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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quality and salting characteristics of root vegetables other than Chinese cabbage was done to
develop different kinds of Kimchi. The root vegetables lotus (Nelumbo nucifera) and lance Asia bell (Codonopsis
lanceolata) were evaluated as main ingredients for Kimchi by measuring their physico-chemical and microbial
properties. Salinity, pH, titratable acidity, reducing sugar, firmness, color change, moisture content, total viable
counts, and lactic acid bacteria were investigated to identify adaptability for Kimchi. The initial pH of lotus
and lance Asia bell showed 5.7 to 6.3 during the salting period, and the pH decreased with increasing salting
periods. The reducing sugar contents of lance Asia bell showed 34.1 to 35.6 mg/g, which were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to lotus 3.2 to 3.4 mg/g. Titratable acidity also showed higher in salted lance Asia bell at
0.36 to 0.4%, while lotus showed 0.17 to 0.27%. Lactic acid producing bacteria increased in lance Asia bell during
salting periods and reached 2.1×104 CFU/g after 48 hr of salting. However, no lactic acid bacteria were detected
in lotus. As a result of this physico-chemical and microbial analysis, lance Asia bell was more suitable as an
ingredient of Kimchi than lo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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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김치는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공

정을 거쳐 발효시킨 우리 고유의 발효식품이다. 동절기 신선

채소 공급이 어려운 시기에 비타민과 무기질 공급을 원활하

게 하기 위한 채소 저장법이 발전되면서 오늘날의 김치에

이르게 됐으며, 현재는 주식인 밥과 함께 우리의 식생활과

가장 밀접한 필수 부식이다. 김치는 β-carotene, ascorbic

acid 등과 같은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고추와 allicin, diallyl

disulfide와 같은 황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마늘 등을 부원

료로 사용하여 항산화, 항비만, 항암효과 등의 건강기능효과

가 보고되고 있으며, 발효과정에서 생성되는 유기산과 젖산

균에 의한 항균, 변비예방, 항산화 활성 유도 및 면역 활성

증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4). 김치는 대부분의

채소를 주원료로 하여 만들 수 있지만 배추를 주원료로 한

배추김치가 주를 이루며, 그 밖에 무, 열무, 오이 등 한정된

채소만이 김치로 가공되고 있다. 최근 들어 채소 재배기술의

발달로 배추 이외의 채소로 김치를 만든 기타김치가 가정

및 일부 김치제조업체에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기타

채소의 절임 및 발효 특성에 관한 연구는 돌산갓, 가지, 오이,

무 등을 이용한 일부 절임식품에서 보고되었을 뿐 거의 보고

되지 않고 있다(5-8).

연근(Nelumbo nucifera)은 수련과의 다년생 수초로서 비

대경을 식용하는 구근류로 주로 조림으로 이용되고 있다(9).

연근은 nicotine 해독, 스트레스 해소, 혈압강하, 지혈, 심장

병 예방 등의 생리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연근의 체내 지질 농도 개선 효과 등의 기능성이 밝혀

짐에 따라 연근 소비 및 신선편이 제품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10,11).

더덕(Codonopsis lanceolata)은 초롱꽃과에 속하는 다년

생 초본으로 아시아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도라지와 함께

식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산채식품으로 인삼, 현삼, 단

삼, 고삼과 함께 5삼으로 불리고 있다(12). 인삼에 비해 항산

화능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며(13), saponin, inulin 등과

같은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노화억제 등의 효과가 있는 건강식품이다(14). 고급

식재료로서 구이, 절임, 부침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식품으로의 활용에 관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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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peration condition for puncture test

Items Operation condition

Probe
Pretest speed
Test speed
Posttest speed
Rupture test
Distance

2 mm
5 mm/s
0.5 mm/s
10 mm/s
2 mm/s
15 mm

일부 장류에서 진행되었을 뿐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치가 갖는 우수한 저장성과 영양을

항산화 및 대사성질환 예방 효과를 가진 연근과 더덕에도

적용하여 기능성 김치를 개발하고 연근과 더덕의 소비를 확

대시키기 위하여 연근과 더덕의 절임시간에 따른 이화학적

변화 및 미생물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김치 주원료로서의 가

능성을 확인하고 김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준비

본 실험에 사용된 더덕과 연근은 경기도 분당 대형마트에

서 구입하였으며, 구입한 더덕과 연근은 소금(천일염)으로

절였고 기타 실험에 사용된 분석용 시약은 특급시약을 사용

하였다.

연근과 더덕은 비가식 부분을 제거하고 원료 1 kg당 천일

염 0.139 kg과 물 1.2 kg을 혼합하여 10%의 염수를 제조한

후 습식법으로 절였다. 더덕과 연근을 2, 4, 6 및 8시간 동안

15oC에서 절이면서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절임이

완료된 후에도 발효가 진행되므로 미생물학적 특성은 절임

후 48시간까지 분석하였다.

염도

절임 시료의 염도는 Mohr법에 의하여 3회 반복하여 측정

하였다(15). Blender로 간 반죽(paste) 상태의 시료 약 1 g을

100배 희석하여 여과(Toyo No. 1)한 후 여과액 10 mL를 취

하고, 2% potassium chromate 1 mL를 넣어 0.02 N AgNO3

용액으로 적정하였다. 별도로 증류수에 대한 바탕시험을 실

시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염도(%)＝
(A－B)×0.00117×f×D ×100

S

여기에서 A: 본 시험에 소비된 0.02 N AgNO3 용액의 mL

수, B: 바탕시험에 소비된 0.02 N AgNO3 용액의 mL수, f:

0.02 N AgNO3 용액의 역가, D: 희석배수, S: 시료채취량(g)

이다.

수분

수분 함량은 약 5 g의 시료를 취한 후 적외선 수분 측정기

(MB45, Ohaus, Leicester, U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경도

조직 강도는 texture analyzer(TAXT-2, Stable Micro

Systems, Godalming, Englan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texture analyzer의 운영조건은 Table 1과 같다. 시료의 중앙

부분에서부터 100% 통과하면서 받는 최대 강도를 측정하였

으며, 시료 처리구당 10회 반복하여 측정 후 평균값을 구하

였다.

색도

김치 후보원료의 색도는 Spectrocolorimeter(CR-300, Min-

olt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슬라이스 된

후 염장된 김치 후보원료의 동일한 부분을 각각 3번씩 측정

하였으며, L, a, b 값을 측정한 후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ΔE*ab를 계산하여 색의 변화를 나타내었다(17).

ΔE*ab＝[(L－L0)
2
＋(a－a0)

2
＋(b－b0)

2
]
2
＝[(ΔL)2＋(Δa)2

＋(Δb)2]2

L0, a0, b0는 초기 시료의 색도 값을 의미하고, ΔE*ab는

값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ΔE*ab의

값이 0∼0.5는 색차가 거의 없는 경우이고, 0.5∼1.5는 근소

한 차이, 1.5∼3.0은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 3.0∼6.0은

현저한 차이, 6.0∼12는 극히 현저한 차이, 12 이상은 다른

계통의 색으로 해석할 수 있다.

pH 및 적정산도

절임시간에 따른 pH 변화는 시료를 믹서로 마쇄한 후 pH

meter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표시하였

다. 적정산도는 blender로 간 반죽상태의 시료 1 g을 100배

희석하여 여과(Toyo no. 1)한 후 여과액 20 mL에 0.01 N

NaOH 용액으로 pH가 8.3이 될 때까지 적정하여 소비된

NaOH 용액의 소비량을 구한 후 lactic acid(%, w/w)로 환산

하여 표시하였다.

적정산도(%)＝
(A－B)×0.0009×f×D ×100

S

여기에서 A: 본 시험에 소비된 0.01 N NaOH 용액의 mL

수, B: 바탕시험에 소비된 0.01 N NaOH 용액의 mL수, f: 0.01

N NaOH 용액의 역가, D: 희석배수, S: 시료채취량(g)이다.

환원당

환원당은 DNS(dinitrosalicylic acid)법으로 수행하였다

(16). 믹서로 분쇄한 반죽상태의 시료 약 1 g을 정확히 달아

100배 희석하고 여과(Toyo no. 1)한 후 여과액 1 mL에 DNS

시약 3 mL를 넣고 끓는 물에 5분간 중탕하였다. 실온에서

방냉한 후 증류수 16 mL로 희석하여 UV-VIS spectropho-

tometer(UV-1800, Shimadzu, Kyoto, Japan)를 사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glucose 표준곡선에 의

해 환원당 함량을 산출하였다.

미생물

무균적으로 시료를 10 g 취한 후 멸균된 0.85% saline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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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in salinity of salted lotus and lance Asia bell
roots during salting at 15

o
C for 8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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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in moisture content of salted lotus and lance
Asia bell roots during salting at 15

o
C for 8 hours.

으로 10배 희석하여 stomacher(Bagmixer R400, Intersci-

ence, Saint Nom, France)로 균질화한 후 단계 희석하여 실

험을 실시하였다. 일반세균수의 경우 plate count agar(PCA,

Difco, Franklin Lakes, NJ, USA) 배지를 사용하여 단계별로

희석한 시료를 접종한 후 pouring culture method로 30oC에

서 48시간 배양하여 계수하였다. 젖산균수의 경우, MRS

(Lactobacilli MRS agar, Difco) 배지에 bromocresol pur-

ple(BCP, Samchun chemical, Pyeongtaek, Korea) 지시약을

25 ppm으로 넣어 제조한 배지를 사용하여 단계별로 희석한

시료를 접종한 후 pouring culture method로 30
o
C에서 48시

간 배양하고 총 colony와 yellow 발색 반응을 나타낸 col-

ony(유기산 생산균)를 계수하였다. 계수한 총 균과 젖산균

집락수는 colony forming unit(CFU/g)로 표시하였다.

통계처리

경도(10회 반복)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3회 반복 측정하

였으며, mean±SD로 표현하였다. 또한 얻어진 결과를 통계

분석 SAS program(Statistics Analytical System, version

8.2,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변수에 대

한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각 시험구간 평균차이에 대한 유의

성 검정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p<0.05

수준일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절임 연근과 더덕의 염도, 수분, 물성 및 색 변화

연근과 더덕의 절임 전 염도는 0.2～0.3% 수준이었으나

절임 후 염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절임 2시간 후 연근은 2.6%,

더덕은 4.2%를 나타냈다(Fig. 1). 절임 2시간 후부터는 상승

폭이 완만하게 나타났으며 절임 4시간부터 염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절임 8시간 후 연근과 더덕의 최종 염 농도는 각각

4.4%와 3.4%로 측정되었다. 동일한 조건에서의 최종 염도는

연근의 염도가 더덕보다 더 높게 나타나 연근이 더덕에 비하

여 쉽게 절임이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김치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배추의 경우는 절임이 완료되어 염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까지 약 12～16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연근과 더덕

은 절임 4시간 후부터 염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절임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며, 배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임시간

이 짧게 소요됐다. 김치 제조 시 젖산균의 생육은 원활하게

하고 유해 부패균의 성장을 저지하기 위하여 김치 원료는

일정 농도의 염도를 유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김치 제조

시 사용되는 절임배추의 염 농도는 2% 전후이고(18,19), 기

호도가 가장 우수한 절임배추의 염도도 2.8%라 보고되고 있

다(20). 본 실험에서 측정된 김치 원료의 염도는 3.4～4.4%

였으나, 이는 절임 후 세척 및 탈수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

여서 높게 측정되었다고 판단된다. Han과 Noh(21)는 절임

배추를 탈수와 세척을 많이 할수록 염도가 떨어져 초기 4.6%

의 절임배추는 2회 세척 시 염도가 3.4%로 떨어졌다고 보고

하고 있다. 실제로 김치 제조 시 세척과정을 최소 3회 이상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고 세척 후 2% 수준의 염도를 갖는

김치 원료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더덕의 경우는 본 실험에서

수행한 10%, 연근의 경우는 8%의 염수로 절임하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절임 전 연근과 더덕의 수분함량은 각각 73%와 80%로 측

정되었으며 평균 95%의 수분함량을 보이는 배추에 비해 절

임 전 연근과 더덕의 수분함량은 낮은 수준이었다(Fig. 2).

절임시간이 경과할수록 수분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절임 8시간 후 수분함량은 68%와 72%로 측정되었고 연근의

경우는 7%, 더덕의 경우는 10%의 수분감소를 보여 더덕의

수분감소량이 더 크게 측정되었다. 배추의 경우는 10% 염수

에서 절임을 실시하여 절임이 완료된 절임배추의 수분함량

은 약 90% 수준으로 절임 전 95%와 비교하면 약 5～6%의

수분감소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어(19,22), 연근과 더덕 모

두 배추에 비해 수분감소가 큰 폭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근

과 더덕 모두 배추에 비해 시료 표면적이 작아 조직액의 용

출이 더 빠르고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채소에 염

절임을 실시하면 세포 외부의 삼투압이 높아 세포내의 수분

이 탈수되면서 원형질 분리와 원형질막 파괴에 따라 세포내

액이 급속히 유실되어 급격한 중량감소 및 수분함량 감소가

나타나고, 조직 내 수분의 감소는 조직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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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in firmness of salted lotus and lance Asia bell
roots during salting at 15oC for 8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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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 in total color difference of salted lotus and
lance Asia bell roots during salting at 15

o
C for 8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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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 in pH of salted lotus and lance Asia bell roots
during salting at 15

o
C for 8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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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 in titratable acidity of salted lotus and lance
Asia bell roots during salting at 15

o
C for 8 hours.

고 보고하고 있다(22).

경도는 김치의 품질을 좌우하는 주요 인자중 하나로 경도

의 변화는 Fig. 3과 같다. 연근의 경우 절임시간이 길어져도

경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반면, 더덕의 경우는 절임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근의 초기 경도는

446 N이었으며 절임 8시간 후에도 443 N으로 큰 변화가 관

찰되지 않았으나, 더덕의 경우는 초기 경도가 201 N에서 절

임 8시간 후에는 121 N으로 절임시간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일정하게 감소하였다. 생채소의 경우는 힘을 가하게 되면

외부 압력에 의해 세포내 팽압이 생성되면서 액포가 눌려

변형되고, 세포벽에 가해진 압력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탄성

이 생겨 결과적으로는 단단하고 사각사각한 조직감을 갖게

되는데, 절임 후에는 삼투압에 의해 세포내 수분을 빼앗겨

팽압이 감소하여 조직이 연해지고 시들해진다고 보고되어

있다(19). 따라서 수분감소가 많이 나타났던 더덕이 연근에

비해 경도의 변화도 크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색도의 변화는 절임시간 증가에 따른 Hunter L, a, b 값의

변화를 초기값과 비교하여 나타낸 ΔE*ab값으로 확인하였

다(Fig. 4). 연근의 경우 ΔE*ab값이 절임 2시간 후의 값이

8.1이었으며, 그 이후 8시간까지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절임시간 동안의 색변화는 극히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더덕의 경우는 절임 4시간까지는 ΔE*ab값이 2.1로 감

지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절임시간이 길어질

수록 색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서 절임 8시간 후에는 ΔE

*ab값이 13.2까지 올라가 초기 색도와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절임 연근과 더덕의 pH, 산도 및 환원당 변화

절임시간에 따른 연근과 더덕의 pH 변화는 Fig. 5와 같다.

절임 전 신선한 연근과 더덕의 pH는 각각 5.7과 6.3이었으며,

절임이 시작되면서 pH는 내려가 절임 후 2시간이 경과했을

때 연근과 더덕이 5.4와 5.9로 각각 0.5씩 내려갔고 그 이후에

는 절임 후 8시간까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추의

경우도 pH가 절임 전에는 6.5～6.8 정도이며, 절임 배추의

경우 저장 4시간째까지 감소하여 6.0 이하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는 저장 20시간까지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

하고 있어(20) 본 실험에서 사용한 연근 및 더덕과 비슷한

변화를 보였다. 이는 절임 과정 중에 시료에 존재하는 유기

산의 용출 및 초기 발효에 의해 pH가 감소됐을 것으로 판단

되며, 김치 제조 후 숙성되면서 젖산 등 유기산 생성량이

많아지면서 pH가 큰 폭으로 내려갈 것으로 사료된다.

각 시료들의 절임시간에 따른 산도 변화는 Fig. 6과 같으

며, 전반적으로 더덕이 연근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

근의 절임 전 산도가 0.17%에서 절임 8시간 후에는 0.27%로

상승하였으며, 더덕은 절임 전 0.36%에서 절임 8시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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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nge in reducing sugar of salted lotus and lance
Asia bell roots during salting at 15

o
C for 8 hours.

Table 2. Changes in total cell count and lactic acid bacterial
of lotus and lance Asia bell roots during salting at 15

o
C for

48 hours

Materials
Salting period
(hours)

Total cell count
(CFU/mL)

Lactic acid
bacteria
(CFU/mL)

Lotus

0
2
4
6
8
24
48

2.3×104d1)
3.8×103d
2.8×103d
4.5×103d
5.7×103d
3.7×106b
4.9×107a

ND2)e

ND
e

NDe

ND
e

NDe

2.1×103d
NDe

Lance
Asia bell

0
2
4
6
8
24
48

1.9×105cd
1.7×106c
1.1×105cd
6.1×104d
3.4×104d
3.4×105cd
8.9×105cd

4.8×103b
2.7×103cd
3.6×103bc
3.3×103c
1.7×103d
3.6×103bc
2.1×104a

1)Value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ND: not detected.

0.4%로 절임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져 연근과 더덕 모두

산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절임시간 중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Ryu 등(24)의 연구 보고를 보면 김치가

발효되기 이전에는 유기산이 free acid 상태보다는 salt form

으로 많이 존재하며, 충분한 발효에 의해 free acid의 함량이

증가한다고 하여 발효가 진행되면 산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치 제조 전 절임배추의 pH는 품종 및

재배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5.7～6.5 수준을 보

여 5.9～6.6 수준인 생배추와 비슷하지만, 발효가 진행되면

서 점차 내려가 숙성된 김치의 pH는 4 전후까지 내려간다고

보고되고 있다(18,25-26). 연근과 더덕의 절임시간에 따른

산도 변화를 pH 측정 결과와 비교해보면 시간차가 나타나긴

했지만 pH는 낮아지고 산도는 높아지는 상반된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변화 수준은 비슷하였다.

연근과 더덕의 절임시간에 따른 환원당 함량의 변화는

Fig. 7에 나타내었다. 연근과 더덕 모두 절임시간에 따른 환

원당 함량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절임시간 중 연근의 환원

당 함량은 3.2～3.4 mg/g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더덕

의 경우는 34.1～35.6 mg/g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김치의

주원료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배추의 환원당 함량이 절임

전 10～20 mg/g인 것(자료 미제시)을 감안하면 더덕의 환원

당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더덕의 경우 절임시간이 증가

함에 따라 환원당 함량이 약간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환

원당이 생성되었다기보다는 탈수가 일어나 상대적으로 환

원당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치는 발효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발효성 당류가 유기산 등 다른 물질로 전환되

므로 발효를 위해서는 환원당이 필수요소이나, 연근의 경우

는 환원당이 거의 없어 김치의 원료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더덕의 경우는 환원당이 34～35 mg/g의 범위

로 나타나 현재 김치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배추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배추의 수분함량이 95% 정도인 반면,

더덕은 수분함량이 80% 정도로 낮아 상대적으로 환원당 함

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더덕의 환원당 수준은

김치의 환원당 함량과도 유사한 정도로 높게 나타내고 있어

김치의 원료로 가능성이 보였다. 절임시간에 따른 환원당의

변화는 크게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환원당 함량을 확인한

절임 8시간까지는 발효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환원당

의 변화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절임 연근과 더덕의 미생학적 특성

연근과 더덕의 절임 시간 중 일반세균과 젖산균수 변화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연근의 경우 절임 직후 일반세균수는

2.3×104 CFU/mL이었으나 절임시간이 증가할수록 일반세

균수는 점차 증가하여 절임 48시간 후에는 4.9×107 CFU/mL
까지 상승하였다. 반면 더덕의 경우는 절임 초기 일반세균수

는 1.9×105 CFU/mL이었으나 절임 48시간 후에도 8.9×105
CFU/mL로 계수되어 절임시간 동안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

았다.

젖산균은 김치 발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유기산, bac-

teriocin 등의 항균성 물질을 생산하여 유해한 세균들의 증식

을 억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들의 증식이 계속

되면 산도는 증가하고 조직이 연화된다(27). 젖산균은 연근

의 경우 절임시간 동안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

만 더덕의 경우는 절임시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절임 초기의 젖산균수는 4.8×103 CFU/mL이었으나,

절임 48시간 후에는 2.1×104 CFU/mL로 상승하였다.

연근과 더덕의 절임에 의한 미생물학적 특성은 연근의 경

우는 일반세균은 증가한 반면 젖산균의 증식은 거의 일어나

지 않았다. 반면 더덕은 일반세균수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젖산균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더덕의 경우는 젖산균의 증식에 의해 일반세균과 같은 유해

한 세균의 증식이 억제되어 일반세균수의 큰 변화가 나타나

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김치의 발효와 저장에 영향을 가

장 많이 미치는 미생물은 젖산균이고, 이들의 분포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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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발효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젖산균 생육은 김치의 맛과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5) 연근의 경우는 젖산균

의 증식이 나타나지 않아 김치 주원료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 약

본 연구는 김치원료의 다양화를 위해 기존의 김치 주원료

인 배추를 대체할 수 있는 근채류를 발굴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연근과 더덕의 이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절임특

성을 분석하였다. 연근과 더덕의 김치원료로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염도, pH, 산도, 환원당, 경도, 색도, 수분,

일반세균, 젖산균을 측정하였다. 절임시간에 따라 더덕의 수

분함량 감소가 연근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경

도의 변화 역시 더덕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연근과 더덕의

초기 pH는 각각 5.7과 6.3이었으며, 절임기간이 늘어날수록

pH는 내려가는 경향을 보였다. 김치는 발효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발효성 당류가 유기산 등 다른 물질로 전환되므로 발효

를 위해서는 환원당이 필수요소로 더덕의 경우는 환원당이

25～39 mg/g의 범위로 나타났으나, 연근의 경우는 환원당

이 1.1～2.5 mg/g의 범위로 나타나 환원당이 거의 없어 김치

의 주원료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생물학적

특성도 연근의 경우 김치의 발효에 영향을 미치는 젖산균의

증식이 거의 관찰되지 않아 김치의 주원료로는 적합하지 않

았으나, 더덕의 경우는 절임 48시간 후 젖산균수가 2.1×104
CFU/mL로 나타나 김치 원료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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