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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된 김치 첨가가 그라탱의 이화학  품질 특성과 
항산화 활성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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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Heated-Kimchi Addition on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Gr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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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 types of kimchi with a different total acidity (TA, 0.75% or 1.19%) were heated at 100°C for 
up to 60 min to develop a gratin added with heated-kimchi. Their browning index and color intensity increased with 
increasing heating time, which was more apparent for the kimchi with the higher TA. This was attributed to the 
Maillard reaction facilitated at a higher heat intensity and by the smaller fermentation products. The same tendency 
was also observed for the antioxidant activities determined by the total reducing capacity, metal-chelating activity, 
and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particular, heating kimchi at 100°C only 
for 10 min increased the activities significantly. Therefore, the heated-kimchi was added to gratin at 20%. With the 
addition, the dietary fiber, γ-aminobutyric acid (GABA) and ornithine contents in the gratin were increased appreciably 
(P<0.01). Nevertheless, there was little change in its salinity.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the gratin were significantly 
(P<0.001) higher than the control gratin without kimchi, with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eing 3.6 times higher.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functionality of kimchi could be effectually added to gratin even after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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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제 성장과 산업 발달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의 식생활에서 간편성과 신속성을 표방하는 반조

리 식품, 즉석 편의식품 등 가공식품의 소비가 지속해서 증

가하고 있다(1). 특히 서구 문화와 함께 유입된 글로벌 외식 

브랜드의 다양한 ‘패스트 푸드(fast food)’는 접근성뿐 아니

라 고지방･고칼로리 식품 특유의 풍미(flavor)로 어린이, 청

소년 등 젊은 층 사이에서 대중화되고 있다(2). 이 식품들은 

관능적 기호도와 간편성 모두를 충족시킴으로써 우리의 입

맛을 급속도로 서구화시키고 있으며, 고지방, 고열량, 고나

트륨, 저섬유소 등의 영양적 한계는 고스란히 우리의 식생활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3). 식생활의 서구화로 파생

된 생활습관병(lifestyle diseases) 관련 위해요소를 개선하

기 위해 한편에서는 ‘슬로우 푸드(slow food)’로 대표되는 

우리의 전통음식을 위주로 한 식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

직임도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4).

장류와 김치 등 발효식품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전통음식

은 영양성과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가 확보됨에 따

라 우수한 웰빙식품으로 인지되고 있다(5,6). 그럼에도 불구

하고 상대적으로 긴 조리시간과 복잡한 조리방법은 전통음

식 섭취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7,8). 이에 따라 편

의성, 실용성 및 관능성에 대한 현대인의 니즈(needs)와 기

호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전통음식을 대중화할 수 있는 방법

이 모색되고 있으며, ‘조리의 간편화’, ‘맛의 현대화’, ‘전통식

품의 가공화’ 등 구체적 개선 요소들이 제안되고 있다(7-9).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한 실질적 예시를 제시하고자 하였

다. 어린이를 포함한 젊은 층이 선호하는 대표적 서양요리인 

그라탱(gratin)에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를 퓨전(fu-

sion)시키고자 하였다. 그라탱은 다진 고기나 으깬 감자 위

에 치즈와 빵가루를 뿌린 다음 오븐에서 구워낸 음식으로

(10), 다양한 재료를 소(stuffing)에 넣을 수 있으며 첨가된 

재료에 따라 기능성을 선택적으로 부가할 수 있다. 한편 김

치는 배추, 무, 고추, 마늘, 파 등 채소를 주원료로 하고 있어 

상당량의 식이섬유와 피토케미컬(phytochemicals)을 공급

할 수 있고(5,11,12), 특히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가 

발효 과정 중 생성하는 γ-amino-n-butyric acid(G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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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니틴, 프로피온산 등 새로운 대사체들(metabolites)은 

항산화, 항암, 항염증 등 탁월한 생리활성을 부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5,13,14). 또한, 김치는 한국 전통음식에 대

한 연령별 인식 및 선호도 조사에서 전 연령층에서 가장 자

랑스럽게 생각하는 전통음식으로 인지되고 있다(7).

소비자의 서구화된 입맛과 건강지향성을 동시에 충족시

키기 위해 계획된 본 연구에서는 시판 그라탱에 기능성 소재

로 첨가할 김치의 최적 조건을 먼저 결정하고자 하였다. 김

치의 생리활성은 발효･숙성 기간에 따라 변화하는 미생물 

및 이들의 대사체 분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5), 

특히 생김치는 지속해서 진행되는 발효･숙성으로 가공식품

에 첨가할 경우 일관된 맛과 질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

라서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i) 특정 시점에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할 수 있고, (ii) Maillard 갈변 반응을 가속화시켜 신규 

항산화 물질에 의한 생리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열처리 

공정(15)을 김치에 부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라탱과 김치의 퓨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첫째, 열처리와 숙성 정도에 따른 김치의 항산화 생리활성의 

변화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김치의 품질 특성 변화와 비용 

상승은 최소화하면서 항산화 생리활성은 증진시킬 수 있는 

열처리 조건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둘째, 열처리된 김치를 

첨가하여 그라탱을 제조한 후 무첨가군과 함께 이화학적 품

질 특성 및 항산화 생리활성을 비교･평가함으로써 열처리 

김치의 기능성이 실질적으로 그라탱에 부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시약

숙성 및 열처리 여부에 따른 항산화 활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김치(포기김치, Dongwon, Jincheon, Korea)

는 로컬 마켓에서 구입하였으며, 구입 당시 김치는 제조일로

부터 4일이 지난 제품으로 폴리에틸렌 재질로 진공 포장된 

냉장제품이었다. 구입 직후 개봉하여 직접 측정한 김치의 

pH는 4.1, 산도는 젖산 기준으로 0.75%였다. 개봉된 김치를 

약 2×2 cm 크기로 절단 후 각 30 g씩 100 mL 유리 용기에 

담아 shaking water bath(BS21, Jeio Tech, Daejeon, 

Korea)에서 100°C, 150 rpm 조건으로 10분, 30분, 60분 

동안 열처리하였다. 열처리 온도와 시간은 볶음과 찌개 등 

김치에 적용되는 가열 조리 조건들을 모방하여 결정하였다. 

한편 김치의 발효를 더 진행시키기 위해 진공 포장된 동일한 

김치를 30°C 내외의 상온에서 48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이

후 개봉하여 직접 측정한 김치의 pH는 3.8, 산도는 1.19%였

고, 이 김치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열처리하였다. 전처리가 

끝난 김치들을 동결건조(FDT-12032, Operon, Gimpo, Ko-

rea)하였다. 

한편 김치 첨가 여부가 다른 그라탱은 (주)한백푸드(Sok-

cho, Korea)로부터 진공 포장된 냉동식품 상태로 공급받았

다. 공급자에 따르면 자사의 대게살 그라탱(붉은 대게살 6.5 

%, 우유 25.4%, 마카로니 26.7%, 모짜렐라 치즈 5.9% 외 

생크림, 양파, 마가린, 밀가루, 분유, 스위트 콘, 와인, 게 엑기

스, 소금, 설탕, 파슬리, 닭 분말 시즈닝, 후추)을 대조군으로 

제공하였고, 대게살 그라탱 제조 시 혼합된 동일한 원재료에 

20%의 열처리(100°C, 10분)된 김치만을 추가로 더하여 제

조한 그라탱을 김치 첨가 그라탱군으로 제공하였다. 20% 

김치 첨가량은 제조법이 유사한 김치 첨가 크로켓에 관한 

선행연구(16)를 근거로 하여 결정되었다. 공급자가 제공한 

그라탱 제조 공정은 다음과 같았다. 재료를 계량 후 김치를 

포함하여 가열처리가 필요한 재료를 각각 열처리한 다음 배

합하고, 모짜렐라 치즈, 파슬리, 스위트콘 등을 토핑한 후 

바로 냉동시켰다. 대조군과 김치 첨가군 모두 그라탱 개당 

중량은 80 g으로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공급받은 그라탱 일

부는 화학적 조성과 항산화 활성 분석을 위해 개봉 직후 바로 

동결건조(FDU-1200, Eyela, Tokyo Rikakikai Co., Ltd., 

Tokyo, Japan) 하여 분석 전까지 -20°C에서 보관되었다. 

조리 후 텍스처 분석을 위해 사용될 그라탱들은 진공 포장된 

상태 그대로 -20°C에서 보관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gal-

lic acid, 3-(2-pyridyl)-5,6-diphenyl-1,2,4-triazine-p, 

p’-disulfonic acid monosodium salt hydrate(FerroZineTM 

iron reagent),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EDTA), 

2,2-diphenyl-1-picrylhydrazyl(DPPH)은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으며, sodium 

hydroxide(NaOH), sodium carbonate(Na2CO3), meth-

anol, ethanol은 Showa Chemical Industry Co.(Tokyo, 

Japan)의 특급시약을 사용하였다. 시약 조제에는 탈염･탈이

온수가 사용되었다.

김치 메탄올 추출액 준비

열처리 조건과 숙성 정도가 다른 총 8종의 김치를 동결건

조한 후 각각의 김치 1 g에 70%(v/v) methanol 30 mL를 

첨가하고 shaking water bath(BS21, Jeio Tech)에서 25 

°C, 150 rpm의 속도로 12시간 동안 추출하였다(13). 추출 

후 불용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원심분리기(5810R, Eppen-

dorf, Hamburg, Germany)로 3,061×g에서 10분 동안 원

심분리 하였다. 이후 상층액을 분리하여 여과(Qualitative 

Filter Paper No.2, Whatman, Maidstone, UK)한 후 얻어

진 액체를 김치 메탄올 추출물로 사용하였다.

김치 추출물의 흡광도

김치 메탄올 추출물을 추가의 희석 없이 420 nm(A420), 

520 nm(A520), 285 nm(A285)에서 spectrophotometer(UV- 

1650, Shimadzu, Tokyo, Japan)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갈변지수(browning index)는 A420으로(17), 색 강도(color 

intensity)는 A420+A520으로(17), 페놀성 물질의 존재 여부

는 A285로 결정하였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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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환원력(total reducing capacity) 분석

총 환원력은 시료 내부의 페놀성 및 비페놀성 환원 물질이 

염기적 조건에서 Folin-Ciocalteu’s reagent(phosphomo-

lybdic phosphotungstic acid complexs)에 전자를 전달하

여 발색물질을 형성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 Folin-Ciocal-

teu’s reagent 법(19)으로 분석하였다. 추출물 1 mL에 Folin- 

Ciocalteu’s reagent와 10% Na2CO3을 각각 1 mL씩 넣어 

vortexing 하고 실온에서 1시간 동안 정치시킨 후 spec-

trophotometer(UV-1650, Shimadzu)로 70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김치 속 환원물질의 총량은 갈산(gallic 

acid)을 표준물질로 하여 갈산 당량(gallic acid equiv-

alents)으로 나타내었다.

금속 소거능

금속 소거능은 Fe2+가 ferrozine과 complex를 형성하여 

생성된 발색물질의 양을 김치 추출물이 감소시키는 정도로 

측정되었다(20). 추출물 100 µL에 1 mM FeCl2 40 µL를 

넣어 섞은 후 1.2 mM ferrozine 2 mL를 넣어 shaking 함으

로써 반응을 개시하였다. 실온에서 10분 동안 반응 후 562 

nm에서 흡광도(A1)를 측정하였다(UV-1650, Shimadzu). 

Blank로는 추출물 대신 증류수를 사용하여 동일한 실험방

법으로 흡광도(A0)를 얻었다. 금속 소거능은 blank와 비교

하여 김치 추출물에 의해 감소한 흡광도의 비율로 계산되었

다[Inhibition(%)=100×(A0－A1)/A0]. 2 mM EDTA의 금

속 소거능을 측정하여 김치의 금속 소거능과 비교하였다.

전자공여능

전자공여능은 DPPH 라디칼 소거능으로 측정하였다(21). 

메탄올 추출물 500 μL에 0.2 mM DPPH(in ethanol) 1 mL

를 첨가하여 5초 동안 격렬하게 교반하였다. 반응액을 실온

의 어두운 곳에 보관하면서 5분 간격으로 525 nm에서 흡광

도(Eon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BioTek Instru-

ments, Winooski, VT, USA)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시간까

지 지속해서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금속 소거

능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되었으며, 결과는 시간에 따른 

라디칼 소거능의 변화로 나타내었다. 0.35 mM gallic acid

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여 김치의 라디칼 소거능

과 비교하였다.

그라탱의 일반성분, 식이섬유 및 무기질 분석

김치 첨가 여부가 다른 그라탱의 일반성분과 식이섬유는 

AOAC 방법(22)에 따라 수분은 105°C 상압가열건조법, 조

단백질은 micro-Kjeldahl법, 조회분은 600°C에서 직접회화

법, 식이섬유는 효소중량법(enzymatic-gravimetric meth-

od)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무기질 분석을 위해 동결건조 시

료 0.2 g에 H2O2 2 mL와 HNO3 7 mL를 가한 후 마이크로웨

이브 시료용해장치(Microwave Digestion System, Ethos 

Touch Control, Milestone Inc., Sorisole, Italy)로 시료를 

분해하였다. 이후 증류수로 20배 희석하고 ICP-AES(In-

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

meter, Vista-Pro, Varian, Belrose, Australia)에 주입하

여 reflected power는 1.2 kW, flow gas는 argon, plasma 

flow는 15 L/min, auxiliary gas flow rate는 1.5 L/min, 

nebulizer gas flow rate는 0.7 L/min 조건으로 multi- 

channel detector(Simultaneous polychromators, Echelle 

polychromator)를 거쳐 Na(589.592 nm, 588.996 nm), 

K(766.491 nm, 769.897 nm), Ca(396.847 nm, 393.366 

nm), P(213.618 nm, 177.434 nm)를 분석하였다. 표준물질

의 농도 범위를 0~10 ppm으로 하여 각 원소별 standard 

3점을 이용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한 후 회귀방정식을 이용하

여 각 원소의 농도를 계산하였다.

그라탱의 염도, 산도, pH 및 수용성 고형분 분석

동결건조 시료 0.5 g에 증류수 25 mL를 첨가하여 ho-

mogenizer(Wise Mix Hg-15, Daihan Scientific, Seoul, 

Korea)로 1분간 교반하고, 원심분리기(5810R, Eppendorf)

로 3,061×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얻었다. 

염도는 Mohr법에 따라 상층액에 10% K2CrO4 1 mL를 지시

약으로 가하고 표준용액 0.01 N AgNO3를 적갈색의 난용성 

침전이 형성될 때까지 적가하여 결정하였다. 산도는 상층액

을 0.005 N NaOH로 중화적정하여 김치 속 대표 유기산인 

젖산(lactic acid, 90.08 g/mol) 함량으로 산출하였다. pH는 

상층액을 pH meter(725P, Istek, Seoul, Korea)로 측정하

였다. 수용성 고형분은 상층액의 굴절률(refractometer, N- 

1α, Atago, Tokyo, Japan)을 측정한 후 당의 농도(Degrees 

Brix, °Bx)로 나타내었으며, 증류수에 의한 희석배수는 측

정된 값에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라탱의 아미노산 분석

구성아미노산 분석을 위해 시료 400~500 mg에 6 N HCl

를 10 mL 첨가한 후 110°C에서 22시간 동안 가수분해하였

다. 이후 진공 농축과 건조과정을 통해 HCl을 제거하였고, 

증류수를 첨가하여 100 mL로 정용한 후 0.45 μm syringe 

filter(AD. 13CP045AS, Advantec, Houston, TX, USA)로 

여과시켜 아미노산 분석기(Hitach L-8800 Amino acid, 

Hitachi, Tokyo, Japan)에 주입하였다. 유리아미노산 분석

을 위해서는 50 mL 원심분리관에 시료 약 5 g과 70% 에탄

올 30 mL를 넣어 1시간 동안 교반한 후 10 min 동안 방치시

켰다. 이 추출물을 15,000 rpm에서 15 min 동안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을 농축플라스크로 옮기고, 남은 침전물에는 

70% 에탄올 25 mL를 넣어 교반과 원심분리 과정을 2회 

추가 반복하여 얻어진 상층액을 모두 합하였다. 농축플라스

크에 모은 추출액을 진공농축한 후 증류수를 첨가하여 150 

mL로 정용하고, 0.45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한 다음 아미

노산 분석기에 주입하였다. 각 시료를 이온교환수지 칼럼

(Ion Exchange column, lithium form, 4.6 mm×60 m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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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in color properties of kimchi depending on heat treatment intensity and fermentation progress
Heat treatment at 

100°C (min)
Browning index (A420) Color intensity (A420+A520)

TA 0.75% TA 1.19% Significance TA 0.75% TA 1.19% Significance
0

10
30
60

 0.41±0.01c1)

0.46±0.01b

0.50±0.01a

0.48±0.00a

0.46±0.92d

0.51±0.42c

0.57±0.53b

0.63±0.23a

P<0.013)

P<0.01
P<0.001
P<0.001

0.50±0.03b

0.57±0.02a

0.61±0.02a

0.59±0.02a

0.57±0.02d

0.63±0.01c

0.69±0.01b

0.77±0.00a

P<0.05
P<0.05
P<0.01

 P<0.001
Significance P<0.0012) P<0.001 P<0.01 P<0.05

1)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experiments. 
2)The P value mean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same column depending on heat treatment 

intensity.
3)The P value mean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values in a same row depending on the titratable acidity of kimchi. 

통과시킨 후 다양한 pH와 이온강도를 가진 buffer를 칼럼에 

흘려 아미노산들을 분리하였다. 이들 아미노산을 고온의 

reaction coil에서 ninhydrin과 반응시켜 발색 화합물을 형

성시켰다. 570 nm와 44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함

으로써 각 아미노산들을 정량하였다. 칼럼 오븐 온도는 30~ 

70°C, 반응코일 온도는 135°C, 유속은 0.35 mL/min, 시료 

주입액은 20 μL였다. 시료 속 아미노산의 함량은 표준용액 

1점을 주입하여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을 이용하여 농도와 면

적의 비례식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그라탱의 텍스처(texture)

공급자가 제안한 조리법에 따라 그라탱을 조리한 후 물성

을 Texture Analyzer(Instron 5542, Instron, Norwood, 

MA, USA)로 측정하였다. Pre-test speed 50.0 mm/min, 

test speed 3.3 mm/s, post-test speed 50.0 mm/min의 

실험 조건으로 직경 50 mm의 원형 probe로 시료를 30 mm 

깊이까지 2회 반복 압착(two-bite compression test)하였

다. 결과는 force-time curve로 나타내었다.

그라탱의 항산화 활성

김치 첨가 여부가 다른 2종 그라탱의 항산화 활성은 총 

환원력, 금속 소거능, 전자공여능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김치에서 측정한 방법을 동일하게 따랐으며, 다만 전자공여

능의 경우 그라탱 메탄올 추출물에 DPPH 라디칼을 가하고 

15분 후 측정된 흡광도를 기준으로 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

숙성 및 열처리에 따른 김치의 항산화 활성 변화는 통계처

리 프로그램 SAS(version 9.1 for windows, Cary, NC, 

USA)를 이용하여 처리한 후 결과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

타내었으며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각 

특성에 대해 유의적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2종 그라

탱의 품질 특성과 항산화 활성은 두 군 사이의 비교로 t-test 

(Microsoft Office Excel, Redmond, WA, USA)를 이용하

여 유의적인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열처리 및 숙성에 따른 김치의 갈변도

개봉 직후 측정된 산도가 0.75%였던 김치(TA075 김치)

를 100°C에서 60분 동안 열처리하였을 때 열처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갈변도(P<0.001)와 색 강도(P<0.01)는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다(Table 1). 이는 열처리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Maillard 갈변반응이 가속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숙성이 더 진행된 산도 1.19% 

김치(TA119 김치)에서 뚜렷하게 관찰되었으며, 동일한 열

처리 조건 하에서 김치의 갈변도와 색 강도는 TA119 김치

가 TA075 김치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Table 1). 김치는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고분자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미생

물의 효소작용으로 저분자의 당과 유리아미노산 및 유기산

으로 분해되고(23,24), 아미노기와 카르보닐기 사이의 화학

반응인 Maillard 갈변반응은 기질의 크기가 작을수록 입체

장애가 작아 반응속도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25), 

TA119 김치에서 관찰된 상대적으로 높은 갈변도와 색 강도

는 가속화된 Maillard 갈변 반응으로 더 많은 양의 멜라노이

딘(melanoidin)이 생성된 결과로 해석된다.

열처리 및 숙성에 따른 김치의 항산화 활성

TA075 김치의 총 환원력은 갈산 당량으로 열처리 전 

2,864 μg/g에서 100°C 열처리 후 유의적으로(P<0.001) 증

가하였다. 그러나 처리시간에 따른 비례적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2). 반면 숙성이 더 진행된 TA119 김치의 

총 환원력은 열처리 전 3,021 μg/g에서 열처리 후 처리시간

에 비례하여 유의적으로(P<0.001) 증가하였다. 또한, 동일

한 열처리 조건 하에서 김치의 총 환원력은 TA119 김치가 

TA075 김치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Table 2). Maillard 갈

변반응으로 생성되는 중간산물들(디카보닐, 리덕톤 등)과 

최종산물(멜라노이딘)이 높은 환원력을 지닌 점을 고려하면

(15), 이 결과는 숙성 및 열처리 때문에 김치 내부에서 갈변

반응이 증가한 결과(Table 1)와 연관될 수 있다. 또한, 김치 

숙성 중 젖산균의 β-glucosidase 작용으로 비당체(agly-

cone) 형태의 페놀성 물질들이 증가하였거나(13,26), 고분

자에 결합하여 대부분 존재하는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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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heat treatment on the kinetics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wo kimchi fermented for different time. 
Graphs for kimchi are assigned to the left y axis, while that 
for 0.35 mM gallic acid used for comparison is associated with 
the right y axis.

Table 2. Changes in antioxidant activities of kimchi depending on heat treatment intensity and fermentation progress

Heat treatment
at 100°C

(min)

Total reducing capacity
(μg gallic acid/g dry basis) Absorbance at 285 nm Metal chelating activity

(% inhibition)
TA 0.75% TA 1.19% Significance TA 0.75% TA 1.19% Significance TA 0.75% TA 1.19% Significance

0
10
30
60

 2,864±37d1)

3,109±26a

3,037±15b

2,955±34c

3,021±19d

3,186±2c

3,282±12b

3,488±12a

P<0.013)

P<0.01
P<0.001
P<0.001

0.67±0.01c

0.74±0.02b

0.84±0.03a

0.86±0.02a

0.69±0.00d

0.75±0.02c

0.83±0.01b

0.95±0.03a

P<0.05
NS
NS

P<0.05

 4.4±2.8b

13.0±2.8a

16.0±3.9a

16.1±3.5a

12.8±7.0
21.3±1.8
17.3±3.8
10.9±3.5

NS
P<0.05

NS
NS

Significance P<0.0012) P<0.001 P<0.001 P<0.001 P<0.01 NS
1)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experiments.
2)The P value mean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same column depending on heat treatment 

intensity. NS means not significant.
3)The P value mean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values in a same row depending on the titratable acidity of kimchi. NS means 

not significant.

드 등의 항산화 물질들이 열처리로 유리된 결과(27,28)로도 

해석될 수 있다. 열처리로 식품 매트릭스가 연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당체 혹은 유리형 물질들의 용출성 또한 

증가하여(27,28) 총 환원력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

다. 페놀성 물질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285 nm에서의 흡광

도 측정 결과(Table 2) 역시 열처리로 김치 속 페놀성 물질

이 유의적으로(P<0.001) 증가하였음을 시사해주었다. 이러

한 경향은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실험에서도 일관되게 

관찰되었다(Fig. 1). 즉 김치를 100°C에서 열처리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라디칼 소거 활성이 높았으며 이 현상은 TA075 

김치보다 상대적으로 더 숙성된 TA119 김치에서 더욱 뚜렷

이 관찰되었다. 이는 우수한 수소 라디칼 공여능을 지닌 페

놀성 물질들이 숙성과 열처리 때문에 증가한 결과로 일부 

해석될 수 있다.

전이금속 Fe2+를 소거하는 능력은 산도가 높았던 TA119 

김치(12.8%)가 TA075 김치(4.4%)보다 유의적이지는 않았

으나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Table 2). 열처리 후 TA075 

김치는 금속 소거능이 증가하였으나 TA119 김치는 열처리 

전과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양이온의 전이금속을 소거

할 수 있는 물질들은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들 금속과 

이온 결합할 수 있는 음이온 물질들이다. 김치 속 대표적 

페놀산(phenolic acids) 물질인 o-coumaric acid와 ferulic 

acid 등(13)은 pKa(4.44)보다 높은 pH에서 음전하 생성이 

가능하지만, TA075 김치(pH 4.1)와 TA119 김치(pH 3.8)

의 낮은 pH로 인해 상당량이 전하를 띠지 않고 존재함으로써 

금속 소거능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열처리 김치를 첨가한 그라탱의 화학적 조성

열처리 때문에 증가한 김치의 항산화 활성(Table 2, Fig. 

1)을 그라탱에 적용하기 위해 김치에 가할 적절한 열처리 

조건을 결정하였다. 가열시간 연장에 따른 김치 질감의 부정

적 변화와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성 정도가 다른 

두 김치 모두 100°C에서 10분간의 열처리로도 항산화 활성

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김치를 

100°C에서 10분 동안 열처리한 후 선행연구(16)를 근거로 

하여 20% 농도로 그라탱에 첨가하여 열처리 김치 그라탱을 

제조하였다.

그라탱의 화학적 조성은 Table 3과 같다. 열처리 김치 

첨가로 그라탱은 수분 함량의 유의적 변화 없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유의적으로(P<0.01) 증가하였다. 특히 한국인

의 식이섬유 섭취량이 충분섭취량(adequate intake)에 미

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치 첨가로 그라탱의 식이섬

유가 3배가량 증가한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한편 김치 첨가 

후 그라탱 속 나트륨(Na)과 칼슘(Ca) 함량은 유의적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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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chemical compositions of gratin added with heat-treated kimchi
Composition Control Heat-treated kimchi-added Significance

Moisture (%)
Protein (%)
Dietary fiber (%)
Ash (%)
Na (mg%)
K (mg%)
K : Na
Ca (mg%)
P (mg%)
Ca : P
Titratable acidity (% as lactic acid)
pH
NaCl (%)
Soluble solids (°Bx)

69.54±9.311) 
 3.10±0.02
 2.64±0.06
 1.28±0.06
307.3±3.5
 83.6±1.0
  0.3±0.0
179.4±6.3
 32.5±1.0
  5.5±0.0
 2.66±0.01
 6.80±0.04
 0.87±0.00
 1.58±0.01

70.73±0.49
 3.93±0.04
 7.67±0.47
 1.44±0.14
325.6±15.3
235.9±9.4
  0.7±0.0
185.1±8.5
 73.1±3.8
  2.5±0.0
 4.95±0.04
 5.63±0.04
 0.90±0.01
 1.19±0.00

 NS2)

P<0.01
P<0.01

NS
NS

P<0.01
P<0.001

NS
P<0.01
P<0.001
P<0.001
P<0.001
P<0.01
P<0.001

1)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experiments.
2)The P value mean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values in a same row. NS means not significant.

Table 4. Changes in amino acids (AA) composition of gratin added with heat-treated kimchi
Composition (mg%) Control Heat-treated kimchi-added Significance

Total AA
Bound AA
Free AA
Essential AA
Non-essential AA
γ-Amino-n-butyric acid (GABA)
Ornithine

2,345.6±59.3 (100)1)

2,319.7±57.5 (98.9±0.0)
  25.9±1.8 (1.1±0.0)
 610.5±25.2 (26.0±0.4)
1,735.1±34.1 (74.0±0.4)
   0.4±0.0 (0.02±0.00)
   0.0±0.0 (0.00±0.00)

3,198.7±114.4 (100)
3,134.3±116.8 (98.0±0.1)
  64.4±2.5 (2.0±0.1)
1,072.2±54.5 (33.5±0.5)
2,126.5±59.9 (66.5±0.5)
   4.8±0.3 (0.15±0.02)
   3.7±0.2 (0.12±0.01)

P<0.052)

P<0.05 (P<0.05)
P<0.01 (P<0.05)
P<0.01 (P<0.01)
P<0.05 (P<0.01)
P<0.01 (P<0.01)
P<0.01 (P<0.01)

1)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experiments. Value in parenthesis is a relative percentage to the 
content of total amino acids.

2)The P value mean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values in a same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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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xture profile analysis of gratin added with heat-treated 
kimchi. Measurement by two-bite compression test was made 
three times, and most representative graph was taken for each 
sample. Hardness is the maximum force of the first compression.

없었으나, 칼륨(K)과 인(P) 함량이 증가하여 K : Na와 Ca

: P의 비율에 유의적(P<0.001) 영향을 주었다. 이는 배추, 

고추, 마늘, 생강 등 김치 주재료들의 무기질 조성에서 기인

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 채소들의 경우 Ca보다 P 

함량이, Na보다 K 함량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29). 김치 첨가 그라탱은 유기산 함량이 4.95%로 대조군

(2.66%)보다 유의적으로(P<0.001) 높았으나 염(NaCl) 함

량은 0.90%로 대조군(0.87%)과 통계적 유의성에도 불구하

고 실질적 차이는 없었다. 한편 아미노산 조성 분석 결과

(Table 4), 김치 첨가 그라탱은 구성 및 유리 아미노산 함량 

모두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혈압 강하 기능

성 아미노산으로 알려진 GABA와 항비만인자로 알려진 오

르니틴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1). GABA 함량은 

4.8 mg%로 대조군(0.4 mg%)보다 12배 높았으며, 이는 김

치 첨가에 의한 것으로 실제로 김치에서 분리한 일부 젖산균

에서 GABA 생성능과 직결된 glutamic acid decarboxy-

lase 활성이 확인된 바 있다(14,30,31). 오르니틴 역시 김치 

첨가군에서 3.7 mg%로 무첨가군(0.0 mg%)보다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오르니틴은 arginine deiminase에 의해 아르

기닌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김치 속 

오르니틴 생성균주인 바이셀라 코리엔시스(Weissella ko-

reensis)가 효소작용으로 생성한 오르니틴이 그라탱에 실질

적으로 부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2). 

열처리 김치를 첨가한 그라탱의 텍스처

Texture profile analysis(TPA) 측정을 위해 그라탱을 

2회 반복 압착하였을 때(Fig. 2), 김치 첨가군은 대조군보다 

낮은 힘이 소요되었다. 즉 1회 압착 시 소요된 최대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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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tioxidant activities of gratin added with heat-treated kimchi
Antioxidant activity Control Heat-treated kimchi-added Significance

Total reducing capacity (μg gallic acid/g dry basis)
Metal chelating activity1) (% inhibitio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2) (% inhibition)

217.1±4.33) 
60.9±3.2
17.3±5.0

331.7±2.8
 89.2±2.1
 62.7±2.8

 P<0.0014)

P<0.001
P<0.001

1)Metal-chelating activity of 2.0 mM EDTA used for comparison was 98.0±1.3%.
2)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0.35 mM gallic acid used for comparison was 66.4±3.0%.
3)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experiments.
4)The P value mean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values in a same row.

산출되는 경도 값이 김치 첨가군은 27.46 N으로 대조군

(81.25 N)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P<0.01). 한편 김치 첨가

로 그라탱의 탄력성(springiness)은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

나 응집성(cohesiveness)은 대조군보다 다소 증가하여(P< 

0.05), 이 값들을 반영하는 물성지수인 점착성(hardness× 

cohesiveness)과 저작성(hardness×cohesiveness×spring-

iness)은 모두 유의적으로(P<0.001) 낮아졌다(data not 

shown). 즉 김치 첨가로 내부 구성성분들 사이의 응집력은 

강하고 저작 시에는 부드러운 물성이 그라탱에 부여되었음

을 시사하였다.

열처리 김치를 첨가한 그라탱의 항산화 활성

열처리 김치를 첨가한 그라탱은 총 환원력, 금속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모두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P< 

0.001) 높았다(Table 5). 특히 라디칼 소거 활성은 대조군

의 3.6배로 0.35 mM 갈산에 상응하는 우수한 활성을 나타

내었다. 이 결과는 열처리 김치에서 관찰된 항산화 활성

(Table 2, Fig. 1)이 그라탱에도 실질적으로 부가되었음을 

시사해준다.

요   약

그라탱과 김치의 퓨전을 위해 먼저 열처리가 김치의 항산화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김치를 100°C에서 최대 

60분까지 열처리하였을 때 가열시간이 길어질수록 김치의 

갈변도와 색 강도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현상은 상

대적으로 숙성이 더 진행된 김치에서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김치 숙성에 따른 고분자 물질의 분해와 고온에서 가속

화된 Maillard 갈변반응의 결과로 해석되었다. 총 환원력, 

금속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으로 측정된 김치의 항

산화 활성 역시 가열시간이 길수록, 숙성이 진행될수록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숙성과 열처리로 증가한 김치 

속 비당체 형태의 페놀과 Maillard 반응 생성물(Maillard 

Reaction Products)의 환원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0°C, 10분 동안의 열처리에도 김치의 항산화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이 조건으로 가열한 김치

를 20% 농도로 첨가하여 그라탱을 제조하였다. 열처리 김치 

첨가로 그라탱은 식이섬유, GABA, 오르니틴 함량이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김치 첨가로 우려되는 염 함량의 실

질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열처리 김치에서 확인된 항산

화 활성이 그라탱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됨에 따라 김치의 항

산화 기능성이 열처리 후에도 그라탱에 부가되었음을 확인

해주었다. 이 결과들은 김치 그라탱 제조로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의 영양성과 기능성이 그라탱에 실질적으로 부가되었

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서구 음식과 우리 전통 발효 음식과

의 다양한 퓨전을 통한 건강 지향적 제품 개발의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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