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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ed quality changes among brined baechu cabbages manufactured by various salting 
methods and types of salt. Brine, brine and dry salting, and dry salting were used as salting methods. When baechu 
cabbages were salted by dry salting method, the salinity of brined baechu cabbage increased compared to salting 
by other methods, even though the quantity of salt used was small. In addition, salinities of leaf and stem were relatively 
equal among brined baechu cabbages using dry salting method compared to those of other methods. When baechu 
cabbages were salted using dry method at different salt concentrations (3%, 5%, and 10% of weight of baechu), brined 
baechu cabbage showed suitable salinity (1.41～1.42%) at 5% salt concentration. Among brined baechu cabbages 
prepared using dry salting method with different types of salt (purified salt, solar salt, and bamboo salt), bamboo 
salt produced the highest salinity. Brined baechu cabbages with solar salt and bamboo salt showed significantly lower 
counts of total aerobic bacteria and higher counts of lactic acid bacteria than other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baechu 
cabbage can be salted equally, and the amount of salt used can be reduced when baechu cabbage is salted using 
dry salting method. In addition, using solar salt and bamboo salt can increase the quality of brined baechu cabb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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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인의 식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김치는 배추, 무와 같은 채소에 젓갈류, 양념 및 향신료 등이 

가미된 복합 발효식품으로써 영양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항

암 효과, 항산화 효과, 면역증강 효과 등을 가진 기능성 식품

으로 알려져 있다(1-3). 김치의 제조는 절임, 담금, 숙성, 

보관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중 절임은 김치 제조를 시작하

는 단계로써 김치의 맛과 냄새, 조직감 등의 품질특성에 결

정적인 영향을 준다(4). 절임 공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절임 방법, 절임시간, 소금의 양 및 종류 등이 있다. 절임 

단계에서 소금은 배추 조직 사이에 삼투현상을 일으켜 위해

성 미생물의 생육은 억제시키고 김치 발효에 필수적인 내염

성 미생물이 우세균으로 자랄 수 있게 한다(5). 또한 배추 

조직의 주성분인 펙틴과 같은 물질이 분해되어 수용성 비타

민, 당, 황 함유 물질, 유리아미노산 등이 용출되어 맛에도 

영향을 준다(6,7).

배추절임 방법으로는 배추 무게 두 배 분량의 물에 소금을 

녹여 담그는 방법(염수법), 배추절임에 적합한 분량의 소금

양 가운데 1/3은 배추 줄기 부분에 뿌리고 2/3는 소금물을 

만들어 담그는 방법(혼합법), 배추를 물에 적신 후 소금을 

배추 줄기 부분에 뿌리는 방법(건염법) 등이 있다. 염수법과 

혼합법으로 절였을 때는 배추의 잎과 줄기의 염도 차가 커지

는 경우가 많아(8,9) 김치 숙성 시 맛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저장기간의 차이를 일으키게 된다(9,10). 또한 염수법

과 혼합법은 소금물에 침지시켜 장시간 절이기 때문에 물과 

소금의 사용량이 많아서 고염도의 폐염수가 대량으로 배출

된다는 단점이 있다(11,12). 이에 배추절임 시 생성된 폐염

수를 재사용하고 있으나 반복 사용할 경우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반복 사용된 염수에 존재하는 당류 등의 가용성 

물질과 미생물이 배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폐염수 재사용

을 위해 발생하는 처리 비용은 절임 배추 및 김치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13). 건염법은 절임 시 배추 

줄기 사이에 직접 소금을 뿌려야 하는 수고가 동반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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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linity and springiness of brined baechu cabbages pre-
pared using different salting methods

B1) B+D2) D3)

Salinity

Whole
Leaf (A)
Stem (B)

A－B

1.02±0.02c

1.52±0.07b

1.07±0.03c

0.45±0.08b

1.97±0.04b

2.07±0.06a

1.45±0.07b

0.62±0.03a

 2.33±0.14a

 2.06±0.04a

 2.24±0.13a

-0.19±0.06c

Springiness 64.7±0.71NS 66.7±2.18  68.1±2.47
1)B: brined baechu cabbage prepared using brine method.
2)B+D: brined baechu cabbage prepared using brine and dry salt-
ing method. 

3)D:　brined baechu cabbage prepared using dry salting method.
a-c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Not significantly different.

에 인력 소모가 따르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추의 잎과 줄기 부분을 일정하게 절이며 

절임 소금양을 최소화하여 목적하는 염도를 가지는 절임 배

추를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절임 방법의 개발을 목표로 하

였다. 또한 전통 식품인 김치의 품질 증진을 위하여 우수한 

품질의 절임 배추를 얻고자 절임 단계에서 절임법 및 소금의 

종류를 달리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대표적 절임 방법인 염수법, 혼합법, 건염

법을 이용한 절임 배추의 품질특성을 비교하고 둘째, 절임 

배추의 소금양 및 절임시간을 비교하여 건염법의 적절한 조

건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셋째, 건염법을 이용하고 소금의 

종류를 달리하여 절임 배추를 제조한 후 그 품질특성을 비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배추는 2013년 5월 부산시 장전동 S마

켓에서 구입한 것으로 무게 2.2±0.1 kg, 둘레 52.8±1.2 

cm, 길이 24.6±1.4 cm의 것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소금은 

국내에서 생산된 정제염(NaCl 99% 이상, (주)한주, 울산, 

한국), 제간수 천일염(NaCl 80% 이상, (주)삼호산업, 영암, 

한국), 1회 구운 죽염(NaCl 88% 이상, (주)삼보죽염, 고창, 

한국)이었다.

절임 배추 

절임 배추는 생배추를 2절하여 염수법, 혼합법, 건염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즉 염수법의 경우 배추 무게 2배의 

물과 물 무게의 10% 소금을 이용하여 염수를 만들어 절인 

후 3회 세척하고 3시간 탈수하였다. 혼합법의 경우 배추 무

게 2배의 물과 물 무게의 10% 소금을 사용하였다. 이 중 

1/3은 배추 줄기 쪽에 켜켜이 뿌리고 2/3는 염수를 만들어 

절인 후 3회 세척하고 3시간 탈수하였다(14). 건염법의 경

우 조건에 따라 배추 무게의 2∼10% 소금을 배추 줄기 쪽에 

켜켜이 뿌려서 절인 후 3회 세척하고 3시간 탈수하였다.

염도 측정

염도는 절임 배추 시료를 착즙하여 이용하였다. 절임 배

추 전체와 잎과 줄기를 나누어 염도를 측정하였는데 배추를 

가로로 2절하여 잎과 줄기로 나누었다. 전체, 잎, 줄기에서 

착즙한 시료액 45 mL를 취하여 Salt meter(PSA-311, 

Lutron, Taipei, Taiwan)를 사용하여 염도를 측정하였다. 

조직감 측정

절임 배추 조직의 탄력성은 Rheometer(CR-100D, Sun 

Scientific Co., Tokyo, Japan)를 이용하였다. 배추 밑동에

서 5 cm 되는 부분을 3×4×0.5 cm의 두께로 썰어 각 시료

마다 3회 반복하여 측정한 값으로 평균값을 구하였다. 조건

은 Mode 1, Max 10 kg, R Real 3 kg, P/T Press 600 

mm/m, REP1 3분으로 설정하였다(15).

미생물수 측정

총균수는 평판계수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착즙한 절

임 배추 시료액 1 mL를 멸균한 증류수로 단계별로 희석한 

다음 0.1 mL씩을 미리 가열 용해하여 43∼45°C로 냉각한 

PCA(plate count agar; Difco, Detroit, MI, USA)에 접종하

고, 37°C에서 48시간 incubator에서 배양한 후 생성된 col-

ony 수를 계수하였다(14,16). 유산균수는 총균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료액을 MRS(de Man, Rogosa and Sharpe, 

Difco, Sparks, MD, USA) 고체배지에 접종하여 37°C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생성된 colony 수를 계수하였다(14,17).

통계분석

실험 결과들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P<0.05 수준에

서 Student's t-test와 one-way ANOVA 분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평균

(mean)±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표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s 18(IBM Co., Armonk, 

NY, USA)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절임법을 달리하여 제조한 절임 배추의 염도 및 조직 탄

력성

절임 방법에 따라는 배추의 품질특성 변화를 알아보고자 

제간수 천일염을 이용하여 염수법, 혼합법, 건염법으로 각각 

절임 배추를 제조하였고 이때 절임 배추의 염도 및 조직 탄

력성을 측정하였다. 염수법, 혼합법, 건염법을 이용하여 제

조한 절임 배추의 염도는 각각 약 1.02%, 1.97%, 2.33%로 

나타났으며(Table 1), 이들은 모두 서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건염법의 경우 배추 무게의 10%가 되는 

양의 소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 무게의 10%

가 되는 양의 소금을 사용한 염수법과 혼합법에 비해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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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alinity and springiness of brined baechu cabbages prepared using dry salting method with different salt concentration
and salting time

Salting time B-101) D-32) D-53) D-104)

Salinity 12 hr
15 hr

1.77±0.04
1.57±0.04*

0.96±0.02
1.07±0.01*

1.41±1.16
1.42±0.02

2.63±0.98
2.80±0.01*

Springiness 12 hr
15 hr

71.4±9.08NS

71.9±3.13a
72.6±6.58
72.9±5.14a

66.3±1.16
68.5±1.47ab

64.5±0.98
63.7±3.03b

1)B-10: brined baechu cabbage prepared using brining method with 10% solar salt, control.
2)D-3: brined baechu cabbage prepared using dry salting method with 3% solar salt.
3)D-5: brined baechu cabbage prepared using dry salting method with 5% solar salt.
4)D-10: brined baechu cabbage prepared using dry salting method with 10% solar sal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from baechu cabbage brined for 12 hours by Student's t-test. 
a,b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Not significantly different.

소금의 양은 1/2임에도 불구하고 절임 배추의 최종 염도가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소금

을 사용하여도 절임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절임 배추

의 염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절임 배추의 줄기와 잎 부분의 염도를 따로 측정하여 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염수법, 혼합법, 건염법의 경우 각각 줄

기와 잎의 염도 차이가 0.45%, 0.62%, 0.19%인 것으로 나

타나 건염법을 사용하여 절임 배추를 제조한 경우 줄기와 

잎 간의 염도 차가 가장 적고 고르게 절여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절임 방법에 따른 절임 배추 조직의 탄력성을 측정한 결과

(Table 1) 염수법, 혼합법, 건염법으로 제조한 절임 배추는 

각각 64.7%, 66.7%, 68.1%로 나타나 절임 방법에 따른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절임 방법이 배추 조직의 탄

력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배추를 절일 때 건염법을 사용하면 염수법이

나 혼합법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소금의 소비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줄기와 잎이 일정하게 절여져 

품질이 좋은 절임 배추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염법으로 소금 농도와 절임시간을 달리하여 제조한 절

임 배추의 염도 및 조직 탄력성

절임 공정에서 소금의 양, 절임시간은 절임 배추의 최종 

염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따라서 건염법을 이용

하였을 때 소금의 농도 및 절임시간이 절임 배추의 품질특성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배추 무게의 3%, 

5%, 10% 농도의 소금을 사용하고, 절임시간은 12시간, 15

시간으로 각각 설정하여 절임 배추를 제조하였다. 또한 이때 

염수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절임 배추를 대조군으로 사용하

였다.

사용된 소금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절임 배추의 염도는 높

게 나타났다(Table 2). 일반적으로 김치의 제조를 위해 사용

되는 절임 배추의 염도는 1.5∼1.7% 정도의 수준을 나타낸

다. 본 연구 결과 대조군으로 사용된 염수법을 이용하여 제

조한 절임 배추의 경우 최종 염도가 약 1.57∼1.77% 정도의 

값을 나타냈으며, 건염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절임 배추의 

경우 사용된 소금의 농도가 5%일 때 그 염도가 약 1.41∼

1.42% 정도의 값을 나타내어 일반적인 절임 배추의 염도와 

가까운 값을 보였다. 절임시간에 따른 염도의 차이를 관찰한 

결과 15시간 동안 절인 배추가 12시간 절인 배추에 비해 

약간 높은 염도를 나타냈지만 그 차이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배추 조직의 탄력성 측정 결과 사용된 소금의 농도가 높아

질수록 탄력성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높은 

염도로 인한 탈수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12시간 

동안 절인 경우 사용된 소금 농도에 따른 탄력성의 감소가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15시간 동안 절인 경우 

유의적으로 탄력성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절임시간이 길어

질수록 탄력성이 감소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

이며 절임시간이 12시간 이상으로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건염법으로 소금 종류를 달리하여 제조한 절임 배추의 염

도 및 조직 탄력성

절임 시에 사용하는 소금의 종류는 절임 배추 및 김치의 

품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Hahn 등(18)은 사

용된 소금의 종류에 따른 김치 속 미생물의 생육을 조사하였

는데, 죽염이 김치의 맛을 저하시키고 조직의 연부 현상을 

가져오는 효모의 생육을 가장 크게 저해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Son의 연구(19)에 의하면 절임 시 사용된 소금의 종류

에 따라 김치의 관능 및 기능성에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염법을 이용하였을 때 소금의 종

류가 절임 배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제염, 제간수 천일염, 죽염을 이용하여 절임 배추를 제조

하고 그 품질특성을 측정하였다(Table 3). 이때 염수법으로 

제조한 절임 배추를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정제염, 제간수 

천일염, 죽염을 이용하여 제조한 절임 배추의 염도는 각각 

1.97%, 1.35%, 2.16%로 나타났으며 죽염을 이용하여 제조

한 절임 배추의 염도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

다. 정제염과 죽염의 경우 제간수 천일염에 비해 그 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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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alinity and springiness of brined baechu cabbages prepared using dry salting methods with different kinds of salt
B-SS1) D-PS2) D-SS3) D-BS4)

Salinity

Whole
Leaf (A)
Stem (B)

A－B

1.37±0.03c

1.61±0.01b

0.88±0.02d

0.72±0.01a

1.97±0.02b

1.57±0.04b

1.54±0.02b

0.03±0.06d

1.35±0.03c

1.48±0.01c

1.10±0.01c

0.38±0.02b

2.16±0.09a

1.92±0.05a

1.73±0.01a

0.19±0.04c

Springiness 76.5±7.54NS 69.8±5.11 78.1±9.61 79.6±7.56
1)B-SS: brined baechu cabbage prepared using brine method with solar salt, control.
2)D-PS: brined baechu cabbage prepared using dry salting method with purified salt.
3)D-SS: brined baechu cabbage prepared using dry salting method with solar salt.
4)D-BS: brined baechu cabbage prepared using dry salting method with bamboo salt baked once.
a-d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Not significantl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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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tal aerobic bacteria and total lactic acid bacteria counts of brined baechu cabbage prepared using dry salting method 
different with different kinds of salt. B-SS, brined baechu cabbage prepared using brine method with solar salt (control); D-PS, 
brined baechu cabbage prepared using dry salting method with purified salt; D-SS, brined baechu cabbage prepared using dry salting 
method with solar salt; D-BS, brined baechu cabbage prepared using dry salting method with bamboo salt baked once. a,b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매우 작기 때문에 건염법을 이용하여 절일 경우 배추 조직 

속으로 더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같은 양의 

소금을 사용하여 같은 시간 동안 절여도 절임 배추의 염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제염이나 죽염을 

이용하여 절임 배추를 제조 시 일반적인 절임 배추의 염도인 

1.5∼1.7%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다 적은 양의 소금

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절임 배추 줄기와 잎의 염도 차이는 대조군에 비해 건염법

을 이용하여 제조한 절임 배추에서 모두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정제염을 이용한 절임 배추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P<0.05). 이는 앞선 실험에서 염수법이나 

혼합법을 이용하여 절임 배추를 제조하는 것보다 건염법을 

이용하여 절임 배추를 제조하였을 때 배추가 좀 더 고르게 

절여진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 

효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배추 조직의 탄력성 측정 결과(Table 3) 죽염을 이용하여 

제조한 절임 배추의 탄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각 소금

별 절임 배추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절임 배추 상태

에서는 소금의 종류에 따른 탄력성의 차이는 적었지만 절임 

배추를 장기 저장하거나 김치 제조 시 발효 과정 중 탄력성

에 주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추

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건염법으로 소금 종류를 달리하여 제조한 절임 배추의 미

생물수 

일반적으로 김치의 숙성 중 총호기성 세균의 증식은 김치

의 부패와 관련이 있고(10), 유산균은 당분을 분해하여 유산

과 유기산을 생성함으로써 김치의 발효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2,20-24). 절임 배추의 총호기성 세균을 

측정한 결과(Fig. 1) 제간수 천일염 및 죽염을 이용하여 제

조한 절임 배추가 유의적으로 낮은 수를 나타냈으며, 특히 

죽염을 이용하여 제조한 절임 배추가 1.58×105 CFU/mL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유산균수의 경우 제간수 

천일염 및 죽염을 이용하여 제조한 절임 배추에서 유의적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죽염을 이용하여 제조한 절임 배추에서 

6.31×105 CFU/mL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제염은 NaCl 

함량이 95% 이상인 반면, 천일염과 죽염은 NaCl을 주성분

으로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항균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25-28). 본 연구에서도 소금의 종류

에 따른 무기질 함량, 삼투 작용의 차이, 항균 작용 등으로 

인해 총호기성 세균수 및 유산균수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

로 생각된다(5,21). 또한 절임 배추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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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alinity and Springiness of brined baechu cabbages us-
ing dry salting metho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bamboo salt

D-BS21) D-BS32) D-BS43)

Salinity

Whole
Leaf (A)
Stem (B)

A－B

 1.34±0.01c

 1.10±0.03c

 0.85±0.04c

 0.25±0.07a

 1.48±0.02b

 1.42±0.03b

 1.39±0.02b

 0.03±0.05b

 2.02±0.02a

 1.83±0.02a

 1.73±0.01a

 0.09±0.03b

Springiness 82.50±5.80NS 78.61±13.04 75.09±7.06
1)D-BS2: brined baechu cabbage prepared using dry salting 

method with 2% bamboo salt baked once.
2)D-BS3: brined baechu cabbage prepared using dry salting 

method with 3% bamboo salt baked once.
3)D-BS4: brined baechu cabbage prepared using dry salting 

method with 4% bamboo salt baked once.
a-c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Not significantly different.

생물의 차이는 김치로 제조되었을 경우 그 품질에도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건염법으로 죽염의 농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절임 배추의 

품질특성

건염법으로 배추 무게의 2%, 3%, 4%의 죽염을 이용하여 

절임 배추를 제조하고 그 품질특성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2%, 3%, 4% 죽염을 이용하여 절임 

배추를 제조한 경우 그 염도는 각각 1.34%, 1.48%, 2.02%

였으며 결과적으로 3% 정도의 죽염을 사용하였을 때 일반

적인 절임 배추의 염도와 비슷한 염도 수준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염법으로 제간수 천일염을 이용하여 절

임 배추를 제조하였을 때에는 5%의 소금을 사용하면 염도

가 1.41∼1.42%의 수준을 나타내었는데, 죽염을 이용하면 

제간수 천일염보다 더 적은 양의 소금을 사용하여도 비슷한 

수준의 염도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 조직의 탄력성은 2%, 3%, 4%의 죽염을 이용하여 

제조한 절임 배추에서 각각 82.50%, 78.61%, 75.09%로 

나타났으며 죽염 농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Table 4). 

죽염은 가격적인 측면으로 인해 현재 배추절임에 있어서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소금이지만 만약 배추절임에 이용

된다면 절임 배추와 김치의 품질 및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건염법 및 죽염을 

이용하면 사용되는 소금의 양이 1/7∼1/10 수준으로 감소

된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보다 적절한 절임법 및 조건의 개발

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절임 방법 및 소금의 종류에 따른 절임 배추

의 품질특성을 비교, 측정하고 적절한 조건을 찾고자 하였

다. 제간수 천일염을 이용하여 염수법, 혼합법, 건염법으로 

절임 배추를 제조한 결과 건염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절임 

배추가 줄기와 잎 간의 염도 차가 적고 비교적 균일하게 절

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은 소금 사용량으로도 높은 염도

를 나타내어 절임 시 사용되는 소금의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염법으로 소금의 농도와 절임시간을 달

리하여 절임 배추를 제조하였을 때 5%의 제간수 천일염을 

사용하여 12∼15시간 절임을 할 경우 적절한 염도를 나타내

었으나, 절임시간이 길어질 경우 배추 조직의 탄력성 저하를 

가져와 12시간 이상의 절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건염법으로 정제염, 제간수 천일염, 죽염을 이용하여 

절임 배추를 제조하였을 때 죽염을 이용한 절임 배추가 가장 

높은 염도를 나타내었으며, 제간수 천일염, 죽염을 이용한 

절임 배추에서 유의적으로 총호기성 세균수가 낮고 유산균

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건염법으로 절임 배추를 제조할 

경우 절임에 사용되는 소금의 양을 줄일 수 있으며 줄기와 

잎 간의 염도 차가 비교적 균일한 좋은 품질의 절임 배추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추절임 시 제간수 천일

염과 죽염을 이용하면 절임 배추의 품질적인 측면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농림수산식품부 한식세계화용역연구사업의(한식 

우수성･기능성 연구)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

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Cho EJ, Lee SM, Rhee SH, Park KY. 1998. Studies on the 
standardization of Chinese cabbage Kimchi. Korean J Food 
Sci Technol 30: 324-332.

2. Cheigh HS, Kim JI, Min BT, Jeon JT, Kong YH, Hong 
JJ, Kim NY. 2002. Classification and review of the liter-
atures on kimchi (Ⅲ). Research Bulletin of Kimchi Science 
Technology 8: 105-131. 

3. Choi SY. 1996. Research literatures on kimchi from 1955 
to 1996. Food Ind Nutr 1: 88-101.

4. Han ES, Seok MS. 1996. Improvement of salting process 
of Chinese cabbage in kimchi factory. Food Ind Nutr 1: 
50-70.

5. Ahn SJ. 1988. The effect of salt and food preservatives on 
the growth of lactic acid bacteria isolated from Kimchi. 
Korean J Soc Food Sci 4: 39-50.

6. Han KY, Noh BS. 1996. Characterization of Chinese cab-
bage during soaking in sodium chloride solution. Korean 
J Food Sci Technol 28: 707-713.

7. Lee MK, Yang HJ, Woo HN, Rhee YK, Moon SW. 2011. 
Changes in the texture and salt content of Chinese cabbage 
using different salting methods. J Korean Soc Food Sci Nutr 
40: 1184-1188.

8. Lee JM, Kim HJ. 1994.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method of bring conditions and storage day in the prepara-
tion of traditional Chinese whole cabbage kimchi. Korean 
J Dietary Culture 9: 87-93.

9. Han ES. 1993. Salting storage method of highland Chinese 



절임 방법과 소금 종류를 달리하여 제조한 절임 배추의 품질특성 비교 1041

cabbage for Kimchi. Korean J Food Sci Technol 25: 118- 
122.

10. Lee JM, Kim HJ. 1994.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method of bringing conditions and storage day in the prepa-
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whole cabbage kimchi. Korean 
J Dietary Culture 9: 87-93.

11. Rhee HS, Lee CH, Lee GJ. 1987. Changes in the chemical 
composition and textural properties of Korean cabbage dur-
ing salting. Korean J Soc Food Sci 3: 63-70.

12. Kim BG. 1997. Reuse of brining wastewater in kimchi 
industry. The report of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Seoul, Korea.

13. Yoon HY, Jeon EJ, Sung SJ, Kim DM. 2000. Characteristics 
of waste brine from the salting process of Chinese cabbage. 
Korean J Food Sci Technol 32: 97-101.

14. Kim HY. 2009. Fermentation properties and inhibitory ef-
fects of anticancer functional baechu kimchi on AOM/DSS 
induced colitis-associated colon cancer in Balb/c mice. M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15. Jung JK, Park SE, Lee SM, Choi HS, Kim SH, Park KY. 
2011. Quality changes of brined baechu cabbage prepared 
with low temperature stored baechu cabbages. J Korean Soc 
Food Sci Nutr 40: 475-479.

16. Kim YW, Jung JK, Cho YJ, Lee SJ, Kim SH, Park KY, 
Kang SA. 2009. Quality changes in brined Baechu cabbage 
using different types of polyethylene film, and salt content 
during storage. Korean J Food Preserv 16: 605-611.

17. Kim YW, Jeong JK, Lee SM, Kang SA, Lee DS, Kim SH, 
Park KY. 2009. Effect of permeability-controlled poly-
ethylene film on extension of shelf-life of brined Baechu 
cabbage. J Korean Soc Food Sci Nutr 38: 1767-1772.

18. Hahn YS, Kwon MK, Hyun YH, Song JE, Oh JY. 2001. 
Effect of kinds and concentration of salts on the growth 
of yeast isolated from Kimchi.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1: 393-399.
19. Son AR. 2009. Characteristics and in vitro anticancer effect 

of kimchi prepared with differently cultivated baechu cab-
bage and different kinds of salt. M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20. Han ES, Seok MS, Park JH, Jo MS, Lee HJ. 1998. Quality 
changes of brine during brine salting of highland baechu. 
Food Eng Prog 2: 85-89. 

21. Chang MS, Cho SD, Kim GH. 2010. Physicochemical and 
sensory properties of Kimchi (Korean pickled cabbage) pre-
pared with various salts. Korean J Food Preserv 17: 30-35.

22. Park JA, Heo GY, Lee JS, Oh YJ, Kim BY, Mheen TI, 
Kim CK, Ahn JS. 2003. Change of microbial communities 
in kimchi fermentation at low temperature. Kor J Microbiol 
39: 45-50.

23. Han HU, Lim CR, Park HK. 1990. Determination of micro-
bial community as an indicator of Kimchi fermentation. 
Korean J Food Sci Technol 22: 26-32.

24. Kim DK, Kim SY, Lee JK, Noh BS. 2000. Effects of xylose 
and xylitol on the organic acid fermentation of Kimchi. 
Korean J Food Sci Technol 32: 889-895.

25. Xin Z, Jung OS, Park KY. 2012. Alkaline and antioxidant 
effects of bamboo salt. J Korean Soc Food Sci Nutr 41: 
1301-1304.

26. Hahn YS. 2003. Effect of salt type and concentration on 
the growth of lactic acid bacteria isolated from kimchi. 
Korean J Food Sci Technol 35: 743-747. 

27. Kim SH, Kim SJ, Kim BH, Kang SG, Jung ST. 2000. 
Fermentation of doenjang prepared with sea salts. Korean 
J Food Sci Technol 32: 1365-1370.

28. Kim SJ, Kim HL, Ham KS. 2005. Characterization of Kimchi 
fermentation prepared with various salts. Korean J Food 
Preserv 12: 395-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