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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김치는 적당히 소금 절임한 배추를 세척한 후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등의 갖은 양념을 혼합하여 적당한 온도에

서 숙성 발효시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발효식품(1,2)

으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및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이르기까지 공식식품으로 지정되

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월드컵 개최 및 김치의 국제 규격

화 추진으로 김치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김치의 품

질향상과 과학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치는 소금에 절인 배추와 부재료들을 혼합하여 자연 발

효시키므로 생명체가 갖는 수많은 효소들에 의해 숙성 발효

되는 동안 각종 미생물들이 서로 교차되면서 번식하게 된다. 

김치 속에 함유된 효소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작용을 

계속하고 또한 미생물들은 적당한 온도와 양 그리고 pH의 

조건이 구비되면 번식하기 때문에 김치를 오랫동안 보존하

면서 판매, 유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3). 

따라서 기존의 연구자들은 김치의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가열하여 통조림으로 제조하는 연구(4,5)를 

수행하 는데 이는 김치내 존재하는 미생물을 사멸시키고 

효소를 가열에 의해 불활성화시킴으로써 저장성을 증진시

킬 수는 있으나 김치가 갖는 고유의 맛과 향 특히 조직감이 

소실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김치에의 감마선 조사(6,7) 또는 방부제 처리(8), pH 

변화를 억제하는 완충제(9), 염 혼합물의 첨가(10), 항균성 

향신료의 첨가(11,12) 등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는데 

아직까지 소비자에 대한 안전성 인식 또는 식품의 관능적 

품질저하 때문에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기존연구에서는 김치를 제조한 후 균수를 줄이거나 하

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원부재료의 위생화에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부재료에 부착된 미생물을 김치

제조 전부터 감균을 시키고 물성의 변화가 없는 위생화된 

재료로 김치를 제조하여 바람직한 젖산발효를 꾀하고 위생

적이며 저장성이 유지되는 김치를 제조하기 위한 기초실험

으로 원부재료에 오존 및 감마선 처리를 하 고 이들에 의한 

미생물의 변화 및 화학적 변화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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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od materials for kimchi manufacturing were treated by ozone or gamma irradiation to reduce the number 
of contaminated microorganisms before the manufacturing of kimchi.  Counts of total aerobic bacteria,  yeast 
and mold were 10

6
∼10

7 
and 10

3
∼10

4 
CFU/g in the food materials,  respectively. After treatment with ozone 

(3∼6 ppm), the total aerobic bacteria were reduced to 1 log cycle or more, in a dose⁃dependent manner. In 
comparison, gamma irradiation was superior to ozone treatment. Especially, irradiation of 5 kGy fully eliminated 
the yeast and mold attached in the food materials for kimchi  manufacturing. The contents of ascorbic acid 
and total and reducing sugar were not affected by ozone or gamma irradiation. Taken together, it is suggested 
that microorganisms contaminated on materials for kimchi manufacturing could be substantially reduced by 
ozone (up to 6 ppm) and gamma irradiation (up to 5 kGy), without effect on the nutrition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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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주 농수산물 시장에서 구입하여 비가식부를 제거한 

후 1차 정선을 거쳐 알맞은 사이즈로 절단하여 시료로 사용

하 다. 

김치 원부재료의 오염도 조사

김치의 원부재료를 정선하고 각각의 원부재료에 대한 총

균수와 효모 및 곰팡이수를 측정하 다. 즉 각 원부재료별

로 총균수의 측정(13)은 시료 20 g에 180 mL의 0.9% 생리

식염수를 붓고 stomacher(promedia SH-ⅡM, Tokyo, 

Japan)를 사용하여 균질화시키고 희석한 후 총균수는 plate 

count agar(Difco Lab., Detroit, MI)를 이용하여 30oC에서 

3일간 배양 후 계수하여 시료 1 g 당 colony forming unit 

(CFU/g)로 나타내었다.

또한 각 원부재료별 효모 및 곰팡이수는(13)은 10%의 tar-

taric acid를 첨가하여 pH를 3.5로 조정한 potato dextrose 

agar(Difco Lab., Detroit, MI)에 도말하여 30oC에서 3일간 

배양 후 배지에 형성된 colony를 계수하여 시료 1 g 당 col-

ony forming unit(CFU/g)로 나타내었다.

김치 원부재료에의 오존처리

김치의 원부재료에서 비가식부를 제거한 후 1차 정선을 

거쳐 알맞은 사이즈로 절단하여 냉온살균기술 중의 하나인 

오존살균기술을 이용하여 균을 제어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

다. 즉 원부재료 중 배추는 섭취하기 좋은 크기(약 2.5×3.3 
cm)로 절단하여 8%의 염수농도로 상온에서 1시간 30분 동

안 절임하 다. 이때 Kim 등(14)의 방법에 따라 오존발생장

치(Ozone Tech. Co., Korea)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gas 상태

의 오존을 염수에 잘 혼합되도록 하고 오존의 발생량을 초당 

0, 3, 6 ppm이 발생되도록 조절하여 배추 절임시간동안 처리

하 다. 절임 및 오존처리가 끝난 후 절임배추의 염농도는 

Mohr의 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1.73%로 나타났다. 

절임배추를 제외한 배추 등의 원부재료들은 오존수를 이

용한 살균에 부적합하여 Kim 등(14)의 방법에 따라 오존가

스를 이용하 다. 이때 오존발생장치는 각각의 부재료를 제

작한 chamber에 연결하여 처리하 다. 처리시의 온도는 20oC

로 하 고 chamber내의 농도는 0, 3, 6 ppm으로 3시간 동안 

처리하 으며 이때의 오존농도는 오존 측정장치(OX-TX 

12, Oldham, France)를 이용하 다.

각각의 원부재료에 대한 오존수 및 오존가스 처리 후 총균

수와 효모 및 곰팡이수의 측정은 위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

로 측정하 다.

김치 원부재료에의 감마선 조사

알맞은 크기로 절단한 원부재료들에 대하여 냉온살균기

술인 감마선 조사기술을 이용하여 부착되어 있는 균을 제어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 다. 즉 각각의 원부재료를 0.1 mm

의 polyethylene 필름에 넣어 봉하고 감마선 조사를 실시

하 다.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선원 10만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각각 1, 3, 5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으

며, 흡수선량 확인은 ceric cerous dosimeter(USA)를 사용

하 고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0.2 kGy이었다. 각각의 원부
재료에 대한 감마선 조사 후 총균수와 효모 및 곰팡이 수의 

측정은 위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 다. 

Ascorbic acid의 함량 측정 

김치 원부재료 각각에 존재하는 total ascorbic acid의 정

량에는 2,4-dinitrophenylhydrazine을 이용한 비색법(15)을 

사용하 다. 

총당 및 환원당의 함량 측정 

김치 원부재료 각각에 존재하는 총당의 함량 측정은 gal-

actose를 표준물질로 하여 phenol-sulfuric acid법(16)으로 

분석하 으며 환원당의 정량에는 DNS(dinitrosalicylic acid) 

방법(17)으로 분석하 다. 

통계처리

본 실험의 결과는 3회 반복한 후 SAS(18) program을 사

용하여 각 실험구간의 유의성을 검증한 후 Duncan's multi-

ple range test에 의해 실험군간의 차이를 분석하 다. 

결과 및 고찰

김치 원부재료에의 오존 및 감마선 조사에 따른 미생물

수의 변화

김치 제조 시 사용되는 김치 원부재료들의 오존 및 감마선 

처리를 하 을 때 미생물 수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배추의 경우, 살균처리 전인 대조군의 경우에는 8.6×106 
CFU/g의 균수를 보 으나 3∼5 ppm의 오존 처리군은 1.3× 
106∼1.7×106 CFU/g으로 약 80∼85%의 감균효과를 볼 수 
있었다. 감마선 조사의 경우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균

율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 kGy의 감마

선 조사는 대조군에 비하여 약 4 log cycle 정도의 감균율을 

나타내어 감균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효모 및 곰팡이의 경우, 대조군은 5.4×103 CFU/g의 균수
를 보 으나 오존 처리시 대조군보다 약 88%까지의 감균효

과를 볼 수 있었으며 감마선 조사를 한 경우에서는 급격하게 

균수가 감소하여 5 kGy의 감마선 처리 시에는 20 CFU/g 

이하로 거의 사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김치를 제조할 때 배추는 우선 절임을 실시한 후 제

조하므로 절임배추의 오존수 및 감마선 처리를 하 을 때의 

변화는 대조군의 경우, 2.8×106 CFU/g으로 나타났으나 절
임시 오존수로 처리한 경우에는 약 94% 이상 감균된 균수를 

나타내었으며 오존 처리량이 많을수록 감균효과가 증가하

다. 배추를 절임한 후에 감마선을 처리한 경우에도 대조군

에 비하여 약 84%∼99.95%의 감균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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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배추의 효모 및 곰팡이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조군

의 경우에는 1.3×103 CFU/g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존수
를 처리한 경우, 3 ppm과 6 ppm 처리 각각 1.2×102 CFU/g, 
7.5×101 CFU/g의 균수로 부착된 효모 및 곰팡이를 감소시
켰다. 감마선 조사의 경우에도 효모 및 곰팡이수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3 kGy 및 5 kGy에서는 효모 

및 곰팡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3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완전히 사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춧가루에 부착되어 있는 미생물을 오존 및 감마선 처리

를 하 을 때의 변화는 대조군의 경우, 7.5×105 CFU/g의 
총균수를 보 으나 오존 처리 및 감마선 처리를 하 을 때에

는 각각 88∼91% 및 89∼99.8%의 감균율을 보여 고춧가루

에서도 오존 및 감마선 처리에 의하여 크게 미생물수를 감균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춧가루에서의 효모 및 곰팡이수는 대조군의 경우 1.7×103 
CFU/g이었으나 3∼6 ppm의 오존처리로 약 48∼60%의 감

균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도 3 kGy까지

는 대조군에 비하여 약 69∼98%의 감균율을 보 다. 특히 

5 kGy의 감마선 조사에서는 효모 및 곰팡이가 전혀 검출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 제조시에 양념으로 사용하는 마늘에 오존 및 감마선 

처리시 총균수의 변화는 대조군의 경우, 3.6×107 CFU/g의 
균수로 상당히 많은 수의 미생물들로 오염되어 있었으나 오

존처리시에는 약 67∼78%의 감균효과를 보 으며 감마선 

처리군의 경우, 3 kGy 및 5 kGy의 처리군에서는 대조군보다 

약 2∼3 log cycle 정도로 크게 균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에 존재하는 효모 및 곰팡이의 경우, 대조군은 4.4× 
10
3 CFU/g 으나 오존처리를 한 경우에는 약 88∼96%의 

감균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

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균수가 감소하 으며 특히 

5 kGy에서는 20 CFU/g 이하로 거의 사멸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생강에 부착된 미생물이 냉온살균처리시의 변화는 대조

군의 경우, 3.8×106 CFU/g의 총균수를 보 으나 3 ppm의 

오존처리 시 대조군에 비하여 20% 수준의 미생물만 잔존하

고 있었으며 6 ppm 오존 처리 시에는 약 1 log cycle 이상의 

감균효과를 볼 수 있었다. 감마선 처리군의 경우 3 kGy의 

감마선 처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약 2 log cycle 정도의 

감소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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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ozone and gamma irradiation treatment on the growth of microorganisms in food materials for kimchi  
manufacturing.
1)1, Control; 2, ozone 3 ppm; 3, ozone 6 ppm; 4, gamma ray 1 kGy; 5, gamma ray 3 kGy; 6, gamma ray 5 kGy.
2)
ND: Not detected as the minimum detection level of 20 CFU/g.
3)
0: Not detected.
4)Mean values within the same bar with different italic lett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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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에 존재하는 효모 및 곰팡이의 경우, 대조군은 6.2×103 
CFU/g의 효모 및 곰팡이수를 보 으나 오존처리를 한 경우

에는 효모 및 곰팡이가 약 81∼88% 정도 사멸되었으며 감마

선 조사의 경우에는 3 kGy까지는 대조군에 비하여 약 97% 

이상의 효모 및 곰팡이가 사멸되었고 특히 5 kGy의 감마선

을 조사한 경우에는 효모 및 곰팡이가 20 CFU/g 이하로 거

의 사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에 특유한 향을 부여하는 파를 오존 및 감마선 처리를 

하 을 때 파에 존재하는 미생물수의 변화는 대조군의 경우, 

5.7×106 CFU/g의 총균수를 보 으나 오존 처리 및 감마선 

처리를 하 을 때에는 각각 약 84∼96% 및 96∼99.98%로 

크게 미생물수를 감균시켰다. 

파에 존재하는 효모 및 곰팡이의 오존 및 감마선 처리에 

의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조군은 8.7×102 CFU/g으로 나타
났으나 오존처리로 약 95% 정도까지의 감균효과를 보 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서도 감균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특히 

3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효모 및 곰팡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오존의 경우 Kim(19)은 오존수 및 오존가스를 원료에 처

리한 결과 제균효과가 있었으며 오존처리농도가 높아질수

록 살균효율이 증가한다고 하여 본 결과와 일치하 다. 

감마선 조사의 경우(20-23) 김치에 사용되는 향신료들의 

위생화시 효과적인 방법이며 처리 시 온도가 상승되지 않기 

때문에 물성변화가 없이 살균할 수 있다고 하여 본 결과와 

일치하 다. 

이상의 김치 원부재료 각각에 대한 초기 오염 미생물의 

수는 다르지만 원부재료에 산화가 되지 않을 정도의 범위에

서 오존 및 감마선 조사를 하게 되면 존재하는 미생물수를 

크게 감소시켜 김치 원부재료의 위생화와 저장성 증진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비록 처리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본 실험에 사용한 오존 농도 및 감마선 조사선량에서

는 감마선 조사가 더 효과적으로 미생물을 제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김치 원부재료에의 오존 및 감마선 조사에 따른 ascorbic 

acid의 함량변화

김치 원부재료에 부착되어 있는 균수를 감균시키기 위하

여 오존 및 감마선 처리를 하 을 때 원부재료 내 ascorbic 

acid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원부재료에 존재하는 ascorbic acid의 함량은 배추 23.86 

mg%, 절임배추 20.41 mg%, 고춧가루 37.49 mg%, 마늘 14.75 

mg%, 생강 3.57 mg% 및 파 25.63 mg%의 함량을 보여 원부

재료 가운데 고춧가루에 가장 많은 ascorbic acid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원부재료에 오존 및 감마선 처리를 한 경우에는 대조군과 

비교할 때 오존 및 감마선 조사를 하 다고 그 함량이 유의

적으로 감소하거나 혹은 증가하지 않아 이들 처리 유무에 

상관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예를 들면 ascorbic acid의 함

량(대조군 37.49 mg%)이 가장 많은 고춧가루의 경우 오존처

리시에는 34.22∼35.43 mg%,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에는 

35.28∼39.36 mg%의 함량을 나타내 다른 성분들보다 산화

가 쉽게 일어나는 ascorbic acid의 함량은 대조군과 큰 차이

가 없었으며 미미한 ascorbic acid 함량 차이는 이들 처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험오차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과량의 오존(19) 및 감마선(24)을 식품에 처리할 경우, 비

타민류나 chlorophyll 및 carotenoid 등과 같은 산화되기 쉬

운 성분의 산화로 인하여 갈변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 지만 본 실험에 사용한 오존 

및 감마선 조사의 범위 내에서는 산화가 쉽게 일어나는 as-

corbic acid 산화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김치 원부재료에의 오존 및 감마선 조사에 따른 총당 및 

환원당의 함량변화

김치 제조시 사용하는 원부재료에 오존 및 감마선 처리를 

하 을 때 원부재료 내 총당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원부재료에 존재하는 총당의 함량은 배추 4.61%, 절임배

추 3.53%, 고춧가루 40.52%, 마늘 21.36%, 생강 10.61% 및 

파 4.38%의 함량을 보여 시료마다 큰 차이가 있었으며 실험

에 사용한 재료 중 고춧가루가 가장 많은 당을 함유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원부재료에 오존 및 감마선을 처리한 경우에

는 총당의 함량이 대조군과 유사하 다. 배추의 경우(대조군 

4.61%), 오존 처리 시 3.57∼4.23%, 감마선 조사 시 3.35∼

4.74%로 오존 및 감마선 조사를 하 다고 처리량에 따른 

유의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김치 원부재료에 오존 및 감마선 처리 후 환원당의 함량을 

Table 1. Effects of ozone and gamma irradiation treatment on ascorbic acid content in food materials for kimchi  manufacturing
      (mg%)

Treatment Chinese cabbage Brined cabbage Red pepper Garlic Ginger Green onion

Control 23.86ab1) 20.41a 37.49b 14.75b 3.57a 25.63a

Ozone 3 ppm 
Ozone 6 ppm 

25.34a

21.73b
18.15ab

19.33a
35.43bc

34.22c
15.34b

14.82b
3.19a

4.20a
23.26ab

22.44b

1 kGy
3 kGy
5 kGy

22.64
ab

24.17
ab

23.66
ab

16.43
b

19.94
a

17.65
ab

39.36
a

35.28
bc

36.94
bc

13.26
c

17.54
a

14.16
b

3.65
a

3.03
a

4.13
a

24.16
a

23.81
ab

23.12
ab

1)Mean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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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김치 원부재료에 존재하는 

환원당의 함량은 원부재료별로 살펴보면 배추는 2.38%, 절

임배추 1.54%, 고춧가루 12.34%, 마늘 0.89%, 생강 3.28% 

및 파 1.45%의 함량을 보여 시료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춧가루, 생강, 배추의 순이었다. 

원부재료에 오존 및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의 환원당 함량

은 대조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생강의 경우, 대조군은 3.28%이었는데 3∼6 ppm의 오존 및 

1∼5 kGy의 감마선 처리군은 각각 3.04∼3.51% 및 2.19∼

3.43%로 대조군과 차이가 없어 실험에 사용한 오존 및 감마

선 조사량은 김치 원부재료의 환원당 함량에 크게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Cho 등(21)은 마늘의 발아억제

를 위하여 감마선 조사(0∼150 Gy)를 하고 저온에서 저장할 

때 감마선 조사에 의한 환원당량의 차이는 없다고 하여 본 

결과보다는 낮은 선량에서의 결과이지만 같은 경향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부재료에 존재하는 성분

은 실험에 사용한 양의 오존 및 감마선 조사에 의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원부재료의 성분의 변화 없이 위생

성을 증진시켜 저장성을 연장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원부재

료의 유통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요   약

김치 원부재료에 부착된 미생물을 김치제조 전부터 감균

시키고 물성변화 없이 위생화된 재료로 김치를 제조하기 위

한 기초실험으로 원부재료에 오존 및 감마선 처리를 하고 

이들에 의한 미생물의 변화 및 화학적 변화를 측정하 다. 

김치 원부재료에 부착된 총 균수는 약 106∼107 CFU/g 정도

으며 효모 및 곰팡이 수는 약 10
3∼104 CFU/g 정도로 나타

났다. 그러나 원부재료에 오존을 처리한 경우, 대조군에 총

균수에 비하여 약 1 log cycle 정도 또는 그 이상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처리량이 클수록 다소 낮은 균수를 보 다. 

원부재료에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에는 오존처리군에 비하

여 감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선량이 증가할수

록 균수의 감소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효모 및 곰팡이에서

도 총균수와 비슷한 경향이었으며 5 kGy의 감마선 조사시에

는 원부재료에 부착되었던 효모 및 곰팡이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감마선 조사가 김치 원부재료내 미생물들을 

효과적으로 감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부재료에 

존재하는 성분(ascorbic acid, 총당 및 환원당)의 함량 변화

에서는 오존 및 감마선 조사에 의한 변화는 대조군과 비교하

여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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