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Food Sci Nutr 한국식품 양과학회지

45(2), 269～276(2016)  http://dx.doi.org/10.3746/jkfn.2016.45.2.269

미산성 차아염소산수와 미가열 병용 처리를 통한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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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Enhancement of Kimchi by Pre-Treatment with Slightly 
Acidic Electrolyzed Water and Mild Heating during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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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inactivation effects of slightly acidic electrolyzed water 
(SAEW) on microorganisms attached to salted Chinese cabbage and food materials of kimchi, such as slice radish 
and green onion. In addition, changes in microbial and physicochemical quality of manufactured kimchi during storage 
at 4°C for 4 weeks were investigated. Compared to the untreated control with tap water, total bacterial counts (TBC) 
of Chinese cabbage, slice radish, and green onion were reduced by 1.75, 1.68, and 1.03 log CFU/g at dipping times 
of 20 min, 5 min, and 10 min, respectively, upon treatment with 30 ppm SAEW at 40°C. Effect of microbial inhibition 
was higher in salted Chinese cabbage brined in 10% salt (w/v) of 30 pm SAEW at 40°C than in untreated control 
with tap water, as indicated by 1.00 log CFU/g reduction. TBC of kimchi manufactured with materials treated with 
30 ppm SAEW at 40°C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compared to untreated control, although coliforms were remarkably 
reduced compared to the untreated control. At the beginning of storage (1 weeks), TBC and lactic acid bacteria (LAB) 
counts increased by approximately 9 and 7.66∼8.18 log CFU/g, respectively, and coliforms were completely eliminated. 
The pH and acidity of kimchi at 2 weeks were 4.34∼4.49 and 0.55∼0.66%, respectively, and then slowly decreased. 
The texture (firmness) of kimchi decreased with storage time, but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This combined 
treatment might be considered as a potentially beneficial sanitizing method for improving the quality and safety of 
k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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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품인 김치는 미생물이 살아있는 

자연 발효식품으로 소금 절임한 배추에 고춧가루, 마늘, 무, 

파, 젓갈류 등 여러 가지 부재료를 혼합한 후 낮은 온도에서 

발효시켜 채소의 신선한 맛, 젖산발효의 상큼한 맛, 각종 향

신료의 독특한 향미와 젓갈류의 감칠맛 등이 어우러져 식욕

을 촉진해주는 한국 고유의 전통식품이다(1). 또한 김치에서 

생장하는 유산균은 식품에서 섭취하는 천연 프로바이오틱

스 제재로 건강 유지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으

며, 김치에 사용되는 각종 부재료 등의 효능이 인정되어 세

계 10대 항암식품에 선정될 만큼 국제적으로 유명한 식품으

로 인정받고 있다(2). 

김치는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젖산균이 생성하는 젖산에 

의해 미생물이 사멸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원･부재료의 초기 

미생물의 제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학교 

급식소에서 발생한 장독소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으로 인

해 김치에 사용되는 원･부재료의 초기 미생물 오염도 제어

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3). 김치 원･부재료의 위생화는 

식물 병원균이나 토양미생물, 대장균 등을 제거함으로써 김

치의 위생 안전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현재까지 연구된 김

치관련 연구들은 장기저장의 목적으로 방사선조사(4,5), 가

열(6), 저온유통저장(7,8), 완충제(9,10) 및 천연 항균제 첨

가(11), 염 혼합물의 첨가(12), 오존수 살균법(4,5) 등이 보

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대부분은 김치를 제조한 

후 발효되는 과정에서 미생물을 제어하여 품질을 조절하거

나 저장성을 높이는 연구로 김치 원･부재료의 초기 미생물 

농도를 제어하는 살균 위생화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보고되

지 않고 있다. 

차아염소산수는 강산성, 약산성,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로 

나누어지며, 식품첨가물공전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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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합성품으로 등록되어 있어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200 mg/L 이하(유효염소로서)]하거나 과실

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식품의 완성 전에 중화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13). Park 등

(14)은 김치의 원･부재료를 강산성 차아염소산수로 전처리

하여 미생물의 저감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나, 강산성 차아염

소산수는 강한 산성(pH 2.7 이하)과 높은 유효염소농도(20 

~60 ppm)의 특성이 있어 염소냄새가 강하고 부식성이 많으

며 산화작용으로 갈변이 촉진되어 식품에 직접 접촉하면 품

질에 영향을 끼쳐 식품에 적용하는 데 한계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산성 차아염소산수(pH 5.0~6.5, 유효

염소농도 10~30 mg/L)는 무색, 무취, 무미로 식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강산성 차아염소산수보다 높거나 동

등한 살균 효능을 갖고 있어 최근에는 천연 살균제로서 미산

성 차아염소산수의 식품 적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식품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비

가열 살균방법 중 하나인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를 이용하여 

김치 원･부재료의 초기 미생물을 저감화하고, 김치의 발효

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새로운 세정방법의 개발을 위

해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를 세척수로 활용하여 김치 초기 미

생물을 제어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김치 재료

배추, 무, 파, 양파, 소금, 생강, 마늘, 고춧가루, 부추, 액젓 

등은 당일 춘천시 홈플러스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배추

(Brassica rapa var. glabra Regel)는 비가식 부위를 제거

하고 수도수에 세척 후 배추의 중륵 부위를 멸균된 칼로 4등

분하여 사용하였으며, 무는 햇무(Raphanus sativus var. 

hortensis for. acanthiformis Makino)를 수도수로 1차 세

척하여 멸균된 칼로 채썰기를 한 후 사용하였다. 파는 깐 

대파(Allium fistulosum L.)를 수도수로 1차 세척한 후 어슷

썰기 하여 사용하였고, 양파는 햇양파(Allium cepa)를 겉껍

질을 벗겨낸 후 수도수로 세척하여 8등분한 다음 사용하였

다. 소금은 굵은소금(천일염)을 사용하였으며, 마늘과 생강

은 다진 것을 사용하였다. 부추(Allium tuberosum Rottler 

ex Spreng.)는 수도수로 1차 세척 후 4등분하였고, 액젓은 

새우액젓과 멸치액젓을 1:1 비율로 섞어서 각각 사용하였

다. 

미산성 차아염소산수의 제조

미산성 차아염소산수 생성장치(BC-360, Cosmic Round 

Korea Co., Ltd., Seongnam, Korea)를 이용하여 6%로 희

석한 염산을 전해질로 사용하여 pH 5.5~6.5, 유효염소농도

(available chlorine concentration, ACC) 10~30 mg/L, 

산화환원전위(oxidation reduction potential, ORP) 500~ 

900 mV의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를 제조하였고, 미가열 처

리 시에는 water bath에서 40°C로 중탕 가열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김치 원･부재료(배추, 무, 파, 양파)에 대한 미산성 차아염소

산수 처리

김치의 원･부재료(배추, 무, 파, 양파)는 비가식 부위를 

제거하고 수도수로 1차 세척한 후 알맞은 크기로 절단하여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를 처리한 다음 원･부재료의 초기 미생

물 저감화를 측정하였다. 미산성 차아염소산수의 최적 살균 

조건을 탐색하기 위하여 원재료인 배추는 잎과 줄기 부위 

각 5 g씩 10 g을 채취하여 유효염소농도(0, 10, 20, 30 

mg/L), 침지 시간(0, 5, 10, 20, 30, 60분), 침지온도(20, 30, 

40, 50°C)별로 초기 미생물 저감화를 실시하였다. 반면에 

부재료로 사용된 무, 파, 양파는 각각 10 g씩 채취하여 배추

에서 최적 살균 효능을 나타낸 30 mg/L 미산성 차아염소산

수를 사용하여 침지 시간(1, 3, 5, 10분), 침지온도(20, 40°C)

에서 처리한 후 중화용액(0.5% Na2S2O3+0.85% NaCl)으

로 1분간 침지시키고, 펩톤수 90 mL를 가하여 Bagmixer 

(Bagmixer 400W, Interscience, Saint Nom, France)로 

2분간 균질화한 다음 9 mL 펩톤수에 10진 희석하여 Tryp-

tic Soy Agar(TSA, Difco, Franklin Lakes, NJ, USA)에 

0.1 mL 분주하고 도말한 후 35°C에서 24~48시간 배양하

여 콜로니를 계수하였다(15).

김치 제조

배추를 수도수로 20분간 씻은 후 중륵 부위를 4등분으로 

세절하여 10% 소금을 함유하는 염수에 12시간 절인 다음 

수도수로 3회 세척하여 2시간 동안 실온에서 탈수하고 염 

농도가 3%(w/w) 전후가 되도록 절임하여 이를 대조구로 

사용하였으며(16), 같은 조건으로 수도수 대신 20°C 미산성 

차아염소산수(상온)와 40°C로 가열한 미산성 차아염소산수

(30 mg/L, 20분)를 사용한 것을 처리구로 각각 사용하였다. 

한편 무와 파는 가장 살균 효능이 좋았던 40°C로 가열한 

미산성 차아염소산수(30 mg/L)에 각 5분과 10분간 침지하

였다. 또한 대조구와 처리구로 사용한 세척수와 10% 염수의 

양은 배추 무게의 4배를 사용하였다. 그 외 나머지 다진 마

늘, 생강 등의 부재료는 Table 1의 배합비로 혼합하여 절임

배추에 버무려 김치를 제조하였으며, 최종 제조된 배추김치

는 비닐 팩에 각 150 g씩 넣어 밀봉한 후 4±1°C 저온에 

보관하면서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pH 측정

시료 100 g을 채취하여 믹서기로 마쇄한 후 4겹의 거즈로 

짜서 즙액을 낸 다음 10~100 mL를 취하여 시료액으로 사

용하였다. 준비된 시료액을 교반하면서 pH 측정기(HI 98121, 

HANNA Instruments, Woonsocket, RI, UNA)로 측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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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activation of total bacterial counts and texture change 
in Chinese cabbage treated by different concentration of slightly 
acidic electrolyzed water for 5 min.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tandard deviation. Different letter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1. Recipe of kimchi used for this study
Materials Proportion (%)

Brined cabbage
Radish shreds
Red pepper powder 
Green onion
Onion
Garlic
Ginger 
Salted shrimp
Fermented anchovy sauce 
Chives 
Water
Salt

73.0
10.0
 2.7
 2.0
 1.0
 2.0
 0.3
 2.0
 1.8
 1.0
 4.0
 0.2

산도 측정

산도는 AOAC법(17)에 따라 측정하였다. 시료 100 g을 

마쇄한 후 4겹의 거즈로 짜서 즙액을 낸 다음 10~100 mL를 

취하여 시료액으로 사용하였다. 준비된 시료액을 서서히 교

반하면서 0.1 N NaOH(수산화나트륨 용액)로 pH 8.1까지 

적정한 후 다음의 식에 의해 산도를 계산하였다.

Acidity (젖산%)=
V1×f×0.009

×100
V2

V1: 시료를 적정하는 데 소요된 0.1 N NaOH의 양(mL)

f: 0.1 N NaOH factor

V2: 적정에 사용된 시료의 양(mL)

경도 측정

절임배추(대조구 및 처리구)를 저장하면서 저장기간에 따

른 경도의 측정은 배추의 하단으로부터 5 cm 부위를 두께 

3~4 mm, 3×3 cm의 크기로 절단하여 측정하였다. 경도 측

정은 Texture analyzer(Brookfield, Middleborough, MA, 

USA)를 사용하였고 시료 두께의 65%까지 관통하면서 받는 

최대 힘(g)으로 표시하였으며, 각 시료는 3회 반복 실험하여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미생물군 측정

김치 제조 시 미생물 분석은 김치를 국물과 함께 10 g 취하

여 멸균팩(Whirl-Pak, Nasco, Fort Atkinson, WI, USA)에 

담아 peptone water 90 mL를 넣고 2분간 균질화하여 미생

물 계수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총균수 계수는 tryptic soy 

agar(TSA, Difco)를 사용하였으며 35°C에서 24~48시간 

배양한 후 30~300개의 콜로니를 형성한 배지를 계수하여 

생균수를 측정하였고, coliform은 3M petrifilm(3M, St. 

Paul, MN, USA)을 사용하여 35°C에서 24~48시간 배양한 

후 적색에 기포가 생긴 콜로니를 계수하였다. 젖산균은 Lac-

tobacillus MRS agar(Difco)에 2% CaCO3를 첨가한 배지

를 사용하여 30°C에서 5일 배양 후 CaCO3의 산에 의한 용

해로 인해 투명한 환을 나타내는 흰색 집락을 생성한 배지를 

계수하여 측정하였다(18).

통계 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여 mean±SD로 나타내었으

며, 각 실험 결과의 통계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of Social Science, version 19.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한 일원분산분석법을 실시하여 Duncan's mul-

tiple range test에 의해 시료 간의 유의적 차이(P<0.05)를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미산성 차아염소산수에 의한 김치 원･부재료(배추, 무, 파, 

양파) 및 절임배추의 미생물 저감 효과

배추는 김치 제조 시 사용되는 주원료로 채소류 중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으나 높은 수분 함량으로 미생물의 

번식 때문에 부패하기 쉬워 저장기간이 짧은 문제점이 있다. 

선조들은 예로부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려는 방법으로 김

치를 제조하여 저장성을 증대시켜 식품으로 이용해왔다. 김

치는 양파, 마늘과 같은 항균물질을 함유한 부재료의 첨가와 

유산균의 증식으로 인한 pH의 저하로 인해 식중독 미생물로

부터 기인한 위생적인 문제가 대두하지 않았으나, 최근 학교 

급식소에서 발생한 장독소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보고로 

인해 미생물의 오염도가 낮은 청정배추의 사용 및 초기 미생

물 제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19,20). 

Fig. 1은 미산성 차아염소산수에 김치의 원･부재료인 배

추를 5분간 침지하였을 때 유효염소농도에 따른 총균수의 

저감 효과를 탐색한 결과이다. 살균 효능은 유효염소농도에 

의존성을 나타내었으며 30 ppm 침지 시 대조구에 비하여 

약 0.74±0.07 log CFU/g 감소하였다. 반면 배추의 경도는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Fig. 2는 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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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activation of total bacterial counts and texture change 
in Chinese cabbage treated by different dipping time with 30 
ppm slightly acidic electrolyzed water.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tandard deviation. Different letter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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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activation of total bacterial counts and texture change 
in Chinese cabbage treated by different dipping temperature of 
30 ppm slightly acidic electrolyzed water for 20 min.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tandard deviation. Different letter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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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onion treated by different dipping time and temperature 
of 30 ppm slightly acidic electrolyzed water. Each value re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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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ficant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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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차아염소산수 30 mg/L를 처리하였을 때 침지 시간에 따

른 살균 효능을 조사한 결과이다. 10분간 침지 시 대조구에 

비하여 0.80±0.07 log CFU/g 감소를 했으나 20분간 침지

하였을 때는 1.75±0.08 log CFU/g 감소를 나타내었고, 그 

이후부터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배추의 침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를 Rahman 등(21)이 보고한 당근에 처리한 

강산성 차아염소산수 처리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

었다.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살균제의 살균 효능이 침지 

시간 의존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것은 식품의 표면에 존재하

고 있는 내재균이 바이오필름을 형성하여 살균소독제의 살

균 효과를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으며(22,23), 본 

연구에서는 20분 처리 이후 미산성 차아염소산수의 농도가 

배추에 존재하는 유기화합물과 반응하여 살균 효능에 영향

을 미치는 더 이상의 잔존 유효농도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한

다(data not shown).

Fig. 3은 배추를 차아염소산수 30 ppm에 20분간 침지하

였을 때 침지 온도 변화에 따른 총균수의 살균 효능을 나타

낸 결과이다. 미산성 차아염소산수의 침지온도가 20~30°C

에서는 약 1.76 log CFU/g의 감소를 나타내었으나 40~ 

50°C에서 약 2.49 log CFU/g의 감소를 나타내, 미산성 차

아염소산수의 침지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살균 효과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C 이상의 온도에서는 살균 

효능이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러한 결과는 Kim 등(24)이 포장 김치에 감마선조사 단독

처리구보다 감마선조사에 가열 처리한 병용 효과가 미생물 

사멸에 훨씬 영향이 크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배추의 경도는 40°C까지는 모든 처리구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지만 50°C에서는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 결과 배추의 살균 효능과 조직감을 기준으

로 볼 때 미산성 차아염소산수의 최적 살균 조건은 유효염소

농도 30 mg/L, 침지 시간 20분 및 침지온도 40°C로 처리할 

경우 가장 효율적이며 높은 살균 조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재료로 사용되는 무와 파를 

절단하여 미산성 차아염소산수의 살균 효능을 분석한 결과

는 Fig. 4와 같다. 무채를 30 ppm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로 

침지 시간에 따른 살균 효능을 분석한 결과 5분 침지 이후부

터는 침지 시간에 따른 살균 효능의 차이가 없었으며(data 

not shown), 상온(20°C)에서 5분 침지 시 1.52 log CFU/g 

감소를 나타내었고, 침지온도를 40°C로 증가 시 1.68 log 

CFU/g 감소하여 침지온도 증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파는 30 ppm 미산성 차아염소산

수로 처리하였을 때 침지 시간에 따른 살균 효능을 분석한 

결과 10분 침지에서 가장 높은 살균 효능을 나타내었고 이

후부터는 침지 시간에 따른 살균 효능의 차이가 없었으며

(data not shown), 상온(20°C)에서 10분 침지 시 0.92 log 

CFU/g 감소를 나타내었고, 침지온도를 40°C로 증가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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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activation of total bacterial counts in salted Chinese 
cabbage treated by different dipping temperature of 3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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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 in the number of total bacterial counts (TBC), coliforms and lactic acid bacteria in kimchi stored at 4°C
(unit: log CFU/g)

Microorganisms Treatments
Storage time

0 day 1 week 2 weeks 3 weeks 4 weeks

TBC
Control
SAEW

40°C SAEW

6.31±0.19aC1)

6.31±0.27aC

6.28±0.38aC

9.13±0.01aA

8.87±0.01bAB

8.65±0.67cB

9.28±0.10bcA

9.19±0.08cA

9.36±0.10aA

9.17±0.13bA

9.27±0.13aA

9.31±0.23aA

8.68±0.25aB

8.61±0.22aB

8.68±0.26aB

Coliform
Control
SAEW

40°C SAEW

4.34±0.21a

3.84±0.09b

3.87±0.13b

 ND2)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Lactic acid 
bacteria

Control
SAEW

40°C SAEW

NDaD

NDaD

NDaD

8.06±0.05aC

7.66±0.11bC

8.18±0.07aC

9.37±0.06aA

9.25±0.10bA

9.35±0.06aA

9.04±0.25bA

9.35±0.10aA

9.38±0.13aA

8.48±0.37bB

8.68±0.27aB

8.75±0.13aB

1)Average±standard deviation.
2)ND: not detected (detection limit: 1 log CFU/g).
Mean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a-c) within the same colum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microorganisms and storage 
time (P<0.05).
Mean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A-D) within the same row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treatments and storage time 
(P<0.05).

때 1.03 log CFU/g 감소하여 침지온도 증가에 따른 유의적

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양파는 식품의 특

성상 자체에 항균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자연적으로 존

재하는 총균수가 검출한계인 1 log CFU/g 이하로 존재하여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를 처리하지 않았다. Youn과 Shin(25)

은 양파는 자줏빛이 도는 얇은 막질이 안쪽의 층을 이루는 

비늘을 감싸고 있어 외부와 단절되어 있고, quercetin 등의 

flavonoid 물질이 풍부하여 높은 항균 활성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10% 소금을 함유하는 염수와 미산성 차아염소산수

의 병용으로 처리 시 절임배추에 존재하는 총균수의 저해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Fig. 5에 나타내었다. 10% 소금으로 

절인 후 수도수, 30 ppm 미산성 차아염소산수(20°C 상온) 

및 40°C로 가열한 30 ppm 미산성 차아염소산수에서 20분

간 침지하여 탈수한 다음 총균수의 저해 효과를 측정한 결과 

각 세척된 절임배추는 1.91, 2.25, 2.91 log CFU/g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40°C로 가열한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를 

세척수로 이용할 경우 높은 미생물 저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ee(26)는 배추 및 절임배추 제조 시 오

존처리를 하였을 때 총균수 감소 효과가 크다고 보고하였는

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치 제조 산업에 있어 미산성 차아염소산수의 열 병용 

처리에 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위

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를 가열 처리

하여 김치 제조 산업에 적용할 경우 원･부재료의 높은 미생

물 저감 효과와 청정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김치의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 병용 

처리를 김치 제조에 적용하여 원･부재료의 위생화를 통한 

식품위생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로 처리한 김치의 저장 중 미생물의 

변화

김치 주재료인 배추와 부재료인 무, 파, 양파 등을 위에서 

언급한 최적 조건에서 전처리한 후 Table 1과 같이 절임배

추에 김치 양념을 배합비에 맞게 김치를 제조하였으며, 제조

된 김치를 4°C에서 4주간 발효･저장하면서 총균수, 젖산균

수, 대장균군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Table 2). 김치는 제

조 직후 총균수와 대장균군수가 각 6.28~6.31 log CFU/g, 

3.84~4.34 log CFU/g이었으며, 젖산균은 검출한계(<1 log 

CFU/g) 이하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장 1주 후에는 총균수와 

젖산균은 각 8.65~9.13, 7.66~8.18 log CFU/g으로 생육

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저장 3주까지 총균수와 젖산균 모

두 최대로 증식하다가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저장 4주 후에

는 8.61~8.68, 8.48~8.75 log CFU/g으로 각각 감소하였

다. 따라서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로 김치의 원･부재료를 사

전에 세척하면 발효 김치의 미생물학적 위생 처리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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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H and acidity changes in kimchi during storage at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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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xture changes in kimchi during storage at 4°C.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절임배추 및 무와 파를 최적 조건의 미산성 차아염소

산수로 처리 시 총균수가 약 3~4 log CFU/g으로 현저하게 

감소하였지만(data not shown), 고춧가루, 젓갈 등의 김치 

양념을 첨가하여 최종적으로 김치를 제조하였을 때에는 약 

6~7 log CFU/g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

산성 차아염소산수를 처리하여 원･부재료의 초기 미생물을 

현저하게 제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치 제조 직후 초기 총균

수가 높은 이유는 Jung 등(27)이 양념 제조 시 사용하는 고

춧가루, 마늘, 생강과 같은 부재료를 대부분 살균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들 원료 속에 내재하고 있는 총균수가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Lee와 Cho(4)와 Park 등

(16)은 김치 담금의 양념재료에서 총균수 오염상태를 분석

한 결과 고춧가루는 4~6 log CFU/g, 마늘은 5~7 log CFU/ 

g, 생강은 5~6 log CFU/g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치 제조 시 감마선조사, 전해수처리, 오

존처리 등을 사용하여 품질 확보와 저장성 증진을 위한 연구

를 수행한 다른 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5,28).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원･부재료에 오염

된 미생물을 최적화된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로 현저하게 저

감화하였지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김치 양념재료들의 총

균수 오염 농도가 높으므로 김치 제조 후에는 초기 총균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는 김치의 초기 

미생물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부재료의 살균도 중

요하지만, 김치 양념재료들의 초기 오염된 미생물을 저감화

시키는 세척기술 개발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로 처리한 김치의 저장 중 이화학적 

변화

김치는 각종 미생물과 미생물이 내는 효소에 의해 발효되

며, 발효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유기산에 의해 pH와 산도가 

변하게 된다. 최적 조건에서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로 전처리

한 김치를 4°C에서 4주간 저장하는 동안 pH, 산도 및 조직

감 등 이화학적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각 Fig. 6 및 Fig. 

7과 같다.

김치 제조 직후 pH는 5.24~5.44였으나 저장 2주 후 pH

가 4.34~4.49로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김치 제조 직후에는 젖산균이 검출

되지 않았으나 발효가 시작되면서 2주 후에는 젖산균 생육

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pH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

다. 저장 2주 이후부터는 pH의 변화가 점차 완만한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저장 4주에는 pH 4.01~4.04로 나타났다. 저

장 중 김치의 pH 변화는 저장기간 동안 대조구와 미산성 

차아염소산수 처리구의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P>0.05). pH 측정은 김치의 적숙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

한 요인으로 pH가 4.2~4.6 부근이면 섭취에 가장 좋은 적숙

기로 알려졌다. 반면 김치 제조 직후 산도는 0.31~0.33%였

으며 저장 중 산도의 변화는 저장 2주까지 0.55~0.66%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이후부터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3주에

는 0.86~0.95%까지 최고로 증가한 후 서서히 감소하기 시

작하여 저장 4주에는 0.84%로 감소하였고, 대조구와 처리

구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Fig. 6). 일반적으로 산도

는 김치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pH와 중요한 인자로 

알려졌으며 김치의 산도가 0.4~0.75% 정도일 때 식용이 

가능하고, 약 0.6% 정도일 때 섭취하기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는 pH와 산도를 기준으

로 볼 때 저장 2주가 가장 품질이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김치를 4°C에서 4주간 저장하는 동안 경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김치 제조 직후 수도수, 미산

성 차아염소산수, 열처리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로 처리한 김

치의 경도는 각 2,861, 2,731, 2,646 g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저장 2주까지 거의 경도 변화가 없다가 이후부터 

급격히 떨어져 저장 4주 후에는 1,468, 1,598, 1,213 g로 

저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경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으나 처리구 간 경도 변화에 대한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일반적으로 경도의 변화는 배추의 펙틴

을 분해하는 효소인 polymethylgalacturonase(PME), poly-

galacturonase(PG)와 김치 내의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에 

의해 pectin의 기본구조인 polygalacturonic acid의 α-1,4 

결합이 가수분해 되어 가용성 물질로 변하게 되면서 조직감

이 떨어지게 되는 연부현상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25).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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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소금으로 인한 배추 조직 내부와 

외부의 삼투압의 차이로 조직액의 유출과 소금(Na+)의 조직 

내 침투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배추의 pectin 분자와 가교

결합을 하는 Mg2+, Ca2+의 금속이온이 소금 내에 존재하는 

Na+ 이온으로 치환되면서 pectin 분자구조 변화에 의해 배

추의 견고성이 감소하게 된다(29). 즉 경도가 변하는 가장 

큰 원인은 김치의 세포벽에 있는 펙틴질의 구조가 변하기 

때문이다. 김치의 경도 변화는 저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Fig. 

7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김치 제조 직후 수도수, 미산

성 차아염소산수, 미가열 미산성 차아염소산수의 순으로 경

도가 각각 2,861, 2,731, 2,646 g로 유의적 차이 없이 저장 

2주차까지 경도의 변화가 완만하였으나, 4주차에는 미산성 

차아염소산수, 수도수, 미가열 미산성 차아염소산수 순으로 

각각 1,598, 1,468, 1,213 g의 단단함을 나타내었다. 전반

적으로 저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경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으며 처리구별 경도 변화에 대한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Jeong 등(30)과 Kim 등

(31)이 절임배추에 대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여 제조

한 절임배추의 저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탄력성이 감소한다

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요   약

본 연구는 김치의 원･부재료와 절임배추에 부착된 미생물을 

저감화하기 위하여 미산성 차아염소산수의 살균 최적화 조

건을 탐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조된 김치를 4°C에서 4

주간 저장하는 동안 나타나는 미생물학적 및 이화학적 변화

를 측정하였다. 배추는 대조구에 비하여 40°C에서 30 ppm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로 20분간 침지하였을 때 1.75 log 

CFU/g, 무채는 같은 조건에서 5분간 침지 시 1.68 log CFU/ 

g, 파는 10분 침지 시 1.03 log CFU/g으로 각각 가장 높은 

살균 효능을 나타내었다. 한편 10% 소금으로 절임한 배추를 

세척할 때 40°C에서 30 ppm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로 세척 

시 2.91 log CFU/g 저감 효과를 나타내 수도수로 세척할 때

보다 1 log CFU/g 높은 살균 효능을 나타내었다. 반면 위생 

처리된 절임배추에 고춧가루, 젓갈 등 양념으로 제조된 김치

에서는 이들 양념에 오염된 높은 농도의 총균수로 인하여 

대조구와 처리구 간에 초기 총균수의 차이는 없었으나 대장

균군은 40°C 미산성 차아염소산수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하

여 현저하게 감소하였다(P<0.05). 김치를 4°C에서 4주간 

저장하는 동안 미생물과 이화학적 변화를 측정한 결과 총균

수는 저장 1주 후에 약 9 log CFU/g 증식하였으나, 대장균

군은 완전히 사멸하였고 젖산균은 7.66~8.18 log CFU/g까

지 증식하였다.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3주까지는 총균

수와 젖산균 모두 약 9 log CFU/g까지 유지하였으나 4주째

에는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대조구와 처리구 모두 유의적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한편 김치의 pH

와 산도는 저장 2주째 pH 4.34~4.49, 산도 0.55~0.66%로 

가장 좋은 품질지표를 나타냈으며 이후부터는 품질 저하가 

서서히 나타났다. 경도도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현저하게 

저하되었으나 처리구 간 경도 변화에 대한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김치 제조 시 미산성 

차아염소산수의 활용은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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