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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the texture and salt content of Chinese cabbage after salting using different
method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low salt brining. To verify the possibility of brining under low salt concen-
tration, Chinese cabbage was salted with 1%, 2%, 6%, and 10% salt solutions by pressing, pressure reduction,
or steaming. After salting, the firmness (g, determined using the puncture test) of the Chinese cabbage changed
according to the brining methods used, however, an increasing trend in rigidity was observed as the salinity
increased. Because the power applied during pressing or pressure reduction treatments is higher, the firmness
of and penetration time on the surface of the brined Chinese cabbages after these treatments increased more
in the 6% salt solution cabbage. Additionally, the Chinese cabbages treated with steam showed significantly higher
firmness and penetration time than those treated by pressing and pressure reduction. As a result of pressing
the 6% salt concentrated cabbage with 1.35 kg·f/cm

2
, a pressure reduction from 250 mmHg, and steaming at

100oC for 1 min, the cabbage had roughly 2% of the salt concentration, ultimately. These physical treatments
of pressing, pressure reduction, and steaming could be used as new methods for preparing salted Chinese cabbage
with low salt concentrations for gener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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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전통식품인 김치는 예부터 이용되어온 중요한

부식으로 한국인의 채소 섭취량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김치에 대한 과학적 해석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기능성이

입증된 식품이다(1,2). 김치는 원부재료, 담금 방법 및 발효

로 인하여 독특한 풍미를 지니며 맛, 색상, 냄새 및 조직 특성

이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품질이 결정되는데(3), 이는 배추절

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4). 즉, 배추를 절이는 동안 소금과

배추 사이에 삼투현상이 발생하여 위해 미생물의 생육은 억

제되고, 김치 숙성에 필요한 내염성 미생물이 우세균으로

자리 잡아 발효에 영향을 미치며, 배추 표피 주성분인 펙틴

이 분해되어 세포막이 파괴되면서 수용성 물질인 비타민 C,

당, 황 함유물질, 유리아미노산 등이 빠져 나와 맛에도 영향

을 미쳐 전반적인 김치 품질을 달리할 수 있다(5).

한편, 우리나라에서 발병하는 성인병 중 고혈압은 순환기

계 질환 중 가장 발생빈도가 높고, 뇌졸중, 심부전, 관상동맥

질환 등과 같은 합병증이 수반될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으며

유전적 요인, 음주, 흡연, 스트레스, 비만 및 과다한 식염 섭

취 등의 요인이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6). 고혈압과 같

은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약물요법과 식이요법을 병행하여

야 하며(7) 특히 식이의 경우 식염 함량을 낮춰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25～55세 성인 만명을 조사한 결과, 하루 5.9

g의 소금 섭취 감소로 수축기 혈압을 약 10 mmHg 억제시키

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여(8,9) 소금섭취와 혈압 상승 간에

연관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식품도 저염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김치의 경우 대체염 및 혼합염 등을

이용하여 저염 김치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등장하고 있

지만(10,11) 김치의 염도와 조직특성을 1차로 결정지을 수

있는 저염 배추절임에 대한 연구는 저조한 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다양한 물리적 처리를 거친 배추의 조직 특성 및

염도를 조사하여 저염 절임배추 제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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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operation condition of texture analyzer (punc-
ture test)

Items Operation condition

Probe
Pretest speed
Test speed
Posttest speed
Puncture test speed
Distance

2 mm
5 mm/s
1 mm/s
10 mm/s
2 mm/s
15 mm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배추는 2009년 김장배추로 수확한 것으

로 1포기당 3～4 kg 되는 것을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구매하

여 사용하였다. 구입한 배추는 하루 동안 냉장실에 보관하여

품온을 5oC 내외로 조절한 후 사용하였으며, 소금은 천일염

(NaCl 80%, Shin-an, Korea)을 사용하였다. 기타 실험에 사

용된 분석용 시약은 특급시약을 사용하였다.

절임배추 제조

배추는 잎의 형성부위, 측정부위, 품종 및 재배시기 등에

따라 형태와 구조가 크게 다르므로 신뢰도가 높은 측정치를

얻기가 어렵다(12). 그리하여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고자,

절임 시 배추는 낱장으로 뜯어 외피를 제거하고 3×3 cm
크기로 잘라 일정한 위치의 중앙 부분을 사용하였다. 절임은

습염법을 이용하여 세절한 배추에 천일염 절임수를 1:1.5

(w/v) 비율로 첨가하고 15
o
C에서 6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이때, 절임수는 10～12oC 정제수에 총 중량의 1%, 2%, 6%

및 10% 천일염을 첨가하여 용해한 것을 사용하였다.

절임은 전통방식에 따른 누름 절임 방법, 감압 절임 방법

및 증기처리 후 절임 방법 등 총 세 가지 방법에 따라 진행하

였다. 전통방식에 따른 누름 절임 방법은 직경이 20 cm인

원통에 절단한 배추를 층층이 놓고 절임수를 부은 후 시료

1 kg에 각각 5 kg 및 10 kg 무게의 편평한 추로 눌러 절임

하였다. 이때 배추에 닿은 압력은 단위면적당 가한 힘으로

계산하여 5 kg 누름은 1.19 kg․f/cm
2
(875 mmHg), 10 kg

누름은 1.35 kg․f/cm2(990 mmHg)로 표시하였다. 감압 절임

의 경우 진공펌프(GAST, Benton Harbor, MI, USA)를 장착

한 광구병에 시료를 넣어 각각 500 mmHg(34% vacuum),

250 mmHg(67.5% vacuum)로 감압시킨 후 절였다. 증기처

리 후 절임은 증기 솥(직경: 40 cm, 높이: 65 cm)에 증류수

10 L를 채우고 증기 솥 바닥부터 20 cm 높이, 중앙에 세절한

배추를 놓은 다음 증기 솥의 온도를 100oC로 올려 각각 1분

과 2분 동안 배추에 수증기를 투과시킨 후 수거하여 절임수

에 담가 절임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의 대조구로는 누름, 감

압 및 증기투과 등의 처리를 거치지 않은 배추를 염수 농도

별로 침지하여 15oC에서 6시간 동안 절임한 것을 사용하였

다.

조직 강도 측정

절임배추의 조직 강도는 texture analyzer(TAXT-2,

Stable Micro Systems, Ltd., Godalming, England)를 사용

하였고 Table 1과 같은 방법으로 puncture test를 시행하였

다. 즉, 배추 표면의 중앙부분에서부터 100% 관통하면서 받

는 최대 강도를 측정하였으며 시료 측정 횟수는 각 처리구당

10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또한 texture puncture

probe가 배추 표면에 닿은 후부터 배추 조직의 겉면이 뚫릴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절임에 따른 배추조직의 견고성

을 비교하였다.

절임배추의 염도 측정

절임배추의 염도는 Mohr법 (13)에 의하여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절임수에서 건진 배추는 표면의 물기를 제거한

후 blender(HR 2860, Philips, Shanghai, China)로 갈아 반죽

(paste) 상태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시료 1 g을 100배 희석하

여 여과지(Whatman No. 1, Springfield, UK)로 여과한 액

10 mL을 취하고, 2% potassium chromate(K2CrO ) 1 mL을

지시약으로 첨가한 후 0.02 N silver nitrate(AgNO3) 용액으

로 적정하여 계산하였으며, 이때 단위는 %(w/w)이었다.

염도(%)＝

소비된 AgNO3(mL)×0.00117×AgNO3
factor×10×희석부피(mL)

시료 채취량(g 또는 mL)

통계처리

실험결과에 대한 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

te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절임방법 및 농도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one-way

ANOVA 방법에 따라(p<0.05)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절임배추의 조직 강도 특성

누름, 감압 및 증기투과를 거친 배추의 절임 후 측정한

조직 견고성(firmness)은 6% 이상의 절임환경에서 배추에

가한 물리적 힘, 압력변화 또는 증기온도가 높을수록 강하였

다(Table 2). 생배추의 조직 강도는 403.7±52.3 g으로 측정

되었는데, 이는 1%, 2% 및 6%의 염수에서 절인 대조구 값과

유사하여 절임이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

으며, 1%와 2% 염수에서 누름 및 감압하여 절임한 배추 처

리구의 강도도 이와 유사하였다. 하지만, 6% 이상의 농도에

서 누름, 감압 또는 증기 처리하여 절인 배추 처리구는 절임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누름 절

임의 경우 6% 염수에서 시료 1.35 kg․f/cm2의 힘을 가하여

절였을 때 평균 553.7 g을, 같은 세기에서 10% 염수에 절임

배추는 612. 2 g의 측정치를 보여 대조구(6% 염수: 449.8

g, 10% 염수: 509.2 g)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감압절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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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irmness (g, puncture force) of brined Chinese cabbage by different salting processes

Process
Salt content (%)

1 2 6 10

Pressing (kg․f/cm2)
1.19
1.35

365.9±61.9cB1)
376.6±25.1bcC

378.1±42.9cB
484.3±57.6abB

471.1±83.3bcAB
553.7±41.2bcAB

594.7±28.6bA
612.2±9.6bA

Pressure reducing (mmHg)
500
250

326.3±6.4cC
303.1±74.3cB

374.4±40.9abcBC
452.8±12.6cAB

444.5±1.5bcAB
526.6±6.6cA

471.7±50.7bcA
515.2±84.0cA

Steaming (oC-min)
100-1
100-2

473.5±32.1abB
490.9±9.2aC

478.7±13.5abcB
557.2±67.2aC

580.6±79.0bAB
746.5±16.1aB

612.1±12.5bA
1008.6±29.6aA

Control 328.5±46.8cB 412.0±21.1bcAB 449.8±14.4cAB 509.2±43.5bcA
1)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a column (a-c) and a row (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Penetration time (sec) of brined Chinese cabbage surface by different salting processes

Process
Salt content (%)

1 2 6 10

Pressing (kg․f/cm
2
)

1.19
1.35

3.6±1.8bAB1)
3.7±0.6bA

3.4±0.2bAB
4.5±1.8bA

2.5±0.4dB
3.8±0.5cdA

6.8±2.2bA
4.7±0.6bA

Pressure reducing (mmHg)
500
250

2.7±0.4bB
2.8±0.1bB

2.6±0.4bB
4.9±0.5bAB

4.7±0.2bcA
6.0±0.4bA

5.4±0.2bA
7.0±3.0bA

Steaming (
o
C-min)

100-1
100-2

7.4±1.9aA
8.8±0.1aC

9.3±2.6aA
9.1±0.5aC

10.3±1.8aA
11.2±0.8aB

12.7±1.2aA
13.5±1.0aA

Control 1.4±0.1bC 1.9±0.2bB 2.2±0.2dB 6.6±0.1bA
1)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a column (a-c) and a row (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C).

누름절임과 유사하게 6% 염수에서 절임한 배추 처리구부터

견고성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500 mmHg보다

250 mmHg로 감압한 절임배추의 조직 강도가 더 높게 측정

되었다. 배추 내의 원형질막은 물은 통과하되 염분은 통과하

지 못하며 세포 밖의 삼투압이 높을 경우 세포액 내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감압조건에서 더욱

촉진되며 대기압(760 mmHg, 0% vacuum)보다 350 mmHg

(54.1% vacuum)로 감압하였을 때 절임 속도가 증가한다는

결과(14)와 본 실험의 결과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편, 증기투과를 거친 후 절임한 배추의 조직 강도는 6% 농도

부터 차이를 보였으며, 2분 처리구 경우 1분 처리구에 비하

여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특히 10%에서 절임한 배추는

1008.6 g으로 강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는데, 완전히 익은

배추의 경우 조직의 붕괴로 조직 강도가 매우 약해지는 것과

비교하면 2분 처리로 배추가 익는 것은 아니었으며, 열 처리

시간을 변수로 하여 배추의 조직 강도 및 염 투과속도를 조

절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저염 절임은 낮은 염 확산

속도 때문에 잘 절여지지 않는데, 이러한 현상은 절임수 또

는 저장고의 온도를 높여 염 확산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15,16)이 보고되어 있으며, 이러한 방법 외에 이번 실험

을 토대로 압력 조절 및 증기투과를 이용하여 일반 작업장

온도인 약 15oC에서 6%의 염 농도로도 절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절임률이 높을수록 기계적 조직 강도가 높아지는 양상은

배추의 견고성을 측정하는 절단시험에서도 보이는 유사한

결과로, 생배추보다 절임배추일수록 뚫리는 힘은 증가한다

고 보고되었는데(17) 본 실험에서도 힘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이 이와 유사하였다. 또한 조직 강도가 세어질수록

probe가 배추 표면에 접촉하여 겉 조직이 뚫릴 때까지의 시

간(sec)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생배추의 겉 표면 뚫림 시간은 2.7±0.7 sec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염 농도 1%, 2%에서 누름 및 감압 후

절임한 배추의 표면 뚫림 시간과 유의적 차이가 없어 이러한

염 농도에서 누름과 감압으로는 절임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증기처리 한 절임배추의 경우 누

름 및 감압하여 절인 배추보다 조직 강도와 뚫림 시간이 유

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생배추의 경우 힘을 가하게 되면

배추에 힘이 전달되어 팽압(tugor pressure)이 생성되면서

액포가 눌려 변형되고, 세포벽에 가해진 압력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탄성이 생기며 이들은 상호간 긴밀하게 밀착하

여 강성(rigidity)과 아삭함(crispness)을 가져 결과적으로

단단하고 사각사각한 조직감을 나타내는데(18) 절임 후에는

수분을 빼앗겨 팽압이 감소하여 조직이 연해지고 시들해지

며, 조직의 연화는 배추에 가해지는 힘, 소금 농도뿐만 아니

라 온도에 따라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9).

하지만 본 실험의 증기처리는 비록 온도가 100oC이지만 배

추에 적용되는 시간이 1분과 2분으로 짧고 처리 후 10oC 내

외의 염수에 바로 침지되었기 때문에 열로 인한 변성으로

인하여 조직감과 염절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본 실험의 증기투과 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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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alinity (%) of brined Chinese cabbage by different salting processes

Process
Salt content (%)

1 2 6 10

Pressing (kg․f/cm2)
1.19
1.35

0.41±0.08cD1)
0.76±0.25bcC

1.35±0.25cC
1.23±0.25abC

2.03±0.17bcB
2.88±0.66bcB

4.56±0.17bA
4.62±0.25bA

Pressure reducing (mmHg)
500
250

0.42±0.01cC
0.76±0.08cC

0.99±0.08abcB
1.17±0.17cC

1.11±0.08bcB
2.05±0.41cB

2.34±0.01bcA
2.93±0.17cA

Steaming (
o
C-min)

100-1
100-2

1.11±0.08abB
0.99±0.08aC

1.64±0.33abcB
1.46±0.08aBC

2.93±0.25bB
3.16±0.66aAB

4.21±0.99bA
4.10±1.32aA

Control 0.33±0.01cD 1.11±0.08bcC 2.22±0.33cB 3.69±0.08bcA
1)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a column (a-c) and a row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D).

였던 선행 연구에서는 증기솥의 온도를 70
o
C, 80

o
C 및 90

o
C

로 각각 설정하여 생배추를 넣고 1분씩 처리하거나, 100oC에

서 1분, 2분 및 3분 동안 열처리를 실시한 결과, 90oC까지

처리한 배추의 기계적 조직 강도는 생배추와 유사한 세기를

나타내었으며, 100oC의 온도에서는 3분 이상 처리 시 배추가

완전히 익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염 함량이

낮아도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여 배추에 수분을 가하

면 충분히 저염 절임배추를 제조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80oC 이하에서 5분간 데치기를 실시한 배추조직의 연화는

온도뿐만 아니라 시간이 주원인이라는 결과(19)에서 보듯이

배추를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처리하거나, 매우 높은 고온의

수분을 투과하기보다는 적절한 온도에서 짧은 처리시간으

로 수분처리 시 저염 절임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되었다.

절임배추의 염도 측정

절임배추의 염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Kim

등(20)에 의하면 식품공전에 따라 절임한 배추는 배추를 소

금에 절인 후 세척 등을 하여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한 제품과 배추를 소금에 절인 상태에서 소비자가 구입 후

다시 세척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본

실험은 절임 후 세척 및 탈수과정을 거치지 않고 표면의 물

기만을 제거하여 측정한 결과로 시판되는 절임배추의 염도

가 제조 방식에 따라 0.5%부터 2.0%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

음에 비하여(20) 염수 농도에 따라 2.34～4.62%로 다소 높게

측정되었지만, 기계적 조직 강도를 통하여 6% 이상의 염수

에서부터 배추가 절여지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세척과

정을 도입하면 염도를 충분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

다. 그리하여 배추의 절임 방식에 따라 나타나는 염도의 특

징을 파악한 결과, 염 1%와 2%에서 절임한 배추 염 함량은

절임수 농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 농도에서 절임

한 배추의 견고성이 생배추와 유사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배추 내 수분이 빠져나간 것이 아닌 탈염과정을 거치지 않아

염도가 높게 측정된 것으로 사료되었다. 적외선 수분 측정기

(MB45, Ohaus, Boston, UK)로 측정한 생배추의 수분함량

은 평균 95.40%이었고 염 1%에서 절인 배추의 수분함

량은 평균 95.04%로 생배추와 차이가 없었다. 한편, 6% 염수

에서 절인 배추의 수분함량은 92.42%, 10%에서 절인 배추는

90.00%로 측정되며 대조구에 비하여 현저한 수분감소를 보

였고, 같은 염 농도에서도 누름, 감압 및 증기투과에 따라

배추의 기계적 조직 강도와 염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적은 용량의 소금을 이용하여 충분히

절임배추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Hwang(21)에

따르면 절임에 사용한 소금 농도가 높고 절임시간이 증가할

수록 배추의 수분함량은 감소하며 이때 작용되는 삼투압에

의하여 조직액의 용출 및 소금의 침투가 일어나고 절임배추

특유의 조직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

다. 또한 4등분한 배추를 4
o
C에서 소금농도 6, 10 및 14%로

24시간 절임한 후의 수분함량은 각각 93.0%, 91.2% 및

89.2%로 절임 전 94.4%에 비하여 감소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결과는 배추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상온에서 절임한

본 실험결과에 비하여 비록, 수분함량이 높게 측정되었지만

그 경향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영양실태조

사에서 나타나는 한국적 식생활은 곡류 섭취량이 많고 상대

적으로 단백질 섭취가 적은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저단

백 식이는 식염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도 소금

섭취량이 많은 편에 속한다. 김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5%～3.5%의 염이 포함되어 있고(22), 고염으

로 기인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이조절이 불가피

하며(23) 우리식단에서 비중이 높은 저염식이 선호되는 시

점에서 김치의 염 함량 조절이 필요하다. 기호도가 우수한

절임배추의 염도는 2.80%라 보고되어 있는데(15) 1일 김치

섭취량으로 볼 때 이 역시 높은 염 수준이라고 사료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보다 적은 양의 소금을 사용하면서 누름, 감

압 및 증기 투과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배추를 절일 수 있는

조건과 절임 후 세척 전 2%의 염도를 갖는 절임배추를 제조

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15
o
C 저장, 6% 염 함량 및 6시간의

조건에서 1.35 kg․f/cm
2
의 힘으로 눌러 절이거나, 250

mmHg로의 감압 또는 100
o
C, 1분 증기처리를 하여 배추를

절임하면 절임배추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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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낮은 염 농도로 절임배추를 제조하고자 본 실험을 실시하

였다. 전통적인 누름 방식, 감압처리 및 증기 투과 후 절임한

배추 처리구를 각각 제조하여 조직 강도 및 염도를 측정한

결과, 누름방식과 감압절임은 그 세기가 클수록 삼투현상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져 기계적 조직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배

추 겉 표면의 뚫림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증기처리의 경우

100
o
C에서 1분 투과 시 절임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리하여 15oC 저장환경에서 배추와 천일염 6% 염수를

1:1.5 비율로 혼합하여 6시간 절임 시 1.35 kg․f/cm2의 힘을

가하거나, 250 mmHg로 감압 또는 100
o
C에서 1분간 증기

처리한 후 절임하면 절임배추를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실험결과에 따라 염 첨가량과 절임시간을 낮춰

조절하면 저염 절임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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