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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김치 제조를 위한 김치 원 부재료에 따른

S-adenosyl-L-methionine(SAM) 함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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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changes in S-adenosyl-L-methionine (SAM) content and to find
the best condition for SAM Kimchi during fermentation with the different kinds of raw materials of Kimchi and the
diverse ways of making Kimchi. As fermentation was processing, pH of all Kimchi groups dramatically decreases at the
beginning stage of experimentation. However, pH value was 4.2-4.3 in the last stage. Titratable acidity tends toward the
similar results in pH value. At the first, the SAM content went down time substantially and then increases. Kimchi (A),
which was made of the most basic raw materials, resulted in the lowest content of SAM. The most abundant SAM content
of Kimchi was the Kimchi made with certain materials. Kimchi (I) had the most has SAM content, overall. The best time
of fermentation was when pH was between 4.3 and 5.3, and titratable acidity was 0.5-1.0%.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highest SAM content in Kimchi could be made when Kimchi was fermented for 9-12 days and titratable acidity
showed 0.5-1.0% This study proved that the ratio of raw materials such as red pepper, fermented fished sauces, and other
materials improved the levels of SAM in the K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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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전통식품 중 하나인 김치는 한국인의 식생활에 있어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 해석이 이루어지면

서 다양한 기능성이 밝혀지고 있으며 세계 식품으로 발전하기 위

한 품질, 가공, 발효, 식품화학, 영양 및 기능성 등의 증진 및 고

부가가치화를 시키기 위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 김

치의 기능성에는 혈중콜레스테롤 저하, 면역증강, 항암 및 젖산균

에 의한 정장 효과 등이 알려져 있으며, 김치의 종류는 약 200여

종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이다(3). 배추김치는 배추를 주재료로 하여 소금으로 절

이고 무, 파, 갓, 미나리 등의 부재료와 마늘, 생강, 젓갈, 고춧가

루 등의 양념을 첨가하여 발효시킴으로써 각종 향신료에 의한 풍

미와 채소 특유의 조직감이 조화를 이루며 또한 재료 함량 비율,

담금 방법 및 저장환경조건에 따라 발효 미생물 균총 및 생육에

영향을 줌으로써 제조자에 따른 개성있는 맛을 제공한다(4-9).

S-Adenosyl-L-methionine(SAM)은 1952년 Cantoni에 의해서 발

견된 물질로(10) 유럽,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및 독일 등의 서

구지역에서는 이미 기능성식품으로 대중화되어 있지만 국내에서

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다. SAM은 생물체 내 대부분의 조

직과 체액 중에 존재하며, methionine로 부터 ATP를 이용하여 생

성되는 생체 대사 물질이고(11) 특히 methyltetrahydrofolate로 인

한 methylation 반응에서 methyl기의 공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

며 호르몬, 신경전달물질, 핵산, 인지질, 세포막 등의 합성, 활성

화 및 대사 등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물질로 보고되어 있다(12).

현재까지 SAM에 대한 연구는 우울증 치료제(13-15), 관절염

(16,17), 간경화(18-20)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99년에

는 미국에서 건강식품으로 사용이 인정되었으며, 하루 섭취량으

로 400 mg을 권장하고 있다(2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식품인 김치에 다기능성물질

인 SAM을 접목하여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 김치의 원 부재료 중

에 SAM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재료를 사용함으로서 SAM 생성

증진 김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김치 원·부재료

실험에 사용된 절임배추(Pungsan nonghyup, Andong, Korea),

고춧가루(Sintaiin nonghyup, Jeongeup, Korea), 밤(Hamyang non-

ghyup, Hamyang, Korea), 설탕(CheilJedang, Seoul, Korea), MSG

(Daesang, Seoul, Korea), 멸치액젓(Hasunjung, Anseo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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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액젓(Changjungwon, Seoul, Korea), 액체육젓(Hasunjung,

Anseong, Korea), 찹쌀가루(Chilkab food, Goyang, Korea), 양지머

리 육수(Ottogi, Anyang, Korea), 정종(Jinro, Seoul, Korea)을 성남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하였다. 또한 그 외에 대파, 쪽파, 마늘 ,

생강, 무, 갓, 미나리, 양파, 부추, 홍고추, 배, 사과, 통깨, 잣, 콩,

멸치생젓, 조기젓국, 굴, 새우, 동태, 멸치가루, 다시마는 노량진

가락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선정한 김치들의 제조 및 발효

시판되고 있는 포기 배추김치의 제조방법을 각종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부재료의 첨가 종류에 따라 총 11가지의 김치를 제조

하였으며 그 재료 함량은 Table 1과 같다(22-25). 대조구로 사용

한 표준김치는 Lee(26)의 recipe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절인 배

추는 흐르는 물에 3회 세척한 후 물기를 뺀 다음 1/4절단하여 사

용하였으며 무, 갓, 미나리, 쪽파, 대파 및 부추는 채로 썰고, 양

파, 홍고추, 배 및 사과는 믹서기(JA-3500, J-WORLD TEX,

Seoul, Korea)로 마쇄하여 사용하였다. 찹쌀풀은 물과 찹쌀가루를

10:1의 비로 혼합하여 약한 불에서 가열한 후 식혀 50 g을 양념

과 같이 첨가하였으며, 다시마물은 끓는 물(250 mL)에 다시마(2.5×

2.5 cm) 1장을 넣고 20분간 우려서 사용하였다. 콩물은 4-5시간

이상 불린 대두를 끓여서 믹서기로 마쇄한 다음 그 즙을 걸러 사

용하였다. 이와 같은 재료를 혼합하여 김치를 제조한 후 PE재질

식품용 pack에 2 kg씩 포장하였으며 10oC에서 21일간 발효시키면

서 3일마다 김치를 채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pH

pH는 제조한 김치를 10oC에 발효시키면서 3일 간격으로 부위

별로 골고루 채취하여 Homogenizer(JK IKA Labortechnik, Ultra-

Turrax T25 basic, Staufen, Germany)로 24,000 rpm에서 1분간 분

쇄한 후 여과액 10 mL을 취해 pH meter(Metrohm ion analysis,

TA-82, Bern, Switzerland)로 측정하였다.

산도

산도는 AOAC(27)법에 따라 여과액을 10 mL을 취하여 0.1 N

NaOH로 pH 8.30이 될 때까지 적정하여 소비된 0.1 N NaOH용

액의 적정 소비량(mL)을 측정한 후 lactic acid(%)로 환산하였다.

Titratable lactic acid (%)=

0.009×0.1 N NaOH 소비량×0.1 N NaOH 역가 
×100

              시료의 부피

*F: factor of 0.1 N NaOH

SAM함량 및 HPLC 분석조건

SAM함량(28)은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를 이용하여

Table 2와 같은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시료는 김치를 적당한 크

기로 잘라 10 g씩 채취하고, 증류수를 첨가하여 Homogenizer(JK

IKA Labortechnik, Ultra-Turrax T25 basic, Staufen, Germany)

로 24,000 rpm에서 1분간 분쇄한 후 여과지(Whatman No.1,

Nucleospore Corp. Pleasanton, CA, USA)로 1차 여과하였다. 여

과된 시료를 syringe filter(DISMIC-25cs, 0.45 µm, Toyo, Tokyo,

Japan)로 2차 여과하였으며, 시료용액은 −20oC에서 냉동보관하

면서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SAM의 표준물질은 Sigma사

(A7937,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분석

에 사용된 ammonium acetate(Sigma, A240912)와 methanol

(Sigma, A134848) 또한 HPLC용 시약을 사용하였다.

통계처리

실험 결과의 통계처리는 SAS program(30)을 이용하여 분산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항목들 간의 유의성 검정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김치제조에 사용한 원부재료 SAM분석

김치재료에 따라 김치내의 SAM생성량에 미치는 요인 분석을

하기위하여 원부재료 SAM함량을 분석하였다(Table 3). HPLC를

이용한 SAM함량의 분석에서 SAM이 detection 된 retention time

은 총 분석시간 20분 중 6.9분에서 나타났다. 실험 결과 채소 및

과일류에서는 고춧가루(111.4 µM)의 SAM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생강(61.7 µM), 무(52.5 µM), 부추(24.7 µM), 갓(21.9 µM), 마늘

(14.5 µM), 절임배추(16.1 µM), 쪽파(11.8 µM)순으로 높았다. 그 외

대파, 홍고추, 마른고추, 미나리, 양파, 배, 사과는 SAM이 검출되

지 않았다. 젓갈류의 SAM함량은 액체육젓(2235.8 µM)이 가장 높

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멸치젓(1550.4 µM), 멸치가루(1529.4 µM),

생새우(1319.7 µM), 조기젓(1139.1 µM), 통멸치젓(1054.8 µM), 동

태살(779.4 µM), 새우젓(378.0 µM), 굴(337.3 µM)순으로 높았다. 한

편 그 외 밤, 잣, 콩, 다시마, 양지머리 육수에서는 SAM이 검출

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식물성재료보다는 동물성재료에서

SAM함량이 높게 나타나 동물성 부재료함량을 높임으로써 김치

의 SAM함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SAM함량이 높게 나타난 Kim의 보고에 따르면 혼합액젓의

methionine의 함량은 389.2 mg%, 멸치젓의 경우에는 251.5 mg%,

멸치가루는 38.7 mg%, 생새우 297.3 mg% 등과 같이 methionine

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SAM함량 순서와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31). 이는 SAM의 생성기작에서 보면

SAM은 methionine과 ATP로부터 methionine adenosyltransferase에

의해 합성되며(32), methionine은 에틸렌의 직전 물질인 1-aminocy-

clopropane-1-carboxylic acid(ACC)의 선구 물질인 S-adenosylme-

thonine(SAM)으로 바뀌게 된다는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33).

따라서 김치 원부재료에 가지고 있는 단백질 중에서 특히 methion-

ine의 함량에 따라서 SAM함량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치의 발효기간 중 pH의 변화

발효기간별 김치의 pH 변화는 Fig. 1에 나타내었다. pH는 양

념배합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표준 김치(A)

의 경우 담근 직후의 pH는 5.0이었고 6일째부터 완만하여 18일

째는 4.2가 되었다. B, C, E, F김치의 pH는 표준김치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D, H김치는 담근 직후 pH가 6.3이었고 3일째부

터 4.8-4.9가 되어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6일째부터는

느린 속도로 감소하였으며 D김치는 15일, H김치는 9일째부터 pH

4.3부근에서 계속 유지 되었다. G, I, J, K김치의 경우는 0일째 pH

가 3일째 pH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6일째 빠르

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C김치는 담근 직후 pH가 다른

김치에 비해 높았으며, 6-9일째 pH는 변화가 없었다가 12일째부

터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1일째는 4.2가 되었다. 이상

의 결과, H김치와 W김치를 제외한 모든 김치군에서 3일 이후 빠

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담근 직후의 높았던 pH가 4.4정

도 될 때 까지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완

만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초기 pH의 현저한 감소현상은 D와 H

김치에서 더욱 뚜렷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김치는 pH가 감

소하는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젓갈을 부재료로서 김치에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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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때의 발효양상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젓갈의

농도를 증가시켜 첨가할 때 급격한 pH의 감소는 일어나지 않았

고, 이는 젓갈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미노산등의 완충작용 때

문이라고 하였다(34). 따라서 pH감소가 느린 C김치는 상대적으

로 많은 아미노산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도 변화

발효기간별 김치의 산도변화는 Fig. 2에 나타내었다. 김치의 pH

와 산도의 변화는 미생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유기산 및 염

의 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35).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산도는 0.5-0.8%(36)로 그 결과 A김치는 6-9일째 0.5-

0.7%이며, E김치는 9-15일째 0.7-0.8%, D, H김치는 3일째 0.5-

0.6%, F, I, J김치는 6일째 0.5-0.6%, G김치는 12일째 0.7%, K김

치는 9-18일째 0.5-0.8%에서 선호하는 산도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일과 9일사이가 적숙기인 것으로 추정되며 18일째

는 그 값이 1.0%를 넘어서 그 이후는 산패기를 나타내었다. 주

로 김치의 산도의 증가현상은 유기산인 lactic acid와 succinic acid

에 의해 좌우되며, 김치발효 온도에 의해서도 빠르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37). 한편 젓갈이 첨가된 김치는 대조군과 K김치에

비해 총산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났다. 적정산도와 젖산 및 초산

의 생성은 젓갈첨가 수준이 증가할수록 높아 발효속도는 빨라진

다고 보고한 Kim 등의 결과와 유사하였다(38).

발효기간 중 김치별 SAM함량 변화

김치별로 10oC에서 발효시키면서 SAM함량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Fig. 3) 전 발효기간 동안 I김치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담금 직후의 대조군김치와 K김치의 SAM 함량이 김치 중 가장

적게 나타났다. 즉 대조군(A)김치(57.3 µM)와 K김치(75.0 µM)는

비슷한 SAM 함량을 나타났으며 B김치(116.4 µM), J김치(150.0

µM), G김치(183.8.1 µM), E김치(214.7 µM), I김치(313.0 µM), C김

Table 1. Ingredient ratio subingredient of raw material for Kimchi

Material
Category

A1) B C D E F G H I J K 

Vegetable

Salted chinese cabbage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tone leek 3.1 - 25.0 2.0 1.0 5.0 0.5 0.7 - 1.4 -

Welsh onion - - - - - - - 0.7 - 1.4 -

Red pepper powder 1.8 4.0 5.0 4.0 1.3 7.5 - 5.0 30.0 10.0 4.4

Fresh red pepper - - 3.3 - - - 2.0 - - - -

Dry red pepper - - - - - - 2.0 - - - -

Garlic 1.5 1.5 10.0 2.0 0.8 1.8 4.0 0.2 7.5 1.4 -

Ginger 0.4 0.5 3.3 0.5 0.3 0.3 0.1 0.1 2.2 0.3 -

Chinese radish - 13.3 - 22.5 12.5 5.0 8.0 2.7 5.0 35.7 8.9

Leaf mustard - 2.5 15.0 5.0 12.5 5.0 - 0.7 5.0 - -

Water cress - 4.0 - 3.0 25.0 - 0.7 0.7 - 0.7 -

Onion - - - - - - - - 5.0 - -

Leek - - - - - - - - - 0.3 -

Salt-fermented 
fishes

Fermented anchovy sauce - 4.0 20.0 1.0 - 2.5 0.5 - - 1.4 -

Fermented anchovy - - - - - - 0.5 - - - -

Fermented shrimp sauce - - - 1.3 1.0 - 2.0 1.0 5.0 1.4 -

Fermented yellow corvenia - - - - - - - 1.5 - - -

Fermented mixed fishes sauce - - 10.0 - - 1.2 - - - - -

Sea food and 
marine algae

Oyster - 2.0 - 1.0 0.5 - - 0.7 - - -

Shrimp - - - 1.5 1.3 - 2.0 0.7 5.0 - -

Alaska pollack - - - - - - - 4.2 - - -

Anchovy powder - - - 1.0 - 1.2 0.1 - - - -

Sea tangle - - - - - 1.2 - - - - -

Fruits
Pear - - - - 1.0 - 2.0 - 10.0 2.8 -

Apple - - - - - - - - 5.0 - -

Nuts

Chestnut - 0.5 - - - - - - 5.0 - -

Pine nut - - - - - - - - 2.2 -

Soybean - - - - - 0.1 - - - - -

etc

Sucrose - - - - 0.5 - - 0.2 0.3 1.4 -

MSG2) - - - - - - - - - 0.5 -

Cookde glutinous rice flour - - - - 0.8 - 4.0 - 10.0 - 1.1

Beef gravy - - - - 0.2 - - - - - -

Refined rice wine - - - - - - - - 0.7 -

1)A: Control Kimchi, B: Oyster Kimchi, C: Fermented anchovy sauces Kimchi, D: Sea food Kimchi, E: Drop wort Kimchi, F: Soybean Kimchi,
G: Jeotgal Kimchi, H: Alaska pollack Kimchi, I: Fruits and nuts Kimchi, J: Pear Kimchi, K: Cooked glutinous rice flour Kimchi, 2)Monosodium
gluta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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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350.7 µM), D김치(373.1 µM), H김치(417.3 µM)순으로 SAM함

량이 증가하였다. A김치의 경우 발효 6일째까지는 급속히 증가

하였다가 9일째부터 감소하여 12일째까지 이 값을 유지하였고 15

일째이후는 증가하였다가 발효가 진행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났다. B김치의 경우 3일째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9일째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2일째는 최대값이

나타났고, 그 이후로는 완만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C김치의

경우 담근 직후의 함량이 다른 김치에 비해 높은 값이 나타났으

며 발효되면서 완만히 증가하다가 12일째 최대값이 나타났고 15

일째 급격히 감소하였다. C김치의 경우 젓갈 함량이 많은 김치

로 재료별 SAM함량을 측정한 결과(Table 3) 주로 젓갈류 및 생

선류에서 SAM함량이 높게 나타나 젓갈 부재료로부터 많이 이행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C김치의 경우 담근 직후의 SAM함량

이 높게 나왔고 발효기간 중에 대체적으로 SAM함량도 높게 나

Table 2. Analytical conditions of S-adenosyl-L-methionine by

HPLC

Classification Operating conditions

Instrument

Jasco HPLC (Japan)
Pump; PU-980
Detector; UV-975
Column oven; CO-965
Autosampler; AS-2057

Column SupelcosilTM LC-18S (4.6×250 mm, 5 µm) (29)

Mobile phase
A: 100% MeOH
B: 0.25M Ammonium acetate (pH 5.5) with
B: acetic acid

Flow rate 1.0 mL/min 

Wavelength 254 nm

Injection volume 20 µL

Reverse phase time 20 min

Table 3. S-Adenosyl-L-methionine concentration of raw

materials used for making Kimchi

Raw materials
SAM Conc.

(µM)

Brined chinese cabbage1) 16.1

Stone leek 1) N.D3)

Welsh onion1) 11.8

Peppers

Red pepper powder2) 111.4

Fresh red pepper1) N.D

Dry red pepper2) N.D

Garlic1) 14.5

Ginger1) 61.7

Chinese radish1) 52.5

Leaf mustard1) 21.9

Drop wort1) 52.5

Leek1) 24.7

Fermented fishes1)

Fermented anchovy sauce 1550.4

Fermented anchovy 1054.8

Fermented shrimp sauce 378.0

Fermented yellow corvenia 1139.1

Fermented mixed fishes sauce 2235.8

Vegetables1)
Pear N.D

Apple N.D

Nuts1)
Chestnut N.D

Pine nut N.D

Soybean N.D

Sea food and 
marine algae1)

Oyster 337.3

Shrimp 1319.7

Alaska pollack 779.4

Anchovy powder2) 1529.4

Sea tangle2) N.D

And so on Beef gravy1) N.D

1)Wet basis, 2)Dry basis, 3)Not detected

Fig. 1. pH of the Kimchi treated with various addition of raw
material during fermentation at 10oC. A, Control Kimchi; B,
Oyster Kimchi; C, Fermented anchovy sauces Kimchi; D, Sea food
Kimchi; E, Drop wort Kimchi; F, Soybean Kimchi; G, Jeotgal
Kimchi; H, Alaska pollack Kimchi; I, Fruits and nuts Kimchi; J, Pear
Kimchi; K, Cooked glutinous rice flour Kimchi.

Fig. 2. Titratable acidity (%) of the Kimchi treated with various
addition of raw material during fermentation at 10oC. A, Control
Kimchi; B, Oyster Kimchi; C, Fermented anchovy sauce Kimchi; D,
Sea food Kimchi; E, Drop wort Kimchi; F, Soybean Kimchi; G,
Jeotgal Kimchi; H, Alaska pollack Kimchi; I, Fruits and nuts
Kimchi; J, Pear Kimchi; K, Cooked glutinous rice flour K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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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고 발효 초기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9일째 급속히

증가하여 21일째 까지는 비슷한 값이 나타났다. E김치의 경우 3

일째까지는 급속히 증가하다가 6일째는 담근 직후의 SAM함량보

다 적게 나타났으며 다시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완만히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F김치의 경우 6일째까지 증가하다가 9일째 급

속히 감소하였고 12일째 다시 증가하였으며 이후 완만히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G김치의 경우 3일째 까지 증가하여 발효기간

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완만히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H김치의 경우 담근 직후의 SAM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6일째까지는 완만히 감소하다가 9일째 급속히 감

소하였고 12일째 증가하였으며 발효됨에 따라 다시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I김치의 경우 SAM함량이 담근 직후부터 발

효 12일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12일째 최대값이 나타났고 15일

째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18일, 21일째까지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J김치의 경우 담근 직후부터 6일째까지 계속 증

가하였다가 9일째 다시 급속히 감소하였고 12일째 증가하여 최

대값을 나타났으며, 15일째는 완만히 감소하여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비슷한 값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K김치의 경우 담근

직후 SAM함량이 가장 적은 함량을 나타났으며, 발효 6일째 까

지 계속 증가하였으며 발효 9일째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가 발효 12일째 완만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18일째

부터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재료별 SAM함량을

측정한 결과 젓갈류와 Table 3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생선류에서

SAM함량이 높게 측정되었으므로 이를 첨가한 김치내 SAM함량

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젓갈 및 생선류의 함량비율을 높은 순

으로 나열하여 보면 C-I-H-B-D-G-F-E-J-K-A순으로 나타났지만 I

김치의 경우는 C김치보다 젓갈 및 생선류 첨가량이 적은데도 불

구하고 SAM함량 가장 높았다. 이는 젓갈류와 생선류 외 다른 재

료 유래 SAM과 미생물 유래 SAM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

춧가루의 첨가량이 다른 김치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마늘, 생

강의 첨가량도 많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었고 J김치의 경우도 젓

갈첨가량과 생선류 첨가량은 적으나 무첨가량이 월등히 많아 무

첨가에 따른 SAM생성량도 달라지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

서 원부재료 유래에 따른 SAM 함량이 높은 김치는 I김치의 recipe

로 경시적 발효시점에 따라 약 5-6배의 SAM 함량이 증가 된 것

으로 확인되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발효기간 중 SAM생성량 증진 김치의 최적조건

을 개발하기 위해 배추김치의 재료별 및 제조법에 따른 발효기

간 중의 SAM함량 변화를 측정하였다.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모

든 김치군의 pH는 발효초기에는 급격히 감소하다가 후기에는 pH

4.2-4.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산도는 pH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

면서 발효초기에는 급격히 감소하다가 후기에는 서서히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SAM함량은 가장 기본적인 재료로만 제조한

표준(A)김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SAM이 검출되는 원부재료

SAM함량이 많은 김치가 SAM함량도 높게 나타났다. 모든 김치

군 중 I김치가 가장 높은 SAM함량을 나타냈으며, 김치별 SAM

함량이 가장 높은 발효시점은 pH가 4.3-5.3사이와 산도는 0.5-

1.0%일 때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결과 SAM함

량이 높은 김치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발효기간은 9-12일째와 pH

4.3-5.3, 산도 0.5-1.0%일 때와 고춧가루 함량 및 SAM 함량이 높

은 젓갈류, 다양한 재료들의 배합비율이 높은 I김치와 같은 양념

배합비와 제조방법이 김치의 SAM생성량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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