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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the use of a starter on radish soaked at 4℃ for 28 days using two kinds of domestic 
sun-dried salt (white and gray salt) were determined. As a result, the moisture contents of the radish soaked with 
white and gray salt were 7.93 and 4.50%, respectively. The salinity levels were found to be equal (90%).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two groups in terms of the mineral contents of the salts therein 
(37812.41±1922.95 and 39755.13±1205.70 mg/100 g, respectively). However, iron and zinc contents of gray salt 
were higher than those of white salt while the calcium, potassium, and magnesium contents were lower than those 
of white salt. After the addition of the starter, the sugar content increased, the pH decreased, and the total acidity 
rapidly decreased compared with the non-starter group during fermentation. The total microorganism count of the 
two groups increased during the fermentation period of 28 days. From the initial fermentation for 7 days, the lactic 
acid bacteria in the non-starter group increased while those in the leuconostoc starter group steadily increased within 
the whole fermentation period. The Leuconostoc spp. in non-starter group increased, but that in the starter group 
decreased to pH 4.0 on day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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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천일염은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

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와 이를 분쇄, 세척, 탈수 또는 건조

한 염’으로 정의되며(1), 천일염의 종류는 염전의 결정지

바닥소재에 따라 크게 장판염, 토판염 그리고 타일염으로

나눌 수 있다. 장판염은 가소성소재를 이용한 장판을 바닥

재로 사용하여 만든 천일염을 말하고 토판염은 갯벌을 단단

하게 다져서 만든 바닥 위에서 만든 천일염을 말하며 마지

막으로 타일염은 타일이나 옹기 등 바닥재를 사용하여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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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을 말한다. 천일염은 주성분인 NaCl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기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해수를 원료로 하는 것과

바닥재에 따라 생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무기성분 함량이

다른 특징이 있다(2).

소금은 인체의 혈액 중 약 0.9%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소화액, 임파액 등의 각종 체액의 성분이며,

삼투압 조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근육 수축 및 산-염기 평형 등 생리기능에 관여하는 생체조

절 물질로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물질이다. 식품

에서는 소금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조미료로서 이용

되는 것이며, 식품의 보존 및 저장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식재료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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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절임은 식품이 부패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간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으로 채소, 과일 그리고

생선 등에 적용하고 있다. 이중에 무는 저장성이 없기 때문

에 오래 두고 보관할 수가 없는데 소금에 절이게 되면 오히

려 좋은 맛과 저장성을 갖게 된다(4).

Leuconostoc mesenteroides는 채소 발효식품의 초기부터

중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주발효균으로 젖산, 초산,

succinic acid, CO2를 생성하는 hetero-lactic fermentation을

하는 이형젖산발효균이나, 산에 약해 pH가 4.0 이하로 떨어

지는 발효 중기에 이르면 수가 급격히 감소한다(5). 또한

Leuconostoc mesenteroides는 sucrose를 영양분으로 할 때

glucose를 이용해 dextran이라는 점질물질을 형성하는 특징

을 갖고 있다(6).

천일염의 종류에 따른 비교 연구로는 김치, 오이지, 식빵

그리고 새우젓 등 식품에 적용하여 다양하게 수행되어 있으

며(7~10) Leuconostoc mesenteroides를 스타터로 한 연구로

는 starter 및 멸치액젓 첨가가 김치 양념 및 겉절이 김치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11), Starter 첨가가 김치의 숙성에 미치

는 효과(12) 등이 수행되어 있지만 starter를 첨가하여 김치

외 식품에 적용한 연구가 미비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두

종류의 천일염을 사용해 무 절임을 제조할 때 스타터를

첨가하여 이화학적 품질특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수집

일반성분과 무 절임에 사용된 천일염 시료는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2010년도에 생산된 장판염과 토판염을 직접

수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천일염 시료의 일반 성분

천일염 시료의 수분함량 측정은 항량이 측정된 도가니에

시료 3 g을 넣고 105℃에서 12시간 가열 후 30분 동안 데시

케이터에 방냉하여 무게를 측정하여 수분함량을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수분(%)＝
시료의 무게 - 건조 후 시료무게

× 100
시료의 무게(g)

회분함량 측정은 수분함량 측정이 끝난 도가니를 525℃

에서 6시간 회화 후 1시간동안 데시케이터에 방냉하여 무

게를 측정하여 회분함량을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이때 도가니는 뚜껑을 닫아 가열 및 회화를 하여도 천일염

이 도가니 밖으로 튀어나가는 손실을 방지하였다.

회분(%)＝
회화후도가니무게 - 항량된도가니무게

×100
시료의 무게(g)

무기성분함량 측정은 회분 측정 후의 수분함량이 0%인

잔여물 0.5 g을 칭량하여 3차 증류수 15 mL과 질산 5 mL

그리고 과산화수소수 1 mL을 넣고 시료를 완전히 녹인

다음 50 mL튜브에 No 2여과지(Whatman)로 여과 후 3차

증류수로 정용하여 분획하는 건식법으로 전처리를 하였으

며, 이용액을원자흡광분석기(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AAS, Z-2300, Hitachi, Tokyo, Japan)를 사용하여 Ca, Fe,

Na, K, Zn, Mg, 그리고 Cu 성분을 분석하였다.

염도 및 pH는 천일염 시료 4g을 칭량 후 3차 증류수를

가하여 10% 소금물을 만들어 염도계(Salt meter, FG-203,

Beijing, China) 및 pH 미터(SG-78, Mettler Toledo Co,

Greifensee, Switzerland)를 이용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무 절임 제조

무 절임 제조방법은 Kim(13), Park(14) 그리고 Lee(15)의

논문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제조하였다. 무는 경기

도 수원 소재의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여 수세한 후 2×2×2

cm크기로 자른 다음 250 g을 장판염(White salt, W)과 토판

염(Gray salt, G)을 이용하여 만든 10% 소금물 500 mL과

함께 각각 밀봉포장을 하였다. 그리고 그룹별로 스타터로

첨가하여 총 4그룹(W: white salt, WS: white salt + starter,

G: gray salt and GS: gray salt + starter)을 만들어 4℃에

보관하며 1, 3, 7, 14, 21 그리고 28일째 시료를 수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스타터는 충북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분양받은 Leuconostoc mesenteroides B512F 균주를 사용하

였으며, stock상태의 균주를 MRS broth에서 72시간 배양

후 원심분리하여 모은 후 흡광도를 측정 후 반으로 나누어

흡광도를 동일하게 조절하여 각각 250 μL를 접종하였다.

무 절임의 이화학적 품질특성

당도 및 pH 변화는 발효기간별로 수집한 염수와 용출물

이 함유된 용액을 30 mL 취하여 50 mL plastic tube에 담아

당도계(PAL-3, ATAGO, Tokyo, Japan) 그리고 pH 미터

(SG-78, Mettler toledo, Greifensee,, Switzerland)를 사용하여

각각 측정하였으며. 총산도 변화는 무 절임액 5 mL을 취하

여 페놀프탈레인 용액 2～3 방울 적가 후 0.01 N NaOH로

적정하여 무색에서 분홍색이 될 때까지 적정하여 소모된

0.01 N NaOH의 양을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총산도＝
0.01 N NaOH 적정량(ml) x 0.0009

× 100
시료의 무게(ml)

0.0009 : 0.01 N NaOH에 대한 Lactic acid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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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균수, 유산균수 및 Leuconostoc spp.수

염수와 용출물이 함유된 용액을 50 μL를 취하여 총균수

측정을 위한 Bovine Heart Infusion(BHI, Difco Co, USA),

유산균수 측정을 위한 Lactobacilli MRS(MRS, Difco Co.

USA) 그리고 Leuconostoc수 측정을 위한 Phenylethyl

alcohol + 2% sucrose(PES, Difco Co, USA)배지를 사용하였

다. 접종 후 배양배지는 35℃의 incubator에서 48 hr 동안

배양하여 형성된 colony를 계측하여 생균수를 측정하였다.

PES 배지는 점질물질을 형성하지 않은 colony도 계측하였

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Mean±SD)로 나타내었고,

통계처리는 Student's t-test에 준하였고, p-value가 0.05 미만

일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천일염 시료의 일반성분

무 절임에 사용된 소금 시료의 수분과 회분 함량의 측정

결과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같이 장판염은 7.93%, 토판염

은 4.50%로 수분 함량이 측정되었으며 회분 함량은 장판염

이 86.06%, 토판염은 86.42%로 측정되었다. 수분 함량은

KFDA 식염 규격기준에서의 수분 함량기준인 15%이하로

적합함을 나타내었다. 수분과 회분 함량을 제외한 장판염

의 6.01%, 토판염의 9.08%는 해수 또는 소금 생산 과정에서

유입된 유기물과 사분으로 알려져 있다. 봄과 가을에 생산

된 천일염이 여름에 생산된 천일염보다 수분 함량이 적다는

보고(16)에 따라서 이들의 차이는 생산시기와 생산방법에

따른 차이가 주된 이유일 것이라 생각된다.

Table 1. Moisture and ash contents of salts used for radish
soaking

unit : %

　 Moisture Ash

White salt 7.93±0.39 86.06±0.46

Gray salt 4.50±0.30 86.42±0.71

무 절임에 사용된 소금의 무기성분 함량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금의 주성분인 Na 함량은 장판염은

Table 2. Minerals contents of salts used for radish soaking

unit : mg/100 g

Ca Fe Na K Zn Mg Cu

White salt 99.26±1.49 4.13±0.11 37812.41±1922.95 411.39±10.11 0.67±0.12 524.42±0.99 0.93±0.46

Gray salt 35.50±2.84 5.12±0.30 39755.13±1205.70 307.16±30.34 1.13±0.12 494.99±3.21 0.93±0.35

37812.4±1922.9 mg/100 g, 토판염은 39755.1±1205.7 mg/100

g이 측정되었으며 토판염의 Na 함량이 약간높게 측정되었

지만 두 그룹간의큰차이는 보이지않았다. 장판염의 Ca과

K 그리고 Mg 함량은 각각 99.3±1.5 mg/100 g, 411.4±10.1

mg/100 g 그리고 524.4±1.0 mg/100 g으로 측정되었으며

토판염의 Ca, K 그리고 Mg 함량은 각각 35.5±2.8 mg/100

g, 307.2±30.3 mg/100 g 그리고 495.0±3.2 mg/100 g으로

장판염 소금의 미네랄 함량이 높게 측정되었다. 반면에 토

판염 중 Fe, Zn 함량은 각각 5.1±0.3 mg/100 g, 1.1±0.1

mg/100 g으로 측정되어 4.1±0.1 mg/100 g, 0.7±0.1 mg/100

g으로 측정된 장판염보다높게 측정되었다. 하지만 Ca 함량

이 약 3배가량 차이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6종 무기성

분 함량은 1.0~1.7배사이로 큰차이를 보이지않았다. 그리

고 Cu 함량의 경우 두 소금 모두 100 g 당 0.9 mg으로

비슷한 양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들 소금은 Na함량에 비해

K, Ca, Mg 등 무기성분들은 양적으로 미비하나 이들 미량

무기질들은 체내에서 에너지대사, 신체성장, 체조직 유지

등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17).

무 절임에 사용된 소금의 염도 및 pH의 결과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염도의 경우 국내산 천일염 두 그룹

모두 90%로 측정되었으며, 앞선 결과에서 두 그룹이 무기

성분 함량 중 Na 함량이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은 것과

같은 의미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pH는 장판염이 8.94로 토

판염보다 높게 측정되었지만 소금의 pH는 중성～약알칼리

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농도가 올라갈수록 pH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18)되었지만 그룹간의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

았다.

Table 3. Salinity and pH of brine used for radish soaking

　 Salinity(%) pH

White salt 90.00 8.94

Gray salt 90.00 8.53

무 절임의 이화학적 품질특성

발효기간에 따른 염수와 용출물이 함유된 용액의당도의

변화는 Fig. 1과 같이 발효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는 양

상을 보였다. 이는 초기 소금의 당도보다는 발효가 진행됨

에 따라 미생물 효소작용에 의한당대사 변화에 따른 유리

당의 생성 및 삼투압에 의한 무 조직 내 당 성분 추출로

인한 함량 증가에 따른 변화로 생각된다(19). pH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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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sugar content of radish soaked during
fermentation period.

(W: white salt, WS: white salt + starter, G: gray salt and GS: gray salt + starter)

Fig 2와 같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발효 초기

그룹의 초기 pH는 5.8정도이며 스타터를 첨가하지 않은

그룹의 경우 14일째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반해 스타터

를 첨가한 그룹의 경우 7일째부터 pH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스타터인 Leuconostoc mesenteroides B-512F의 특성에

의해 발효 초기에 유기산이 생성되어 pH가 다른 그룹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발효기간에 따른 총산도의 변화는

Fig. 3과 같이 스타터를 첨가한 그룹과 첨가하지않은 그룹

Fig. 2. Changes in pH of radish soaked during fermentation period.

Fig. 3. Changes in total acidity of radish soaked during fermentation
period.

의 초기 총산도는 0.00～0.01%로 그룹간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14일이 경과 후에 스타터를 첨가한 그룹의 총산

도는 스타터를 넣은 장판염 그룹이 0.16%, 토판염 그룹이

0.12%로 스타터를 첨가하지 않은 그룹에 상대적으로 증가

하였으며 스타터를 첨가하지 않은 그룹도 총산도가 증가하

였지만 증가폭이 0.02～0.06%로 소폭이라 산도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a)

(b)

(c)

Fig. 4. Changes in microorganism count of radish soaked during
fermentation period.

(a): total count (b): Lactobacillius spp. (c): Leuconostoc spp.

총균수, 유산균수 및 Leuconostoc spp.수

발효기간이 경과할수록 BHI배지에서 측정된 총균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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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스타터를 첨가한 그룹이 스타터

를 첨가하지 않은 그룹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스타터를

첨가한 그룹은 발효 초기부터 증가하여 7일째부터 균수가

유지되었으며, 스타터를 첨가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7일째

까지 변화를 보이지않다가 14일째부터 증가하여 21일째부

터 균수가 유지되었다. 이는 저장온도가 낮았기 때문으로

미생물이 성장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되지

만 스타터를 첨가한 그룹은 스타터가 우점종으로 자리잡았

기 때문에 발효초기에 안정적으로 증식한 것으로 판단된

다. 유산균수의 경우 스타터를 첨가한 그룹은 3일째부터

균수가 유지되었으며, 스타터를 첨가하지 않은 그룹은 7일

째부터 증가하여 21일째부터 균수가 유지되었다.

Leuconostoc spp.수는 스타터를 첨가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스타터를 첨가한 그룹에서는

7일째부터 약간 감소하다가 14일째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였다. 이는 Leuconostoc mesenteroides는 pH가

4.0이하에서는 생육이 저하된다는 기존보고(5)에 따라 발

효가 진행되면서 2차대사산물인 유기산의 함량이 증가하

면서 7일째 pH가 4.0으로 급격히 감소되었기 때문에 생육

이 저하되었다. 스타터를 첨가하였을 때의 결과를 보아

Leuconostoc mesenteroides B512F균주는 발효초기에 안정

적으로 증식했으며 저온저장 시 유산균수의 감소를억제하

는 스타터로써의 역할(20)을 수행함에 따라 발효식품 초기

미생물 조절제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국내산 천일염(장판염, 토판염)의 성분 비교와

이를 이용하여 무 절임을 제조할 때 첨가한 스타터와 함께

발효기간 동안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그 결과

두 소금간의 일반성분 중 수분함량은 차이를 보였지만 회분

함량은 그룹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생산시기가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천일염 생산방식에 따른 차이라고 판단된

다. 이들의 무기성분 함량은 소금의 주성분인 Na 함량은

큰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Ca, K 그리고 Mg 함량은 장판염

이 높게 측정된 반면, Fe 그리고 Zn 함량은 토판염이 높게

측정되었지만, Ca 함량을 제외하고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천일염의당도 측정 결과 10.70 Brix로높은 함량을

나타내어 어떤 종류의 당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정성

분석 연구가 요구된다. 무 절임 중 천일염과 스타터 첨가에

의한 발효 변화를 관찰하였을 때 스타터를 첨가한 그룹이

스타터를 첨가하지 않은 그룹보다 활발하게 유리당, 유기

산 등 2차 대사산물을 생성하여, 우점종으로서 초기 미생물

조절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실험에 사용

된 Leuconostoc mesenteroides B-512F 균주의 스타터 첨가

가 발효과정 중 미생물 균총변화에큰영향을 주므로, 발효

식품 제조 시 초기미생물 조절자로서의명확한 역할 구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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