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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laska pollack addition on the quality of Kimchi during 20 days of fermentation 
at 10C. Alaska pollack was added to salted cabbage at concentrations of 0%, 6%, 12%, or 18% (all w/w). The 
quality characteristics determined were pH, acidity, salinity, reducing sugar content, color, free amino acid level, 
and lactic acid bacterial counts, at 4 d intervals over 20 d, during progressive fermentation at constant temperature 
(10C). Changes in pH, acidity, and reducing sugar content during fermentation were increased when Alaska pollack 
was added, whereas salinity decreased. Total lactic acid bacterial counts achieved maximum levels on day 8 for 
Kimchi with 18% (w/w) Alaska pollack, and the other Kimchi samples attained their highest values on day 12. 
In terms of color, the L, a, and b values of Kimchi rose with addition of Alaska pollack. The free amino acid 
content of Kimchi increased as the level of added Alaska pollack rose but gradually fell as fermentation progressed. 
Upon sensory evaluation, Kimchi with 6% (w/w) Alaska pollack scored highest in terms of appearance, texture, 
taste, and overall acceptance. In conclusion, our results indicate that Alaska pollack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Kimchi, increasing the content of free amino ac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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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김치는 대표적인 젖산발효 채소식품으로 한국의 대표적

인 전통식품이다. 김치의 주재료는 배추이며, 염절임한 배

추에 고춧가루, 마늘, 파, 생강 등 향신조미료와 맛을 돋우기

위하여 다양한 젓갈을 첨가하여 적당한 온도에서 일정기간

발효한다(1). 김치는 발효 중에 생성되는 유기산 및 유리아

미노산과 재료가 가지는 다양한 맛이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띠게 한다. 그 중 유리아미노산은 맛은 물론 젖산균의 번식

에 영향을 주어 김치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2).

이러한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은 재료의 종류와 양, 숙성온

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3). 김치에 첨가하는 부재료 중 젓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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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해산물은 김치의 맛을 증진시켜주고 아미노산 등 영양가

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4). 젓갈은 그

자체로도 우리나라의 주요 전통발효식품의 하나로서 김치

의 숙성을 촉진하는 등 김치 담금에 있어 주요 첨가소재이

며 이에 대한 기능성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젓갈 대용

부재료로서 해산물을 김치에 첨가하는 연구도 시도되고

있는데 해산물은 김치 숙성 중 자기소화와 김치 미생물이

생성하는 효소들에 의하여 단백질이 분해되어 구수한 맛을

냄과 동시에 젖산균의 영양원이 된다(5). 현재까지 연구된

김치의 부재료로서 첨가하는 해산물에는 미더덕(6), 과메

기(7), 북어가루(8), 명태육가수분해물 및 굴가수분해물(5),

생멸치(9)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김치의 조합이 다양하며, 원부

재료의 종류와 배합, 그리고 발효방법에 따라 특색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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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그 중 강원도와 함경도지방에서

는 전통적으로 명태를 김치의 부재료로서 사용하여 왔는

데, 강원도는 김치의 기본적인 재료에 생 오징어채나 생태

살을 꾸득꾸득하게 말려 잘게 썬 상태로 첨가하며 시원하고

개운한 맛을 내는 특징이 있으며, 함경도는 젓갈을 잘 쓰지

않고, 생태나 생가자미를 썰어 넣고 국물은 넉넉히 부어

국물 맛이 신맛을 내고 상큼한 것이 특징이다(10). 명태

(Alaska pollack, Theragra chalcogramma)는 한국과 일본

주변에서 서식하는 대구목, 대구과, 명태속에 속하는 종(11)

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어획되는 명태는 백색어류로서,

냉동 명태 가식부 100 g 당 수분 85 g, 지질 0.5 g, 단백질

15.9 g, 회분 1.2 g이며, 나트륨과 칼륨, 칼슘, 인이 각각

210 mg, 238 mg, 48 mg, 200 mg 정도로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등 비타민도 소량

함유되어 있다(12). 이처럼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명태를

김치에 첨가하는 것은 함경도와 강원도의 특색 있는 김치이

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며,

명태를 식품에 응용한 연구도 전통 명태식해 숙성중의 정미

성분(13)과 미생물 및 효소학적 특성(14), 명태육의 발효에

의한 천연풍미물질의 생성(15) 등으로 부족한 실태이다.

최근에는 영양이나 기능성이 강조된 건강기능식품의 생

산 공급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김치에서도 그 다양성이 강조

되고 있다. 생리활성을 지닌 부재료를 첨가하여 기능성을

강조하거나 한방약재를 첨가한 김치, 해조류 및 기호 특수

재료를 첨가한 김치가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특색 있는 김치를 발굴하

여 김치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김치에 부족한 아미노산 영양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명태를 이용하여 명태김치를 제조하였다. 명태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김치를 제조한 후 숙성시키면서 발효기간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 및 김치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

며, 숙성 중 생성되는 아미노산 함량과 이들이 김치의 기호

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춧가루는 청결고춧가루(충북음

성)를, 명태는 러시아산 냉동 명태살을 농협 하나로 마트에

서 구입하였으며 김치 제조 실험에 사용된 배추, 마늘, 생강,

쪽파는 2009년 3월 서울 소재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구입하였으며 절임공정에 사용한 소금은 천일염(해표 천일

염)을 사용하였다.

김치 제조

김치 제조는 배추를 정선한 후 3×3 cm 크기로 동일하게

세절하여 15% 소금물에 3시간 절인 다음 흐르는 물로 2회

세척한 후 1시간 탈수하였다. 탈수된 배추의 염도는 Mohr

법(16)으로 측정하여 3.0±0.3% 수준이 되도록 하였다. 고춧

가루는 배추 100 g 당 3.1 g을 첨가하였으며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파 3.1 g, 마늘 1.5 g, 생강 0.4 g을 첨가하였

으며 명태는 0.5×0.5 cm2 크기로 잘라, 절인배추의 무게비

(w/w)로 6, 12, 18%씩 첨가하여 김치를 제조하였다. 김치는

500 g 씩 계량한 후 low density polyethylene film(LDPE,

50 μm, Samyoung Chemical Co., Korea)으로 포장하여 10

℃에 저장하면서 4일 간격으로 품질을 평가하였다.

Table 1. Ratio of ingredients for Kimchi preparation

Ingredient(g)
Treatment

0%
1)

6% 12% 18%

Salted chinese cabbage 100 100 100 100

Green onion 3.1 3.1 3.1 3.1

Garlic 1.5 1.5 1.5 1.5

Ginger 0.4 0.4 0.4 0.4

Red pepper powder 3.1 3.1 3.1 3.1

Alaska Pollack 0 6 12 18
1)The ratio of alaska pollack addition to salted chinese cabbage.

pH, 산도 및 염도 측정

김치는 100 g을 부위별로 채취하여 blender(KA-2600,

Kaiser, Korea)로 분쇄하여 cheese close 거즈로 여과한 후

여과액을 사용하였다. 염도는 Mohr법(16)으로 여과액 5 mL

에 10% K2CrO4를 첨가한 후 0.1 N AgNO3 용액으로 갈색이

되는 종말점을 적정하였다. pH는 pH meter(AB 15 Fisher

Scientific, U.S.A.)로 측정하였고, 산도는 김치액 10 mL를

0.1 N NaOH 용액으로 pH 8.2까지 중화시키는데 소비된

0.1 N NaOH의 소비 mL를 lactic acid 함량(%)으로환산하여

적정산도로 표시하였다. 각 실험은 3회반복하여얻은평균

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환원당 측정

환원당 함량은 마쇄한 김치의 여과액을 20,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징액을 시료로 하여 Dinitrosalicylic

acid(DNS)에 의한 비색법(17)으로 측정하였다. 50배로 희

석한 김치즙 희석액 1 mL에 DNS 시약 3 mL을 가하여

잘교반한 후끓는 물에서 5분간반응시키고 냉각시켜 발색

된 용액을 분광광도계(V-550 Jasco japan)를 사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이 측정치를 glucose로 환

산하여 표시하였다.

색도 측정

색도는 표준백판(L=97.75, a=-0.49, b=1.96)으로 보정된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제16권 제5호 (2009)774

색도계(CR-200, Minolta Co.,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시료는 blender(KA-2600, Kaiser, Korea)로 분쇄하

여 Hunter 색체계인 L, a 및 b 값을 측정하였으며 ΔE 값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ΔE = (ΔL2 + Δa2 + Δb2 )1/2

아미노산 분석

아미노산 분석은 각 처리군의 김치를 72시간 동결건조

(TD5508 Freeze dryer, Inshin lab, Co., LTD, Seoul, Korea)하

여 분쇄한 후, 김치 시료 약 1.0 g을 정확히 취하여 ampule

에 넣고 6 N HCl 15 mL를 가한 다음 N2로 치환하여 신속하

게 밀봉하였다. 이를 105℃ 오븐에서 24시간 가수분해시킨

뒤 방냉하여 탈이온수로 50 mL 정용플라스크에 정용 후,

0.2 μm membrane 필터로 여과하였다. 여액 2 mL를 취해

25 mL 정용한 후, 이를 AccQ-Tag 방법(18)으로 유도체화

(AccQ-Fluor, Reagent Kit, U.S.A.) 시키고 아미노산 분석기

(pump PU-980, detector FP-920, autosampler AS-950-10, 이

상 Jasco, Japan)를 이용하여 아미노산을 분석하였다. 이때

구성아미노산 분석조건은 칼럼은 Nova-Pak C18(3.9×150

mm, Waters, U.S.A.), 주입량은 10 μL, 칼럼 온도는 30℃,

검출기는 fluorescence(Ex. 250 nm, Em. 395 nm), 이동상은

0.14 M sodium acetate(A), 60% acetonitrile(B)의 gradient법

(18)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사용한 시약은 특급 및 HPLC용

을 사용하였으며, 아미노산 표준물질은 amino acid

standard(Sigma, U.S.A.)를 사용하였다.

젖산균 측정

김치 10 g을 채취하여 0.85% 멸균 식염수에 단계적으로

희석한 후 pour plate method로 접종하였다. 젖산균 배지는

0.02% sodium azide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를 함유한 MRS agar (Merck Co., Darmstadt,

Germany) 배지를 사용하여 35℃에서 72시간 배양한 후 균

수를 측정하였다. 각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얻은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관능 평가

관능 평가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15명의 훈련된 관능검

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선호도는 김치의 외관

(appearance), 향미(flavor), 맛(taste), 조직감(texture), 전반

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로서 매우 좋다: 7점, 매우

싫다:1점으로 하였고 비린 향미(fishy flavor), 신맛(sour

taste), 짠맛(salty taste), 숙성된 맛(ripened taste)은 강도로서

아주 강하다: 7점, 아주 약하다: 1점으로 하였다. 시료를

1회용 희색 폴리에틸렌 접시에 각각 10 g씩 나누어 담았으

며, 한 개의 시료를 먹고 난다음 물로 헹군 뒤평가하도록

하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의 모든 결과는 통계분석용 프로그램인 SAS

package (version 9.1)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

내었다. 각 실험군 간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pH, 산도 및 염도의 변화

명태를 배추중량 대비 6, 12, 18%로 첨가하여 제조한

김치를 10℃에서 4일 간격으로 20일간 발효, 숙성시키면서

관찰한 발효기간별 pH, 산도 및 염도의 변화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pH는 낮아지고 산도는

증가하는 기존에 보고된 김치의 발효양상과 일치하였으며

(19), 김치를 담근직후 시료간의 pH는 5.35∼5.94로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다. 저장 4일까지는 pH가 약간 감소되었다

가 숙성 초기 시점인 8일째에는 전 실험군에서 급격한감소

현상을 보였으며 대조군의 값이 시험군에 비해 낮았다. 명

태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pH가 유의적으로 높아졌으며,

저장 12일 이후에는 대조군에 비해 pH의 감소가 둔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저장 12일부터 pH가 일정하게 유지되

어 지금까지관찰된 여러 종류의 김치에서 적숙기가 지나면

서 김치 재료에 따른 pH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과

같은 경향이다(19). 일반적으로 김치 적숙기의 최적 pH는

4.20이고 발효 후기의 pH는 3.60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20), 대조군과 명태첨가 김치의 pH 4.20∼4.30이 되는 숙성

적기 시점은 12일로 나타났다. 명태 무첨가 김치에서는 숙

성 12일에 pH 4.17 에서점차감소하여 저장 20일에는 pH가

4.07 수준으로 김치 적숙기의 가식기간이 매우 짧았으나

명태를 첨가군에서는 숙성 16일째에도모두 pH 4.2 수준을

유지하였고, 18% 첨가군은 저장 20일째에도 pH 4.22를 유

지하여 대조군에 비해 명태첨가군은 가식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백질 급원을 첨가한 김치에서는 단백

질의 완충작용에 의해 pH의 급격한 감소가 억제된다고 보

고되었는데(21), 명태의 가식부 100 g 당 17.5%의 조단백질

이 함유되어 있어(22), 명태에 함유된 단배질의 완충작용에

의해 적숙기 이후 pH의 감소가 둔화 또는 유지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새우젓을 첨가하여 김치를 제

조한 Park 등(5)의 연구에서 숙성초기 새우젓갈 첨가구의

pH가 대조구에 비해 비교적높았는데 이는 숙성 초기 아질

산염 함량이 비교적높았기때문에 아질산염에 의한환원작

용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김치가 숙성됨에 따라 생성되는 젖산균으로 인하여 산도

는 저장 12일째에 급격한 증가현상을볼 수 있었으며, 대조

군에 비해 시험군의 값이 높았다. 김치의 적숙기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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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pH of Kimchi with the different amount of
Alaska Pollack during fermentation at 10℃.
1)a,b,c,d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2. Changes in acidity of Kimchi with the different amount of
Alaska Pollack during fermentation at 10℃.
1)a,b,c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on the same da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3. Changes in salinity of Kimchi with the different amount of
Alaska Pollack during fermentation at 10℃.
1)a,b,c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on the same da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는 적정산도를 0.6∼0.8%로 본다면(23), 대조군과 명태 첨

가군 모두 적숙기의 적정산도를 나타낸 것은 8일∼12일

사이로 추정되며 이것은 pH의 결과와도 일치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Jung 등(7)의 과메기를 첨가한 김치에서도 과

메기를 첨가량이 높아질수록 산도가높게 측정되어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찹쌀풀 및 새우젓을 첨가하여 김치를 제

조한 Lee 등(24)의 연구에서 10% 젓갈 첨가 시료의 산도

증가폭이 전 발효과정을 통해 가장 컸다고 보고하였고,

Park 등(5)의 연구에서도 명태가수분해물을 첨가한 김치를

제조하여 저장기간별로 산도를 측정하였는데 대조구에 비

해높은 산도를 보여 본 실험과도 일치하였으며, 이는 젖산

균에 의한 산 생성이 숙성 초기부터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김치 발효 중의 산도변화는

pH와는 달리 김치에 첨가하는 부재료의 이화학적 특성에

따른 영향으로 인하여 김치발효 초기보다 후기에 현저히

나타난다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대조군과 6% 첨가군은

저장 20일 까지도 1%이하를 유지하였지만 명태 첨가량이

많았던 12% 첨가군과 18% 첨가군이 각각 1.06, 1.08로 다소

높은값을 나타냈다. 이와같은 결과는 김치에 명태를 첨가

함으로써젖산균의작용이 활발하여 숙성이빨리 진행되어

적숙기의빠른 유도를 이끌었으며 적숙기에 도달한 이후에

는 명태에 함유된 아미노산과 소금에 의해 생성된 염류

또는 단백질이 가지는 완충작용으로 가식기간을 늘려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초기 염도는 2.79∼3.32% 수준으로 명태 첨가가 많을수

록 염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명태 첨가로

인한 것이며 저장 기간 동안에도 무첨가군이 첨가군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Bae와 Lee(6)는 미더덕을

첨가한 김치에 관한 연구에서 미더덕의 첨가량이높아질수

록 염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과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첨가된 부재료의 이화학적 특성이 다르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Ko 등(25)도 액체 상태인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액체육젓과 어육이 함유된 새우젓과 조개젓을

이용하여 젓갈첨가 김치를 제조하였는데 액체 상태인 젓갈

은 대조군과 pH 및 산도의 변화패턴이 유사하였지만 어육

이 함유된 새우젓을 첨가한 김치는 다른 군에 비해 pH가

높고, 조개젓을 첨가한 김치는 산도가 높게 나타나 김치

제조시 첨가하는 부재료의 이화학적 특성에 따라 pH와 산

도, 염도는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환원당의 변화

명태를 배추중량 대비 6, 12, 18%로 첨가하여 제조한

김치의환원당의 변화는 Fig. 4와같다. 명태 첨가량이많아

질수록 김치의 환원당 함량도 높게 나타났다. 숙성 과정에

따른 환원당의 함량도 저장 4일까지는 약간 감소되었다가

4일 이후부터 급격한 감소를 보였으며, 저장 8일부터는 감

소되는 폭이 줄어 저장 20일에도 명태 첨가군은 초기함량

의 50% 수준인 8% 이상 유지하였지만 대조군은 초기함량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제16권 제5호 (2009)776

의 1/3수준인 4.96%까지 감소되었다. 김치의 환원당은 미

생물의 탄소원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유기산이 생성되므로

환원당 함량은 미생물 균수, pH 및 산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김치의 단맛과 신맛에큰영향을끼친다(26). 일반적

으로 김치는 숙성중 젖산균에 의해 김치 재료 중 당분이

분해되어 유리당을 생성한다고 하며 잔류당이 50%일 때

적숙기로 본다. 주된 유리당으로는 mannose, fructose,

glucose, galactose 등이 있으며, 이들은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감소된다는 보고도 있다(9,26). 명태 첨가군의

경우 제조 당일에 환원당의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저장

20일까지도 초기 환원당 함량의 50%정도를 유지하여 가식

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으며, 김치 발효시 명태가 미생물의

영양원으로 사용되어 당이 미생물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생멸치를 첨가

한 김치의 연구(9)에서도 나타났으며, 찹쌀풀 및 새우젓을

첨가하여 김치를 제조한 Lee 등(24)의 연구에서 김치발효

에 관여하는 미생물에 의해 당이 이용되는 것은 젓갈을

첨가한 시료들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전 발효 기간을 통해

찹쌀풀 첨가구가 젓갈만 첨가한 시료들에 비해 높은 당

함량을 보였는데, 이는 첨가된찹쌀풀이 숙성 중 일부 분해

되어 당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며, 결론적으로 젓갈이 찹쌀

풀보다 김치 발효를 촉진시킨다고 보고하였다.

Fig. 4. Changes in reducing sugar of Kimchi with the different
amount of Alaska Pollack during fermentation at 10℃.
1)a,b,c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on the same da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젖산균수의 변화

명태를 배추중량 대비 6, 12, 18%로 첨가하여 제조한

김치의 숙성기간 중 미생물 변화는 Fig. 5에 나타내었다.

초기 젖산균수는 4.76∼4.90 log CFU/g으로 명태 첨가량이

많을수록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명태를 가장 많이 첨가한

18% 첨가군은 저장 8일에 젖산균수가 7.89 log CFU/g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조군과 나머지 군은 적숙기인 저장 12일

에 가장높은 수준을 보인 이후 다시감소하는 양상을 보였

다. 젖산균은 김치발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균으로

초기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저장 12일째에 급격히 증가된

산도의 변화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김치

숙성 초기에는 젖산균들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산 생성과 무관한 호기성 미생물들이왕성한 활동을

나타내지만 명태의 풍부한 당과 아미노산에 의해 젖산균의

생육이 활발해져 젖산을많이 생성하면서 산도가높아짐에

따라 초기 미생물들이감소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된

다. Cha 등(14)의 명태식해 숙성 중 미생물 및 효소학적

특성연구를 살펴보면 숙성 적숙기에 총균수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로 서서히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젖산균은 영양 요구성이매우 까다롭고복잡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김치 제조 시 명태를 첨가함으로써젖산균이필요한

amino acid와 nitrogen source를 제공하여 김치 숙성시 젖산

균의 생육을 촉진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치 숙성 시 명태의 풍부한 아미노산에 의해 젖산균의

생육을 촉진한 것으로, 명태의 자기소화와 김치 미생물이

생성하는 효소들에 의해 단백질이 분해되어 구수한 맛을

내고 젖산균의 영양원이 된 것으로 사료되며 명태를 첨가량

이 가장많았던 18%첨가군은 풍부한 영양원에 의해 발효가

촉진되어 저장 8일째에 젖산균의 수가 가장높았던것으로

생각된다.

Fig. 5. Changes in Lactic acid bacterial cell count of Kimchi with
the different amount of Alaska Pollack during fermentation at 10℃.

색도의 변화

김치 색도의 경우 김치 제조 직후 L값은 31.68∼34.00,

a값은 3.35∼4.26, b값은 3.63∼5.05 수준을 나타내었고 명

태의 함량이 많을수록 L값(명도), a값(적색도), b값(황색도)

모두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숙성기간 중 L값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a값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b값은

서서히 증가하여 숙성 8, 12일째최고에 달하였다가 그 이후

감소하였다. 붉은색과 노란색의 비율인 a/b ratio는 제조직

후 0.84∼1.00이였지만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감소

하여 저장 20일에는 0.49∼0.67 수준으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ΔE)의 경우 숙성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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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질수록 전체적으로 수치가 증가되었고 모든 군이 0.54

∼2.28의 수치범위에 있어 근소하게 차이를 나타냈으나 육

안으로는 구별하기 힘들었다(Table 2). 이는 김치의 숙성이

진행될수록 배추와 양념및 부재료, 명태 등 전체 시료들이

혼합되어 숙성되고 명태 자체의 연한황백색이 김치에 영향

을 주었으나 그 정도가 약하여 전반적으로 색도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 Changes in color value of Kimchi with the different
amount of Alaska Pollack during fermentation at 10℃

Fermentation
period(days)

Treatment

0% 6% 12% 18%

L

0 31.68±0.24
1)C2)

32.65±0.79
A

33.49±1.40
AB

34.00±0.81
B

4 31.72±0.03
B

32.28±0.26
A

32.53±0.18
A

32.71±0.06
A

8 32.12±0.24
B

32.75±0.42
A

32.89±0.29
A

33.34±0.25
A

12 32.12±0.60
D

33.03±0.40
C

32.98±0.35
B

33.67±0.04
A

16 31.63±0.11
C

32.55±0.10
B

32.86±0.08
B

33.49±0.06
A

20 31.99±0.21
B

32.88±0.0
8A

32.90±0.42
A

33.78±0.14
A

a

0 3.35±0.22ab3)B 4.30±0.16aA 4.41±0.67aA 4.26±0.44bA

4 3.74±0.20aC 4.18±0.36aB 4.69±0.13aA 4.81±0.06aA

8 2.79±0.33bcB 3.48±0.66bB 3.98±0.41aA 2.88±0.26dAB

12 2.90±0.53bcB 3.43±0.51bAB 2.96±0.36bAB 3.75±0.04cA

16 2.75±0.18cA 2.19±0.02cB 2.97±0.17bA 2.87±0.06dA

20 2.66±0.26
cAB

2.49±0.15
cB

2.23±0.36
cB

3.12±0.17
dA

b

0 3.63±0.33
bC

4.30±0.51
cBC

4.88±0.33
abAB

5.05±0.21
dA

4 3.99±0.16
abC

4.63±0.35
abcB

4.81±0.14
abAB

5.13±0.03
cA

8 4.14±0.27
abB

4.93±0.56
abA

5.17±0.33
aA

5.39±0.29
abcA

12 4.31±0.43
aC

5.11±0.42
aBC

4.93±0.33
abAB

5.70±0.07
aA

16 3.77±0.18
abD

4.17±0.04
cB

4.72±0.22
abC

5.23±0.12
bcdA

20 3.99±0.27
abC

4.57±0.17
abcB

4.55±0.37
bB

5.47± 0.16
abA

a/b

0 0.92 1.00 0.90 0.84

4 0.94 0.90 0.98 0.94

8 0.67 0.71 0.77 0.53

12 0.67 0.67 0.60 0.66

16 0.73 0.53 0.63 0.55

20 0.67 0.54 0.49 0.57

ΔE

0 0 0 0 0

4 0.54 0.51 1.01 1.41

8 0.88 1.04 0.79 1.59

12 0.92 1.25 1.54 0.89

16 0.61 2.11 1.58 1.48

20 0.84 1.84 2.28 1.24
1)
Average± 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2)A,B,C,D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a,b,c,d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아미노산의 변화

명태를 배추중량 대비 6, 12, 18%로 첨가하여 제조한

김치를 10℃에서 4일 간격으로 20일간 숙성시키면서 관찰

한 발효기간별 유리아미노산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조군과 명태 첨가군은 명태첨가량에 따라 점점 유

리아미노산의 총량이 증가하였고, 발효가 진행될수록감소

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발효 후의잔존량도 명태 첨가량

에 의존적으로 나타났다. 유리아미노산의 총 함량은 김치

담금 직후 대조군에서 11.66 mg%, 명태를 6% 첨가군은

17.04 mg%, 12% 첨가군은 21.62 mg%, 18% 첨가군은 29.27

mg%로 대조군에 비해 각각 0.7배, 1.8배, 2.5배로 증가되었

으며, 각각의 아미노산 함량도 명태 첨가량에 비례하여 2∼

3배 증가하여 명태 첨가량이 많을수록 유리아미노산의 총

함량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Lee 등(24)의 연구에서도

유리아미노산의 총 함량은 김치 담금 직후 젓갈을 첨가

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해 젓갈을 첨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발효 후기에는 그 양이감소하였으나 젓갈 첨가량이많을수

록 유리아미노산의 잔존량이 높게 측정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결과와 일치하였다.

명태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주요 아미노산으로는

glutamic acid, alanine, aspartic acid, proline 등이며 이들이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의 56%를 차지하였으며 명태 첨가군

에서는 glutamic acid, aspartic acid, lysine, alanine, leusine이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의 50%이상을 차지하여 명태를 첨가

함으로써 아미노산의 조성 및 함량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 Lee 등(8)의 북어가루를 첨가한 김치에 관한 연구

에서도 적숙기인 9일째에 유리아미노산을 분석하였는데

대조군의 경우 glutamic acid, glutamine, alanine, aspartic

acid, proline 이 총 아미노산의 50%이상을 차지하였고 북어

가루를 첨가한 군에서는 glutamic acid, aspartic acid,

glutamine, alanine, valine이 총 아미노산의 50%이상을 차지

하여 본 실험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Cha 등(13)

의 명태식해 숙성중의 정미성분에 관한 연구에서도 숙성

중 아미노산의 변화를 측정하였는데 20℃에서 15일간 숙성

한 명태식해에서는 glutamic acid, alanine, leucine, lysine,

proline, aspartic acid, valine, glycine이 총 아미노산의 55%

를 차지하였다고 보고하여 glutamic acid, aspartic acid,

lysine, alanine, leusine가 50%이상 차지하는 본 실험결과의

아미노산 조성과 유사하여 명태첨가가 김치의 유리아미노

산 조성 및 함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ho와 Rhee(3)의 연구에서는 theonine & serine, glutamic

acid, alanine이 총 아미노산의 60%이상을 차지했던 대조구

에 비해 멸치액젓을 절인배추 무게의 10%이상 첨가했을

때 glutamic acid, aspartic acid, lysine, alanine, valine이 총

아미노산의 50%이상을 차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

은 결과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젓갈 또는 북어와 같은 젓갈

대체물 첨가가 김치의 아미노산 조성 및 함량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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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amino acid of Kimchi with the different amount of Alaska Pollack during fermentation at 10℃

Treatment Fermentation
period(days)

Amino acid(mg%)1)

Asp Ser Glu Gly His Thr Arg Ala Pro Cys Tyr Val Met Lys Ile Leu Phe total

0%

0 1.23 0.63 3.23 0.45 0.21 0.45 0.67 1.26 0.77 0.12 0.15 0.51 0.07 0.56 0.37 0.61 0.38 11.66

4 1.15 0.62 3.39 0.44 0.23 0.44 0.63 1.41 0.88 0.12 0.16 0.52 0.07 0.54 0.38 0.55 0.38 11.92

8 1.38 0.68 3.37 0.56 0.23 0.51 0.74 1.49 0.98 0.11 0.20 0.59 0.09 0.63 0.42 0.78 0.44 13.19

12 1.15 0.65 2.97 0.46 0.21 0.45 0.59 1.27 0.88 0.20 0.21 0.50 0.10 0.52 0.36 0.55 0.38 10.31

16 1.18 0.71 2.73 0.53 0.24 0.51 0.63 1.23 1.01 0.00 0.19 0.57 0.10 0.52 0.41 0.60 0.43 10.41

20 1.22 0.68 2.95 0.51 0.23 0.50 0.53 1.36 0.98 0.00 0.17 0.55 0.10 0.58 0.39 0.58 0.38 10.48

6%

0 1.78 1.01 3.94 0.76 0.34 0.70 1.01 1.59 1.03 0.21 0.33 0.80 0.17 1.10 0.63 1.02 0.63 17.04

4 2.00 1.08 4.31 0.91 0.41 0.84 1.17 1.83 1.14 0.29 0.42 0.91 0.26 1.38 0.73 1.24 0.72 19.64

8 1.84 1.04 4.11 0.75 0.32 0.73 0.85 1.72 1.10 0.44 0.38 0.78 0.17 1.04 0.59 0.98 0.60 15.58

12 1.83 1.04 3.93 0.82 0.34 0.78 0.77 1.65 1.06 0.32 0.44 0.83 0.24 1.18 0.63 1.09 0.65 15.76

16 1.45 0.70 3.86 0.70 0.23 0.54 0.46 1.69 0.76 0.00 0.26 0.70 0.18 0.87 0.54 0.75 0.50 14.19

20 1.63 1.04 3.78 0.84 0.34 0.76 0.76 1.66 1.13 0.00 0.33 0.81 0.19 1.08 0.63 1.16 0.59 15.10

12%

0 2.27 1.28 4.60 1.04 0.44 0.93 1.28 1.87 1.13 0.28 0.48 1.01 0.27 1.62 0.83 1.46 0.82 21.62

4 2.25 1.26 4.56 1.14 0.49 1.05 1.41 1.95 1.18 0.39 0.55 1.09 0.38 1.71 0.90 1.55 0.90 22.76

8 1.89 1.25 3.68 1.07 0.41 0.93 1.10 1.58 1.16 0.63 0.56 0.90 0.30 1.28 0.70 1.29 0.81 17.66

12 1.99 1.37 4.03 1.09 0.44 0.97 1.10 1.79 1.22 0.60 0.59 0.96 0.32 1.40 0.76 1.38 0.84 18.86

16 2.40 1.66 4.96 1.31 0.53 1.16 1.22 2.20 1.49 0.24 0.56 1.26 0.27 1.78 1.02 1.64 0.97 22.30

20 2.14 1.49 4.66 1.23 0.52 1.10 1.23 2.12 1.45 0.22 0.53 1.18 0.33 1.63 0.96 1.68 0.93 21.27

18%

0 2.85 1.88 5.40 1.57 0.65 1.41 1.81 2.25 1.40 0.40 0.74 1.44 0.46 2.38 1.24 2.16 1.22 29.27

4 2.35 1.53 4.75 1.26 0.54 1.12 1.53 2.11 1.31 0.43 0.63 1.19 0.32 1.85 0.98 1.68 0.99 24.56

8 2.23 1.47 4.28 1.16 0.48 1.07 1.25 1.84 1.24 0.63 0.69 1.11 0.36 1.73 0.90 1.63 0.94 20.76

12 2.51 1.48 4.71 1.36 0.56 1.16 1.33 2.12 1.33 0.43 0.76 1.30 0.52 2.06 1.07 1.98 1.10 25.78

16 2.69 1.70 5.24 1.54 0.61 1.35 1.47 2.40 1.52 0.34 0.64 1.41 0.47 2.11 1.17 1.91 1.11 24.99

20 2.28 1.58 4.96 1.31 0.55 1.17 1.30 2.25 1.54 0.24 0.56 1.25 0.35 1.73 1.02 1.78 0.98 22.56
1)Asp:aspartic acid, Ser:serine, Glu:glutamic acid, Gly:glycine, His:histidine, Thr:threonine, Arg:arginine, Ala:alanine, Pro:proline, Cys:cystine, Tyr:tyrosine, Val:valine, Met:methionine,

Lys:lysine, Ile:isoleusine, Leu:leusine, Phe:phenylalanine.

주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발효 중의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의 변화는 주기적

으로 증가와 감소가 엇갈리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즉 대조군은 저장 8일에, 6%, 12% 첨가군은 저장 4일에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이 증가하였다가 각각 4일이 지난 후

에 급격히감소하였고 그 이후에는 함량변화가없거나 약간

증가되었다. 18% 첨가군은 저장기간에 따라점차 감소하다

가 저장 12일에 증가 후 다시점차감소되었다. 이것은 유리

아미노산이 유산균의 성장시 영양원으로 소비된 것이며,

발효 중에 유리 아미노산의 함량이 증가된 것은 유산균의

활성이 높아짐에 따라 김치 제조 시 첨가된 단백질원이

분해되어 유리아미노산이 생성된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발효과정에서의 유리아미노산의감소 및 증가 현상은

Lee 등(24)과 Cho와 RLee(3)의 연구에서도 보고한 바 있다.

관능적 특성

명태의 첨가량을 달리한 김치를 제조하여 10℃에서 20일

간 숙성시키면서 4일 간격으로관능평가를 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김치의 외관은 명태첨가 유무와 관계없이

각 군별로는 유의적이 차이가 없었으나 6%와 12%를 첨가

한 군에서는 저장기간별로 유의적인차이를 보였는데 숙성

이 진행됨에 따라 높아졌다가 12∼16일을 기점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으며 6%를 첨가군이 가장높은점수를 받았

다. 향미는 대조군이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였지만 숙성

적숙기인 12일을 제외하고는 첨가 농도별, 저장 기간별 유

의적인차이는 나지 않았다. 숙성 적숙기에는 대조군과 6%

첨가군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12%이상 첨가한

군과는 유의적인 차이(p<0.05)를 나타내었다. 이는 명태첨

가로 인한 비린맛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되지만 전 기간

동안 명태를 가장 많이 첨가한 18% 첨가군도 평균이상의

기호도를 보였다. 조직감, 맛, 전반적인 기호도모두첨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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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nsory evaluation of Kimchi with the different amount of Alaska Pollack during fermentation at 10℃

Treatment
Fermentation period(days)

0 4 8 12 16 20 F-value

Appearance

0% 4.7±1.9
1)

5.3 ±1.3 5.6±1.0 6.2±0.8
3)

5.6±1.3 4.8±0.8 1.83

6% 4.7±1.4C2) 6.0±0.5AB 6.4±0.5A 6.6±1.2A 5.7±1.8ABC 5.2±1.0BC 3.47**

12% 4.0±1.3
C

5.2±0.8
AB

5.8±0.7
AB

5.8±1.0
AB

6.1±1.8
A

4.8±1.4
BC

3.74
**

18% 4.2±1.3 5.0±1.7 5.2±1.6 5.4±1.2 4.8±2.0 4.4±1.3 0.81

F-value 0.44 1.22 2.16 1.83 0.92 0.68

Flavor

0% 5.2±2.3 6.0±1.2 6.4±0.7 6.8±0.8a 5.6±1.3 5.6±1.8 1.45

6% 5.1±2.2 5.3±1.3 5.6±1.4 6.7±1.0
a

5.3±1.4 5.3±1.7 1.19

12% 4.8±2.4 5.1±0.8 5.6±1.2 5.2±1.6b 4.9±2.3 4.3±1.5 0.52

18% 5.1±2.3 4.7±1.2 5.0±1.7 5.1±1.8b 4.3±1.7 4.2±1.1 0.49

F-value 0.06 2.07 1.81 3.89* 0.86 1.76

Texture

0% 5.8±2.2 6.2±1.1 5.2±1.6 5.8±1.4 5.2±0.8 4.9±1.2 0.05

6% 6.6±1.5 6.3±0.5 6.2±1.5 6.3±1.1 5.6±1.3 5.2±0.9 1.53

12% 6.7±1.2 6.1±1.2 5.6±1.4 5.4±1.7 4.9±2.0 5.1±1.2 1.81

18% 6.0±1.7 5.2±1.2 5.3±2.2 4.8±1.6 5.2±2.1 5.0±1.2 0.50

F-value 0.59 2.19 0.63 1.76 0.25 0.25

Taste

0% 4.8±2.0 5.1±1.9 5.4±1.4 5.4±1.0 5.3±1.2 4.8±1.1 0.34

6% 6.1±1.4 6.1±1.1 6.3±0.9 5.7±1.4 5.4±1.5 5.1±1.4 1.20

12% 5.3±1.7 5.6±1.1 6.7±0.5 6.0±1.7 5.6±1.5 4.9±1.8 1.83

18% 4.9±1.3 5.0±1.0 5.6±1.6 5.6±1.1 4.9±2.1 4.3±1.5 0.89

F-value 1.24 1.31 2.29 0.27 0.3 0.46

Overall acceptance

0% 5.1±2.1 5.3±1.7 5.2±1.0 5.4±1.1 5.0±0.9 4.8±1.9 0.23

6% 6.6±1.7 5.9±1.3 5.6±1.3 5.7±1.4 5.2±1.2 4.9±0.9 1.66

12% 6.2±1.6 5.9±1.6 5.4±1.7 4.8±1.6 4.7±2.0 4.1±1.4 2.09

18% 4.7±1.5 4.3±2.1 4.2±1.2 4.0±1.8 3.9±1.6 3.7±1.6 0.42

F-value 2.29 1.73 1.85 2.26 1.39 1.38

Fishy flavor

0% 2.6±2.4 1.8±1.6b 2.4±0.5b 2.2±2.0 2.2±1.5 2.2±0.4c 0.26

6% 2.3±2.2 2.9±1.5
b

3.2±1.4
ab

2.8±0.8 3.0±1.2 3.9±1.5
b

1.98

12% 2.1±1.9B 4.3±1.1aA 3.4±1.7abAB 3.6±2.1AB 3.8±2.3AB 5.4±2.2abA 2.97*

18% 2.6±2.4
B

4.9±1.4
aA

4.4±1.5
aAB

4.0±2.1
AB

4.2±2.2
AB

5.8±2.0
aA

2.61
*

F-value 0.08 9.33*** 3.36* 1.69 2.02 8.49***

Salty taste

0% 6.0±1.0 6.2±1.1 6.1±1.1 5.8±1.1 5.9±0.9 5.7±1.3 0.33

6% 5.9±1.1 6.1±1.1 5.9±0.9 6.0±1.2 5.9±0.9 5.7±1.4 0.16

12% 5.7±0.9 5.7±1.1 5.7±1.2 5.8±1.1 5.3±1.3 5.3±1.1 0.26

18% 5.6±1.7 5.3±1.1 5.2±2.0 5.6±1.5 5.3±1.1 5.1±0.9 0.14

F-value 0.25 1.26 0.70 0.19 0.78 0.45

Sour taste

0% 2.1±1.7B 2.7±1.2B 5.0±2.1A 6.1±2.1A 6.7±1.6A 6.8±1.0A 13.68***

6% 2.3±1.9
B

2.7±1.1
B

5.4±2.4
A

6.8±1.9
A

5.8±1.8
A

6.3±0.9
A

12.27
***

12% 2.4±1.6B 3.1±1.3B 5.4±0.9A 6.3±1.8A 6.2±1.7A 6.3±1.7A 11.51***

18% 2.7±1.8
B

3.4±1.1
B

6.6±1.8
A

6.2±2.1
A

6.2±2.0
A

6.0±1.9
A

8.85
***

F-value 0.16 0.91 1.13 0.25 0.38 0.81

Ripened taste

0% 1.4±0.7
D

3.8±2.3
C

5.6±1.4
B

6.3±1.2
AB

6.3±1.2
AB

6.4±1.5
A

19.97
***

6% 1.8±0.8C 3.8±1.8B 5.4±1.1A 5.8±1.4A 6.2±1.0A 5.9±1.0A 17.05***

12% 2.0±1.0
C

4.2±1.5
B

5.8±1.6
A

6.3±1.2
A

6.2±1.8
A

6.1±1.5
A

16.27
***

18% 1.8±1.3C 4.2±1.6B 6.4±1.8A 6.5±1.6A 6.3±1.3A 6.2±1.5A 21.47***

F-value 0.64 0.18 1.74 0.98 0.28 0.06
1)Average± 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2)A,B,C,D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a,b,c,d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별, 저장기간별 유의적인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6% 첨가

군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18% 첨가군은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저장 16일 부터는 4점이하의점수를 받아 기호

도가 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비린내가 적은 생선인

명태를 첨가하여 김치를 제조하였지만, 숙성과정을 거치면

서 명태의 비린향미가 강해지면서 관능에 약간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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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명태첨가 김치의 특성 강도

항목을 살펴보면 비린향미의 경우 담금첫날에는 비린향미

가 나지 않았지만 발효과정을 거치면서점수가 높아졌으며

첨가량이 많은 12%, 18% 첨가군은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명태 첨가군별로 비교해보았을 경우 저장

4일, 8일, 20일에는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으나 숙성 적숙기인 12일과 16일에는 유의

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김치 발효 시 명태의

풍부한 아미노산 성분 중감칠맛과 단맛, 신맛관련된 성분

들이 영향을 주어 명태첨가 김치의 풍미에 좋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발효과정에서 효소적 분해에

의한 저분자펩타이드, 아미노산, 아민류 및 암모니아 등과

같은 각종 질소화합물이나 지방산류는 제품 특유의 물성과

풍미 및 냄새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27). Cha 등(13)의 명태식해 숙성 중의 정미성분에 관한

연구에서 숙성기간에 따른 taste value의 변화를 측정하였는

데 glutamic acid와 aspartic acid가 지배적이라고 보고하였

다. glutamic acid와 aspartic acid는 신맛과 감칠맛의 주체라

고 보고되고 있으며, alanine, proline, lysine은 단맛을 가지

고 있고 histidine, methionine 및 valine은 쓴맛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28,29). 짠맛은 저장기간별,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인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대조군이 다소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맛과 숙성된 맛은 명태 첨가량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저장기간별로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다. 신맛은모든첨가군이 저장 8일부터값이 유의적

으로 높아졌으며, 숙성된 맛은 발효과정을 거치면서 유의

적으로 높아졌지만 대조군은 저장 12일부터 차이가 나지

않았고 명태첨가군은 저장 8일부터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았다.

Shin과 Lee(15)은 수산물의 정미성분은 수산발효식품에

서 핵산관련물질과 유리아미노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종

에 따라 IMP의 상승효과, 유리아미노산의 조성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고 밝힌바 있으며, 발효된 명태육 추출물에서

수산물의 맛의 주체라고 알려진 아미노산과 유리아미노산

중 주요 정미성분으로 역할을 하는 glutamic acid, alanine,

lysine의 함량이 일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

은 명태 첨가군의총유리아미노산의 함량 중 glutamic acid,

aspartic acid, lysine, alanine, leusine이 50%이상을 차지한

결과에서처럼 이들의 함량이높아 김치의 맛에 영향을 주었

을 것이라 사료된다. Cho와 Rhee(3)은 김치의 맛은 유리아

미노산의 함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glutamic

acid, aspartic acid, lysine, valine, methionine, isoleucine 등의

함량의 높으면 맛이 좋고 leucine의 함량이 높으면 쓴맛을

띠어 맛이 좋지 않다고 하여 명태첨가가 김치 발효시 아미

노산 함량 및 조성에 영향을 주어 독특한 풍미를 부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명태를 0.5×0.5 cm
2
로 잘라 절인배추의 무게 비로 6,

12, 18% 첨가한 김치를 제조한 후 10℃에서 20일간 발효

숙성시키면서 4일 간격으로 pH, 산도, 염도, 환원당, 젖산균

의 변화, 색도, 아미노산, 관능 등 품질 특성의 변화를 관찰

하였다. pH와 환원당은 발효가 진행될수록 전 실험군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명태 첨가량이 높아질수록 pH

와 환원당의 값이 높았다. 산도는 발효가 진행되어 갈수록

전체적으로높아지는 변화를 보였는데 명태 첨가군이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염도는 저장기간별로 차이가 없었지만

첨가량에 따라서는 유의적으로 차이를 보여 명태첨가량이

많을수록 염도가 낮아졌다. 젖산균의 수는 발효가 진행될

수록 점차 높아져 명태를 가장 많이 첨가한 18% 첨가군은

8일째에, 나머지군은 12일에 가장높은 수준을 보인 후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색도에서는 명태 첨가량이 많아

질수록 명태 자체의 연한 황백색이 영향을 주어 L값, a값

및 b값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발효가 진행되면서

L값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a값은 감소되는 경

향을 보였으며 b값은 서서히 증가하여 숙성 8∼9일에 최고

에 달하였다가 그 이후 감소하였다. 유리 아미노산은 명태

첨가량에 따라 유리 아미노산의총량이 증가하였고 발효가

진행 될수록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관능검사 결과로는

외관, 조직감, 맛, 전반적인 선호도는 6% 첨가군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비린향미는 명태첨가량이많아

질수록 강도가 높았으나 숙성 적숙기에는 유의적인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짠맛, 신맛, 숙성된 맛도 유의적인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김치를 제조할때 6%의 명태

를 첨가하는 것이 외관과 조직감, 맛이 좋으며, 비린향미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중간 이하 수준으로 기호도에큰 영향

을 미치지 않으며 풍부한 유리 아미노산의 용출로 인해

발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우수한 품질의 김치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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