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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mchi is a traditional pickled food using Korean Chinese cabbage(Brassica campestris var. pekinensis) and also 
containing phytochemicals, glucosinolat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total 
glucosinolates levels of Kimchi using Korean Chinese cabbage of harvest time(June-July, August-September, 
October-November, December-April, May) according to storage temperature(4, 10, 15℃) and storage duration(0, 
1, 3, 5, 7, 10, 14, 21 and 28 day). For determination of glucosinolates, 50g of Baechu kimchi was used for analytical 
sample preparation provided with an anion exchanges column and measured by UV-visible Spectrophotometer. The 
highest contents of water occurred at August-September during fermentation. At 15, 10, 4℃, the pH in all of 
seasonal variation of Baechu kimchi declined, especially from 0 to 3 days at 15℃, from 0 to 7 days at 10℃
and from 0 to 14 days at 4℃. At that storage, the total glucosinolates levels in all of seasonal variation of Kimchi 
declined in storage temperature. Baechu kimchi at August-September showed the highest total glucosinolates levels. 
Also total glucosinolates levels decreased as storage period increased. Baechu kimchi fermented at 15℃ for 7days 
decreased rapidly and reached to the lowest at the 1day(ranged from 10.3±0.70 to 23.4±0.37 μmol/g dry weight).  
At 10℃ for 14days were ranged from 12.9±0.29 to 33.7±1.81 μmol/g dry weight before fermentation and decreased 
rapidly at the 3day(ranged from 9.5±0.54 to 20.5±0.61 μmol/g dry weight). Total glucosinolates levels of Baechu 
kimchi fermented at 4℃ for 28days decreased rapidly during 7day(ranged from 9.9±0.78 to 21.1±0.96 μmol/g dry 
weight) and then slowly decreased. Therefore the total glucosinolates levels decreased during storage time and  
depended on harvest time and storage conditions of K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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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배추(Korean Chinese cabbage, Brassica pekinensis R.)는

십자화과(Brassica vegetables)에 속하는 채소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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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산 및 소비가 높은 채소 중에 하나이다. 배추는 쌈

채소나 샐러드 등의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기도 하지만, 채

소의 특성상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품질저하가 일어나

장기간 일정하게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김치의

형태로 가공하여 소비되고 있다. 배추김치는 소금으로 절

인 후 여러 가지 부재료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한국 고유의



수확기간별 배추를 이용한 김치의 저장조건에 따른 Total Glucosinolates 함량 및 이화학적 변화 613

발효식품으로 비타민 및 무기질 등의 영양소뿐만 아니라

페놀화합물 등의 생리활성물질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암, 고혈압예방, 항산화 등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식품으

로서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배추김치 제조과정 중 절임공정, 숙성공정 및 저장과정

조건은 배추김치 맛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2). 특히, 절임공정의 염수 농도 및 절임시간, 숙성

및 저장과정에서의 온도와 시간은 배추김치 맛 형성에 밀접

한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한 최적의 조건 및 표준화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김치의 발효방법으로 가장 많

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저온저장 방법이며(3), 김치의 숙성

과정의 경우도 온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4,

5). 하지만, 최근 이러한 공정과정에서 아린 맛 및 쓴맛의

발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김치 품질에 이상이 발생하며

특히, 여름철 배추에서 더 심각한 아린 맛 및 쓴맛의 형성으

로 품질 변화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원인분석 연구가 필요

한 실정이다.

Glucosinolates(GSLs)는 유황함유 배당체로 식물의 조직

이 자연적으로나 가공처리와 같은 인위적인 조작 (절단,

절임, 데치기 등의 가공과정)에 의해 조직이 파괴되면 조직

속에 존재하는 가수분해 효소인 myrosinase에 의해

isothiocyanate, nitrile 및 thiocyanate 등과 같은 분해산물을

형성하게 된다(6-8). 이러한 성분들은 항균, 항암 등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9,10)을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4-methylthio-3-butenyl isothiocyanate(MTB-NCS) 등의 분

해산물의 경우 십자화과 채소류에 특징적인 매운맛 및 향미

를 형성(11-13)하기 때문에 이러한 채소를 섭취할 경우 관

능적인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GSLs는 식물의 유전적요인과 식물의 성장단계, 형태적 차

이, 재배기후 및 환경요인, 토양의 상태에 따라 GSLs의

종류와 함량 및 분해산물 형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4,15). 특히, 고랭지 지역에서 다량 재배되는 여름

철 배추의 경우 집중폭우 등 기상환경의 변화가 심하여

다른 수확기간의 배추에 비해 기후, 토양 등의 재배환경이

GSLs의 함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사계

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별로 다양한 재배환경에

서 배추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연구가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인 배추의 재배 및 수확기간 따른 김치 제조 시 형성되

는 분해산물의 종류와 함량이 다를 것으로 추정하고 분해산

물의 기지물질인 GSLs의 함량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한 김치는 발효 및 저장식품이므로 다양한 저장온도 및

기간에 따른 GSLs의 함량변화도 연구하여 김치품질 변화

요인을 찾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실험은 CJ 제일제당(주)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2007년

6～7월(노랑봄, 충남 해미), 8～9월(노랑여름, 강원도 태백),

10～11월(불암 3호, 충북 제천), 12～4월(동풍, 전남 해남)

및 2008년 5월(노랑봄, 전남 해남)에서 수확한 신선배추를

24시간 동안 4℃에서 예냉하여 9-10% 염수에서 18-24시간

동안 절인 후 세척 및 탈수과정을 거친 뒤 부재료를 첨가하

여 제조되었으며 1 kg씩 포장되어 있는 배추김치를 수확기

간별로 공급받아 분석하였다. 김치는 특성상 저장온도와

기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식품이므로 숙성온도인 15℃(0,

1, 3, 5일), 유통 및 매장 진열온도를 고려한 10℃(0, 3, 7,

10, 14일), 저장온도인 4℃(0, 7, 14, 21, 28일)로 저장온도별

기간을 달리하여 저장한 뒤 각각의 처리군의 시료를 50

g씩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수분 및 pH 측정

수분측정은 105℃ 상압건조법으로 2 g 정도의 시료를

취하여 105℃의 drying oven에서 수분을 제거한 후 칭량하

여 수분 함량을 산출하였다. pH는 배추김치 50 g을 취하

여 분쇄기로 마쇄하고 2겹의 거즈로 여과한 후 그 여과액

을 취하여 pH meter(Orion Model SA520, Japan)로 측정하

였다.

조효소 제조

아세톤 침전법(16)을 이용하여 원심분리한 침전물을 조

효소로 사용하였다. 4℃에서 12시간 냉장보관한 무를 분쇄

기(Buwon BW-3000, Korea)로 마쇄 후 여과하여 여과액의

1.5배에 해당하는 60% 아세톤을 가하여 0～4℃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26,895×g로 15분간 4℃에서 원심분리하여, 상

층액을 제거하고 남은침전물을 동결건조한 후 분말로 제조

한 뒤 -20℃에서 냉동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총 Glucosinolates (GSLs) 시료 제조

배추김치 50 g당 95℃의 80% 에탄올 100 mL를 첨가하여

95℃에서 15분 동안 환류추출한 후 여과하는 과정을 2번

반복한 뒤 여과액을 45℃에서 농축(EYELA N-1000, Japan)

한다. 원심분리한(26,895×g, 4℃, 15분) 후상층액을 ion-exchange

column에 통과시킨 후 Molish reaction을 통해 glucose가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증류수를 20 mL씩 3회 이상 흘려준

다. 0.1 M sodiumphosphate buffer 5 mL, 조효소(myrosinase)

50 mg, 10 mM ascorbic acid 1 mL를 첨가하여 18시간 동안

실온에서 교반하며 반응시킨다. 반응이 끝난 시료를

26,895×g로 4℃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buffer

layer)을 total GSLs 함량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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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GSLs 함량 분석

Total GSLs 함량 분석은 Thymol방법(17)을 이용하여 시

료 50 μL, 1% thymol reagent 1 mL와 H2SO4 7 mL를혼합한

뒤 95℃에서 35분간반응시킨 후 UV-visible spectrophotometer

(GENESYS 10VIS, USA) 505 nm에서 측정하였으며 0, 20,

40, 60, 80, 100 μg/mL의 농도로 제조한 glucose를 이용하여

glucose standard 곡선을 작성하여 정량하였다. Total GSLs

함량은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μmol/g dry weight로 나타내

었다.

통계분석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 software package

(Version 17.0,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고, 유의적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 분

본 실험에 사용된 배추김치는 2007년 6～7월, 8～9월,

10～11월, 12～4월 및 2008년 5월에 CJ 제일제당(주)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수확기간별 제조된 배추김치의 저장 온도

와 저장 기간별 수분 함량을 Fig. 1에 나타내었다. 6～7월,

8～9월, 10～11월, 12～4월(2007년) 및 5월(2008년) 배추김

치의 수분 함량이 저장 0일에 92.5±1.34, 93.7±1.92,

89.2±0.76, 88.9±1.23 및 91.0±1.41%로 측정되었으나 저장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분 함량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9월 저장 김치의 경우 저장 0일에

93.7±1.92%, 15℃ 저장 7일에 91.8±0.21%, 10℃ 저장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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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water content of Kimchi by various storage conditions on different harvest time. a(15℃), b(10℃) and c(4℃).

에 90.2±0.52% 및 4℃ 저장 28일에 90.9±0.33%로 다른 수확

기간별 배추김치보다 15, 10 및 4℃모두에서 저장기간 동안

가장 높은 수분 함량을 나타내었다. 고랭지 재배지는 여름

철 집중 폭우 등의 기상환경의 변화가 심한 지역으로 이곳

에서 수확된 8～9월 고랭지 배추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수확된 배추에 비해 높은 수분 함량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

된다(18).

pH

배추김치의 온도별 저장기간에 따른 pH 변화는 Fig. 2와

같다. 15℃에서 저장된 6～7월, 8～9월, 10～11월, 12～4월

(2007년) 및 5월(2008년) 배추김치는 저장 0일 각각 5.8±0.2,

5.9±0.3, 6.1±0.1, 4.6±0.3 및 5.6±0.3으로 측정되었으나 저

장 3일에 pH가 급격히 감소하여 4.6±0.1, 4.3±0.2, 4.1±0.2,

4.1±0.2 및 4.0±0.1로 나타났다. 10℃의 경우 저장 3일에

10～11월, 12～4월 및 5월(2008년) 저장 김치가 감소하였으

나 7일에는 모든 김치의 pH가 큰 감소율을 나타내어

4.4±0.2, 4.6±0.1, 4.1±0.2, 4.0±0.1 및 3.7±0.1로 감소하였다.

4℃에서 저장된 김치의 경우 저장 14일에 급격히 감소하여

4.7±0.2, 4.3±0.2, 4.1±0.2, 4.0±0.4 및 3.8±0.2로 측정되었다.

Lee 등(19)에 의해보고된 품종별 제조 김치의 숙성에 따른

pH 감소에 대한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15, 10, 4℃모두저장

에 따른 pH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저장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otal GSLs 분석

수확기간별 배추의 저장온도별, 저장기간에 따른 total

GSLs의 함량과 함량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저장 숙성

전 동일 조건으로 제조된 김치의 저장 0일 total GSLs 함량

을 분석한 결과 6～7월, 8～9월, 10～11월, 12～4월(2007년)

및 5월(2008년) 배추김치의 함량이 각각 26.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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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pH of Kimchi by various storage conditions on different harvest time. a(15℃), b(10℃) and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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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total glucosinolates levels of Kimchi by various storage conditions on different harvest time. a(15℃), b(10℃) and c(4℃).

33.7±1.81, 15.3±0.81, 12.9±0.29 및 14.2±0.62 μmol/g dry

weight로 8～9월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6～7

월 > 10～11월 > 5월(2008년) > 12～4월 순으로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gerbir 등(20)의 품종 및

재배 계절에 따라 GSLs 함량에 차이가 있다는보고와 유사

하며 품종, 재배 환경, 토양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모든 온도 조건하에서 저장하는 기간 동안

8～9월의 total GSLs의 함량이 높게 측정되었다. 8～9월

배추의 산지가 강원도 태백으로 고랭지 지역에서 재배되었

으며 이 시기에 재배된 고랭지 배추의 경우 생육초기 질소

기아 현상이 발생하여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한다(21). Chen

등(22)은 토양의 질소 함량이낮고 황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십자화과 채소에 존재하는 유황함유 배당체인 GSLs의 함

량에도 영향을 주어 total GSLs 함량이 높아진다고 하였으

며 Kim 등(23)은 다른 품종에 비해 고랭지 배추에서씁쓸한

맛이 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8～9월 배추

김치의 total GSLs 함량이 다른 기간의 배추김치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으며, 8～9월 고랭지 배추로 제조한 배추김

치의 경우 다른 계절에 수확하여 제조한 배추김치보다 아린

맛 및 쓴맛이 강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장온도별 총 저장기간의 total GSLs 함량변화 패턴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장초기의 total GSLs의 함량

이 급격히감소되는 기간은 각각의 저장온도별 차이를 나타

내었다. 15℃ 저장의 경우, 0～1일에서 저장기간 동안 6～7

월, 8～9월, 10～11월, 12～4월 및 5월(2008년) 배추김치의

함량이 각각 23.4±0.37, 19.7±1.14, 11.1±0.28, 10.6±0.69 및

10.3±0.70 μmol/g dry weight로 10.76, 41.35, 27.21, 17.51

및 27.69%의 함량이 감소하였다. 10℃의 경우 저장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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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17.4±0.81, 20.5±0.61, 15.0±0.38,

10.9±0.78 및 9.5±0.54 μmol/g dry weight로 47.13, 31.48,

3.52, 14.57 및 32.96%가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4℃ 저장 배추김치의 경우, 0～7일에 급격히 감소하여

14.6±0.39, 21.1±0.96, 11.7±0.10, 13.3±1.89 및 9.9±0.78 μ

mol/g dry weight로 12～4월을 제외한 6～7월, 8～9월, 10～

11월 및 5월(2008년) 배추김치의 함량이 각각 44.43, 37.31,

23.30 및 30.01%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total

GSLs의 함량이 저장온도와 저장 기간에 따른 요인에 영향

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는 결과이며, 특히 15℃의 경우 저장

1일에 total glucosinolates 함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1

0℃ 및 4℃의 경우 각각 저장 3일과 7일에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저장온도가 높을수록 저장초기에

total GSLs 함량이 급속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MTB-NCS를포함한 3-indolylmethyl, 4-hydroxy-3-indolylmethyl

등의 화합물인 indole glucosinolates는 total GSLs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숙성기간에 따라 십자화과 채소의 매운맛

성분인 MTB-NCS의 함량은 감소한다(12). MTB-NCS를 포

함한 total glucosinolates의 감소는 숙성에 따른 pH 저하로

인한 myrosinase 활성도감소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

서 배추김치를 고온에서 보관하는 것은 total GSLs 및 그

분해산물에 영향을 주어 아린 맛 및 쓴맛의 발생을 감소시

킬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결과는 Shim 등(24)의 저장에

따른 total GSLs의 함량이 저장기간의 경과에 따라 조금씩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Lee 등(19)에 의하면 김치의 경우 저장 온도와 저장기간

에 따라 미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 품질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에 의한

김치의 맛 형성 및 변화 영향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주원료인 배추의 수확기간에 따라

계절별 total GSLs 함량의 차이를 보이며 배추김치의 저장

온도와 저장 기간에 따른 함량의 차이가 있음과 관련된다.

특히 8～9월에 제조된 배추김치의 저장과정에서 보다 분명

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시기에 비해

여름철 배추에서 더 많이 아린 맛 및 쓴맛이 발생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바탕으로 glucosinolates-

myrosinase system에 의한 분해산물과의 상관관계 등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배추김치의 저장 온도와 저장 기간별 total GSLs 함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7년 6～7월, 8～9월, 10～11월, 12～4

월및 5월(2008년) 수확하여제조한배추김치를 anion-exchange

column을 통과시키고 아세톤 침전법을 사용하여 제조한

crude myrosinase로 반응시켜 함량 변화를 측정하였다. 수

분 함량의 경우 8～9월 배추김치가 다른 기간에 제조된

배추김치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pH의 경우 15℃ 저장

3일, 10℃ 저장 7일, 4℃ 저장 14일에서 모든 김치의 pH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Total GSLs를 분석한 결과 저장온도에

따라 15℃와 10℃의 경우 저장 3일에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4℃의 경우 저장 28일에 가장낮은 함량을 나타

냈다. 또한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

나 모든배추김치의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8～9월 배추김치의 함량이 다른 기간에 제조된 배추김치에

비해 높은 함량을 보였다. 따라서 배추김치의 저장에 따른

total GSLs 함량은 저장온도 및 저장기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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