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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료가 동치미의 관능특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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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학교 식품과학부

Effect of Ingredients on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Dongchimi

Su Han Lee and Jung Hoan Kim*

School of Natural Food Sciences, Eulji University

Abstract In an effort to determine the effect of ingredients on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dongchimi, 10 different samples
of dongchimi were prepared in various combinations of 4 ingredients most notably red pepper, garlic, ginger, and green onion
and their physicochemical, microbiological, and sensory characteristics were assessed. Each ingredient utilized for the
preparation of dongchimi did not affect changes in pH and titratable acidity, but exerted significant effects on sensory scores
of overall acceptability, acid odor, salty, and hot taste. In cluster analysis using the ‘Ward' method, dongchimi sampl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The first group was the samples prepared with a variety of ingredients including garlic, and the
second group included samples prepared with the sole ingredient, except for red pepper. The third group had features similar
to those of the sample prepared without other ingredients. It was determined that garlic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sensory
properties of dongchimi, and the addition of various ingredients enhanced hot taste and reduced acid odor, sourness, moldy
odor, and carbonated taste by their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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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동치미는 김치의 한 종류로 주재료인 무를 씻어 무 표면에 소

금을 묻혀 땅에 묻은 항아리에 담고, 여기에 부재료로 마늘, 생

강, 고추, 파, 배 등을 넣어 소금물을 받쳐 가득히 부어 잘 봉한

것으로 특유의 신선한 신맛과 짠맛 그리고 조직감으로 기호도가

높으며, 특히 겨울철에 즐겨 이용되는 식품이다. 또한 배추김치

와는 달리 부재료를 적게 사용하고 고춧가루를 쓰지 않으며 국

물을 많이 넣는 물김치의 한 종류이다(1). 전통적인 동치미는 무,

소금, 파, 생강을 기본으로 하여 마늘, 배, 갓, 청각, 붉은 고추, 설

탕, 오이, 실고추, 유자 등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김치에 비해 조미료의 사용량이 적고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

에 맛이 담백하여 육류나 지방질 식품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부식으로 평가된다(1,2). 현재까지 밝혀진 동치미의 적정

제조조건은 식염 2-3%, 무와 물의 비율 1:1.5, 발효온도 25oC에

서 최적 숙성기간은 3일 정도이며, 김치에 비해 맛에 관여하는

당이나 산의 종류가 적다(3,4). 

동치미를 비롯한 김치류의 관능특성에는 부재료가 중요한 역

할을 한다. 고춧가루, 마늘, 파가 첨가된 김치에는 젖산의 함량이

높았으며 발효 숙성기간을 단축시키고, 마늘이 첨가된 김치에서

는 초산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특히 높았다고 보고되었다(5). 특

히 고춧가루는 외관과 매운맛에 영향을 미치며, 마늘은 신맛, 감

칠맛, 단맛, 탄산미, 상큼한 맛 등의 종합적인 기호도에 영향하고,

마늘을 첨가하지 않는 경우 조직감, 이취, 종합적인 맛에서 가장

기호도가 떨어지며 신맛과 군덕 맛에 큰 영향을 준다. 생강은 매

운 맛과 상큼한 맛을 상승시키고, 무, 파, 양파는 상큼한 맛에 영

향한다(6). 그런데 부재료가 김치류의 관능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배추김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동치미에 대한 연구

는 미미한 실정이다. 

동치미의 관능 평가 항목도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되었

는데, 각각의 결과를 통해 부재료의 관능특성을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저온살균한 저염동치미 주스에 대하여 시큼한 내,

시큼한 맛, 생무 내, 생무 맛, 군덕 내, 군덕 맛, 익은 내 및 익

은 맛을 관능평가 항목으로 측정된 바 있으며(7), 동치미 소금농

도에 따른 관능평가에서는 탁도, 신맛, 짠맛, 탄산미, 향기, 조직

감, 전반적 기호도가 항목으로 사용된 바 있다(3). Kang 등(4)은

생무우냄새, 생무우맛, 군덕냄새, 군덕맛, 시큼한 냄새, 시큼한 맛,

연함, 질김 및 사각사각함을 동치미의 관능특성으로 평가하였다.

양파의 첨가가 동치미의 발효숙성에 미치는 영향은 국물의 탁도,

냄새, 탄산미, 무의 텍스처를 관능특성으로 평가하였다(8). 그러

나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동치미에 대한 부재료의 영향에 대

하여 상대적인 비교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다. 동치미의 관능특성

에 대한 각각의 부재료의 중요도가 확인된다면 관능적으로 영향

력이 높은 부재료의 관리를 통해 동치미의 관능적 품질의 일관

성 유지가 쉽고, 동치미액의 발효관리가 용이하여 발효시간의 단

축과 가공적성의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치미의 제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4종의 부재료(마늘, 고추, 생강, 파) 중 한 종류의 부재료를 제외

하고 만든 동치미와 한 종류의 부재료만을 첨가하여 제조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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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미 시료의 발효 중 이화학적 품질을 분석하고 동치미의 관능

특성을 평가하여 각각의 부재료가 동치미의 제조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함으로서 동치미의 기본적인 맛 특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부재료를 확인하고 향후 동치미의 발효관리 및 가공에 활용할 기

초자료를 얻고자 실시되었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동치미의 제조에 사용된 무, 마늘, 파, 생강, 고추 및 소금은

시장에서 구입하였다. 무는 구입 후 깨끗이 세척한 뒤, 직경 5 cm

이하의 부분은 제거하고 사용하였다. 향신료인 마늘, 생강은 세

척 후 물기를 제거하고 다지고, 고추, 파는 어슷썰기를 하여 각

각 polyethylene bag에 담아 냉동 저장하였다. 

동치미의 제조

무를 1.5 cm×1.5 cm×1.5 cm로 절단한 후 물을 1.5배 첨가하고 무

의 무게에 대하여 마늘 0.5%, 파 1%, 고추 0.4%, 생강 0.3%를

첨가하였으며, 식염의 농도는 3%로 하여 25oC, 72시간 항온기에

서 발효하였다(3). 이후 발효액을 여과포로 걸러 동치미액을 얻었

다. 시료별 부재료 배합비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동치미액의 분석

동치미액을 여과지(Toyo No. 5)로 여과한 다음 pH는 pH meter

(DP-135M, Dongwoo Medical Sys., Seoul, Korea)로 측정하였고,

산도는 동치미액 10 mL를 중화시키는데 소요된 0.1N NaOH 용

량을 젖산의 함량으로 표시하였다.

젖산박테리아수는 동치미국물 1 mL를 취하여 멸균한 0.1%

peptone(Difco, Detroit, MI, USA) 용액에 희석하여, pouring cul-

ture method로 측정하였다. 배지로는 0.02%의 NaN3(Wako Pure

chemical Ltd., Osaka, Japan)를 첨가한 MRS한천배지(Difco)를 이

용하였으며, 32oC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형성된 집락수로 계산

하였다.

관능 특성 평가

조리학 전공의 대학생 15명을 선발하여 3회에 걸쳐 평가특성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관능검사원으로 활용, 제조된 동치미

발효액 시료의 관능 특성을 평가하였다. 동치미액은 맛(신맛, 짠

맛, 탄산미, 매운맛, 단맛)과 향(신냄새, 군덕내, 풀냄새), 탁도, 기

호도 등 10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9점척도법으로 평가하였으며, 9

점은 매우 강하다(매우 좋다)이고, 5점은 보통이다, 1점은 매우

약하다(매우 나쁘다)로 하였다.

통계분석

관능검사 결과의 유의성은 분산분석 및 Duncan의 다중범위결

정을 통하여 p < 0.05에서 유의차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Pearson

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아울러 동치미발효액의 관능특성에

미치는 부재료의 특성을 분류하기 위하여 기호도를 제외한 관능

특성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통계분석에는 SPSS 14.0 version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동치미의 발효에 있어서 부재료의 영향

동치미의 제조에 사용되는 부재료 4종(마늘, 파, 생강, 고추) 을

조합하여 10종의 시료를 제조하였으며, 이들의 발효 중 이화학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부재료의 사용 종류에 따른 동치미의 발효

중 pH, 산도 및 젖산박테리아 수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동치미는 초기의 pH 5.5에서 24시간대에 3.9-4.3으로 떨어졌으

며 시료 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발효 72시간 후에는 3.6-3.7 정도

로서 시료 간의 차이가 없었다. 본 실험의 결과는 25oC에서 숙

성시킨 동치미의 pH가 3일 후 3.7, 5일 후 3.3까지 저하되었다는

보고(4)와 유사하였다. 

젖산을 기준으로 한 산도의 변화는 발효 24-72시간대에 지속

적으로 나타났으며, 72시간 경과 시 0.4-0.5%였는데, 본 실험은

동치미 발효로서는 비교적 높은 온도인 25oC에서 진행되었던 바,

Table 1. Formulation of ingredients for preparation of dongchimi

samples                                                                                  (unit: %)

Sample code Green Onion Ginger Red pepper Garlic

ALL 1 0.3 0.4 0.5

GO- 0 0.3 0.4 0.5

Gin- 1 0 0.4 0.5

RP- 1 0.3 0 0.5

Gar- 1 0.3 0.4 0

Salt 0 0 0 0

GO+ 1 0 0 0

Gin+ 0 0.3 0 0

RP+ 0 0 0.4 0

Gar+ 0 0 0 0.5

Table 2. Changes in pH, titratable acidity and lactic acid bacteria of dongchimi sample during fermentation at 25oC

Sample

Fermentation time (hours)

pH Titratable acidity (%) Lactic acid bacteria count [log10(CFU/mL)]

0 24 48 72 0 24 48 72 0 24 48 72

ALL 5.50 4.08 3.84 3.62 0.00 0.08 0.25 0.41 3.92 5.53 6.33 6.98 

GO- 5.60 3.98 3.89 3.65 0.00 0.09 0.19 0.42 4.30 6.40 5.48 6.80 

Gin- 5.63 4.28 3.87 3.68 0.00 0.07 0.18 0.38 4.11 5.92 6.39 6.78 

RP- 5.62 4.18 3.96 3.74 0.00 0.07 0.21 0.41 4.30 6.08 6.19 6.59 

Gar- 5.60 3.92 3.91 3.66 0.00 0.08 0.18 0.38 4.36 5.83 6.78 6.68 

Salt 5.53 4.19 3.94 3.66 0.00 0.08 0.23 0.41 4.48 6.09 6.26 6.37 

GO+ 5.49 4.10 3.88 3.60 0.00 0.08 0.26 0.50 4.54 5.94 6.34 6.47 

Gin+ 5.49 4.09 3.80 3.57 0.00 0.09 0.27 0.45 4.16 5.04 6.64 5.81 

RP+ 5.56 3.94 3.97 3.65 0.00 0.08 0.19 0.40 4.40 6.08 6.41 6.18 

Gar+ 5.50 4.00 3.77 3.63 0.00 0.07 0.28 0.40 4.44 7.08 6.86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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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실험에 비하여 산도가 높았다. 이는 pH와 산도의 변화는 숙

성온도에 영향을 받는데, 저온숙성의 경우에 비하여 온도가 높을

수록 산생성량이 많기 때문이다(4,8). 부재료별로 발효 중의 산도

변화를 살펴보면 1종만 사용한 시료들에서 24시간 경과 후부터

산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48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고추는 산

도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으며 마늘, 생강, 파는 산도를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의 경우 김치에 있어서 발효를 촉진시

킨다는 보고(9)가 동치미를 대상으로 한 본 실험에서도 일치하였

다. 고추를 제외하고 제조한 동치미에서는 산생성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고추를 단독으로 첨가한 경우도 발효

속도가 가장 늦었다. 이 결과는 고추에 함유된 유기산에 의해 산

도가 높았다는 보고(10)와 상반되었다. 생강과 파는 김치의 발효

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동치미에서는 발효를 촉진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젖산박테리아의 수는 발효 72시간 후 106-107CFU/mL로 나타

났는데, 24 및 48시간까지는 부재료의 종류에 따라 변화 경향이

달랐으나 이후는 차이가 없었다. 발효 24시간까지의 젖산박테리

아 수를 비교해 보면, 마늘의 경우 단독 사용 시 젖산박테리아의

증가효과가 탁월한 반면 생강은 젖산균의 증식이 가장 늦었다.

생강은 적은 양으로도 살균작용이 있어 생선회에 곁들이기도 하

는데(11), 이러한 생강의 살균작용에 의해 생강 단독 사용 시 젖

산균의 증식속도가 가장 늦은 것으로 보인다. 부재료를 2종 이상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24시간까지는 마늘이 사용된 실험구(GO-,

Gin-, RP-)가 마늘이 제외된 시료(Gar-)에 비해 균수의 증가속도

가 빨랐으나, 48시간 후에는 차이가 없었다.

동치미의 관능특성에 대한 부재료의 영향 

부재료에 따른 동치미의 관능특성을 9점 척도법으로 측정한 결

과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10개의 항목 중에서 신냄새의

강도, 짠맛의 강도, 매운맛의 강도, 전체적인 기호도에서 유의성

이 나타났으며(p < 0.05), 탁도, 군덕내, 풀냄새, 신맛, 탄산미 및

단맛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신냄새는 부재료를 모두 사용한 동치미와 고추만을 제외한 동

치미가 4.00 및 3.54으로 가장 약하게 평가된 반면, 마늘만을 첨

가하여 발효한 시료가 6.08로 신냄새의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p < 0.05). 또한 한 종류의 부재료만을 첨가하여 만든 동치미 시

료가 대체로 신냄새가 가장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신냄새의

강도는 젖산발효의 진행 정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지

만, 한 종류의 부재료만으로는 김치고유의 정상적인 풍미가 나타

날 수 없음을 의미하였다. 신맛의 강도가 신냄새와 유사한 패턴

을 보이지만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짠맛은 각종 부재료를 사용한 동치미가 9점 척도에서 5.46으

로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늘만을 제외한 동치미와 파

만을 사용한 동치미가 6.38로 가장 짠 것으로 측정되었다 (p < 0.05).

김치류의 짠맛은 신맛이 강해짐에 따라 약해지는 것으로 보고

(12)되고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짠맛의 변화 패턴이 신냄새나 신

맛의 변화와 상반되는 양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김치류가 익어

감에 따라 짠맛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발효 중 생성된 젖산에

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재료의 사용도 중요한 역할

을 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삼투작용에 의해 각 부재료

에서 빠져나오는 수분에 의해 모든 부재료를 사용시 짠맛이 가

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매운맛은 모든 시료가 9점 척도에서 보통(5.00) 이하로서 동치

미에서는 약한 맛이다. 전체적으로는 마늘만 첨가한 동치미가 매

운맛이 가장 약했고, 4종의 부재료를 모두 사용한 동치미와 마늘

만을 제외한 동치미 시료에서 강한 것으로 측정되었다(p < 0.05).

마늘을 제외한 동치미에서 오히려 매운맛이 강한 것은 마늘 이

외에도 파, 생강, 고추 모두가 매운맛을 강하게 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호도를 비교해 본 결과, 파를 제외하고 만든 동치미의 기호

도가 5.92로 가장 높았으며, 모든 부재료를 첨가한 동치미는 5.69

로 측정되었다. 반면 부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생강만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제조한 동치미가 각각 4.62와 4.54로 기호도

가 가장 낮았다. 4종의 부재료를 모두 사용한 동치미에 비해 기

호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파 제외(5.92), 생강

제외(5.31), 고추 제외(5.15), 마늘 제외(5.08)였고, 부재료를 한 가

지만 사용한 동치미의 기호도는 파(5.38), 마늘(5.15), 고추(4.92),

생강(4.54)의 순서였으며, 부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시료(4.62)와

비교할 때 마늘, 고추, 생강의 순서로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강의 경우는 단독으로 사용했

을 때 기호도가 가장 낮았으며, 생강을 제외한 동치미 시료의 기

호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여러 부재료 중 생강이 기

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던 신냄새, 짠맛 및 매운맛의 강도

와 기호도 간에 일정한 패턴이 없는 것은 동치미의 맛이 특정 부

재료에 의해 나타나는 발효패턴의 변화와 관능특성 차이에만 의

존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관능평가 항목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단맛의 강도는 다른 관능특성과 유의적인 상관관계

가 없었으나, 신냄새의 강도는 관능평가 항목 간의 유의적인 상

관관계가 가장 많아 군덕내(r = 0.693), 풀냄새(r = 0.708), 신맛(r =

0.850), 탄산미(r = 0.735) 및 매운맛(r = −0.650)과 상관계수가 높게

Table 3. Sensory characteristics of dongchimi made with different ingredients

Sample Turbidity Acid odor Moldy odor Grassy odor Sourness Salty Carbonated taste Hot taste Sweetness Acceptability

ALL 5.15 4.00c1) 3.50 3.17 5.92 5.46c 4.77 5.00a 3.54 5.69ab

GO- 4.85 4.54abc 3.46 3.23 5.38 5.85b 4.85 4.54a 3.62 5.92a

Gin- 5.00 4.92abc 3.46 3.54 5.85 6.08ab 4.54 4.62a 3.77 5.31ab

RP- 4.85 3.54c 4.08 3.62 5.15 5.92ab 4.08 4.64a 3.46 5.15abc

Gar- 5.31 5.08abc 4.54 4.38 6.00 6.38a 4.92 5.00a 3.31 5.08abc

Salt 5.85 4.23bc 3.92 3.33 5.62 6.31a 4.77 3.31b 3.23 4.62bc

GO+ 5.46 5.85a 5.00 4.23 6.54 6.38a 5.23 3.23b 3.92 5.38ab

Gin+ 6.46 5.62ab 4.46 4.46 6.85 6.31a 5.62 3.38b 3.23 4.54c

RP+ 5.23 4.69abc 4.08 4.23 6.38 5.92ab 4.69 3.46b 3.85 4.92bc

Gar+ 4.92 6.08a 4.69 4.15 6.69 6.08ab 4.92 2.92b 3.77 5.15abc

1) Mean scores within column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부재료가 동치미의 관능특성에 미치는 영향 165

나타났다. 또한 신맛과 탄산미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0.769로 나

타나(p < 0.01), 젖산발효에 의해 생성된 유기산이 관능적으로 영

향을 줄 수 있는 신냄새, 신맛 및 탄산미는 상호 유의적인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신맛과 신냄새

의 강도가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으며(p < 0.01), 매운맛은 유의적

이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항목과 모두 (−)의 상관을 나타냈

다. 전체적인 기호도는 탁도에 대해서만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

타나 탁도가 약할수록 기호도가 높았고(r = −0.721), 그 외의 관능

특성과는 유의성은 없었으나 매운맛과 단맛의 강도에 대해서만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군집분석에 의한 부재료의 영향 평가

부재료를 달리하여 제조한 동치미의 관능특성에 대한 각각의

유사성을 파악, 분류하고자 군집분석을 이용하였다. 변수들을 분

류하는 요인분석과는 달리, 군집분석은 대상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는 대상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

법인데, 각 대상들이 갖고 있는 값은 거리(distance)로 환산한다.

각 시료 간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척도로서 거리가 멀수록 시료

간의 유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

료들은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해석한다(13).

동치미 제조에 있어서 부재료의 영향을 Ward법을 이용한 군집

분석의 결과는 Fig. 1과 같으며, 통계분석에는 관능검사 결과 중

기호도를 제외한 9개의 관능특성 평가를 활용하였다.

부재료에 따른 동치미의 관능적 특성을 시료 간의 유사성 차

이는 마늘을 포함하여 부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한 Group 1(ALL,

GO-, Gin-, RP-), 소금만을 사용한 동치미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Group 2(Gar-, Salt, RP+) 및 고추 이외의 한 종류의 부재료만을

사용한 Group 3(GO+, Gin+, Gar+)의 3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부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한 동치미(Group 1)중에서 마늘을 제외된

Gar-만 유사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마늘이 동치미의 관

능 특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치미 제조

시 파, 생강 및 고추 중 1종을 제외하고 만든 동치미는 부재료

4종을 모두 사용한 동치미와 동일집단으로 구분되어 동치미로서

의 고유의 관능특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결과는

김치의 경우 마늘이 기호도를 비롯한 관능 항목에 영향한다는 보

고(6)와 일치하였다.

또한 Gar-, Salt 및 RP+ 시료가 유사성을 나타내고, 파, 생강

및 마늘만을 각각 첨가하여 제조한 동치미 시료가 유사성을 갖

는 것은, 동치미 제조에 있어서 고추가 파, 생강 및 마늘에 비하

여 관능 특성에 영향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사찰 음식에

는 자극적인 오신채(파, 마늘, 부추, 달래, 홍거)를 사용하지 않는

전통이 있어서 생강, 갓, 청각, 미나리 등을 양념으로 하여 김치

를 담는데(14),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젖산발효로 기본

적인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측정된 관능특성을 3개 집단 평균으로 환산하여 비교해보면

Table 5와 같으며, 그 차이가 매운맛이 1.61로 가장 컸고, 부재료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sensory attributes of dongchimi made with different ingredients

Sensory attributes Acid odor Moldy odor Grassy odor Sourness Saltness Carbonated taste Hot taste Sweetness Acceptability 

Turbidity 0.289 0.328 0.400 0.495 0.539 0.726* −0.458 −0.553 −0.721*

Acid odor 0.693* 0.708* 0.850** 0.570 0.735* −0.650* 0.319 −0.181

Moldy odor 0.832** 0.648* 0.673* 0.489 −0.559 0.089 −0.410

Grassy odor 0.759* 0.625 0.532 −0.448 0.072 −0.523

Sourness 0.362 0.769** −0.689* 0.235 −0.380

Saltness 0.460 −0.464 −0.220 −0.605

Carbonated taste −0.537 −0.134 −0.254

Hot taste −0.223 0.503

Sweetness 0.478

Acceptability 

*p < 0.05, **p < 0.01

Table 5. Sensory characteristics of dongchimi grouped by cluster analysis

Group Turbidity
Acid
odor

Moldy
odor

Grassy
odor

Sourness Salty
Carbonated

taste
Hot
taste

Sweetness Acceptability

1
(ALL, GO-, Gin-, RP-)

4.96 4.25b1) 3.63b 3.39b 5.58b 5.83 4.56b 4.79a 3.60 5.52

2
(Gar-, Salt, RP+)

5.46 4.67b 4.18ab 3.98ab 6.00ab 6.20 4.79ab 3.92ab 3.46 4.87

3
(GO+, Gin+, Gar+)

5.61 5.85a 4.72a 4.28a 6.69a 6.26 5.26a 3.18b 3.64 5.02

1) Mean scores within column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Fig. 1. Cluster analysis dendrogram of dongchimi made with
different ingredients by Ward'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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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양하게 사용한 동치미 시료군(ALL, GO-, Gin-, RP-)이 고

추 이외의 한 종류의 부재료만을 사용한 동치미 시료군(GO+,

Gin+, Gar+)에 비해 매운 맛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p < 0.05).

다른 관능 평가항목으로는 신냄새, 신맛, 군덕내 및 탄산미는 한

종류의 부재료만을 사용한 동치미 시료군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

다(p < 0.05). 반면 그 외의 관능특성은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특히 단맛과 짠맛은 0.18과 0.43으로 집단 간의 차이

가 작았다.

이상으로 볼 때 동치미의 제조 시 마늘을 포함한 다양한 부재

료의 첨가는 부재료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매운 맛을 강하게 하

고, 신냄새, 신맛, 군덕내 및 탄산미를 감소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요 약

동치미의 관능특성에 있어 부재료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동치

미의 제조에 사용되는 부재료 4종(마늘, 파, 생강, 고추)을 조합

하여 10종의 시료를 제조하였으며, 이들의 발효 중 이화학적, 미

생물학적, 관능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산생성 및 pH의 변화에 있

어서는 부재료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관능적

으로는 전체적인 기호도, 신냄새, 짠맛 및 매운맛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관능 특성을 Ward법으로 군집분석한 결과, 마

늘을 포함하여 부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한 동치미 시료군, 소금만

을 사용한 동치미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시료군 및 고추 이외의

한 종류의 부재료만을 사용한 동치미 시료군의 3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어 부재료 중 마늘이 동치미의 관능 특성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양한 부재료의 첨가는 상호

작용에 의해 동치미의 매운 맛을 강하게 하고, 신냄새, 신맛, 군

덕내 및 탄산미를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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