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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염 임기술이 임배추의 품질 특성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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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temperature and salt concentration on the physico-
chemical properties of salted Chinese cabbage. Salted Chinese cabbage samples were prepar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salt(4, 5, 6 and 7%), and were stored for 10 days at three temperatures(8, 14, and 25℃). The salting ratio of Chinese 
cabbage evidenced a decreasing trend regardless of the salting temperature and salt concentration, and their decrement 
appeared relatively high as the salting temperature increased. The period required to achieve a critical salting ratio(85%) 
decreased with increases in the salt concentration at 25℃, and a similar trend was observed at lower temperatures(8 and 
14℃). The salinity of all samples evidenced an increasing trend during the salting period, and at 25℃, in particular, a 
continuous increment was observed. At salt concentrations of 4%, the critical salinity(2.2%) was not achieved regardless 
of the temperature and salting period. The pH of salted Chinese cabbage achieved critical pH in 3 days at a salting 
temperature of 25℃, but the critical pH 5.5 of samples at 8 and 14℃ appeared after a long period of approximately 4 
to 10 days. The average hardness values of salted Chinese cabbage at a salting ratio of 85% were approximately 1.49 MPa, 
1.87 MPa, and 1.97 MPa, respectively, at three temperatures(25℃, 14℃, and 8℃). The initial reducing sugar content of 
cabbage juice was 11.8 ㎎/㎖, and this value decreased substantially to 3 to 5 ㎎/㎖ on da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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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김치는 국의 (菹)에서 유래했다는 학설이 가장 유력하

며, 우리나라에서 김치의 기원을 살필 수 있는 최 의 것은 

고려시  이규보가 지은 “동국이상국집(東國李相國集)”으
로 순무를 장에 담가 먹은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Ju YH 
1994). 김치류에 하여 식품공 (KFIA 2008)에서는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임, 양념 혼합 공정을 거쳐 그 로 

는 발효시켜 가공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치는 채소류

를 이용한 젖산발효 식품으로 을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에

서 부식으로서의 요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양

학  특성을 갖고 있다. 이들은 주재료가 채소류이므로 각종 

유기산, 비타민  무기질을 골고루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칼로리 식품으로 당과 지방의 함량이 낮으며, 식이성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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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많아 원활한 장의 운동으로 변비, 치질  장암 등의 

방 효과가 있다(Kim & Rhee 1975; Song 등 1995). 재까

지 발표된 김치 련 연구자료는 원부재료, 발효 숙성, 장 

유통, 제조 시설 분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가 매우 활

발하게 이루어졌으며(Ku 등 2005), 그 로 김치 주재료인 

배추에 부재료를 하나씩 첨가하여 김치 발효  유기산과 

휘발성 성분의 변화  김치 맛과의 련성을 조사한 연구

(Ryu 등 1975), 향미성분(Cho & Rhee 1979)  비타민 C(Rhie 
& Kim 1984; Lee 등 1994a) 등의 성분 분석과 능  특성

(Lee 등 1988; Kang 등 1991), 미생물(Cho 등 1988)  마늘 

첨가량을 달리한 김치를 제조한 후 발효  일반성분 변화

와 능검사를 조사(Lee & Kim 1988)한 연구가 있다. 이러

한 연구들은 부분 임 공정 후 발효에 따른 변화에 한 

연구로서 상 으로 임 공정 자체에 한 문헌은 매우 

미약한 편이다.
김치의 품질요소는 짠맛, 매운맛, 신맛 등의 맛과 색상, 

냄새  조직감 등이 요 요소로 알려져 있다(Cho & Rhee 
1979). 임 공정 후 배추의 짠맛과 조직감 등은 최종 소비

단계인 김치의 신맛, 냄새, 조직감 등에 향을 미치는 상

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Han & Seok 1996)된 바 임 

공정은 김치의 품질에 미치는 가장 요한 공정인자로 생각

할 수 있다. 지 까지 보고된 염 임 련 연구를 살펴보면, 
Kim 등(1987)은 15%의 염수 농도에서 3%의 염도에 도달하

는 데 3시간 소요되었으며, 장기간 임은 수용성 성분의 

유실을 래하 다고 하 다. 한, Han & Seok(1996) 조사 

연구 보고에서 임시 염수농도는 평균 9.1%이었으나, 계
별로 평균은  8.8%, 여름 7.5%, 가을 9.0%  겨울 11.1%
로 계 에 따른 차이가 크고 임시간도 평균 으로 17.6시
간이 소요되었다고 하 다. 이는 염 임시간을 일정하게 하

기 하여 상 으로 온도가 높아 염 침투가 빠르게 진행

되는 여름철의 경우 염수농도를 낮게 하며, 염 침투속도가 

느린 겨울철에 염수농도를 높여 비슷한 임시간을 갖기 

해서이다. 임시 염 농도는 20% 내외에서 보고(Rhie & 
Kim 1984; Kim 등 1987)된 연구가 일반 이며, Kim 등

(1988)은 소 의 침투속도에 한 연구에서 임온도가 높

을수록 임 기에 빠른 염 침투를 보인 후 완만하여진다

고 하 다. 임배추의 최종 염 농도는 2～3% 사이에서 김

치에 한 반 인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Cho & Rhee 1979; Park 등 1994). 이들 연구보고를 살펴보

면, 체 으로 염 농도가 높고 15℃ 이상에서 배추의 임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한 재 많이 쓰이는 

혼합식 임 방식은 임 용기별로 염수 농도가 다르고 같

은 임용기 안에서도 용기 하부와 용기 상부의 염수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임 방식을 조 해야만 배추 부 별 균일한 

염 농도를 갖는 임배추를 생산할 수 있는 문제 을 내포

하고 있으며, 량 생산에서 배추 크기에 따른 임 염량을 

하게 조 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것이 실이다. 이러한 

임 방식을 채택한 경우 배추의 모든 부 의 일정한 염도 

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농도의 염 농도와 림 상

에 의한 고유 양소의 용출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들을 보완하기 하

여 낮은 농도의 염수농도(4, 5, 6  7%)로 온(8, 14℃)  

상온(25℃)에서 장기간 장하면서 한계 임 조건으로 설정

한 임율 85%, 염도 2.2%  pH 5.5에 도달할 때까지의 여러 

가지 품질 변화를 조사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1. 임배추의 제조

임용으로 사용한 배추(동풍, 남 해남, 2008년산)는 1포
기당 2～2.5 ㎏인 것을 4등분하여 불가식 부 를 제거한 500 
g을 실험재료로 사용하 으며, 염수는 지하수( 주시 탄

면)와 정제염(NaCl 98%, 한주소 , 울산)을 사용하여 염 농도

별(4, 5, 6  7%, w/w)로 제조하 다. 즉, 다듬어진 배추 500 
g과 해당 염수 600 g을 비닐 지에 넣어 한 후 세 가지 

온도(8, 14  25℃)로 설정된 냉장고에 넣어 온- 염 임

이 이루어지도록 하 으며, 시료의 품질 특성은 일정기간별

로 시료를 취한 후 세척, 탈수를 거친 후 사용하 다. 한 

조구로는 일반 인 임 조건(염 농도 11%, 온도 25℃)에
서 인 배추를 사용하 다. 한편, 임 완료 시 은 상업

으로 매할 수 있는 조건, 즉 임율 85%, 염도 2.2%  pH 
5.5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 다. 

2. 품질 특성 측정

1) 임율

여러 가지 임온도(8, 14  25℃)  염 농도(4, 5, 6  
7%)에서 배추 시료를 장하는 동안 일정기간별로 시료를 
꺼내어 세척수에서  아래로 3～4회 흔들어 세척한 후 약 
5℃의 냉장고에서 체에 받쳐 4시간 자연탈수 후 무게를 측정

하 다. 인 후 무게를 임  배추 무게로 나 어 배추의 
임율을 구하 다.

임율(salting ratio, %)=
임, 세척, 탈수 후 배추 무게

×100
임  배추 무게(g)

2) 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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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건별로 제조한 임배추의 염도는 세척  탈수한 

임배추를 분쇄기(GMC-2000, Arona Electronics Co., Korea)로 

1분 동안 분쇄한 후, 그 여액을 사용하여 염도계(Atago S-28E, 
Japan)로 측정하 다.

3) pH  정산도

임배추의 pH는 염도 측정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 얻은 
여액을 직 으로 사용하여 pH meter(Metrohm 632, Swiss)
로 20±1℃에서 측정하 으며, 정산도는 젖산을 기 으로 
AOAC 방법에 하여 아래의 수식을 이용하여 구하 다(AOAC 
1984).

총산(%,
lactic acid basis)

=
0.1 N NaOH 소비 ㎖수×factor×0.0009 g

×100
시료의 무게(g)

4) 경도

여러 가지 조건별로 장한 임배추의 경도는 일정기간

별로 꺼내어 표면의 수분을 제거한 후 약 0.7 ㎝의 두께를 갖

는 심 부 를 일정 크기(3 ㎝× 3 ㎝)로 단하여 시료로 사

용하 다. 시료의 경도는 Rheometer(Compac-100, Sun Scientific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기기의 조작조건

은 최 압력을 10 ㎏으로 설정하 으며, probe의 직경은 Φ 
5 ㎜ stainless steel 막 를, table speed는 1 ㎜/s, 시료와의  

후 이동거리(distance)는 2 ㎜로 하 다. 모든 측정은 5회 반복 

측정하여 측정값이 비슷한 3개의 평균값으로 경도를 계산하

다. 

Hardness(MPa)=
Strength×Sample height

×100
Distance

5) 환원당 함량

임배추의 환원당 함량은 여러 가지 조건별로 장된 배

추 시료를 꺼내어 세척  탈수과정을 거친 후 분쇄기로 분쇄

하여 그 여액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즉, 임배추의 여액을 

원심분리기(VS-6000Fi, Vision Scientific Co., Ltd.)를 사용하여 

3,000 rpm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 5 ㎖를 취하

고 이를 100배 희석하여 측정용 시료로 사용하 다. 희석액 

0.5 ㎖를 취하여 DNS 시약 1.5 ㎖와 혼합한 후 끓는 물에서 

5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액을 냉수에 담아 냉각한 후 분

도계(Speckol 1500, Germany)를 사용하여 550 ㎚에서 흡

도를 측정하고, 이 값을 표 곡선 식(Y(흡 도)=1.2698X(농
도, ㎎/㎖)－0.0066, r=0.9999)에 용하여 환원당 함량을 계산

하 다.

결과  고찰

1. 임배추의 임율의 변화

김치의 품질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  짠맛  조직감 

등이 가장 요한 요소로 알려져(Cho & Rhee 1979; Kim 등 

1993) 있어 배추의 임 공정이 김치의 품질에 미치는 가장 

요한 공정인자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인 

임 공정보다 낮은 염수 농도와 임온도에서의 임기간 

의 배추의 무기질  가용성 성분과 염(NaCl)의 물질 이동

에 따른 배추의 무게 감소율, 즉 임율의 변화를 여러 가지 

염수농도  임온도의 조건에서 측정한 결과를 Fig. 1  

2에 나타내었다. 체 으로 임율은 임온도에 계없이 

임기간이 길어질수록 염수농도에 계없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감소 정도는 임온도가 높아질수록 상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Fig. 1). 임온도 25℃에서의 

임율은 염수농도가 4, 5, 6  7%로 증가함에 따라 임 2일
째에 약 88.0%, 88.0%, 84.7%  83.3%로 감소하 으나, 14℃

Fig. 1. Change of salting ratio of Chinese cabbage 
according to salt concentration and storage temperature 
during salt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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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임율은 90.7%, 94.7%, 91.3%  90.7%의 값을, 그리고 

8℃에서 임율은 90.7%, 92.0%, 94.0%, 92.7%의 값을 나타

내어 25℃에서 임율이 상 으로 임기간에 따라 격

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

은 상업 으로 매 가능한 한계 임율(critical salting ratio)
로 설정한 임율 85%에 도달하는 임기간 내내 일정하게 

나타났다. 한, 임기간 3일째에도 8℃와 14℃에서의 임

율은 염수농도에 계없이 90% 이상을 유지하 으나, 25℃
에서는 6%와 7%의 시료군들이 한계 임율 85%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 으로 염수와 배추 성분간의 물질 이동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Jung 등(1993)은 배추의 소  임 농

도가 3%에서 10%로, 임온도가 20℃에서 30℃로 높아짐에 

따라 배추의 무게 감소 상이 일어났으며 임 조건에 따라 

기 4～8시간 동안 빠른 무게 감소가 있었다고 보고하 다. 
한, Kim 등(1993)은 25%의 염 농도에서 염과 수분의 이동

이 기 6시간 동안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보고하 다. 이러

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염수농도보다 상 으로 높

아 직 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염수농도가 높을수록 

임기간이 짧아지는 상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상 으로 낮은 두 임온도(8℃, 14℃)에서

의 임율 사이의 유의 인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결과는 임

율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염 침투속도는 임온도와 

소  농도의 증가에 따라 25℃와 35℃는 큰 차이가 있었으나, 
4℃와 15℃는 별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Kim 등(1988)의 연

구 결과와 같은 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한계 임율 85%에 도달하는 임기간은 동일온도

Fig. 2. Salting period for critical salting ratio of Chinese
cabbage at various salt concentration and storage tem-
perature.

에서 염수농도가 높아질수록 임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5℃에서의 한계 임기간은 염수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상 으로 완만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8℃와 14℃의 임온도에서는 염수농도가 5%에서 6%로 높

아짐에 따라 각각 8.3일과 8.0일에서 5.7일로 격하게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한, 한계 임율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임기간은 염수농도가 증가할수록 임온도 사

이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염수농도 4%와 

8℃, 14℃  25℃의 임온도에서는 한계 임기간이 각각 

8.7일, 8.3일  4일로 그 차이가 컸으나, 염수농도 7%에서는 

각각 5일, 5일  3일로 한계 임율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임기간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임배추의 염도의 변화

낮은 염수농도(4, 5, 6  7%)  임온도(8, 14  25℃)의 

임 조건에서의 염도 변화는 Fig. 3과 같다. 체 으로 볼 

때, 임배추의 염도는 임온도  염수농도에 계없이 

임기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임온도 사이에 차

이를 나타내었다. 임온도 25℃에서는 염수농도에 계없

이 지속 으로 염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8℃와 1
4℃에서는 기 1～2일 사이에 격한 증가를 나타낸 후 완

만한 증가 경향을 보 다. 한 25℃에서는 염수농도별로 염

도의 차이가 컸으나, 8℃와 14℃에서는 염수농도에 따른 차

이가 상 으로 크지 않았으며, 특히 6%와 7%에서는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3). Kim 등(1988)도 임온도 

25℃에서 염수농도가 5%에서 15%로 증가함에 따라 조직 내

부로 소  침투량이 증가하 으며, 임시간이 증가하면서 

임 기에 비교  빠르게 증가하다가 이후 완만한 경향을 

보 다고 보고하 다. 한편, 4%의 염수농도에서는 임온도

에 계없이 임기간 내에 한계염도(critical salinity)로 설정

한 염도 2.2%에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4%의 염수농

도는 배추의 임농도로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단된다. 
한계염도 2.2%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임기간을 살펴보

면(Fig. 4), 임온도 25℃에서는 염수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염수농도 5%, 6%  

7%에서 각각 약 5.7일, 4일  2일로 나타났다. 그러나 8℃와 

14℃에서는 염수농도 5%에서 각각 약 10일  8.7일의 임

기간이 필요하 으며, 6%와 7%의 염수농도에서는 각각 약 

6.7일과 6일, 그리고 5.3일과 5.7일로 임온도간의 차이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온도가 높고 염

수농도가 낮은 경우 염도 변화가 염수농도에 의존하는 정도

가 상 으로 임온도가 낮은 경우에 비하여 큰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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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of salinity of Chinese cabbage accord-
ing to salt concentration and storage temperature during
salting period.

Fig. 4. Salting period for critical salinity of Chinese 
cabbage at various salt concentration and storage temperature.

3. 임배추의 pH  정산도의 변화

여러 가지 임 조건에서 임배추의 pH 변화는 Fig. 5에 

나타내었다. 임 기 2일 동안의 pH 변화는 임온도  

염수농도에 계없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이후의 변화 경향은 임온도  염수농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임온도 25℃에서는 염수농도에 계없이 임 

기 이후 격하게 pH가 감소하는 상을 보여 임기간 

4일 이후에 pH 4.0 이하의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8℃와 
14℃의 임온도에서는 25℃의 임온도에 비하여 상 으

로 pH 감소 정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와 7%
의 염수농도에서는 지속 으로 완만한 pH 감소를 보여 임

기간 6일째에도 모든 시료가 pH 5.5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pH 변화는 젖산균의 증식과 한 련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어 있다(Choi 등 1990; Lee 등 1994b). 임배추의 

기 pH는 약 6.1 정도로 Lee 등(1994b)이 보고한 6.05와 유사

한 값을 보 으나, Park 등(1994)이 보고한 pH 5.9보다는 다소 

Fig. 5. Change of pH of Chinese cabbage according to
salt concentration and storage temperature during salt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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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값을 보 다. Han & Seok(1996)은 단면이 넓을수록 

임배추의 pH가 더 빠르게 낮아져서 발효가 신속히 진행된

다고 보고하여 염수농도  임온도뿐만 아니라 배추의 

단면 한 임배추의 품질 변화에 미치는 향인자로 생각

할 수 있다. 한편, 임배추의 pH는 양념 배합 후 숙성시기를 

결정하는 요한 인자로 한계 pH 5.5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임기간을 살펴보면(Fig. 6), 임온도 25℃에서는 염수농도

에 계없이 모두 3일 이내로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한계 임율과 한계염도에 도달하

는데 필요한 임기간보다 상 으로 짧은 기간으로 임

배추의 품질 변화 요소  가장 쉽게 변화는 인자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임배추의 품질 리를 해서는 임배추의 

pH 변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 가장 요한 인자로 생각할 수 

있다. 임온도 14℃에서는 한계 pH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임기간은 4%와 5%에서는 약 3일 정도로 나타났으나, 6%
와 7%에서는 6일 후이었다. 염수농도 증가에 따른 한계 pH
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임기간의 증가 상은 임온도 8℃
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5%의 염수농도에서 6일 

이후에 pH가 5.5 이하로 감소하여 한계 임율과 한계염도에 

비하여 상 으로 동일온도에서 염수농도의 향이 큰 것

으로 분석되었다. 
임 조건에 따른 임기간 의 여러 시료군들의 pH 감

소 정도는 임배추 즙액에 존재하는 유기산 함량의 증가 정

도와 반 의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7). 즉, 임온도 25℃에

서는 염수농도에 따른 pH 감소 경향은 동일조건에서 젖산을 

기 으로 나타낸 정산도의 증가 경향과 일치하 다. Park 등
(1996)과 Song 등(1995)은 pH와 정산도의 변화에 하여

Fig. 6. Salting period for critical pH of Chinese cabbage
at various salt concentration and storage temperature.

Fig. 7. Change of total titratable acid in Chinese cabbage
according to salt concentration and storage temperature 
during salting period.

본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 으며, 이러한 경향은 유산

균의 증식 정도와 일치한다고 하 다. 임온도 25℃에서 

정산도는 염수농도에 따라 임기간 4일을 후하여 0.3% 이
상의 값을 보 으나, 임온도 8℃와 14℃의 경우에는 염수

농도에 계없이 임기간 내내 0.3% 이하의 낮은 값을 나

타내었다. 이러한 정산도는 김치 발효의 숙기 산도라고 

보고(Song 등 1995)되고 있는 0.4～0.7% 보다 낮은 산도이다. 
이러한 기산도는 향후 양념 배합 후 숙성기간에 향을 크

게 미치는 인자이므로 pH 변화 억제와 마찬가지로 이를 제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된다. 

4. 임배추의 경도 변화

여러 가지 임 조건에서의 배추의 경도 변화에 한 측정

결과는 Fig. 8과 같다. 임배추의 경도는 염수농도  임

온도에 계없이 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체 으로 감

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앞서 살펴 본 임율, 염도  p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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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hange of hardness of Chinese cabbage according
to salt concentration and storage temperature during 
salting period.

변화폭에 비하여 상 으로 작은 변화를 나타내었다. 한, 
임온도에 계없이 염수농도간의 경도 값의 표 편차가 

커 체 으로 동일 임온도에서 유의 인 차이를 볼 수 없

는 특징을 나타내었다(Fig. 8). 임온도 25℃에서는 임기

간에 따른 감소 경향이 뚜렷하 으나, 임온도 8℃와 14℃
에서는 상 으로 완만한 감소 경향을 나타내었다. Kim 등
(1988)은 염수농도 10%에서 임하는 과정  임온도에 따

른 경도가 임 기에 격히 감소하 다가 임시간이 증

가하면서 경향은 뚜렷하지 않았으나 반 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낮은 온도에서의 임이 높은 온도보다 조직

이 연약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임배추의 경도가 감소하는 경향은 이들 보고와 일치

하 으나, 임온도가 낮을 경우 경도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사실은 본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로서 염수농도의 차이에 의

해서 기인된 것으로 단된다. Kim 등(1987)과 Park 등(1996)
도 임하는 동안 배추의 경도가 임시간이 길어질수록 

체 으로 서서히 감소하 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도 감소는 배추조직의 임  

삼투압 차이로 인하여 조직액의 유출과 소 의 조직내 침투

상이 일어나 식물체 조직을 형성하는 구조에 변화가 일어

나기 때문으로 단된다. 
임율 85%에서의 경도 값을 살펴보면, 임온도 25℃와 

염수농도 4, 5, 6  7%의 조건에서 각각 1.53, 1.44, 1.38  

1.60 MPa을 나타내었으며, 임온도 14℃에서는 각각 1.90, 
1.91, 1.77  1.90 MPa을, 8℃에서는 각각 2.01, 2.17, 1.74  

1.95 MPa의 경도 값을 보 다. 이들 평균값을 보면 임온도 

25℃, 14℃  8℃에서 각각 약 1.49 MPa, 1.87 MPa  1.97 
MPa로 임온도가 감소할수록 염수농도에 계없이 한계

임율 85%에서의 경도가 큰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

로부터 임배추의 경도는 염수농도의 향보다는 임온도

의 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임배추 즙액의 환원당 함량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인 배추의 환원당 함량의 변화를 조

사한 결과는 Fig. 9와 같다. 시료 배추의 기 환원당 함량은 

11.8 ㎎/㎖로 Kim 등(1994)이 보고한 15.1 ㎎/㎖보다 다소 낮

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이는 배추의 수확시기  품종의 차이

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발효성 당의 함량은 김치의 

임 공정  숙성공정 에 젖산균의 증식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발효성 당의 함량을 조 할 수 있다면 당이 완 히 

발효되더라도 정산도가 0.5～0.6%를 과하지 않도록 막

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Kim 등 1989)에서 알 수 있듯이 임 

공정 에 배추 내 환원당 함량의 변화를 조사하는 것은 요

한 과정이다. Fig. 9에서 알 수 있듯이 기 11.8 ㎎/㎖에서 

임 조건에 계없이 임 1일째에 3～5 ㎎/㎖로 크게 감소

하 다. 이는 임 후 가용성 성분과 염수의 소 성분이 농도

차이에 의한 물질 이동이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이후 배추 내 환원당 함량의 감소 정도는 크게 둔화되

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상 으로 임온도 25℃에서의 

감소 정도가 다른 두 임온도(8℃, 14℃)에 비하여 큰 변화

를 보 다. 체 으로 동일 임온도에서 염수농도에 따른 

배추 내 환원당 함량은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1994)은 환원당 제거를 한 염 임과 탈

염 공정을 거친 처리군의 기 김치 환원당이 5.7 ㎎/㎖이라

고 하 으며, 이러한 환원당 농도의 감소는 숙성과정  배추

의 pH 하  산도 증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 다. 
Kim 등(1989)도 김치의 숙성과정 에 발효성 당이 주로 젖

산균에 의해 발효되어 산이 과다하게 생성되며, 이러한 결과

는 재료에 함유된 당 함량과 비례하며 김치 제조 기 당 함

량이 낮을수록 산 생성량이 작다고 보고하 으나, Jeo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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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hange of reducing sugar content in Chinese 
cabbage juice according to salt concentration and storage
temperature during salting period.

(1999)은 기 당 함량이 낮은 배추가 숙성과정  다소 높은 

산도를 보 다고 하 으며, 이는 배추 자체의 당 함량과 더불

어 부재료 첨가량에 따라 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 다. 배
추의 염 임은 기 당 함량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보이므로 

김치의 짠맛  조직감뿐만 아니라 체 인 김치 제조의 숙

성과정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 단된다.

6. 임율 85%에서의 임배추의 품질비교

기존의 건염처리 임 방식은 용량을 처리할 경우, 짧은 

시간 내에 배추 부 별로 일정한 염도를 갖도록 하기에는 부

합하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소 을 용해시킨 농도의 

염수에 배추를 온에서 장기간 침지시키는 방법을 용하

을 경우의 품질 특성을 한계 임율로 설정한 임율 85%
에서 비교한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온- 염 임배

추의 여러 가지 품질 특성은 조구로 염 농도 11%, 온도 
25℃, 임기간 24시간의 조건에서 인 배추를 사용하여 비

교하 다. 염수농도 4%와 5%의 시료군들은 임온도에 계

없이 모두 한계 pH 5.5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6%와 

7%의 염수농도에서는 한계 pH보다 높은 5.6～6.0의 값을 보

다. 조구의 pH는 5.4로서 한계 pH와 비슷한 값을 나타내

었다. 이러한 결과는 염수농도가 낮은 경우 pH 감소가 임

율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한계 임율 85%까지 배추를 일 

수 없음을 의미하며, 한 상 으로 높은 염수농도에서는 

임 후 pH가 임배추의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산도의 경우, 한계 임율에서 임온도에 계없

이 염수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는데, 이는 

낮은 염 농도에서 젖산균의 증식이 높은 염 농도에서 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젖산의 생성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염도의 경우, 염수농도가 높아질수록 산도와 반 로 증가

하는 상을 보여 염수농도 6%와 7%의 시료군들은 2.2% 내
외의 값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조구의 경우 3.7%의 높은 

염도를 보여 당한 짠맛을 갖도록 세척, 탈수  양념 배합 

등의 조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원당 함량은 설정한 

임 조건에서 조구의 0.54%보다 높은 0.7～1.0%의 값을 

나타내었다. 임배추의 경도는 체 으로 조구의 2.75 
MPa보다 낮은 1.5～2.0 MPa의 값을 보여 염에서 인 배

추의 조직이 상 으로 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온- 염 임배추의 품질 특성을 평가하

기 하여 여러 가지 염 농도(4, 5, 6  7%)  온도(8, 14 
 25℃)에서 10일 동안 장하면서 임배추의 품질 특성을 

조사하 다. 임율은 임온도  염수농도에 계없이 

임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감소 정도

는 임온도가 높아질수록 상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 임율(critical salting ratio) 85%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임온도 25℃에서 염수농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

으며 약 3～5일이었으나, 14℃와 8℃에서는 약 5～8일로 

나타났다. 임배추의 염도의 경우 임율과 반 로 임기

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는 상을 보 으며, 임온도 2
5℃에서는 지속 인 증가를, 14℃와 8℃에서는 기 2일 동

안 격한 증가 후 완만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염수농

도 4%에서는 임온도  임기간에 계없이 한계염도

(critical salinity) 2.2%에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 으로 한계염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한계

임율보다 임 조건에 따라 1～2일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임배추의 pH는 임기간 동안 임온도  염수농도에 

계없이 감소하는 상을 보 으며, 특히 임온도 25℃의 

경우 다른 두 임온도 (8℃, 14℃)보다 임기간이 증가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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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various quality characteristics of salted Chinese cabbage according to salt concentration 
and storage temperature at 85% of salting ratio.

따라 크게 감소하여 한계 pH 5.5에 3일 이내에 빠르게 도달하

다. 이에 반하여 임온도 8℃와 14℃에서는 약 4～10일까

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율 85%에서 

염수농도에 따른 임배추의 경도 평균 값은 임온도 25℃, 
14℃  8℃에서 각각 1.49 MPa, 1.87 MPa  1.97 MPa로 

임온도가 감소할수록 염수농도에 계없이 한계 임율 85%
에서의 경도가 큰 경향을 나타내었다. 배추의 환원당 함량은 

기 11.8 ㎎/㎖에서 임 조건에 계없이 임 1일째에 3～
5 ㎎/㎖로 크게 감소하 으며, 25℃에서의 변화가 상 으

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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