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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characteristics and functionalities of Korean and Japanese 
spring Baechu cabbages and the kimchi prepared with such cabb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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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및 일본산 봄배추와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김치의 품질특성과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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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examin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functionalities of Korean and Japanese spring Baechu cabbages and 
the kimchi prepared with them. To study the physiochemical properties of the cabbages and the kimchis, we measured 
their water content, pH, acidity, microbial counts, and springiness. On the third week of the kimchi fermentation 
at 5℃, their sensory properties and in vitro DPPH radical scavenging and anticancer activities using AGS human 
gastric cancer cells were determined. The Japanese Baechu contained 97.1% water, and the Korean Baechu, 92.4%. 
The comparison of the textures of the raw Baechu and the brined Baechu showed that the Korean Baechu had 
higher springiness scores than the Japanese Baechu. After four-week fermentation, the springiness score of the kimchi 
with Korean Baechu was 53.5%,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41.4% of the kimchi with Japanese Baechu. The 
kimchi prepared with Korean Baechu had a low total bacterial count but higher Lactobacillus sp. and Leuconostoc 
sp. counts than the kimchi with Japanese Baechu. The kimchi prepared with Korean Baechu had the highest overall 
acceptability score in the sensory evaluation test.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kimchi with Korean 
Baechu was 83.2%, and that of the kimchi with Japanese Baechu, 46.1%. When the AGS human gastric cancer 
cells were treated with the kimchis, the kimchi prepared with Korean Baechu showed a 45% cancer cell growth 
inhibition rate, and the kimchi with Japanese Baechu, 26%, at 1 mg/mL of methanol extracts. At the 2 mg/mL 
concentration, the kimchis with Korean Baechu and Japanese Baechu showed 97% and 74% inhibition, respectively. 
The Korean Baechu showed better quality than the Japanese Baechu, and the kimchi prepared with the Korean 
Baechu showed better kimchi quality and functionality than the Japanese Bae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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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김치는 세계인에 의해 인정받는 우리 고유의 전통발효

식품으로 항산화 및 암을 예방하는 채소류가 주원료이기에

비타민 C, 베타카로틴, 식이섬유소,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

이 높으며 이와 함께 젖산균 등 여러 항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치의 재료인 마늘, 고춧가루

그리고 생성된 젖산균 등의 항돌연변이 및 항암 활성이

밝혀진 바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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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의 주재료인 배추는 십자화과 채소로 주로 봄,

여름, 가을에 생산되며 기후환경에 따라 다양한 품종이 한

국, 일본, 중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다(2). 배추에

는 생리활성물질인 glucosinolates가 함유되어 있어 이 성분

의 섭취는 소화기계, 폐 등의 암 발생을 억제한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3), 십자화과 채소 중 하나인 배추의 항암효과는

glucosinolates의 분해산물인 isothiocyanates에 의한 것으로

도 알려져 있다(4).

우리나라의 김치는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30여국에 수출

되어지고 있으며 그 중 일본은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최대 수출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절임

식품을 즐겨 먹는 일본인들에게 김치가 널리 보급되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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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으며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다(5,6). 더욱이 김

치가 발효식품으로서의 영양학적 우수성이 입증되었고, 김

치의 부재료인 마늘(7), 고추(8)와 생강(9) 등에 항산화 물질

이 존재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어 일본의 젊은 층을 중심

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6).

김치에 대한 연구와 김치에 대한 한일 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양국에서 생산된 배추에 의한 김치의 품질 차이와

같은 과학적 분석은 Kim 등(10)의 한․일 겨울배추를 이용

한 김치의 품질특성과 기능성 비교 연구를 제외하고는 미비

한 실정이다. 또한 과거에는 김치 생산이 가정에서 김장의

형태로 겨울철에 집중되어 가을배추의 이용이 많았으나

(11) 최근에는 현대인의 바쁜 생활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제조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공장김치의 소비가 증가되었다

(12). 이로 인해 김치 제조업체에서는 연중 지속적인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봄배추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봄배추에

대한 특성과 이로 제조한 김치의 연구는 주로 많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봄배추와 일본

에서 재배되어 주로 사용되는 봄배추를 이용하여 생배추일

때의 품질의 차이점과 각 배추를 이용하여 제조한 김치의

이화학적 특성, 항산화 및 in vitro 항암효과를 비교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산 배추와 일본산 배추의 특성과 이를 이용

하여 제조된 김치의 차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실험에 사용된 배추는 한국과 일본에서 김치 제조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품종으로 2010년 3월에 재배된 한국

산 배추(전라남도 해남군, 겨울황)와 비슷한 시기에 재배된

일본산 배추(간토지방 이바라키현, 황심)를 이용하였다. 간

토지방 아바라키현의 황심은 aT(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

해 공급받았으며, 이 품종은 일본 동경 주변에서 김치 제조

시 주로 사용되는 품종이다. 김치의 재료로 사용된 멸치액

젓((주) 대상), 설탕(제일 제당), 고춧가루(종가집), 소금, 무,

파, 마늘, 생강 등은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의 S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김치 제조

배추 절임에 사용된 소금은 간수를 제거한 천일염(NaCl

80% 이상, 한국염업조합)으로 배추 무게의 20%의 소금을

3:7의 비율로, 이 중 3은 생배추의 단단한 줄기에 켜켜이

뿌리고, 7은 물에 녹여 염수로 만들었다. 생배추를 2절하여

염수에 넣고 15시간을 절인 후 3회 세척 및 3시간 탈수하여

표준화 김치 레시피(13)를 이용하여 김치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김치는 5℃에서 저장 발효 시키며 1주마다 이화학

적 특성을 측정하여 총 4주간 실험하였다.

수분함량 측정

각 배추의 수분 함량은 105℃에서 상압가열건조법(14)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pH 및 산도 측정

멸균 비닐팩에 김치 시료를 담은 후, stomacher(HG-400,

MAYO, Parkma, Italy)로 착즙하여 착즙한 시료액을 pH와

산도 측정 실험에 사용하였다. pH는 실온에서 pH

meter(M220, Corming, MA, USA)로 측정하였고, 산도는

AOAC 표준시험법에 따라 20배 희석한 시료에 0.1 N NaOH

를 가하여 pH 8.4가 될 때 까지 적정하며 이때 소비된 0.1

N NaOH mL수로 측정하였다. 적정한 값은 젖산(lactic acid)

의 함량 %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15).

Acidity (%) =
mL of 0.1 N NaOH × Normality of NaOH × 0.09

× 100
Weight of sample (g)

총균 및 젖산균 수 측정

총균수의 측정은 평판계수법(plate count technique)을 이

용하였다. 착즙한 시료를 멸균한 증류수로 단계별로 희석

하여, 미리 가열 용해한 후 43~45℃로 냉각한 plate count

agar(Difco, Detroit, MI, USA)에 0.1 mL씩 분주하여 도말하

였다. 37℃에서 3일 동안 incubator에서 호기적으로 배양하

고, 배양된 균의 colony 수를 계수하여 생성 콜로니 개수

(CFU/g, colony forming units per gram)로 총균수를 나타내

었다(16). 젖산균수의 측정은 총균수 측정과 동일한 방법으

로 Leuconostoc sp.는 Leuconostoc 선택배지로 phenylethyl

alcohol과 sucrose를 첨가한 phenylethyl alcohol sucrose agar

medium(PES medium)을 사용하여 20℃에서 5일간

incubator에서 혐기적으로 배양하였다(16). Lactobacillus

sp.는 Lactobacillus selection medium(LBS medium)에

Pediococcus의 생육을 억제하기 위하여 acetic acid와

sodium acetate를 첨가한 modified LBS agar medium(m-LBS

medium)을 사용하여 37℃에서 3-4일간 평판 배양하여 나타

난 colony수를 계수하였다(16).

탄력성 측정

생배추와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절임배추 및 김치의 조

직 탄성은 rheometer(CR-100D, Sun Scientific Co., Tokyo,

Japan)을 이용하여 springiness를 측정하였다. 탄력성 측정

에 사용된 시료는 배추 밑동으로부터 5 cm 아래의 두께가

0.5 cm인 부분을 3×4 cm의 크기로 썰어 사용하였고, 각

시료마다 5회 반복 측정하여 이 값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Rheometer의 조건은 Mode1, Max 10 kg, R/H R Real 3 kg,

P/T Press 600 mm/m, REP1 3 sec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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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평가

관능평가는 반복된 랜덤화 완전 블록 계획(replicated

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17)에 따라서 훈련된 8명

의 관능요원이 평가하였다. 1회에 3가지 시료를 평가하였

으며 이를 4회 반복하여 실시하였다. 평가내용은 정량적

묘사분석 방법(quantitative descriptive analysis)을 사용하였

다. 주관적인 항목으로 종합적 외관(overall appearance), 종

합적 평가(overall acceptability), 냄새(smell), 조직감(texture)

을 평가하고, 객관적인 항목으로는 미각적 지각인 짠맛

(saltness), 쓴맛(bitter flavor), 군덕맛(moldy flavor), 신맛

(acidic flavor)을 평가하였다. 주관적 평가는 1에 가까울수

록 긍정적 기호를 가지며, 9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기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내었고, 객관적 평가에서는 1에 가까울

수록각 항목이감지되지않고, 9에 가까울수록강하게감지

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미각적 지각은 각 시료를 여러

차례씹은 후 입 또는코로감지되는맛과향으로평가하였

다. 신맛은 산에 의해 나타나는 맛, 쓴맛은 녹색 채소에서

나는 씁쓸한 맛, 군덕맛은 오래된 김치에서 나는 불쾌한

맛으로 정의하였다(18).

김치 추출물의 제조

제조된 김치를 적숙기인 pH 4.1~4.3 일 때 동결건조 시킨

후 마쇄하여 분말로 만들었다. 분말시료를 20배(w/v)의

methanol에 섞어 2회 반복 추출한 후 회전식 진공농축기

(Buchi 461, Switzerland)를 통해 농축시켜 메탄올 추출물을

조제하여, 이를 농도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분석

항산화 기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치의메탄올추출물

을 2 mg/mL의 농도로 메탄올에 용해시켜 사용하였다.

96-well plate에 용해한 시료 100 μL와 150 μM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용액 100 μL를 혼합하여 30

분간 실온에 방치시킨 후, 540 nm에서 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Jasco, Tokyo, Japan)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시료를 첨가한 실험

군과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19).

암세포 배양

AGS 인체 위암세포(AGS human gastric adenocarcinoma

cell)는 한국세포주은행(Seoul, Korea)으로부터 분양받아

100 units/mL의 penicillin-streptomycin과 10%의 FBS가 함

유된 RPMI 1640(GIBCO, Grand Island, NY, USA)을 사용하

여 37℃, 5% CO2 incubator(Forma, 311 S/N29035, Marietta,

OH, USA)에서 배양하였다(20). 배양된 암세포는 일주일에

2~3회 refeeding하고 6~7일 후 PBS로 세척하여 0.05%

trypsin-0.02% EDTA(GIBCO)를 첨가하여 부착된 세포를

분리하였고, 이를 원심분리하여 암세포를 집적시켰다. 집

적된 암세포에새로운배지를 넣어 피펫으로 암세포가골고

루 분산되도록 배지와 잘혼합한 후 75 mL cell culture flask

에 일정하게 분할 주입하여 5~6일 마다 계대 배양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AGS 인체 위암세포를 이용한 in vitro 항암효과

배양된 암세포를 96-well plate에 각 well당 1×10
4

cells/mL가 되도록 180 μL를 분주하고, 농도별로 DMSO에

희석한 김치의 메탄올 추출물을 20 μL 첨가하여 37℃, 5%

CO2 배양기에서 72시간 배양하였다. 배양한 well plate에

5 mg/mL의 농도로 제조한 3-(4,5-dimethylthiazo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MTT) 용액 20 μL를 첨가하여 37℃, 5%

CO2 배양기에서 4시간 배양하였다. 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생성된 formazan 결정을 DMSO에 용해시켜 ELISA reader

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21).

Cytotoxicity (%) ＝
대조구의 흡광도 - 시료처리구의 흡광도

×100
대조구의 흡광도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tatistic Analysis System(9.1 SAS Institute

Inc., NC,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Student’s

t-test를 통하여 p<0.05와 p<0.01 수준에서 통계분석 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한국산 일본산 봄배추의 특성

수분 함량

일반적으로 배추는 90% 이상의 높은 수분함량을 가진

채소이다. 한국산 봄배추(전라남도 해남군, 겨울황)와 일본

산 봄배추(간토지방 이바라키현, 황심)의 수분함량을 측정

한 결과(Fig. 1), 각각 92.4%, 97.1%의 수분 함량을 나타내어

일본산 배추가 한국산 배추에 비해 수분 함량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p<0.05). 한국과 일본의 겨울배추를 이용한

Park(23)의 연구에서도 일본산 배추가 한국산 배추에 비해

수분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산 배추는 겨울배추나

봄배추 모두수분이 많았다. 이는 생산지의 기후조건, 토양

등의 재배 환경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

면 삼투압에 의하여 배추 조직으로부터 조직액의 용출 및

조직으로의 소금의 침투 현상이 일어나는데(22), 배추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경우 절임 시 수분이 많이 용출

되어 조직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탄력성

조직감은 탄력성(springiness), 절단강도(cutting strength),

견고성(hardness), 깨어짐성(brittleness), 씹힘성(chew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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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suring of water content in Korean and Japanese Baechu
cabbages.

K-Baechu : Korean Baechu cabbages (Kyeoulwhang from Haenam)
J-Baechu : Japanese Baeuchu cabbages (Hwangsim from Ibaraki)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23). 본 연구에서는 조직감의 변화를

탄력성(springiness)으로 측정하여 한국산 봄배추와 일본산

봄배추의 탄력성을 Fig. 2에 나타내었다. 겨울배추를 이용

하여 생배추와 절임배추의 탄력성을 측정한 결과 일본산

배추가 한국산 배추에 비해 탄력성이 낮다고 확인 된 바

있다(24).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 배추의 경우 생배추일 때

75.0%의 탄력성을 나타냈으며, 일본산 배추는 64.7%이었

다. 각 배추들을 절임 하여 측정한 결과 한국산 배추는

64.0%, 일본산 배추는 50.1%로 탄력성이 감소되었다. 이

결과 일본산 배추가 한국산 배추에 비해 더 많은 수분을

함유하며탄력성이낮고 무른질감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

다(p<0.05). 탄력성의감소는 염장에 의하여 배추 조직내부

의 공기가감소되고 수분이 용출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25).

Fig. 2. Comparison of springiness of Korean and Japanese Baechu
cabbages and the brined cabbages.

K-Baechu : Korean Baechu cabbages (Kyeoulwhang from Haenam)
J-Baechu : Japanese Baeuchu cabbages (Hwangsim from Ibaraki)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한국산 일본산 봄배추를 이용한 김치의 저장기간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

pH 및 산도 변화

한국산 봄배추와 일본산 봄배추를 이용하여 김치를 제조

하여 4주 동안발효시켜 pH와 산도의 변화를 측정한결과는

Fig. 3과 같다. 김치는 숙성 기간 중 각종 효소와 미생물에

의해 생성된 유기산이 김치 특유의신선한맛을 주게 된다.

김치에서 생성된 유기산은 김치의 pH를 감소시키고 산도

는 증가시켜 김치의 숙성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젖산균의 생육이나 김치의

발효도를 예상 할 수 있다(26). 한국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

의 pH 변화를 4주간 관찰한 결과 pH 5.52에서 4주 발효

후 pH 4.83으로감소한 반면, 일본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의

경우 pH 5.49에서 4주 발효 후 pH 4.35로감소하였다. 한국

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는 4주의 발효과정을 거쳐 서서히

pH가 감소한 반면, 일본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는 4주 후의

pH가 한국산 배추김치보다 낮고,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산도는 한국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는 제조

0주차에 0.32%에서 4주 발효 후 0.56%로 상승하여 pH와

같이 서서히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산 배추로 제

조한 김치의 경우 산도가 제조 0주차에는 0.41%에서 4주간

발효 후 0.82%로 상승하여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와 한국과 일본의 겨울배추를 이용한 Park의 연구

(24)를 통해 한국산 배추로 제조하여 발효를 거친 김치가

적숙기의 pH와 산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며 일정한 품질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총균수 및 젖산균수의 변화

한국산 봄배추와 일본산 봄배추로 제조한 김치를 발효하

였을 때, 발효 기간에 따른 미생물수의 변화는 Fig. 4와

같다. 한국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의 총균수(총호기성 세균

수)는 김치 제조 0주차에 1.0×10
4

CFU/g으로 나타났고 일본

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의 총균수는 4.0×104 CFU/g로 나타

나 김치를 제조한직후에는 일본산 배추를 이용하여 제조한

김치의 총균수가 높게 나타났다. 김치를 제조한지 4주가

지난 후 한국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의 경우 총균수가

6.2×10
6

CFU/g이며 일본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는 2.1×10
7

CFU/g으로 나타나 한국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가 일본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보다 호기성 부패균이 서서히 자라는

것으로 보였다. 발효 초기 한국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와

일본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의 Lactobacillus sp.의 수는 각각

5.0×101 CFU/g, 1.6×101 CFU/g 이었다. 4주 발효 후에는

한국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에서 1.6×10
7

CFU/g, 일본산 배

추로 제조한 김치에서 1.0×10
6

CFU/g으로 나타났다.

Leuconostoc sp. 수는 발효초기 한국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

와 일본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는 각각 2.5×10
3

CFU/g,

7.9×10
2

CFU/g이었으며, 4주 발효 후 7.9×10
6

CFU/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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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 and acidity changes of kimchi prepared with Korean and Japanese Baechu cabbages during fermentation at 5℃ for 4 weeks.

K-Baechu kimchi : Kimchi prepared with Korean baechu cabbages (Kyeoulwhang from Haenam)
J-Baechu kimchi : Kimchi prepared with Japanese baechu cabbages (Hwangsim from Ibaraki)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same period (week) at p<0.05.

Fig. 4. Changes of total bacteria, Lactobacillus sp. and Leuconostoc sp. counts in kimchi prepared with Korean and Japanese baechu
cabbages during fermentation at 5℃ for 4 weeks.

K-Baechu kimchi : Kimchi prepared with Korean baechu cabbages (Kyeoulwhang from Haenam)
J-Baechu kimchi : Kimchi prepared with Japanese baechu cabbages (Hwangsim from Ibaraki)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same period (week) at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same period (week) at p<0.01.

1.0×10
5

CFU/g으로 측정되었다. Lactobacillus sp.와

Leuconostoc sp.의 경우 김치가 숙성되면서 증가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27), 한국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에는 일본

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보다 발효초기부터젖산균수가 많았

으며 발효 후에도 많은 양의 젖산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산 배추로 김치를 제조하여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면일본산 배추를 이용한 김치보다 총균수

가 비교적 서서히 증가하며, 젖산균의 증식은 많이 일어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 결과는 겨울배추로 김치를

제조하여 비교한 Kim 등(10)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한국산 배추가 일본산 배추보다 김치의 바람직한 발효를

진행시키는 것으로볼수 있다. 그러나 한국산 배추와 일본

산 배추의 수분함량과 영양성분 등이 김치의 발효에서 미생

물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탄력성 변화

한국산 봄배추와 일본산 봄배추로 제조한 김치의 경우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성(springiness)이 감소하여 무

른질감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저장 기간의

경과에 따라 조직이 연화되어, 조직 속에서 빠져나온

polygalacturonase, pectin methylesterase 등의 효소 작용에

의해펙틴질 성상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 생각된다(28). 한국

산 배추로 만든김치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4주가 경과하게

되면 0주차의탄력성 69.0%에서 53.5%로 감소하며, 일본산

배추로 만든 김치의 경우 56.5%에서 41.4%로 감소하였다.

각 김치의탄력성감소율은 비슷한 정도이나 한국산 배추로

만든 김치에 비해 일본산 배추로 만든 김치가 낮은탄력성

을 보여주었다. 특히 일본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가 제조

즉시에 56.5%의 탄력성을 보인 반면, 한국산 김치는 발효

4주차에 이르러서도 53.5%로 나타난 것은 한국산 배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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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제조할 경우 발효 한달까지도 배추 조직이 물러지

지 않고 탄력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결과

일본산 봄배추는 수분이 많고 조직이 무르며 한국산 봄배추

에 비해 낮은 탄력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산 겨울 배추로 제조한 김치가 일본산 겨울배추

로 제조한 김치보다 발효과정에서 탄력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10)와도 일치하였다. 따라서 한국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가 높은 탄력성을 오래 유지하여 더욱

아삭아삭한 맛을 내기 때문에 김치 제조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Fig. 5. Changes of springiness in kimchi prepared with Korean and
Japanese Baechu cabbages during fermentation at 5℃ for 4 weeks.

K-Baechu kimchi : Kimchi prepared with Korean baechu cabbages (Kyeoulwhang from
Haenam)
J-Baechu kimchi : Kimchi prepared with Japanese baechu cabbages (Hwangsim from
Ibaraki)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same period (week) at p<0.05.

관능평가

5℃에서 저장, 발효된 김치는 제조 3주차에 pH 4.1~4.3인

적숙기에 도달하여 이 시점에 관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한국산 배추와 일본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의 관능검사 결과, 일본산 배추로 제조

한 김치(4.1 점)에 비해 한국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가 종합

적인 기호도에서 6.3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탄산맛, 질감

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쓴맛이나 군덕맛, 짠맛등의 부정

적인 척도를 나타내는 항목에서는 한국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가 4점 이하로낮은 점수를 받았다. 일본산 배추로 제조

한 김치는 부정적인 척도를 나타내는 항목의 점수가 6점

이상으로 한국산 배추김치보다 높게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기호도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질감(씹힘성)의 경우

한국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가 6.5점, 일본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가 5.1점으로 평가되어 rheometer기를 이용하여 측정

한 탄력성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본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 보다 한국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의

관능적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일본의 겨울배추를 이용한 김치의

특성을 비교한 Kim 등(10)과 Park(23)의 연구와도 일치하

였다.

Fig. 6. Sensory evaluation of kimchi prepared with Korean and
Japanese Baechu cabbages that fermented for 3 weeks at 5℃ (pH
4.2–4.3).

K-Baechu kimchi : Kimchi prepared with Korean baechu cabbages (Kyeoulwhang from
Haenam)
J-Baechu kimchi : Kimchi prepared with Japanese baechu cabbages (Hwangsim from
Ibaraki)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한국산 일본산 봄배추로 제조한 김치의 기능성

DPPH 소거활성능

배추김치에는 항산화물질이 존재함이 여러 연구에서 밝

혀진 바 있다(29,30). DPPH radical 소거능법을 이용하여

항산화 효과를 측정한 결과, 한국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는

83.2%, 일본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는 46.1%로 한국산 배추

로 제조한 김치가 약 2배 정도 뛰어난 DPPH radical 소거

효과를 가지는 것을확인하였다(Fig. 7A). 이들 김치는 동일

한 레시피로 제조하였고, 배추만 달리 하였기 때문에 이러

한결과는 배추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것으로 보인다. 배추

에 관한 항산화 기능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는

데(31,32), 본 연구에서 한국산 배추로 만든 김치가 항산화

효과가 더 좋게 나온 것은 십자화과 채소에서의 기능성

물질로 널리 알려진 페놀물질, glucosinolates, 비타민 C,

lutein, zeaxanthin, isothiocyanate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3,4,33).

In vitro AGS 인체 위암세포 성장저해 효과

MTT assay는 생존 암세포의 효소작용에 의해 MTT가

환원되어 formazan crystal로 침전되는 정도를 흡광도로 측

정하여 암세포가 사멸 또는 증식이 억제되는 정도를확인하

는 실험법이다(20). AGS 인체 위암세포를 사용하여 한국산

배추와 일본산 배추를 이용하여 제조한 김치의 암세포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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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PPH radical scavenging effects (A) and inhibitory effects of the methanol extracts from kimchi prepared with Korean and Japanese
Baechu cabbages that fermented for 3 weeks at 5℃ on the growth of AGS human gastric adenocarcinoma cells in MTT
(3-(4,5-dimethyl-thiazol)-2,5-diphenyl tetrazolium) assay (B).

K-Baechu kimchi : Kimchi prepared with Korean baechu cabbages (Kyeoulwhang from Haenam)
J-Baechu kimchi : Kimchi prepared with Japanese baechu cabbages (Hwangsim from Ibaraki)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same period (week) at p<0.01.

저해 효과를 비교하였다(Fig. 7B). 한국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와 일본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를 메탄올로 추출하여

AGS 인체 위암세포에 1 mg/mL의 농도로처리한결과 한국

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는 45%의 암세포 성장 저해율을,

일본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는 26%의 암세포성장 저해율을

나타내었다. 2 mg/mL의 농도로 처리했을 경우 97%와 74%

의 암세포 성장 저해율을 나타내어 한국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가 일본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보다 현저하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 결과는 겨울배추를 이용

한 Kim 등(10)의 연구에서도 한국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가

일본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보다 AGS 인체 위암세포에서

높은 항암효과를 나타낸 것과 일치한다. 각 김치에 첨가된

부재료와 숙성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항산화효과와 in

vitro 항암 기능성의 차이는 배추에 존재하는 페놀물질, 비

타민 C 및 glucosinolate의 가수분해 물질과 같은 기능성

물질의 함량 차이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indol 화합물(34), phenylethyl

isothiocyanate, sinigrin, allyl isothiocyanate 등의 물질이 존

재하며, 이들 물질은 전립선암, 유방암, 폐암 등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35-37). 따라서 한

국산 및 일본산 배추의 기능성 물질 함량 분석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 봄배추와 일본산 봄배추의 품질특

성과 기능성을 살펴보고, 이 배추를 이용하여 김치를 제조

한 후 5℃에서 4주 동안발효하여 이화학적 특성 및 in vitro

건강 기능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품질특성으로 수분함

량, pH, 산도, 총균수, Lactobacillus sp.의 수, Leuconostoc

sp.의 수, 조직감, 관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적숙기에서의

항산화, in vitro 항암 기능성 실험을 하였다. 일본산 배추는

97.1%의 수분을 함유하였고 한국산 배추는 92.4%의 수분

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산배추가 한국산 배추에 비해

높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었다. 생배추와 절임배추에서 한

국산 배추가 일본산 배추보다 탄력성이 높았고 4주간숙성

한 김치의 탄력성은 한국산 김치가 53.5%로, 일본산 김치

(41.4%)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산

배추로 제조하여 발효한 김치는 총균수는 낮으면서 젖산균

인 Lactobacillus sp.와 Leuconostoc sp.의 수는 높게 나타났

다. 관능평가에서 한국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의 관능적 만

족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발효 3주차의 김치를 이용하여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한국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는 83.2%, 일본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는 46.1%로 한국

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에서약 2배 정도 높은 DPPH radical

소거효과를 나타냈다. AGS 인체 위암세포에 김치의 메탄

올추출물을 1 mg/mL의 농도로처리했을 때 한국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는 45%, 일본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는 26%의

암세포 성장 저해율을 나타냈고, 2 mg/mL의 농도에서는

각각 97%, 74%의 암세포 성장 저해율을 나타내어 한국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에서 저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결국 한국산 배추의 품질이 우수하고 이로 제조한 김치

가 일본산 배추로 제조한 김치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더

높은 항산화 및 항암기능성(AGS 위암세포)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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