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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produce a high-quality Kimchi product, molten salt was used for the Kimchi. Changes 
in the physiochemical properties and functional compounds were analyzed during 
fermentation. The salinity of bay salt Kimchi was higher than that of the molten salt Kimchi. 
The fermentation speed of the lactic acid bacteria in the molten salt Kimchi was significantly 
faster.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salts on the changes in the functional compounds during 
fermentation, the antioxidant activity, total phenolic compounds (TPC), flavonols, phenolic 
acids, and glucosinolates in Chinese cabbage were analyzed. In the first 9 days, antioxidants 
were decreased during this fermentation period and then, increased after that. TPC was 
slightly increased for all the conditions after 40 days fermentation. Kaempferol was a major 
flavonol but had a relatively larger decrease in the molten salt Kimchi than in the bay salt 
samples. Phenolic acid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samples. The 
glucosinolate content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all the conditions of Kimchi during the 
fermentation period. Consequently, the molten salt greatly affected the fermentation speed of 
Kimchi and the total characteristics of the Kimchi lactic acid bacteria. Although the functional 
compounds of Chinese cabbage were decreased during the fermentation of Kimchi, this 
decrease did not profoundly deteriorate the food quality. Therefore, high-quality Kimchi with 
enhanced bioactivity will be available if appropriate Chinese cabbages that have enhanced 
functional compounds are used.

Keywords: Chinese cabbage, functional compound, Kimchi, lactic acid bacteria, 
molten salt

Introduction
우리나라 대표 식품인 김치는 한국의 고유한 침채류로 산 발효식품이다(Kim et al., 2011). 식품
공전 상의 김치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 혼합 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가공한 것으로 김칫소, 배추김치 등을 말한다. 김치는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임이 알려
졌고 마늘, 생강, 고추 가루 등의 건강 기능 식품이 첨가되며 유산균에 의해 이러한 모든 성분이 

발효되기 때문에 유산균의 원천으로 복합적 기능성성분을 함유한 식품이다(Park et al., 2014a).

김치의 원료 중 소금은 채소류 절임식품에서 마그네슘과 칼슘의 삼투압 작용으로 유해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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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멸하게 되어 저장성을 높이고 젖산균과 같은 내염성 미생물의 생육속도를 억제시키는데 소금의 농도가 큰 영향
을 미친다(Kim et al., 2005; Kim and Kim, 2010). 또한 소금의 주요성분인 NaCl의 함량과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의 유무 차이로 인해 채소류 절임식품 저장 시 펙틴-칼슘 복합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저장기간 및 품질의 특성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Choi et al., 2014). 국내 식품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조성의 소금 중 용융소금은 일반적인 

천일염 등의 원료 소금을 태움·용융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변형한 소금으로 나트륨 함량이 88.0% 이상 수분이 4.0% 

이하 등으로 식품공정 상 정의되어 있다. 용융소금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죽염 및 구운 소금과 달리 암염이나 

천일염 등을 800℃ 이상의 고온에서 수차례 가열과 분쇄를 반복하여 만든 순수한 소금이다. 천연소금은 해수로부터 얻
는데 해수는 75종 이상의 광물과 5종 이상의 가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소금 내 불순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용융소금
은 일반 소금에 존재하는 간수, 가스, 중금속 등을 제거해 불순물이 적다. 때문에 소금의 성질 중 흡착력, 정화력, 살균력 

등 효능은 극대화 할 수 있다. 용융소금의 맛은 순하고 쓴맛이 없어 고품질의 소금으로 알려져 있으나 식품에 적용한 

연구는 많지 않다(Kim et al., 2016).

김치의 주 원료인 배추는 여러가지 기능성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glucosinolate, phenolic acid, flavonoid 등
이 있다. 대표적 십자화과인 배추는 glucosinolate가 함유되어 있으며 glucosinolate는 유황함유 β-D-glucoside로 유방암 

및 피부암 종양을 억제시킨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VanEtten et al., 1969; Terry et al., 2001). Phenolic acid 와 flavonoid

는 기본 구조가 페놀구조로 되어있는 대표적 폴리페놀로 활성산소 등 화학적 자극요소로부터 보호기능을 가진 식품
의 중요한 성분 중 하나이며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Harbaum et al., 2007; Rosimin and Kim, 

2015). 폴리페놀류는 항산화작용을 통한 노화 방지, 뇌 건강 증진, 면역 증진, 항암작용 등 여러가지 건강증진 효과를 가
지고 있다(Lee et al., 2012; Bell et al., 2015). 때문에 국외의 경우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의 다양
한 가공 처리에 따른 함량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 된바 있으나(Song and Thornalley, 2007) 국내의 경우에는 김치의 소
금 조성에 따른 발효 특성 분석이나 주재료인 배추의 기능성 성분 변화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Kim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발효식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금의 조성에 따른 김치의 일반품질 특성을 분석하고,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의 발효에 따른 기능성성분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김치 산업계가 고품질 용융소금을 

이용한 차별화된 김치를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김치 신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Materials and Methods

분석용 표준품, 효소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표준품 및 효소는 Sigma-Aldrich (St. Louis, USA)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시약은 HPLC grade로 

MERCK (Kenilworth, USA) 및 SAMCHUN (Seoul, Korea)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김치의 제조 및 분석용 시료 준비

본 실험에 사용된 제조 김치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배추 10포기(25 kg)를 기준으로 용융소금과 천일염을 배추에 직접 

뿌려 절이는 살염법을 사용하였다. 소금 종류별로 시중 김치의 염분 농도에 맞춰 800 g 사용하고 저염 김치 제조를 위
해 700 g 사용하여 배추를 5시간 절임 후 물기를 제거하고 김치 제조에 이용하였다. 백김치는 북어대가리, 멸치, 고추
씨, 양파, 대파, 감초로 육수를 내어 사용하고 사과, 배, 양파, 무를 갈아 즙을 낸 후 다진 마늘, 생강, 당근, 실고추, 채 썰
은 밤, 대추, 잣, 찹쌀 풀, 새우젓을 넣어 제조하였다(Table 1). 각 김치의 속 양념으로 들어간 소금의 양은 용융소금 170 

g, 천일염 250 g으로 일반적으로 간을 맞추기 위해 김치 제조에 사용하는 소금의 양을 각 소금의 염도를 기준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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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첨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천일염의 경우 입자 내 불순물의 함량이 높아 용융소금에 비해 염도가 낮기 때문에 용융
소금에 비해 많은 양의 소금을 첨가하게 되었다. 

김치에 사용한 소금은 시중에서 사용하는 소금을 구매하였고 소금 별 미네랄 성분 중 칼슘, 구리, 칼륨, 마그네슘, 망
간, 아연, 철, 나트륨 8가지를 ICP-AES로 분석하였다. 용융소금은 정제소금으로 규격 조건인 나트륨(Na) 함량은 99%이
며 그 외 나머지 미네랄 성분은 천일염(bay salt)에 비해 함량이 낮음을 볼 수 있다(Table 2). 천일염에는 불순물을 포함한 

확인되지 않은 많은 미네랄 성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능성 성분 분석을 위한 김치 시료는 제조 후 숙성 기간에 따라 2, 4, 6, 9, 12, 16, 20, 27, 34, 40일에 총 10차례 시료를 

채취하여 배추 1/8 포기를 증류수 300 mL로 세척 후 잘게 잘라 동결건조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일반 배추를 백 김치로 

제조하는 데 있어 소금 종류(천일염, 용융소금), 배추 10포기(25 kg) 당 소금 농도(700 g, 800 g)에 따라 총 4 가지 실험군
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화학적 특성 분석방법

소금 내 미네랄 함량 측정 시 ICP-AES (Perkin Elmer, OPTIMA 7300DV,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하
였다. 미네랄 분석 추출 방법 및 분석방법은 Gantumar et al. (2013)이 사용한 방법을 따랐다. 각 미네랄 원소들의 파장은 

소금 내 존재하는 물질 별로 선정하여 Ca 317.933 nm, Cu 327.393 nm, K 766.490 nm, Mg 285.213 nm, Mn 257.610 nm, Zn 

206.200 nm, Fe 238.204 nm, Na 589.592 nm 에서 분석하였다(Ha and Park, 1998; Kim et al., 2000; Heo et al., 2005).

김치 국물의 염도와 pH는 각각 염도계(PAL-03S, ATAGO, Fukuoka, Japan)와 간이 pH meter (pH meter S2K712, 

ISFETCOM, Hidaka,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Table 1. Recipe of the Kimchi.
Kimchi White Kimchi (Baek Kimchi)
Water for curing Molten salt 800 g Bay salt 800 g Molten salt 700 g Bay salt 700 g
Curing time 5 hours
Stock dried pollack head, anchovy, red pepper seed, onion, spring onion, licorice
Kimchi seasoning apple, pear, onion, radish, crushed garlic, ginger, carrot, shredded red pepper, shredded chestnut, 

jujube, pine nut, starch paste of rice glutinous, salted shrimp (apple, onion, pear and radish used with 
juice)

Kimchi seasoning with 
salt contents

Molten salt 170 g Bay salt 250 g Molten salt 170 g Bay salt 250 g

Table 2. Mineral contents of salt.
Mineral Bay salt (%) Molten salt (%)
Ca 0.301 0.085
Cu 0.005 0.001
K 1.418 0.515
Mg 2.976 0.104
Mn 0.008 0.001
Zn 0.008 0.001
Fe 0.008 0.002
Na 95.28 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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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성분 분석방법

본 실험의 모든 기능성 성분 분석 실험은 2반복으로 진행하였다.

항산화력 분석 시 추출 방법은 김치 시료 0.1 g과 80% methanol 1 mL을 2 mL tube에 넣고 vortex 한 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DPPH assay 측정은 0.2 mM DPPH 용액 0.95 mL에 0.05 mL 상등액을 첨가한 후 암소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UV-분광광도계(OPTIZEN POP, Mecasys,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표준물질로는 gallic acid를 이용하여 시료와 비교 분석 하였다(Brand-Williams et al., 1995; Uquiche and Garcés, 

2016).

총 폴리페놀 분석 시 추출 방법은 항산화력 추출 방법과 같다. 상등액 100 μL와 증류수 1.5 mL 그리고 Folin & 

Ciocalteu�s phenol 용액 100 μL을 혼합 한 후 5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용액에 20% sodium carbonate 300 μL를 첨가 한 후 

암소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UV-분광광도계를 이용 하여 7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gallic acid

를 이용하였다(Kim et al., 2011).

Flavonol 분석 시 추출 방법 및 분석방법은 Jiang 등이 사용한 방법을 따랐다(Jiang, 2010; Park et al., 2014b). 분석은 

LC-UV detector (Ultimate 3000 RS Diode array detector, Dionex, Sunnyvale, USA)를 이용하여 360 nm 파장으로 UPLC 

(Ultimate 3000, Dionex, Sunnyvale, USA) 분석하였다. 고정상은 YMC-Triart C18 (4.6 mm × 250 mm, 5µm, YMC, Kyoto, 

Japan)을 사용하였다. Flavonol은 quercetin, kaempferol 총 2가지 성분을 표준 물질로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Bell et 

al., 2015).

Glucosinolate 분석 시 추출 방법 및 분석방법은 Choi 등이 사용한 방법을 따랐다(Choi, 2011; Bell et al., 2015). 분석
은 LC-UV detector (Waters 2489, Waters, Milford, USA)에서 229 nm 파장으로 HPLC (Model 1525,Waters, Milford, USA)

분석하였다. 고정상은 YMC-Triart C18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Norm, 1992). Glucosinolate는 대표적 glucosinolate 성
분 중 glucoiberin, progoitrin, glucoraphanin, sinigrin, gluconapoleiferin, glucoalyssin, gluconapin, 4-hydroxy glucobrassicin, 

glucocochlearin, glucoiberverin, glucobrassicanapin, glucoerucin, glucobrassicin, gluconasturtiin, glucoraphenin, methoxy 

glucobrassicin, neoglucobrassicin 총 17 가지 분석하였다.

Phenolic acid 분석 시 추출 방법 및 분석방법은 Jiang 등이 사용한 방법을 따랐다(Jiang, 2010; Park et al., 2014b). 분석
은 LC-UV detector에서 220, 330 nm 파장으로 HPLC분석하였다. 고정상은 Waters-XTerra C18 (3.9 mm × 150 mm, 5µm, 

Waters, Milford, USA)을 사용하였다. Phenolic acid는 gallic acid, caffeic acid, coumaric acid, ferulic acid, sinapic acid 등 총 5

가지 성분을 표준물질로 이용하여 시료와 비교 분석하였다(Mattila and Hellström, 2007).

Results and Discussion

김치 발효 중 이화학적 특성 변화

염도는 소금 조건 별 발효 기간에 따라 김치 국물을 이용해 염도를 측정하였다. 저장 기간에 따른 염도의 변화는 초
반에 삼투압에 의해 배추에서 나오는 물로 인한 염도 감소를 보였고 그 후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용한 

소금의 종류에 따른 차이는 같은 소금농도에서 천일염이 용융소금에 비해 염도가 높았는데 사용한 소금농도가 같더라
도 염도계상 측정된 염도의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Fig. 1).

김치 국물의 pH는 김치가 발효됨에 따라 유산균의 젖산 생성에 의해 감소되었는데, 천일염보다 용융소금 김치가 pH

의 감소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측정되었다(Fig. 2). 용융소금 김치의 pH는 소금의 농도에 관계없이 제조일로부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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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후에 pH 4.2 - 4.3 가량으로 감소하였으나 천일염김치는 제조일로부터 16일 후까지 pH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
다. 김치가 가장 맛있는 pH 조건인 pH 4.2 (Lee et al., 2018) 에 진입하는데 걸린 발효 시간은 용융소금 김치가 10일 가까
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소금 종류에 따른 유산균 총량 및 균총의 유형 차이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용융소금 김치에서 유산균 균총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에 보고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Kim and Kim, 2010) 더욱 자세한 미생물학적 차이점은 별도의 연구논문을 통하여 보고할 예정이다.

기능성성분 변화 

항산화력은 김치 시료 조건 중에 대부분의 조건에서 제조일로부터 9일 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16일부터 다
시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용융소금 김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Fig. 3). 소금의 종류와 소금 

농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폴리페놀은 제조 후 저장 기간에 따라 모든 조건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금 조건에 따른 차
는 거의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다(Fig. 4). 본 연구에서는 배추 내에 존재하는 성분을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나 백김치에
서 배추가 차지하는 원료 비중이 매우 크므로 김치의 전체적인 항산화력 및 폴리페놀 변화도 유사할 것으로 유추할 수 

Fig. 1. Salinity of Kimchi at different fermentation period.

Fig. 2. pH of Kimchi at different ferment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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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결론적으로 발효되는 동안 백김치의 항산화 활성 성분은 두드러진 변화가 없었으며 소금 종류에 따른 영향도 미
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배추에 존재하는 주요 flavonol은 quercetin과 kaempferol이 있는데, 본 연구에 쓰인 배추 품종에서는 quercetin은 검출
되지 않았고 kaempferol이 소량 검출되었다. LC 분석 결과 quercetin과 비슷한 RT값이 검출되었으나 내부표준물질을 이
용하여 확인한 결과 quercetin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LC-MS/MS 분석 결과 quercetin의 이성질체인 morin으로 동
정 되었다. Kaempferol은 모든 소금 조건에서 발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는데, 용융소금 김치에서 그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Fig. 5). 

Phenolic acid 중 gallic acid는 검출 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4가지 phenolic acid 성분의 총량은 저장기간 별, 각 조건에 따
른 경향성을 볼 수 없었다(Fig. 6).

Glucosinolate는 신선배추의 glucosinolate 함량과 비교했을 때 김치로 제조했을 때 그 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ang et al., 2006). 본 연구에서도 발효에 따른 17 종 glucosinolate의 총량이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Fig. 7). 소금 조건에 따른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일 이후 총량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Fig. 3. Antioxidative activity contents at different fermentation period.

Fig. 4. Total phenolic compound contents at different ferment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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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Kaempferol contents of flavonol at different fermentation period.

Fig. 6. Total phenolic acid contents at different fermentation period.

Fig. 7. Total glucosinolate contents at different ferment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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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고품질 용융소금을 이용한 차별화된 김치의 개발을 위해 발효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과 기능성 성분 변화를 연구하
였다. 김치의 염도는 천일염이 용융소금에 비해 높았다. 소금의 종류에 따라 유산균의 발효속도차이가 크게 나타났는
데, 천일염보다 용융소금 김치가 유산균 발효특성이 우수하였으며 김치의 pH 감소도 빨랐다. 기능성 성분 변화를 분석
한 결과, 항산화력은 저장 기간에 따라 9일 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그 이후로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
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도 장기간 발효에 따라 소폭 증가하였다. Kaempferol 함량은 용융소금김치는 천일염김치보다 

비교적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었으나 phenolic acid 류는 발효에 따른 유의적 감소가 없었다. 반면, glucosinolate 성분은 

모든 종류의 김치에서 감소함을 보였다. 종합하면 용융소금은 김치의 발효속도와 유산균 균총 특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추의 기능성성분 함량 변화에는 천일염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배추의 기능성성분은 김치가 발효되는 동안 대체로 감소하기는 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으므로 생리활성 성분이 강
화된 배추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건강기능성이 강화된 고급 김치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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