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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미를 첨가하여 항산화성이 강화된 배추김치의 개발 및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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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develop a new functional kimchi with antioxidative properties, salted baechu was soaked in black rice water 
extract for 6 h at room temperature. The antioxidative property of the water extract was 78.75±1.18% that of the 
control (0.1% [w/v] alpha-tocopherol). The black rice gel was added to the baechu kimchi preparation. The color 
of baechu kimchi treated with black rice water extract changed to dark violet and/or black. Control kimchi and 
black rice water-treated kimchi were stored at 4℃ for 30 day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detected between 
the control and the black rice water-treated group in the early stages of fermentation. As fermentation time increased, 
pH decreased and titratable acidity increased rapidly in control kimchi. However, such marked changes were not 
evident in test kimchi. The hardness value of black rice water-treated kimchi was higher than that of control kimchi 
after the midpoint of the fermentation period. The storage life of baechu kimchi treated with black rice water extract 
was prolonged by up to 5 days compared with control samples, owing to a decline in lactic acid bacteria and 
yeast levels during the final fermentation period in black rice water-treated kimchi. The total phenolic levels and 
the antioxidative capacity of black rice water-treated kimchi (83%) were approximately 1.5-fold higher than in control 
kimchi (57%). In sensory evaluation, black rice water-treated kimchi scored higher than did control kimchi using 
a blind test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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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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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는 배추나 무 등의 채소를 소금에 절인 후에 마늘,

고추 등의 향신료와 젓갈 등의 부재료를 첨가하여 발효과정

을 거쳐 숙성시킨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발효식품이다. 김

치는 발효되는 동안 많은 종류의 영양소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다양한 건강기능성을 나타내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추김치는 지방질의 산화를 방지

하는 효과를 나타내었고, 지방산의 산화반응으로 인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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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의 생성을 저해하였으며 가열우육 모델 시스템에

김치를 많이 첨가할수록 우육의 산화를 방지하였다(1-2).

이외에도 항노화효과(3), 항암효과(4), 동맥경화억제효과

(5), 항균 및 probiotics 생산효과(6)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김치의 기능성은 미국의 한 건강잡지에서 한국의

김치를 세계인이 주목해야 할 5대 건강 식품 중의 하나로

선정 발표하면서, 세계인으로부터 더욱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7). 따라서 김치의 산업화 및 다양화를 위한 기반기술

연구가 시급하다. 특히 식품영양학적 기능성을 고려한 기

능성 김치들, 즉, 비타민 C 강화 김치, 고식이섬유 함유

김치 및 항산화성 김치의 생산기술 개발이 필요하다(8).

우리 나라의 쌀 생산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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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년간 소비량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9).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쌀소비가 감소하자 잉여분의 쌀을 소비하기

위하여 떡, 한과, 쌀음료 개발을 비롯한 기능미 및 유색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0-12). 흑미(유색미)에

는 α-, β-, γ-, δ-tocopherol과 tocotrienol, 식물성 스테롤 및

다양한 페놀성 화합물들이 함유되어 있다(13). 유색미 중에

서도 적갈색미에 비하여 흑자색 유색미에서 더 높은 항산화

능력을 지니며, 이는 흑자색 유색미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이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15). 유색미에서 확인된 anthocyanin은 cyanidin, pheonidin,

malvidin, pelargonidin, delphinidin flavylium 및 이들의 배당

체로, 이들은 α-tocopherol과 유사한 수준의 항산화능을 지

니고 있다(13,16-17). Han 등(9)은 흑미로부터 항산화능이

우수하고 피부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높은 allantoin,

oryzafuran, quercein, vanillic acid, protocatechuic acid를 분

리동정하였다.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품종의 기능성 쌀이

생산되고 있고(16), 쌀을 이용한 식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상식할 수 있는 식품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9).

우리나라 전통의 식사습관에서 상식할 수 있는 음식은 밥,

국, 김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흑미를 첨가하여 항산

화성이 증가된 새로운 기능성 김치를 개발하였고, 이를 저

온에 저장하면서 식품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흑미색소추출액 및 흑미겔(gel)의 제조

흑미(흑진주벼; 수원415호) 100 g을 물로 3회 세척한 후

증류수 2 L를 넣고 실온에서 10 rpm으로 6시간동안 추출하

여 흑미의 색소를 물로 용출시켰다. 그 후 추출액을 여과

(0.45 μM)하여 추출액 내에 존재하는 전분 등을 제거한

후 흑미의 색소추출액을 김치 제조 시에 사용하였다. 흑미

50 g을 마쇄하여 물 300 mL을 넣고 가열하여 김치 제조에

사용되는 풀(흑미겔)을 만들었다.

배추김치의 제조

통배추를 4등분하여 15% (w/w) 소금물에 상온에서 2시

간 동안 절인 후 세척 탈수하였다. 흑미의 색소를 배추에

최대한 흡수시키기 위하여 절인 배추를 흑미색소추출액에

6시간동안 담근 후에 상온에서 30분간 탈수하였다. 절인

배추 100 g에 고춧가루 3 g, 쪽파 3 g, 마늘 2 g, 생강 1

g, 설탕 1.2 g, 소금 1.2 g, 까나리액젓 2 mL, 흑미 gel 3%

(w/w)을 넣어 잘 버무린 후 비닐백 (PET/CPP)에 담아 밀봉

하였다. 제조한 배추김치는 저온 (4±0.5℃)에서 저장하였다

(Low Temp. Incubator, LTI-1000SD, Eyela, Japan). 배추 등

의 주재료는 2009년 2월 대전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구입하였고, 소금은 정제염인 한주소금을, 설탕은 백설탕

(삼양사)을, 까나리액젓은 대현수산 제품을 사용하였다.

배추김치 시료 (100 g 고형분과 김치 국물)를 균질화한

후 4℃,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등액에

활성탄 (10 g)을 넣어 5분간 vortexing한 후 4℃, 8,000 rpm에

서 3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이 과정을 2회 더 반복하여

얻은 맑은 상등액을 김치의 이화학적 특성 측정에 사용하

였다.

색도 측정

동일한 크기로 절단한 배추김치의 잎과 줄기 각각 20

g 및 국물 20 mL을 혼합하여 시료별로 색도측정용 용기에

담은 후 색도계 (color meter JX777, Minolta, Japan)를 이용

하여 명도 (L, Lightness), 적색도 (a, Redness), 황색도 (b,

Yellowness)를 측정하였다. 표준백판의 보정치는 L=98.46,

a=-0.23, b=1.02이었다. 시료 당 8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

값으로 나타내었다.

pH 및 산도의 측정

배추김치 추출액의 pH는 pH meter로측정하였고, 적정산

도는 0.1% phenolphthalein 용액이 분홍색으로 변하는 점까

지 적정한 후 소비된 0.1 N NaOH 용액을 총산도 (lactic

acid, %)로 나타내었다.

배추김치의 조직감 측정

배추김치의 줄기 부분을 동일한 면적으로 절단한 후

texture profile analysis (TPA; texture analyzer TA-XT2 stable

micro systems, UK)를 이용하여 조직감을 측정하였고, 분석

조건은 pretest speed, 10.0 mm/s; test speed, 5.0 mm/s; post

test speed, 10.0 mm/s; sample area, 3.0 mm2; distance, 90%;

force threshold, 20 g; contact force, 5 g; probe, 2(∅) × 7

mm로 하였다.

미생물 변화

총균수는 plate count agar (Difco, MD, USA)에서 측정하

였고, 젖산균은 MRS agar (Difco, MD, USA)에 도말하여

CO2 jar fermenter (37℃)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효모

는 potato dextrose agar (Difco, MD, USA)를 이용하여 생균

수를 측정하였다 (24시간, 30℃). 미생물의 생균수 측정은

각 시료당 3회 반복하였다.

Total phenolic compounds 함량

시료 1 g에 증류수 60 mL, Folin-Ciocalteau reagent 5 mL

을 넣고 잘 혼합하여 5분간 반응시킨 후, 20% sodium

bicarbonate 15 mL를 넣었다. 증류수를 넣어 최종 부피가

100 mL가 되도록 2시간 동안 실온에 놓고 반응시킨 후에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gallic acid equivalent로 계

산하였다.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제17권 제1호 (2010)52

항산화력의 측정

항산화력은 α,α-diphenyl-β-picrylhydrazyl (DPPH)의 유

리 radical을 소거하는 능력을 측정하였다. 즉, DPPH 0.5

mL (mg/100 mL ethanol)에 시료 50 μL를 넣고 ethanol을

가하여 1 mL로 조정하여 혼합한 후 20분 뒤에 517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을 구해 양성대조물질에 대한 상대비율로

나타내었다.

관능검사

배추김치의 맛에 익숙하도록 훈련된 관능검사요원에 의

해 배추김치의 맛, 질감, 냄새 및 전체적인 수용도에 대해

5점 만점의 평점법으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5점에 가

까울수록 좋고 0점에 가까울수록 안 좋은 것으로 하였다.

패널은 20~40세 사이의 남녀 12명으로 구성되었다.

통계분석

모든실험은 3회 반복하여평균 ± 표준편차 (SD)로 표기

하였다. 통계분석은 95% 신뢰수준에서 일원배치분산분석

법으로 시행하였고, 사후검정은 Fisher’s protected least-

significant differences로 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ver.

12.0.)를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흑미색소추출액에 침지한 배추의 색도 변화

흑미색소추출액은 당도 0.35±0.054 °Brix, pH 6.87±0.02,

점도 1.32±0.04 cps로 물리적 특성은 물과 유사하였다. 총폴

리페놀화합물의 함량은 204.18±25.96 mg/100 mL이었고,

0.1% α-tocopherol을 양성대조구로 하였을 때의 전자공여

능 (EDA)은 78.75±1.18%로 높은 항산화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흑미를 첨가하여 항산화능이 강화된 배추김치를

제조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김치 제조 시에 사용되는 절임

방법으로 배추를 절인 후, 세척 탈수한 절인 배추를 흑미색

소추출액에 다시 절여 배추 조직내로 흑미색소가 흡수되도

록 하였다. Table 1에서와 같이 흑미색소추출액에 절이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배추조직의 색이 암자색(흑색)으로 변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절임 시간이 30분이 경과되면서 나

타났고 6시간 이상이 되면 더 이상의변화는 관찰되지 않았

다. 따라서 배추 조직 내로 흑미의 색소가 흡수되는 데는

6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흑미추출액을 첨가한 배추 김치의 숙성 중 pH 및 산도 변화

흑미추출액에 6시간 동안침지한 후, 흑미풀을 가해 제조

Table 1. Effects of Black rice water extract on Hunter's color
values in salted-Chinese cabbage during storage at room
temperature

Soaking time (hr)
L value

(Lightness)
a value

(Redness)
b value

(Yellowness)

Control 63.59±2.74 -4.52±0.89 11.87±2.86

BR1)

0.5 60.09±3.81 -4.18±1.41 11.75±2.39

2 56.58±2.83 -2.93±0.94 11.38±2.16

4 54.23±4.28 -1.12±0.97 11.12±2.43

6 54.08±2.64 -0.98±0.31 11.08±2.14

10 54.11±3.51 -0.95±0.25 11.05±2.13

12 54.06±3.47 -0.96±0.32 11.06±1.84

1)BR; Chinese cabbage treated with black rice water extracts.

한 배추김치를 4℃에 저장하면서 김치의 이화학적 품질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 1에서와 같이, 흑미를 첨가한 김치

의 pH는 저장 초기는 대조구에 비하여 근소하게 낮았으나

저장 기간이 증가하면서 pH가 감소하는 폭이 감소하여 저

장 말기에는 대조구보다 높은 pH 범위를 유지하였다. 산도

의 변화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흑미첨가구

에서의 산도 증가폭은 대조구에 비하여 낮았다. 김치는 발

효가 진행되면서 pH가 낮아지고 산도는 증가하여, pH

4.22~4.21, 산도 0.4~0.75%일 때가 최적의 김치 품질을 나타

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 또한 산도 0.75~1%는 김치

숙성의 최종단계이며 1%를 넘으면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대조구는 저장 20일째부터 산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25일 이후에는 먹을 수 없는 단계이나, 흑미추출

물 처리구의 산도는 0.75~0.81%로 저장 30일에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추김치를 제조할 때 흑미

추출액을 첨가하는 것은 김치의 가식기간 연장에도 효과적

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Fig. 1. Changes in pH and acidity of Baechu kimchi treated with
black rice water extract during fermentation at 4 ℃.

A: pH, B: acidit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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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미추출물을 첨가한 배추김치의 숙성 중 경도의 변화

대조구와 흑미처리구에서의 경도의 변화는 Fig. 2와 같

다. Fig. 2에서와 같이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두 군

모두 경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김치의 발

효과정이 진행되면서 배추의 조직이 연화되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흑미처리구는 발효 초기를 제외하면

전 발효기간 동안 대조구보다 높은 경도를 유지하였다. 이

는 흑미추출물 처리에 의해 김치 발효가 지연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산도의 변화 양상과

일치하였다.

Fig. 2. Changes in hardness of Baechu kimchi treated with black
rice water extract during fermentation at 4 ℃.

p=0.05

흑미추출물을 첨가한 배추김치의 숙성 중 색도의 변화

흑미추출액을 처리한 배추김치의 저장 기간 중의 색도

변화는 Table 2와 같다. 일반적인 김치 제조 방법으로 담근

대조구의 초기 색도는 흑미추출물을 첨가한 김치의 초기

색도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흑미처리구의 L

값 (명도)은 대조구보다 약 20% 정도 낮았다. 이는 흑미추

출물처리에 의해 배추 조직의 색이 암자색 (흑색) 어두워졌

고, 김치 양념에 흑미풀을 첨가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되었

다. 대조구의 색도는 저장 10일째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

내었으며 이후로 감소하였다. 이는 김치의 발효와 관련된

현상으로 최적의 숙성 시기를 지나면 색도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반면에 흑미추출물 처리구에서의

색도 변화는 대조구와 약간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흑

미추출물 처리구는 저장 15일째에 가장 높은 색도값을

나타내었고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저장

30일째까지 색도값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pH 및 산도 측정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흑미추

출물 처리에 의해 배추김치의 저장성이 연장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2. Color changes of Baechu kimchi treated with black rice
water extract during storage at 4℃

Storage
(day)

L value
(Lightness)

a value
(Redness)

b value
(Yellowness)

Control

0 50.49±1.03 17.84±0.98 12.89±1.98

5 53.12±2.01 19.14±1.15 15.18±1.74

10 61.37±3.37 28.13±2.05 17.54±0.84

15 59.29±1.82 26.05±1.84 17.01±1.64

20 55.21±2.31 24.36±1.35 16.58±0.98

25 51.28±3.22 24.17±1.09 16.19±2.05

30 51.54±2.19 23.29±2.18 15.82±2.62

BR1)

0 40.07±2.88 22.09±1.08 19.03±0.98

5 39.85±1.83 22.18±2.01 19.91±2.09

10 38.14±1.72 23.99±1.85 19.88±2.03

15 37.11±1.09 25.13±0.93 20.13±2.01

20 37.08±0.98 25.06±1.07 20.18±1.72

25 37.28±1.28 24.85±1.12 20.14±1.05

30 36.43±2.53 24.15±2.31 20.19±1.26
1)BR; Chinese cabbage treated with black rice water extracts.

흑미추출물을 첨가한 배추김치의 숙성 중 미생물의 변화

흑미추출물을 첨가한 배추김치 숙성 중의 미생물 변화

양상은 Fig. 3과같다. Fig. 3A에서와같이, 대조구의젖산균

수는 저장 20일까지 증가하고 그 후에는 점차적으로 감소

하였다. 김치에서의 젖산균 증식 양상은 김치의 숙성과 관

련되어 있는 것으로, 대조구는 저장 20일경에 최적의 숙성

상태를 나타내며 20일 이후부터 김치의 품질이 감소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흑미처리구의 경우, 저장 초기는 대조

구보다 젖산균 증식 속도가 빨랐으나 최대의 젖산균 수를

나타내는 시기는 저장 20일째로 동일하였다. 대조구에서의

젖산균 수는 저장 20일 이후로 감소하였으나 흑미처리구는

20일 이후에도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지 않았다. 김치에

서의젖산균 증식은 pH의 감소 및 산도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0), 이는 본 실험결과와 일치하였다.

배추김치 발효과정 중 효모의 변화는 Fig. 3B와 같다.

흑미처리구에서 효모 수의 증가는젖산균 수의 증가 양상과

유사하였다. 즉, 저장 초기에는 대조구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흑미추출물 처리가 김치의 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흑

미처리구에서의 효소 수는 숙성 적기 (20일)를 지나면서

대조구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대조구는 김치가 숙성되면

서 효모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대조구의 경우

최적 숙성 기간 (20일)이 지나면서 효모의 수가 급격히 증가

하였다. 이는 김치 발효 말기에 Brettanomyces claussenii,

Candida bogoriensis, C. cacaoi, C. guilliermondii,

Citeromyces matritensis, Kluyveromyces vaeronae, Pichia

membranaefacience, Rhodotorula glutinis, Saccharomy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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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anus, S. cerevisiae, S. pretoriensis, S. italicus 및

Torulopsis salmanticensis 등 다양한 종류의 효모가 분리동

정된 결과(21-22)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김치 발

효(최종단계) 과정 동안 다량으로 생성된 효모에 의해 산막

현상과 연화현상이 나타나므로, 효모수의 증가는 김치 품

질의 저하를 의미하고 있다(21). 이러한결과는 pH 및 산도

측정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김치 제조시에 흑미추출물을

첨가하는 것은 김치젖산균 증식을 촉진하며 김치의 가식기

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Fig. 3. Microfloral changes during Baechu kimchi fermentation
treated with black rice water extract 4 ℃.

A: lactic acid bacteria, C: yeast, p=0.05

흑미추출물을 첨가한 배추김치의 페놀화합물 함량 및 항

산화성

흑미처리구의 페놀화합물 및 항산화성을 측정한 결과,

흑미처리구의 총페놀화합물 함량은 대조구보다 유의적으

로 높았다 (Table 3). 흑미의 외피, 과피 및 호분층에는 유리

Table 3. Contents of total phenolic compounds and antioxidant
capacity in Baechu kimchi treated with black rice water extract
during storage at 4℃

Storage
(day)

Total phenolic compounds
(mg/100 g)

Electron donating ability
2)

(Relative percentage)
3)

Control BR1) Control BR

0 111.91±9.87 241.98±9.54 57.38±0.31 83.29±0.76

5 112.72±8.65 238.39±9.12 56.92±0.38 82.03±0.84

10 109.73±7.04 232.75±8.75 58.78±0.54 81.28±0.57

15 106.39±8.21 239.67±4.54 63.41±0.58 83.74±0.49

20 109.80±9.56 237.31±5.83 68.91±0.21 87.58±0.28

25 108.78±6.45 240.28±9.62 61.85±0.47 85.19±0.68

30 109.49±5.82 239.56±7.69 55.47±0.64 84.15±0.89
1)BR; Chinese cabbage treated with black rice water extracts.
2)Electron donating ability per 1 mg of sample.
3)Relative percentage: alpha-tocopherol (0.1%)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The
EDA(%) of 0.1 % alpha-tocopherol was 18.94%.

형의 페놀화합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23). 따라서 흑미추출물처리에 의해 김치 내의총페놀화합

물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대조구

및 흑미처리구의 총페놀화합물 함량은 김치의 저장기간

동안 유의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김치제조

시에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김치 내의총페놀화합물 함량이

달라지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폴리페놀화합물은 과일, 야채와 같은 모든 식물체에 널

리 존재하며, 항산화 기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25). 따라서 대조구와 흑미처리구에서 추출한 총페

놀화합물의 항산화성을 전자공여능으로 측정하였다(Table

3). 0.1% alpha-tocopherol의 전자공여능 (18.94%)을 양성대

조구로 하였을 때, 김치 제조 직후의 항산화성은 흑미처리

구 83%, 대조구 57%의 항산화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흑미

에서 유래한 폴리페놀화합물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김치의 발효가 진행되면서 대조구와 흑미처리구 모두 항산

화성이 증가하여, 최적의 숙성 시기인 20일째에 가장 높은

항산화성을 나타내었다. 대조구의 항산화성은 저장 20일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한 반면에 흑미처리구의 항산화성은

저장 30일째까지 높은 수치를 유지하였다. 본 실험에서 총

페놀화합물 함량과 항산화성이 다르게나타난것은 김치의

발효단계에 따라서 생성되는 항산화성 물질의 종류가 다르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즉, 김치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며 여러미생물 및 효소가 관여하는복잡

한 발효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종류의 생리활성물질을 생성

한다. 김치의 항산화 물질은 vitamin C, β-carotene, phenol

compounds 및 chlorophyll 등과 같은 성분으로 이들은 활성

산소 및 유리라디칼을 제거하거나 활성을 소거시키는 역할

을 하며, 김치 재료물질들의 종류, 함량 및 발효정도는 생성

되는 항산화물질의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본결과는 소량의 흑미처리에 의해

대조구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높고, 항산화능이 약 1.5배

증가된 김치를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반건조고추씨를 60% 정도 첨가한 김치의 항산화능

(27)과 유사한 것으로 다른재료를 첨가하는 것보다 흑미처

리를 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관능검사

저장 20일째에 대조구와 흑미처리구 모두최적의 숙성도

를 나타냈으므로, 저장 20일째에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Fig. 4). 평가항목은 맛 (palatability), 외관/색 (appearance),

향 (flavor), 질감 (texture) 및 수용도 (acceptability)의 다섯

항목이었고 이를 5점 평점법으로 측정하였다. 대조구는 모

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은 반면 흑미처리구는 전

항목에서 대조구보다 낮은 평점을 받았다. 특히 외관 및

수용도에서 낮은 관능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조구가 전통적으로섭취하였던형태의 김치인 것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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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nsory evaluation of Baechu kimchi treated with black rice
water extract on 20th day storage at 4℃.

BR; Chinese cabbage treated with black rice water extract.

여 흑미처리구는 이전에는볼수없었던김치형태이기 때문

에 패널들의 선호도(수용도)가 낮았던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연구진은 직전의 관능검사 때와 동일한 패널에게

맹검법으로 김치의 맛(palatability), 질감(texture), 향

(flavor), 수용도(acceptability)을 5점 평점법으로 재평가하

도록 하였다 (Fig. 5). Fig. 5에서와 같이, 맛, 질감 및 향의

세 가지 관능특성은 흑미처리구가 대조구보다 높은평점을

받았으며 이는 물리화학적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었

다. 또한 수용도에서는 대조구와 흑미처리구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식품의 외관(색)이 김치의 선호도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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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valuation of sensory properties of Baechu kimchi treated
with black rice water extract on 20th day storage at 4℃ using the
blind test.

BR; Chinese cabbage treated with black rice water extract.

절인배추를 흑미추출액에 침지하고 흑미풀을 첨가하여

배추김치를 제조한 후, 저온에서 저장하면서 김치의 식품

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흑미처리에

의하여 배추김치의 색은 암자색~흑색을 나타내었고, 김치

의 가식기간은 대조구에 비하여 약 5일 정도가 연장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가식기간이 연장되는 이유는 흑미처리

가 김치 발효 중기 이후의 젖산균과 효모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흑미처리 김치의 항산화성은

흑미에 함유된 높은 총페놀화합물의 양과 발효기간 중에

생성되는 항산화성물질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었

으며, 대조구보다약 1.5배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미

처리 김치는 외관, 수용도 및 다른관능특성에 대한점수가

대조구보다 낮았으나 맹검법으로 재 실시한 관능검사에서

는 모든관능검사 항목에서 대조구보다 높은점수를 나타내

었다. 이러한 결과는 흑미처리 김치가 일반 대중에게 익숙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흑미처리 김

치의 식품학적·관능적 품질특성은 대조구보다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할 때, 식품학적 품질이 우수하고 기

능성이 높은 김치이더라도 일반 대중은 새로운 형태의 김치

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김치에 대한 일반 대중의 수용도를 증가시키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요 약

흑미의 이용도를 높이고 항산화능이 있는 새로운 기능성

김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흑미색소추출액에 절임배추를 침

지하여 흑미색소가 배추에 흡수되도록 한 후 흑미풀을 첨가

하여 배추김치를 제조하였다. 흑미색소추출액의 항산화능

은 양성대조구인 α-tocopherol (0.1%)의 78.75±1.18%를 나

타내었다. 흑미를 처리한 배추김치를 저온에 저장하면서

김치의 물리화학적 특성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흑미 처리

에 의해 김치의 가식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즉, 흑미처리구가 최적의 pH 및 적정산도에 도달하는 기간

은 대조구와 비슷하였으나 pH 감소 또는 적정산도 증가는

대조구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흑미처리구의

조직감은 발효 중기를 지나면서 대조구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흑미처리에 의해 젖산균 및

효모의 증가 속도가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흑

미처리구의 총페놀화합물 양은 대조구보다 많았으며 이는

흑미처리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김치의 항산화성은

0.1% α-tocopherol을 양성대조구로 하였을 때 대조구가 약

57%, 흑미처리구가 83%의 전자공여능을 나타내었고, 김치

의 항산화성은 숙성이 진행될수록 증가하여 숙성 최적기에

가장 높은 항산화성을 나타내었다. 흑미처리구와 대조구의

김치로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흑미처리구는 외관 및 수

용도에서낮은점수를 받았으나맹검법으로 재 실험을 하였

을 때는 흑미처리구가 모든 관능검사 항목에서 대조구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흑미를 처리함으로써 대조구보다

약 5일의 가식기간 연장 및 약 30% 정도의 항산화성이

높은 배추김치를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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