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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종류에 따른 김치의 품질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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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lt composition may affect the quality of Kimchi. We examined the quality of Kimchi prepared using different 
types of salt (Korean purified salt, Korean solar salt without bittern, Korean solar salt, Chinese purified salt, Chinese 
solar salt, and Australian solar salt). Kimchi was fermented for 7 days at 20℃. Following fermentation, the pH 
of Kimchi decreased during storage, but total acidity and salinity values increased. The type of salt used did not 
affect quality. Total bacterial counts were 4.18–4.37 log CFU/g initially, and increased markedly during fermentation. 
Lactic acid bacterial counts were 3.42–4.91 log CFU/g initially, but 7.31–7.79 log CFU/g after 7 days of storage.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Kimchi during storage did not vary with the type of salt used in fer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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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식염은 인체의 생리기능에서 꼭 필요한 주요성분이며,

음식의 맛을 내고, 저장성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1). 그러나 소금을 다량 섭취할 경우 위암 및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장류와 각종 절임

식품이 주요한 식재료인 경우는 소금의 품질이 제품에 큰

영향을 미친다(2).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천일염과 정제염이 연간 약 60만톤

생산되고 있고, 그 외 재제염과 가공염 등이 생산되고 있다.

천일염은 염전에 해수를 유입하여 수분을 증발시킨 후, 소

금을 결정 석출시킨 것이고, 정제염은 약 3.5%의 해수를

이온 교환막이 장착된 전기 투석조를 거쳐 16～18%의 염수

를 만들고, 이를 증발 농축시켜 대량생산되고 있다(3-5).

최근 기능성과 상품으로서의 가치 측면에서 관심이 집중

되고 있는 김치는 소금에 절인 배추, 무 등에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젓갈 등 부재료를 첨가하여 발효․숙성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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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 식품(6,7)으로 각 지역의 식품

생산과 지리적 특성에 따라 부재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담그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맛을 가지고 있다(8-11).

김치 숙성은 원료자체와 제조 환경으로부터 혼합된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이루어지며, 재료 중의 탄수화물, 아미노산

등으로부터 산미, 지미, 방향을 내는 저분자 물질들이 생성

됨으로써 김치의 독특한 맛과 향이 생성된다(12). 김치가

적절한 발효를 일으키면서 가식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발효과정 중의 미생물 생육을 억제시켜야 하는데 소금의

농도와 온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13-15). 김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배추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포장 방법과 저장 온도를 달리한 깍두기

의 이화학적 변화를 측정하거나(16) 발효를 억제하여 저장

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녹차(17), 한약재(18) 등의 기능

성 식품 소재를 첨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김치를 개발하려는

연구도 시도된 바 있다. 소금 종류에 따른 김치의 품질특성

에 대한 연구로는 다양한 소금을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여

품질을 비교한 연구(19)와 시판 수입 소금의 성분을 분석하

고, 김치를 제조하여 품질을 비교한 연구(2) 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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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으로 오이지를 담글 때 맛, 텍스쳐 및 기호도를 향상

시키거나(20) 제간수 천일염과 구운 소금으로 제조한 김치

가 일반 천일염과 정제염으로 제조한 김치보다 우수한 품질

을 나타내고, 항암 기능성도 증진시킨 연구(21) 등이 있다.

그러나 생산량이 높은 천일염과 정제염에 대하여 유통 중인

국내산과 수입산을 동시에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한 후 이화

학적인 품질특성과 함께 관능적 특성을 비교한 연구는 미진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금의 종류를 달리하여 식품을 제

조한 경우 소금에 따른 식품의 품질변화를 알아보고자 국내

산 정제염, 간수를 제거한 국내산 천일염, 국내산 천일염,

중국산 정제염, 중국산 천일염, 호주산 천일염 등 소금 6종

을 이용하여 김치를 제조하고, 발효 중 품질특성을 비교하

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재료로 배추는 동풍으로 해남에서 수

확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부재료인 마늘, 파, 생강, 고춧가

루(다농), 멸치액젓(청정원)은 모두 서울시 가락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김치 제조에 필요한 6종류의

소금으로 국내산 정제염(H-1사), 간수를 제거한 국내산 천

일염(대한염업조합), 국내산 천일염(H-2사), 중국산 정제염

(J사), 중국산 천일염(D사), 호주산 천일염(Y사)을 사용하

였다.

김치 제조 및 숙성

배추를 다듬고, 4등분하여 20%의 소금물(국내산 정제염,

간수를 제거한 국내산 천일염, 국내산 천일염, 중국산 정제

염, 중국산 천일염, 호주산 천일염)에 6시간 절인 후, 3회

세척하였다. 1시간 탈수 후, 미리 준비해 둔 부재료를 넣어

서 김치를 제조하였으며, 절임배추 100 g에 대하여 파 3.1

g, 고춧가루 2.3 g, 마늘 1.5 g, 생강 0.4 g, 멸치액젓 3.0

mL를 넣어 버무렸다. 그리고 Polyethylene film에 약 3 kg

단위로 포장하여 20℃에서 7일간 저장하였다.

pH, 산도, 염도 측정

김치 100 g을 취하여 믹서기(Nikko WM-770, (주)신일가

전)로 2분 동안 분쇄한 후, 3겹의 거즈를 사용하여 여과하였

다. 김치를 압착하여 얻어진 김치즙액 10 mL를 경시적으로

취하여 pH meter (Orion 3 star, Thermo, USA)로 측정하였으

며, pH 측정용 시험용액 10 mL를 0.1 N NaOH 용액으로

pH 8.3까지 중화시키는데 소비된 0.1 N NaOH의 소비 mL를

lactic acid(%, w/w)로 표시하였다. 염도는 시료의 즙액을

일정량 취한 후, 디지털 염도계(GMK-55N, G-won Hitech

Co., LTD, Korea)로 측정하였다.

총균수, 젖산균수 분석

무균적으로 김치 25 g을 취한 뒤 중량의 10배에 해당하는

멸균된 0.85% saline 용액을 가하여 stomacher (Labstory

Blender Stomacher 400, Seward)로 1분간 균질화 시킨 후,

시료액을 1 mL씩 취하여 9 mL의 멸균된 0.85% saline 용액

으로 단계 희석하였다. 시험용액 1 mL와 각 단계 희석액

1 mL씩을 총균수 측정용 건조필름(petrifilm aerobic count

plates, 3M Co., USA)에 무균적으로 취하여 35±1℃에서 4

8～72시간 배양시킨 후 colony 수를 측정하였다. 젖산균

분석은 총균수의 분석법과 동일한 처리를 한 후, 시료 1

mL를 MRS agar (Difco Co, Sparks MD, USA) 15～20 mL과

잘 혼합한 후굳혀, 37℃에서 48시간 배양하여 형성된 콜로

니 수를 log CFU/g으로 나타내었다.

관능평가

소금 종류에 따라 제조된 김치의 관능평가를 위해 10명

의 훈련된 패널을 선정하였으며, 9점 척도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외관(색도), 냄새(신내), 맛(짠맛, 덜익은 맛),

조직감 그리고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전반적 기호도에서 대단히 나쁘다(1), 나쁘다(3점), 보통이

다(5점), 좋다(7점), 대단히 좋다(9)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결과 및 고찰

pH, 산도, 염도 변화

소금의 종류를 달리하여 김치를 제조한 후, 저장하며 pH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1).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pH는 전

반적으로 감소하였고, 초기 pH는 6.1～6.8이었으며 저장

3일째에는 4.2～4.5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Kim 등(19)은 소

금 종류에 따른 김치를 제조하여 25℃에서 저장하며 pH를

분석한 결과, 발효 3일째에급속히감소하여 본 실험 결과와

유사하였다. 저장 7일째 pH는 3.9～4.0이었으며, 발효되는

동안 소금 종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저장하는

동안 pppp값이 감소하는 이유로 Bae 등(22)과 Park 등(23)은

김치 재료 중에 존재하는 미생물 및 조직 중의 세포액이

용출되어 김치 국물이 희석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김치를먹기에 가장 적당한 적숙기 pH는 4.2～4.4라고 하였

는데(24), 본 실험결과에서는 저장 5일 이후에 적숙기의

pH를 나타내었다.

소금의 종류를 달리하여 제조한 김치를 20℃에 저장하며

산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으며, pH의 변화와

는 반대로 저장 중 산도가 증가하였다. 김치의초기 산도는

0.13～0.20%이었으며, 저장 3일째에 산도는 급격히 증가하

여 0.58～0.73%였다. 이는 발효된 김치의 pH값이 저장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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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pH in Kimchi prepared with various salts at 2
0℃.

KPS, Korean purified salt; KSS-B, Korean solar salt-bittern; KSS, Korean solar salt;
CPS, Chinese purified salt; CSS, Chinese solar salt; ASS, Australian solar salt.

Fig. 2. Changes of total acidity in Kimchi prepared with various
salts at 20℃.

KPS, Korean purified salt; KSS-B, Korean solar salt-bittern; KSS, Korean solar salt;
CPS, Chinese purified salt; CSS, Chinese solar salt; ASS, Australian solar salt.

에서 3일째에 급격히 감소한 시기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추김치의 경우, 저장하였을 때 젖산균에 의한

발효가 진행되면서 유기산이 생성되어 산도가 높아지게

되며, 김치의 저장온도가 높을수록 산도가 급격히 진행되

는데(25,26), 양파김치의 저장 중 산도가 증가한다고 보고

한 Chung 등(2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Kim과

Rhee(28)는 김치 발효 중 산도가 증가하는 현상은 유기산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이때 생성된 유기산이 김

치의 맛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Ku 등(24)은 김치에

있어서 pH와 함께 총산이 중요한 품질지표로서 발효 과정

중 생성된 유기산이 김치의 pH를 낮아지게 하고, 총산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하였다.

소금의 종류를 달리하여 제조한 김치의 염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으며, 발효되는 동안 초기 염도는 2.4～

3.2%였고, 저장 7일째 염도는 3.3～4.2%로 전반적으로 소

폭 증가하였다. Han과 Jang(29)이 땅두릎 잎김치를 제조하

여 저장기간에 따른 품질특성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저장

초기를 제외하고완만한 변화양상을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

를 보였다. Rhee HS 등(30)에 의하면 배추를 염장할 때

Ca, Mg 및 K의 함량은 감소하였으나, Na 함량은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펙틴 분자 내에 결합되어 있던 Ca과

Mg이 NaCl의 Na과의 이온교환반응에 의하여 펙틴 분자로

이탈된 것이라고 하였다.

Fig. 3. Changes of salinity in Kimchi prepared with various salts
at 20℃.

KPS, Korean purified salt; KSS-B, Korean solar salt-bittern; KSS, Korean solar salt;
CPS, Chinese purified salt; CSS, Chinese solar salt; ASS, Australian solar salt.

Fig. 4. Changes of total viable cells count in Kimchi prepared with
various salts at 20℃.

KPS, Korean purified salt; KSS-B, Korean solar salt-bittern; KSS, Korean solar salt;
CPS, Chinese purified salt; CSS, Chinese solar salt; ASS, Australian solar salt.

총균수, 젖산균수 분석

김치 숙성은 저장온도, 염농도, 첨가 부재료 등 여러 가지

변화요인에 의해 크게좌우되는복합 발효과정으로서 다양

한 미생물의 연속적인 작용에 의해 진행된다(31). 소금의

종류를 달리하여 제조한 김치를 20℃에 저장하며 총균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4). 김치가 발효됨에 따라 전반적으

로 균수는 증가하였고, 김치의 초기 균수는 4.18～4.91 log

CFU/g이었고, 저장 7일째는 7.11～7.46 log CFU/g였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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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3일째에서 저장 5일째에 급격히 균수가 증가하였으며,

저장 5일 이후로 균수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소금 종류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Fig. 5. Changes of lactic acid bacteria in Kimchi prepared with
various salts at 20℃.

KPS, Korean purified salt; KSS-B, Korean solar salt-bittern; KSS, Korean solar salt;
CPS, Chinese purified salt; CSS, Chinese solar salt; ASS, Australian solar salt.

소금의 종류를 달리하여 제조한 김치를 20℃에 저장하며

젖산균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5). 김치에서 소금은

삼투작용에 의한 보존성의 증가로 김치의 유해 미생물 생육

을 억제하여 유산균에게 유익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한다

(32). 총균수와 마찬가지로 젖산균수도 김치가 발효됨에

따라 증가하다가 일정 저장일 이후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초기 젖산균수는 3.62～4.91 log CFU/g으로 국내산

천일염의 균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천일염이 NaCl 이외에

K, Mg, Ca 등의 미네랄을 함유한 소금으로 다른 염에 비해

서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의 생육저해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것과 관련이 있다(5). 저장 5일째까지 균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5일 이후에는 균수가 증가하지 않았다. 젖산균

은 적숙기에서 최고에 도달하였다가 시간에 더불어 젖산

등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데(33,34), 이는 Lee 등(35)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일반적

으로 젖산균은 김치 발효에 큰 영향을 미치며, 김치 재료

중 당분을 분해하여 젖산과 유기산을 생성함으로써 김치의

숙성을 가져다주는데(23,36,37), 김치의 총균수와 젖산균수

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균수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생성된 산에 의해 다시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젖산이 생성되면서 젖산균 자체도

자기가 생성한젖산에 의해서 증식이 억제되거나 사멸과정

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38).

관능평가

소금의 종류를 달리하여 제조한 김치를 20℃에 저장하며

외관, 냄새(신내), 맛(짠맛, 덜익은 맛), 질감 그리고 전반적

인 기호도에 대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외관의선호도는 저장 3일째국내산

정제염과 중국산 정제염이 5.8, 간수를 제거한 국내산 천일

염이 6.5, 국내산 천일염은 6.0 그리고 중국산 천일염과 호

주산 천일염이 5.9였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저장

7일째 외관의 선호도는 국내산 정제염과 호주산 천일염이

6.2, 국내산 천일염은 5.5였으며 소금 종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냄새와 관련하여 신내는 김치가 발효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저장 7일째에 간수를 제거한

국내산 천일염은 6.3, 국내산 정제염은 5.7, 국내산 천일염

과 호주산 천일염은 5.5였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전반적으로 수입산염보다 국내산염에서 신내가 강하다고

평가되었다. 맛에 있어서는 김치의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짠맛의 큰 변화가 없었다. 덜 익은 맛의 경우, 저장 7일째

중국산 정제염이 2.7, 중국산 천일염과 호주산 천일염이

2.0, 국내산 정제염과 국내산 천일염이 1.8로 평가되었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중국산 정제염의 풋내가 가장 높

아 김치의 숙성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천일염으로 오

이지를 담글 때 품질을 향상시키고(20), 김치를 담글 때에는

구운 소금이나죽염을 사용하면 MNNG에 의한돌변변이유

발을낮출 수 있다는 연구(39,40) 등을 미루어 보아, 소금의

종류와목적에 따라 품질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수 있다

고 사료된다.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김치의 조직감은 전반

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저장 7일째 국내산 천일염과 호주산

천일염의 조직감이 5.8, 국내산 정제염이 5.5, 간수를 제거

Table. 1. Sensory characteristics of Kimchi prepared with various
salts at 20℃

After 3 days

Appearance Sour smell Salt taste Green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KPS
1)

5.8
a

4.6
a

7.0
ab

4.3
a

6.2
a

5.0
a

KSS-B
2)

6.5
a

4.9
a

6.3
b

4.3
a

6.1
a

5.7
a

KSS3) 6.0a 4.4a 6.2b 5.1a 5.9a 5.6a

CPS4) 5.8a 2.7b 6.6ab 5.6a 6.2a 5.3a

CSS
5)

5.9
a

3.6
ab

7.8
a

5.2
a

6.0
a

4.9
a

ASS
6)

5.9
a

3.8
ab

7.3
ab

5.1
a

6.2
a

5.0
a

After 7 days

Appearance Sour smell Salt taste Green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KPS
1)

6.2
a

5.7
a

6.7
a

1.8
a

5.5
a

5.0
a

KSS-B
2)

5.2
a

6.3
a

6.2
a

2.2
a

5.3
a

5.2
a

KSS3) 5.5a 5.5a 5.8a 1.8a 5.8a 5.7a

CPS4) 6.0a 5.3a 6.7a 2.7a 4.8a 4.5a

CSS
5)

5.3
a

5.3
a

5.8
a

2.0
a

5.7
a

5.7
a

ASS
6)

6.2
a

5.5
a

6.3
a

2.0
a

5.8
a

4.7
a

1)
KPS, Korean purified salt;

2)
KSS-B, Korean solar salt-bittern;

3)
KSS, Korean solar

salt;
4)CPS, Chinese purified salt; 5)CSS, Chinese solar salt; 6)ASS, Australian solar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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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내산 천일염은 5.3, 중국산 정제염은 4.8로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않았다. Han GJ 등(21)의 연구에서는 일반천

일염과 정제염으로 제조한 김치에 비해 제간수 천일염과

구운소금으로 제조한 김치가 우수한 품질을 나타내었고,

Kim SJ 등(19)의 연구에서는 천일염, 세척탈수염, 기계염,

환원염을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한 경우 김치간의 뚜렷한

이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차이는 없었지만 산도와 총

균수 변화를볼때 기계염보다 천일염이 효과적이라고 하였

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저장일수에 따라 감소되었고, 저장

7일 째에 국내산 천일염과 중국산 천일염은 5.7, 간수를

제거한 국내산 천일염은 5.2, 국내산 정제염은 5.0이었으며

소금 종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는 식염의

종류에 따라 담근 김치의 맛, 풍미, 조직및 전체적인 기호도

에서 유의적인 차이가없다고 보고한 Shin(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요 약

식품 조리 및 제조 가공 시 사용되는 소금은 천일염, 정제

염 및 수입산염이 대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소금 종류에 따

른 식품 제조 시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국내산 정제염, 국내산 천일염, 수입산염 등 소금의

종류를 달리하여 제조한 김치를 20℃에서 7일간 발효시키

며 품질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화학적인 특성으로 pH, 산

도, 염도를 측정하였고, 미생물학적인 특성으로 총균수와

젖산균수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김치의 pH는

감소하였고, 소금 종류에 따른 처리구간의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산도와 염도는 증가하였으며, 특히 염도는 전반

적으로 수입산염이 국내산염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미생물의 경우 총균수와 젖산균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저장 5일후 균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관능평가 결과, 처

리구간 근소한 차이를 보일 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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