료 고들빼기의 수용성 식이섬유

는 0.07%를 나타내었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1.82%를 나

타내었다. 20℃ 저장에서 기간별 수용성 식이섬유는 담금 
직후와 저장 3일째까지 검출되지 않았다가 저장 18일째 

0.01%를 나타내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담금 직후 5.19%
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저장기간이 경과하면서

(저장 3일째 4.00%, 저장 18일째 0.43%) 감소되었다. 5℃
저장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수용성 식이섬유는 담

금 직후의 김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가 저장 30일째와 

60일째 모두 0.01%를 나타내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담

Table 3. Changes in dietary fiber contents of Godulbaegi and 
Godulbaegi kimchi during storage at 20℃ and 5℃

Storage 
temp. Properties Godulbaegi 

Storage time(days)
0 3 18

Soluble dietary fiber(%) 0.07a 0.00b 0.00b 0.01b

20℃ Insoluble dietary fiber(%) 1.82c 5.19a 4.00b 0.43d

Total dietary fiber(%) 1.89c 5.19a 4.00b 0.44d

Godulbaegi 0 30 60
Soluble dietary fiber(%) 0.07a 0.00b 0.01b 0.01b

5℃ Insoluble dietary fiber(%) 1.82b 5.19a 0.44c 0.43c

Total dietary fiber(%) 1.89b 5.19a 0.45c 0.44c

Means of three replications.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금 직후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나 저장기간이 경

과하면서 저장 30일째 0.44%, 저장 60일째 0.43%로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담금 직후 고들빼기김치의 총 식이섬

유 함량은 5.19%로 원료 고들빼기의 1.89%보다 유의적

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는데, 이는 고들빼기김치의 부재

료인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이 식이섬유를 함유하는데

서 오는 차이라 생각된다.

3) 항산화력의 변화

활성산소는 과산화물이 생성되고 다시 이것을 산화분

해와 중합반응을 일으켜 각종 다양한 2차 산물로 전환되

어 변패의 원인 물질이 되는 것으로서 암, 성인병 및 노

화의 원인이 되며(Seo GW 등 2003), 이러한 산화에 의한 
생체 내의 변화는 항산화물질에 의해서 방지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재료인 고들빼기에 존재하는 성분이 항산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료 고들빼기와 온도별 고

들빼기김치의 항산화력을 AI(Antioxidant Index, 고들빼기 

추출물 첨가구의 산화유도기간을 무첨가구 유도기간으로 

나눈 값)로 비교한 결과는 Fig. 8과 같다. 원료 고들빼기

는 AI가 1.51로 고들빼기김치 시료군 들에 비해 높은 항

산화력을 나타내었다. Kim HR 등(2006)의 연구에서 돌

산갓김치의 경우 생시료 보다는 김치로 제조하였을 때 항

산화성이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나

타내었는데, 고들빼기의 쓴맛은 폴리페놀(polyphenol)류 중 
클로로겐산(chlorogenic acid)으로 이는 강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고 물, 알코올 등에 녹는 성질이 있다. 고들빼기

김치 제조시 소금물에 침지하여 쓴맛을 제거하기 위한 공

정 등을 거치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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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담금 직후의 고들빼기김치는 AI가 1.45로 측정되었

고, 20℃에서 3일 저장한 시료와 18일 저장한 시료는 AI
가 각각 1.19와 0.99로 신선시료보다 낮게 측정되었으며, 
5℃에서 30일과 60일 저장한 시료 역시 AI가 각각 1.22
와 0.96으로 신선시료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본 연구결과 

고들빼기를 김치로 제조할 경우 담금 직후의 시료가 20℃
와 5℃에서 저장한 시료군 들에 비해 높은 항산화 효과

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IV. 요약 및 결론

고들빼기김치를 20℃와 5℃에서 저장하면서 각각의 이

화학적․기능적 특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김치의 pH 측정결과 20℃저장에서는 저장 3일째 시

료군이 제조직후보다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5℃
저장에서는 저장 20일째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도는 20℃저장에서 저장 3일째 급격히 증가한 반면 5℃
저장에서는 저장 20일까지 0.34%에서 0.49%의 범위로 신

선시료의 산도보다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적숙

기는 5℃의 경우 30～50일 정도로 사료된다. 환원당함량

은 감소하는 시점이 산도의 증가가 빨라지는 시점과 유사

한 경향을 보이며 20℃저장에서는 저장 15일에 0.15%로 

감소하였고, 5℃저장에서는 저장 60일에 0.08%까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색도를 측정한 결과 20℃와 5℃
에서 저장한 시료 모두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명도, 적
색도, 황색도가 증가하였다. 비타민 C함량은 20℃저장의 

경우 저장 18일에 39%정도의 감소율을 보였고, 5℃저장

의 경우 신선시료의 비타민 C함량보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총 식이섬유 함량은 담금 직후 고들빼기김치가 

원료 고들빼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다. 항산

화력 측정 결과 원료 고들빼기 시료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김치로 제조하였을 때에는 신선시료가 다른 
저장시료군 들에 비해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이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 고들빼기김치를 20℃에서 저

장하였을 때는 3일, 5℃에서 저장하였을 때는 30일 전후

가 최적의 발효숙성기간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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