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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김치연구소 소개

| 설립목적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기술혁신을 주도하고, 국내 김치
산업을 식품산업의 대표적인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김치 종주국의 위상 제고 및 김치 세계화
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소(2010.1.1.)입니다.

소재지 : 광주광역시 남구 김치로 86 (임암동 675-1, 광주김치타운 내)

대표전화 : 062) 610-1700

| 주요기능 및 역할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의 원료, 제조공정, 미생물 및 발효에 대한 연구와 저장유통, 포장, 위생안전성 및 건강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기술개발 연구 뿐 만 아니라 산업정책, 마케팅, 식문화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연구 등
김치의 종합적인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치종주국으로서 김치세계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김치의
과학적 우수성을 구명하고 각국의 시장조사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학술대회
를 개최함으로써 학술·시장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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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세계화 추진을 위한 연구 및 사업수행
•김치의 원료, 제조공정, 미생물 및 발효, 저장유통 및 포장, 위생 및 안전성, 건강기능성 등
김치에 관한 종합적 연구개발
•김치산업에 대한 기반기술 연구 및 혁신기술 개발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김치산업 및 김치응용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지원
•김치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
•김치의 과학적 우수성 발굴 및 홍보
•김치산업 및 김치관련 전문가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

| 조직 안내
세계김치연구소는 글로벌 김치 문화와 발효과학 전문 연구기관으로 2본부 1부 4단 3실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1)김치에 관한 종합적 연구개발 2)김치세계화를 위한 연구 산업 3)김치 관련 응용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 2본부 1부 4단 3실 1센터

감사

감사실
(부설)

전략기획본부

기획
예산실

미래
전략실

중소기업
지원실

연구개발본부

미생물
기능성
연구단

신공정
발효
연구단

문화융합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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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부

산업기술
연구단

위생
안전성
분석센터

세계김치연구소 중소기업 지원 안내

중소 김치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정보, 인력, 기술, 특허, 인증 등의
분야별 맞춤 지원 실시

| 중소기업 지원 분야
HACCP 취득 및 위생안전 지원
- 시험검사 지원
- 자문 및 현장(실험)지도

김치 수출(유망) 업체 애로 해소 지원
- 수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수출 라벨링 지침서 제공

지식 및 기술 지원
- 김치사랑 가족기업
- 김치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 현장수요기술 연구
- 현장 애로 기술·경영 컨설팅

| 중소기업 지원 연락처
지원접수 : 중소기업 지원 대표번호(062-671-1379) 및
이메일(smekimchi@wikim.re.kr)을 통하여 문의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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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신청 현황
• 기간 : 2014. 01. 01. ~ 2015. 11. 30.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
:
:
:

• 총 210건 접수

품질관리 47%
기타(문화, 우수성, 동향 등) 22%
기타 연계 10%, 판로(수출) 9%
포장재, 표기사항 각 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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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공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배추절임 시
적정 염도 및 시간, 묵은지의 적정 산도, 포기김치 양념의 적정 염도에 관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A1. 김치의 염도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이미애 연구원

1. 김치 절임 시 적당한 염도 및 시간
▶ 계절별 배추의 품질특성
•배추절임은 계절별 배추의 특성에 따라서 절임염수의 염도와 시간이 결정되게 되므로 계절별
배추의 품질특성을 알고 절임염도와 시간을 판단해야함
•계절별 배추는 생육기간의 차이로 인해 작형별로 무게의 차이가 크게 남. 생육기간이 짧은
봄배추와 고랭지배추는 엽수도 적고, 중량도 적은 반면, 가을과 겨울에 재배된 배추의 엽수가 많고
무게가 많이 나감
•수분함량의 경우 고랭지배추 > 봄배추 > 가을배추 > 월동배추 순으로 분석되고 대체로 외엽의
수분함량이 내엽에 비해 높았으나, 입 부분 보다 줄기 부분의 수분함량이 높게 나타남
•계절별 배추의 물리적 특성은 무게, 엽수, 수분 함량 모두 봄배추와 고랭지배추에서 비슷한 특성을
보이며, 가을배추와 월동배추가 비슷한 특징이 있음
•계절별 배추의 당도와 환원당 함량은 봄, 여름 보다는 가을, 겨울에 생산되는 가을배추와
월동배추의 당도가 높으며, 외엽보다는 내엽의 당도와 환원당 함량이 높은 특징 있음

▶ 절임방법에 따른 이화학적 품질변화
•봄배추와 고랭지 배추와 품질이 비슷하고 가을배추와 월동배추의 품질이 비슷하여 대표적으로
고랭지 배추와 가을배추의 절임과정 중 중량 변화를 비교해보면 가을배추는 고랭지 배추에 비해
절임시 염수농도가 약 2% 가량 높을 경우 비슷한 중량 감소 경향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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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랭지배추와 가을배추를 같은 조건에서 절임을 실시하면 절임 완료 후 중량 변화 및 염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동일하게 절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절임수 농도를 가을배추 절임 시
고랭지배추보다 2% 정도 높게 유지하고 절임시간 또한 길어져야 함
• 고랭지배추는 크기가 작고 엽 두께가 얇으며 엽수도 적어 엽 간의 간격이 넓어 염수 침투가
엽의 밀도가 높은 가을배추에 비해 쉽게 이루어지고 고랭지배추가 가을배추에 비해 수분
함량이 높고 조직 내 용출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빨리 절여짐
• 따라서 계절별 배추의 특징에 따라서 염수농도를 조절해야하는데 봄배추와 고랭지 배추로
절임을 할 때는 10~12%에서 14~18시간 정도로 절이고 가을배추나 월동배추로 절임을 할 때는
염수의 농도는 12~14%에서 14~18시간 정도로 절임을 실시하여 계절별 배추의 특징에 따라서
절임방법을 조절해야 함
• 또한 배추 절임공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염수 온도인데 겨울철에는 물의 온도가 10℃ 이하일
` 때가 많아서 배추를 절이는데 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절임이 잘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가온 장치가 없다면 절이는 과정에서 실내온도 15℃ 이상으로 유지하며 절이기도 함

▶ 절임배추 염도
• 김치 제조 시 절임배추 비중은 보통 70~80%를 차지하며, 김치 염도에 있어서 절임배추
염도가 결정적임
• 시판 절임배추 염도(김 등, 2010)
- 시판 절임배추의 염도는 0.5%~2.0%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에서 5%로 절임배추의
규격을 제시하는 것에 비하여 저염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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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품질관리
ⅰ. 염도

2. 묵은지의 pH 및 산도
▶ 묵은지의 품질특성
•묵은지는 배추를 통째로 또는 2~4쪽 내외로 길게 절단하여 염수나 소금으로 절인 후 물로
씻고 탈수시킨 다음 양념을 배추 속에 넣고 6개월 이상 숙성하여 만든 것임
•시중에 유통 및 전문조리업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묵은 김치의 pH의 범위는 3.30~4.58의
범위를 나타고 산도의 범위는 0.74~1.82%로 시료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평균 pH는
3.90, 산도는 1.36%를 나타남
•묵은지 저장 중 pH와 산도의 변화는 표 1과 같고 양념의 비율을 5%와 15%로 제조된 묵은
지의 저장 중 pH의 변화는 저장 초기에는 5.60~5.93으로 양념의 비율이 높은 묵은지의
pH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저장 6개월이 지나면 4.42~4.51이었고 저장 후 2년이 지나면
pH가 3.53 정도로 나타남
•묵은지의 산도는 저장 초기에는 0.38~0.43의 범위를 나타내고 1년 숙성후는 1.73~1.91, 2년
숙성후는 1.51~1.91의 범위로 나타남
•적당한 묵은지의 산도와 pH를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현재 전통식품 표준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김치류의 품질기준은 표 3과 같고 이 중 묵은지에 대한 기준은 산도는 1.0
이상 pH는 3.4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김치 제조 시 이를 참고하여 제조해야 함

표 1. 묵은지 저장 중 pH와 산도의 변화
pH
발효기간(일)
양념5%묵은지
양념15%묵은지
0
5.93
5.60
90
4.43
4.57
180
4.42
4.51
243
4.40
4.38
369
4.02
3.92
460
3.87
3.74
543
3.63
3.70
634
3.61
3.70
697
3.50
3.53

16

산도 (%, w/v)
양념5%묵은지
양념15%묵은지
0.38
0.43
0.81
0.81
1.08
1.28
1.10
1.31
1.73
1.91
1.78
1.94
7.60
1.89
1.35
1.85
1.51
1.91

표 2.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김치류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성상

고유의 색택, 향미, 조직감 및 외관을 가지며 이미, 이취 및 이물이 없어야
하고,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 결과 모두 3점 이상이어야 함

산도(%, w/v)

1.0 이하 (젖산으로서)
(단, 백김치는 0.8 이하, 갓김치 및 고들빼기김치는 1.2 이하, 묵은지는 1.0 이상)

pH

3.8 이상(단, 묵은지는 3.4 이상)

3. 포기김치 양념의 적당한 염도
▶ 김치 양념의 염도
•포기김치 양념의 일반적인 염도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2~4% 정도 범위를 나타
내고 최종 김치염도에 따라 생산되는 양념의 염도의 범위가 달라짐
▶ 김치 제조 시 염도 결정 요인
•김치 제조 시 절임배추 제조 단계 이외 대체적으로 소금을 넣지 않으나, 김치 양념에 들어
가는 젓갈의 염도가 10~25%로 범위가 넓으므로 김치의 최종 염도 설정을 위해서는 절임
배추 염도와 젓갈 함량을 고려해야 함
※ 김치 제조 시 사용되는 젓갈의 양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전체 김치의 3~5%의
함량을 차지함. 일반적으로 서울·경기식은 새우젓, 멸치액젓이 사용되고, 전라식은 멸치
액젓, 까나리액젓 등이 사용되며, 서울·경기식에 비해 전라식이 젓갈 함량이 높음

4. 참고문헌
1) 김진희, 박건영, 최혜선, 양지영. 2010. 시중 절임배추의 품질평가.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3(4):659-663.
2) 박완수, 구경형, 김영진, 박기재, 이명기, 선우지영. 2009. 고품질 묵은 김치의 산업적 생산
기술 개발. 농림수산식품부 연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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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염김치 생산을 준비하는 김치제조업체입니다. 저염김치 생산 및 김치류의
발효억제와 관련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A2. 저염김치 생산 및 김치류의 발효억제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서혜영 연구원

1. 저염김치 생산 관련 자료
▶ 저염(저나트륨)김치 문제점
•김치의 숙성에는 소금 농도, 숙성온도, 그리고 부재료로 첨가하는 조미료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음
•김치 제조시 소금을 많이 사용할수록 숙성기간은 늦어지고 산패나 연부현상은 억제되며,
반대로 소금을 적게 사용하면 쉽게 부패하고 연부현상이 발생함
•김치의 소금농도가 낮아질수록 관능적 기호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오염되어 있는
해로운 미생물의 생육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해 위생이 불량해지고, 이상발효가 일어날 수
있음
•김치 제조 시 소금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염김치 보다는 ‘저나트륨 김치’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함

▶ 저나트륨 김치 제조 기술 현황
•대체염 이용한 배추절임 : 배추 절임시 염화나트륨 대신 염화칼륨 및 염화칼슘, 인산염 등을
이용하여 나트륨 함량을 낮출 수 있음. 쓴맛 등의 부작용으로 크게 상업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유기산 첨가를 통한 이상발효 제어 : 저나트륨 김치는 소금함량이 낮아 이상발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기산을 첨가하여 초기 pH를 낮추어 이상발효를 제어함
•종균 첨가하여 이상발효 제어 : 김치의 관능을 좋게 하는 종균(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Lactobacillus plantaurm),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Leuconostoc mesenteroides), 페디오코커스
펜토사세우스(Pediococcus pentosaceus), 바이셀라 시바리아(Weisella cibaria) 등)을 첨가하여 이상
발효를 제어하고 관능적 기호도를 향상시킴
•기타 첨가물 첨가 : 젖산, 솔비톨, 에탄올 등 첨가
18

표 1. 저염(저나트륨)김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구 분

원 인

문제점

해결방안

•절임 불량

•김치국물 증가
•연부현상

•낮은 소금농도에서 장시간 절임 실시
•칼슘 등 무기질 첨가
•높은 염도에서 절임후 탈염 실시

미생물학적

•저염(저나트륨)
환경

•위생 불량
(위해세균 번식)
•이상발효

•원부재료 저온살균 및 완제품 냉장저장
•종균 첨가로 우점균 변화 유도

관능적

•저염(저나트륨)
환경

•기호도 저하

•대체염 첨가(KCl, CaCl2)
•유기산 첨가(사과 등)
•식품첨가물 첨가 등

이화학적

▶ 저나트륨 김치 관련 업계 동향
•전통적인 김치의 소금 농도는 과거에 3.0~3.5%로 알려져 있었지만, 김치산업 발달과 함께
냉장기술 및 김치냉장고 보급, 그리고 소비자 입맛 변화에 의해 현재 1.5~2.0%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임
•2000년대 이후 나트륨 과잉 섭취가 고혈압, 뇌졸중, 골다공증, 뇌혈관질환 등과 같은 각종
나트륨 기인성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면서 김치의 저나트륨화 개발이
많이 진행됨
•2010년대 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나트륨 저감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김치 업계에서 염도 2%
이하의 저나트륨 김치를 개발하고 출시하여 대기업 제조 김치를 위주로 김치 저나트륨화가
진행 중임
표 2. 저염김치 제품 나트륨 함량
제조사

대상FNF

제품명

매일매일 건강한 김치

CJ제일제당
100% 국내산 천일염으로
절여 아 삭한 김치

아워홈
손수담은 아삭김치

함량(mg/100g)

270

550

374

염도(%)

0.68

1.38

0.94

가격(원/kg)

11,000

9,900

12,200

* 일반 김치는 700-800 mg(염도 1.75-2.00%) 수준
* CJ제일제당은 저염용으로 개발된 제품이 아님
* 염도는 NaCl 비율(4:6)로 환산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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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저염김치 제품 현황
구분

원산지

가 격

특 징

A

경북 울진

45,000원/3kg
15,000원/kg

•평균 염도 0.7%의 초저염김치
•해수 절임
•야생초분말, 매실, 민들레 엑기스

B

충북 진천

22,900원/4kg
5,725원/kg

•염도1.7%

C

강원 흥천

39,000원/5kg
7,800원/kg

•염도1.7%
•유기농배추 사용

D

충북 보은

32,900원/5kg
6,580원/kg

•염도 1.5% 이하 포기김치
•국내산 정제염 절임

E

전남 광양

39,000원/4kg
9,750원/kg

•염도 0.5% 이하 저염 절임배추
•멸치액젓 사용 안함

F

전남 해남

29,000원/5kg
5,800원/kg

•저염화 절임공법
•새우젓 사용

G

전남 해남

29,000원/5kg
5,800원/kg

•저염화 절임공법
•멸치액젓 사용

2. 김치류의 발효억제 관련 자료
▶ 김치 발효숙성은 미생물 활동과 효소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장기간의 연장을 위해
서는 특히 미생물의 생육조건을 관리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원료
저장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보관 중의 온도관리 및 발효억제제 등을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음

▶ 김치 제조공정의 온도관리
•김치 제조공정 중 배추절임과 양념 속 넣기 단계에서 미생물 작용에 의한 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배추절임 공정의 온도 관리와 준비된 양념의 품온을 낮게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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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제품의 저장 온도관리
•일반적으로 저장온도가 높으면 미생물의 과다 증식으로 발효가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어
산패나 연부현상이 빨라지게 됨. 저장시의 적온은 0∼5℃로 너무 낮으면 김치가 얼게 되어
김치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며 저장온도의 변화요인을 최소화 하는 것이 저장성 향상에
큰 영향을 줌
•냉장저장을 통하여 김치숙성의 지연시키는 방법과 냉동저장으로 숙성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으나 냉동저장의 경우 해동시 발생하는 드립과 조직감의 손실 등의 문제로 원양어선 등에
서만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주로 냉장저장을 이용하고 있음
•0℃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김치 내 미생물의 활동이 현저히 적어져 발효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어 김치의 저장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김치냉장고 등 김치 저장시스템에서
–1℃가 선호됨
※ 김치제조후 –1℃에 저장할 경우 120일 이상 상품성이 지속될 수 있었으며, -1℃ 보다
낮은 온도에서 저장 할 경우 미생물의 활동성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는 있으나, 김치의
동결 현상이 나타나 관능미가 떨어진다고 보고됨

▶ 발효억제제 사용
•식품의 저장기한 연장을 위한 화학적 처리법에는 소르빈산(sorbic acid), 벤조산(안식향산,
benzoic acid) 등의 보존료 첨가방법이 있지만 김치의 경우 식품공전에 따라 보존료 등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있음
•김치에 사용되고 있는 발효억제제는 식물성 원료나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물질들로, 항균성을 가지거나 pH 완충 기능을 가진 소재인 감나무 잎, 대나무 잎,
자몽추출물, 매실농축액, 여러 가지 한약재 약용식물, 솔잎, 키토산, 올리고당, 녹차 잎 또는
그 성분(카테킨류(catechins)), 게껍질 분말과 일부 김치젖산균이 생산하는 항균제인 박테리오신
(bacteriocin) 등이 사용 가능함
•또한, 천연첨가물이나 천연원료, 향신료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이러한 발효억제제의 효과가 나타날 정도의 첨가량은 김치의 기본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본격적인 실용화 단계에 있지 않음

21

Ⅰ. 품질관리
ⅰ. 염도

표 4. 발효억제제별 김치 저장기간 연장 효과
발효억제제 종류

효 과

매실농축액 0.3%

•pH 저하 지연, 미생물 생육 억제 효과
•10일(산도-0.6%) → 14일(산도-0.6%)

Ethanol 0.6%

•대장균군, 젖산균 생육 억제 효과, pH 저하 다소 지연

GDL(글루코델타락톤) 0.3%

•적숙기 : 10일 → 20일
•15일(산도-0.6%) → 30일 유지(산도-0.5%)

오미자추출물 0.5%

•6일 저장 후부터 산도가 대조구 보다 낮은 경향을 보임

자몽종자추출물 0.5%

•적숙기 : 5일(pH-4.2) → 30일(pH-4.2)
•15일 이상 숙성 적기가 늦어지는 효과 확인

3. 참고문헌
1) 문갑순, 송영선, 이치간, 김성경, 류복미, 전영수. 부산지역 김치 염도 및 김치 염도에
대한 인식도. 한국조리과학회지. 13(2):179- 184 (1997)
2) 손숙미, 박영숙, 임화재, 김숙배, 정연선. 24시간 소변분석과 음식섭취빈도지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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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에서 김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의 맛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가
장 큰 문제입니다. 배추를 절일 때 소금과 배추의 적정 비율, 절임배추와
양념의 적정 비율 등 김치의 맛을 일정하게 하는 요소에 대해 알려주세요.

배추의 적정 비율, 절임배추와 양념의 적정 비율 등 김치의 맛을 일정하게
A3. 소금과
하는 요소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한응수 연구원

1. 배추의 절임기술
▶ 배추절임기술의 발전
•배추의 절임은 가정용 소규모에서는 소금절임 방법으로 절였으나 공장용 대규모에서는
염수절임 방법으로 발전되었음
•염수절임 방법은 배추 개체간의 염도차이를 줄일 수 있고, 염수농도와 절임온도에 따라
절임시간을 조절하여 일정한 염도의 절임배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임
•절임 시 염수를 주기적으로 순환시켜 주면 포기 내에서 줄기와 잎사귀 간의 염도차이도
줄일 수 있음

▶ 배추와 소금의 비율
•염수농도는 10-14%로 염수온도에 따라 조절하며 절임시간을 16시간으로 하면 염수농도를
봄여름에는 12%, 여름 10%, 겨울 14%(한국기준)로 조절함
• 염수의 양은 배추가 잠길 정도의 양으로 배추를 절임통에 넣고 떠오르지 않도록 덮개로
고정한 다음 염수를 주입고 주기적으로 순환시킴

▶ 소금의 종류와 양
•소금은 천일염과 정제염을 주로 쓰며 종류에 따른 맛의 차이는 연구자마다 결과가 상이함
•정제염은 순도가 100%이나 천일염은 80-90%이므로 같은 농도의 염수를 제조하려면 천일염은
정제염보다 10-20%를 더 넣어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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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치의 발효와 저장
▶ 절임배추와 양념의 비율
•절임배추와 양념의 비율은 80: 20이 보통이고 바로 먹는 김치는 75:25로, 오래 두고 먹을
김치는 양념을 줄여서 담금
•절임배추의 염도는 2.0%이고 양념은 2.1-2.2%로 약간 더 높게 함
•김치는 발효시킨 다음 저온 보관하는 것이 맛있고 이상발효를 방지할 수 있음
•김치는 25℃에서 1일, 15℃에서 2-3일 발효시켜 산도가 0.4%에 도달 할 때 저온(0-4℃)
에 보관하는 것이 맛과 품질이 우수함

▶ 김치의 맛을 일정하게 하는 요소
•맛을 좌우하는 요소는 절임염도, 양념의양, 발효온도,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임
•배추의 품질은 계절에 따라 다르므로 최적염도로 절이는 방법도 계절에 따라 다르나 절임
염수의 농도와 절임온도를 일정하게 하여 일정시간 절이면 매번 비슷한 염도의 절임
배추를 얻을 수 있음
•이때도 배추의 결구상태와 크기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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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깍두기의 적정 탈수 시간과 탈수 시간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1. 깍두기의 탈수 시간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한응수 연구원

1. 깍두기의 적정 탈수시간
▶ 깍두기의 적정한 탈수시간
•깍두기의 탈수시간을 시험한 자료는 없음
•가정에서 소량 제조 시는 깍두기 무에 소금을 2% 가량 뿌려서 적정시간 절이고 나서 세척과
탈수과정 없이 양념을 혼합하여 제조함
•공장에서 대량생산 시에는 무절단기로 자른 무를 건염으로 처리하여 양념을 혼합하거나
염수에 절이고 탈수하여 양념을 혼합함
•이때도 탈수는 10 -30분 정도로 짧게 함이 보통인데 30분이면 충분히 탈수되고 그 이상
시에는 오히려 겉마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임
▶ 깍두기의 탈수시간 기준
•탈수시간의 기준에 대한 규격이나 규정은 없음
•경험상 30분 이내에 충분하게 탈수됨

2. 깍두기의 절임 조건
▶ 깍두기의 절임 영향 요소
•깍두기의 절임은 무품종, 수확시기, 깍두기의 절단크기, 무의 겉 부분과 속 부분, 절임염수
농도, 절임온도, 절임시간, 세척유무의 영향을 받음
•품종별로는 단단한 품종이, 수확시기별로는 가을무와 월동무가, 절단크기가 클수록, 부위별
로는 겉 부분이 느리게 절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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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깍두기의 품질
▶ 깍두기의 품질에 미는 절임요소의 영향
•깍두기무의 절임조건에 따른 깍두기의 관능품질을 절임염수 농도, 절임온도, 절임시간을
달리한 깍두기무로 깍두기를 제조하여 0℃에서 4주간 저장하면서 품질을 평가한 결과,
20% 염도에서는 5℃에서 10분 절인무로 담근 깍두기가 품질이 우수하였고, 15℃ 에서는
10% 염수로 25분 절인무로 담근 깍두기의 품질이 우수하였으며, 산업적으로 깍두기를
생산할 때는 10% 염수로 5℃에서 30분간 절인 무로 담근 깍두기의 품질이 가장 우수할
것으로 평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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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품질관리
ⅲ. 연부현상

1

김치 숙성 시에 배추가 물러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김치의 연부
현상에 대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A1. 김치의 연부현상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이미애 연구원, 서혜영 연구원, 조정은 연구원

1. 김치와 연부현상
• 배추의 조직이 물러지는 현상, 즉 연부현상은 배추 세포벽구성 성분 중 하나인 펙틴이
분해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연화촉진효소인 폴리갈락투로나제(PG, polygalacturonase)가
관여하고 김치의 연부현상을 억제하는 효소는 팩틴에스트라제(PE, pentinesterase)가 관여됨
• PG는 펙틴의 기본구조인 폴리갈락투로닌산(polygalacturonic acid)을 분해하여 배추를 물러
지게 하는 효소로 김치의 숙성 후반기에 나타나는 산막효모가 PG를 생산하여 연부현상이
가속화 됨
• PE의 가수분해산물인 펙틴산은 칼슘이온과 쉽게 결합하여 가교를 형성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식품세포막을 견고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김치의 숙성 중 PE의 활성이 유지 또는
증가되는 경우 김치의 연부현상을 억제함
• 연부현상은 신선한 품질의 김치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염도가 낮거나(2% 이하), 김치의 보관
온도가 높은 경우, 김치 보관 시 공기와 접촉하였을 경우 발생함

2. 김치가 물러지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원료적 요인
• 배추의 생육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김치 물러짐 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며, 배추 재배 시
질소질 비료를 과다 사용할 경우 조직이 약해질 수 있어 김치로 가공 시 연부현상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아짐
• 배추의 결구상태는 배추의 품종, 수확시기, 재배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수확지에 따른
알맞은 시기에 수확된 결구가 잘 되어 있는 배추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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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식물체의 잔재 혹은 토양 속에 존재하는 식물병원성균(Erwinia carotovora subsp. carotovora)
이 원료의 상처를 통해 침입하여 펙틴분해효소를 분비하고 세포벽 중엽의 펙틴질을 분해
함으로써 연부현상을 일으킴
2) 가공적 요인
•절임
- 소금에 포함되어 있는 미량원소들 중 칼슘과 마그네슘 등이 배추의 섬유조직을 단단
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것이 부족한 경우나 김치의 염도가 너무 낮을 경우 김치가
쉽게 물러짐
- 배추를 너무 오래 절일 경우 배추의 수분이 빠져나가 조직이 흐물거리고 김치를 제조
하였을 경우 쉽게 물러짐
•설탕
- 설탕을 과량 사용하면 당분이 미생물의 영양원이 되어 발효가 빨리 진행되므로 김치가
빨리 시어질 뿐만 아니라 생성된 유기산이 배추의 섬유질에 영향을 주어 김치가 쉽게
물러짐
•과실류
- 김치의 단맛을 높이기 위해 과일을 첨가하게 되면 과일의 펙틴분해효소가 배추의 섬유
질을 분해하여 김치가 쉽게 물러짐
3) 보관 요인
•김치의 저장 온도가 4℃ 이상일 경우에는 유산균의 생육이 활성화되어 쉽게 시고 물러
지기 때문에 되도록 낮은 온도에서 보관을 해야 함
•김치 제조 후 상온에서 하루 이틀정도 익힌 후 냉장고에 저장을 하면 냉해로 인해 배추의
조직이 파괴되어 물러지는 현상이 발생함

3. 김치 물러짐 예방법
1) 원료
•배추는 배추속잎 맛이 좋고 잎의 흰줄기가 넓고 얇으며 잎의 수가 많은 결구정도가 단단
하고 결구배추를 사용하여 김치를 담가야 김치가 익은 후에도 잘 물러지지 않음
•배추 구입 시 되도록 상처가 없는 배추를 구입하고 식물병원성균의 생육이 억제되는 저온에서
저장하며, 원료 선별 시 무름병의 원인이 되는 균에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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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공법
•배추절임 시 정제염보다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함량이 높은 천일염을 사용하면 김치의
물러짐이 억제됨
•배추의 절임시간, 염수농도 및 염수온도에 따라 김치 무름에 영향을 주므로 높은 온도에서
절이는 것은 피하고 일정한 염수농도와 시간을 정해서 배추를 절여야 함
<예시>
구 분
포기김치
맛김치

염수농도
8~15%
10%

절 임
절임시간
16~24시간
2~4시간

탈 수
염수온도
15℃ 이하

탈수시간
2~4시간
2~4시간

탈수온도
8℃ 이하

※ 가정에서 배추절임은 욕실보다는 베란다나 창고 등 온도가 낮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서 절여야 함
3) 보관방법
•온도변화가 큰 일반냉장고보다 온도변화가 적은 김치냉장고에 보관
※ 김치냉장고 사용시 “중”, 혹은 “강”으로 온도유지 필수
•김치 보관 시 공기와의 접촉을 되도록 차단

2

당사 냉장창고 두 곳에 보관중인 포기김치, 맛김치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
습니다. 냉장창고A에서 2014년 6월~8월에 생산하여 2~3℃에 보관한 포기
김치의 줄기 부분이 일부 투명하게 되는 현상과 물러짐 현상이 발생하였고,
냉장창고B에 2014년 2월에 생산하여 25℃로 보관한 맛김치에서 쓴맛과 물
러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현상과 관련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A2. 김치의 투명화 현상 및 물러짐 현상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한응수 연구원

1. 김치의 투명화 현상
•김치의 저장 중 배추 줄기(중륵)가 투명해지는 현상은 가정용 김치 냉장고에서도 가끔
발생하는 현상임
•냉해를 입은 배추로 담근 김치에서 주로 발생하나 냉장 시 밀봉이 불완전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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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화 현상과 물러짐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면 효모의 오염가능성이 있으나 시료를 분석
하여야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음
•우선 제조공정에서 효모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람

2. 김치의 쓴맛 발생
•김치에서 쓴맛은 작년과 올해에 많이 발생하고 있음
•쓴맛의 원인물질은 알칼로이드, 펩타이드 등 몇 가지를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원인물질은
시료분석을 하여야 가능함
•쓴맛의 유래 물질로는 더위 먹은 배추, 발효가 불량한 젓갈 등이 추정되고, 김치의 발효 숙성
과정에서도 생성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
•우선 배추와 젓갈의 품질을 점검하시고 저장고의 온도를 정확히 관리하시기 바람

3. 김치의 물러짐 현상
•김치의 물러짐 현상은 오래 전부터 발생되었던 문제로 배추세포의 세포벽이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발생함
•세포벽 분해효소는 배추 자체에도 있고, 효모 등 미생물에 의해서도 생성됨
•배추 자체의 효소는 발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활성이 약해져서 문제가 없으나, 효모의
오염에 의한 물러짐은 발효과정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염을 방지해야 함
•우선 효모의 오염을 방지하시기 바람
전체적으로 효모의 오염에 의해 위의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료저장고,
제조공정 및 제품창고를 소독하여 청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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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깍두기를 납품하는데, 제품이 무르다는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와서 걱정
입니다. 깍두기 무가 물러지는 원인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무를 고르는 기준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3. 깍두기 무의 연부현상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이미애 연구원

1. 깍두기 무가 물러지는 원인과 개선 대책방안
1) 깍두기 무의 연부현상
•깍두기 무의 조직이 물러지는 현상, 즉 연부현상은 무 세포벽 구성 성분 중 하나인 펙틴이
분해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연화촉진효소인 폴리갈락투로나제(polygalacturonase, PG)가
관여하고 김치의 연부현상을 억제하는 효소는 펙틴에스트라제(pectinesterase, PE)가 관여됨
•PG는 펙틴의 기본구조인 폴리갈락투로닌산(polygalacturonic acid)을 분해하여 배추를
물러지게 하는 효소로 김치의 숙성 후반기에 나타나는 산막효모가 PG를 생산하여
연부현상이 가속화 됨
•PE의 가수분해산물인 펙틴산은 칼슘이온과 쉽게 결합하여 가교를 형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식품세포막을 견고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김치의 숙성 중 PE의 활성이 유지 또는 증가되는
경우 김치의 연부현상을 억제함
•연부현상은 신선한 품질의 김치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염도가 낮거나(2% 이하), 김치의 보관
온도가 높은 경우, 김치 보관 시 공기와 접촉하였을 경우 발생함

2) 깍두기가 물러지는 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
•무의 생육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물러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 재배 시 질소질 비료를
과다 사용할 경우 조직이 약해질 수 있어 김치로 가공 시 연부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병든 식물체의 잔재 혹은 토양 속에 존재하는 식물병원성균(Erwinia carotovora subsp.
carotovora )이 원료의 상처를 통해 침입하여 펙틴분해효소를 분비하고 세포벽 중엽의
펙틴질을 분해함으로써 연부현상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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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에 포함되어 있는 미량원소들 중 칼슘과 마그네슘 등이 배추의 섬유조직을 단단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것이 부족한 경우나 김치의 염도가 너무 낮을 경우 김치가 쉽게
물러짐
•설탕을 과량 사용하면 당분이 미생물의 영양원이 되어 발효가 빨리 진행되므로 김치가 빨리
시어질 뿐만 아니라 생성된 유기산이 배추의 섬유질에 영향을 주어 김치가 쉽게 물러짐
3) 무의 물러짐 예방법
•무 입고 시 되도록 상처가 없는 무가 입고되도록 하고, 식물 병원성균의 생육이 억제되는
저온에서 저장하며, 원료 선별 시 무름병의 원인이 되는 균에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원료의 절임시간, 염수농도 및 염수온도에 따라 김치 무름에 영향을 주므로 높은 온도에서
절이는 것을 피하고 일정한 염수농도와 시간을 정해서 무를 절여야 함
<예시>
구 분
깍두기

절 임
염수농도

절임시간

5~10%

30분~2시간

탈 수
염수온도

탈수시간
20분~1시간

20℃ 이하
석박지

5~10%

탈수온도

30분~2시간

5℃ 이하
20분~1시간

2. 무 원재료 입고 기준 및 검사방법
1) 품종
•검사규격
- 겉이 매끈하고 조직이 단단하고 단맛이 강한 계열의 품종
•검사방법 : 육안검사
2) 관능
•검사규격
-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 이상이어야 함
고르기 :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20%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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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도 : 뿌리가 시들지 않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
다듬기 : 껍질이 매끄러우며 잔뿌리가 적은 것
가벼운 결점이 10% 이내인 것
•검사방법 : 육안검사, 농산물표준규격
3) 중량/크기
• 검사규격
- 개당 중량은 1 ~ 9월 0.6 ~ 3.0kg, 10 ~ 12월 1.0 ~ 3.5kg
- 길이는 25 ~ 40cm이어야 함
검사방법
: 육안검사, 저울, 줄자로 측정
•
4) 손폐율
• 검사규격
- 봄(3~5월) 15% 이하, 여름(6~9월) 10% 이하, 가을, 겨울(10~2월) 6% 이하
• 검사방법 : 육안검사
5) 이물, 잔류농약
• 검사규격
- 금속성이물, 유리, 돌, 토사, 나뭇잎, 애벌레, 진딧물 및 이물이 없어야 함
검사방법
: 육안검사, 잔류농약검사
•
6) 병충해, 상해상태
• 검사규격
- 연부병, 썩음병, 노균병, 동해, 충해 등이 없어야 함
• 검사방법 : 육안검사
7) 미생물
• 검사규격
- 이콜라이(E. coli) O157:H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지너스(Listeria monocytogenes)
검사방법
: 시험성적서
•
8) 중금속
• 검사규격
- 납(0.1mg/kg 이하), 카드뮴(0.1mg/kg 이하)
• 검사방법 :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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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산균

1

김치 제조 시 유산균을 이용하고 싶지만 유산균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유산균의 종류와 역할, 보관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1. 김치 유산균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장지윤 연구원

1. 김치유산균의 종류와 역할
1) 김치유산균의 종류
• 김치의 맛은 김치에 사용되는 원료인 배추, 무, 젓갈, 고추, 마늘, 파, 생강 등 다양한 원료
로부터 시작되며 이 원료로부터 기인되는 유산균에 의해 발효되면서 김치의 맛이 형성됨
• 즉 김치 원재료의 산지, 계절, 김치의 발효 숙성 조건 및 김치의 발효 숙성 정도뿐만 아니라
유산균의 종류 및 유산균의 분포에 따라서도 맛 차이가 나고, 발효에 따라 맛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또한 같은 원료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만들 때 마다 맛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유산균 발효에 의한 차이라고 볼 수 있음
• 김치에서 발견되는 유산균은, 현재는 크게 3개의 속(Genus)에 속하는 20여종의 다양한
세균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락토바실러스
(Lactobacillus) 속 유산균들과 류코노스톡(Leuconostoc) 속과 바이셀라(Weissella) 속 유산균으로
나눌 수 있음. 특히 김치와 같은 식물성 발효식품에서 많이 발견되는 특성을 갖고 있음
• 김치유산균은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Leuconostoc mesenteroides), 류코노스톡 시트레움
(Leuconostoc citreum),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락토바실러스 사케이
(Lactobacilus sakei), 바이셀라 코리엔시스(Weissella koreensis), 바이셀라 시바리아(Weissella cibaria)가
대체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김치의 맛을 결정하는 우점종으로 잘
알려져 있음
• 또한 김치에서 발견된 새로운 종으로는 류코노스톡 김치아이(Leuconostoc kimchii),
류코노스톡 인해(Leuconostoc inhae), 바이셀라 콘푸사(Weissella confusa)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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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는 보통 산도 0.6~0.8% 부근이 맛있는 김치상태로 알려져 있으므로 그 전 후 시기를
대별해서 볼 수 있음. 즉, 김치발효단계는 발효초기(산도 0.4% 이하), 발효중기(0.5~0.8%),
발효말기(산도 0.9% 이상)로 볼 수 있으며 균총변화를 살펴보면, 초기에 류코노스톡 속이
우세하고 말기에 락토바실러스 속이 우세하다고 알려져 있음
8
9
•적숙기의 유산균수는 10 cfu/g~10 cfu/g으로 이 균수는 요구르트만큼 많은 균수이며,
또한 김치에는 많은 유산균 종류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

2) 김치유산균의 역할
•김치의 발효는 동형 발효(homo lactic fermentation)와 이형 발효(hetero lactic fermentation)로
나뉘어 짐. 정상발효는 유기산(lactic acid)만을 생산하지만 이상발효는 유기산 외에 초산
(acetic acid)등 여러 유기산과 에탄올, 이산화탄소 등을 생산함
•김치의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내는 주된 요인은 김치유산균 중 이상젖산발효균(hetero fermentative
lactic acid bacteria)인 류코노스톡 속(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드스; Leuconostoc mesenteroides,
류코노스톡 시트레움; Leuconostoc citreum 등)이 김치의 숙성 시 증가하기 때문임. 이 류코노스톡
속은 김치 제조시 초기부터 생육을 시작하여 이산화탄소, 유기산, 초산, 에탄올 및 만니톨 등의
대사산물을 생성함으로써 치를 복합적이고 독특한 풍미를 지닌 상태로 발효시킴. 또한
생성된 이산화탄소로 하여금 김치내부를 혐기적 조건으로 유지시켜 호기성 세균의 번식을
강력히 억제시킴으로써 정상적인 김치발효가 되게 함
•그러나 발효 중기에 이르면 류코노스톡 속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되며 정상발효균
(homofermentative lactic acid bacteria)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이
왕성히 증식하게 됨. 이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은 젖산을 다량으로 생성하고 pH 3.0의 산성
환경에서도 생육이 가능함. 따라서 김치의 발효말기부터는 상대적으로 산에 약한 균주인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드스 균주의 생육은 감소되면서 신맛의 원인균인 생육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김치의 시원하고 깊은 맛이 사라지게 됨. 이와 더불어 산막효모의 증식으로 인해
김치는 군덕내(이취)가 나고 연부현상이 나타남(그림 1)
•따라서 김치의 발효 말기부터는 상대적으로 산에 약한 유산균인 류코노스톡 속의 생육은 감소
되면서 신맛의 원인균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의 생육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김치의 시원하고
깊은 맛이 사라지게 됨. 따라서 김치 내 류코노스톡 속의 생육은 김치에서 다양한 대사산물의
생성으로, 탄산감을 주며,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주도해 나가는데 기여하는 유산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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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김치발효과정 중 미생물 천이변화 및 그에 따른 맛의 변화
* Achrobacter spp. : 아크로박터 속
* Bacillus spp. : 바실러스 속
* Aspergillus spp. : 아스퍼질러스 속

* Hetero-type LAB : 이형발효유산균
* Home-type LAB : 동형발효 유산균
* Film-forming yeast : 필름(막) 형성 효모

2. 유산균 보관 및 관리방법
1) 단기보관방법
• 계대배양(subculturing)
- 신선한 배지에 균을 주기적으로 옮겨주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식주기는 균주별로
배지 종류, 외부 환경에 따라 다름
- 보존용 배지 : 미생물의 대사율을 낮게 유지시킴으로서 이식 빈도를 줄이는데 최소배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배지를 사용하여 특정한 생리적 특성을 유지
하기도 함
- 보관 : 상온에서 시험관대에 보존하며 건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무 띠가 있는
마개나 파라필름을 사용하여 시험관을 플라스틱 통에 넣어두어야 하며, 대사속도를
줄이기 위해 냉장 보관하면 3~5개월 보존이 가능함
- 계대배양 방식: 배지를 갈아주는 시간 간격은 실험에 의해 결정되는데 연속적으로 배지를
갈아주면서 균주가 순수배양 되는지 검사하고 형질이 변화되는지 간략한 특성판별이
수행되어야 함
- 단점 : 오염의 위험, 잘못된 표기의 가능성, 돌연변이주의 선별가능성, 균주의 손실 가능성,
그리고 보관 장소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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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유침지법(mineral oil)
- 멸균된 광유(액체파라핀 등)에 담그는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몇 달 내지 몇 년 동안
보관할 수 있으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광유는 170℃ 건조기(dry oven)에서 약 1~2시간
가열 살균함(고압증기 멸균은 부적합)
- 사면배지에 배양한 후 멸균된 광유를 적어도 2cm 이상 넣고 냉장고에 바로 세워 보관함
• 동결보존법(freezing)
- 세포를 동결, 대사활동을 정지시켜 세포를 휴지상태로 하여 장기간 보존하는 방법으로,
동결에 의해 형성된 빙정의 상태나 전기적으로 -20℃~-80℃로 온도를 낮추어 하는
것과 액체질소(-196℃) 중 또는 다른 종류의 기상(-150℃~ -170℃)중에서 보존하는 방법이
있음
2) 장기보관방법
• 동결건조법(lyophilization)
- 미생물을 장기간 보관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동결건조법은 생리
적으로 다양한 많은 미생물과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를 30년 이상 보존할 수 있음
- 장점은 용기가 작아 보관이 용이하며, 감압 하에서 동결시킨 미생물 배양액으로부터 승화에
의해 물을 제거하는 방법에 의해 건조된 미생물은 산소, 습기, 빛에 노출되지 않으면 장기간
보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본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음. 동결 시 동결보호제는 동결
건조 전 후 균의 완충작용 및 보호작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 초저온 냉동 보존법(ultra-freezing)
- 장기보존을 위해서는 동결되어 -50℃~-80℃범위에서 보존되어야 함. 이러한 온도 범위의 보존은
초저온 냉동기(-80℃), 액체질소(-196℃), 액체질소증기(-150℃)에서 얼린 상태로 보존할 수 있음
- 15년간 보존도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초저온 냉동고의 경우는 고장이나 정전에 주의해야
하고, 액체질소의 경우 유지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음. 일반적인 보존 기간은 -60℃에서 5년간
으로 보고되고 있음
- 동결보존제로는 글리세롤(glycerol)과 디메틸 설폭사이드(Dimethyl Sulfoxide, DMSO)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여 세포 내부와 외부가 빙점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보존제로
작용함. 설탕, 유당, 포도당, 만니톨, 솔비톨, 덱스트란, 폴리글리콜 같은 동결보호제는 세포막 밖에서
동결을 방지함. 글리세롤은 10%, DMSO 5%가 최적 농도이며, 글리세롤은 고압살균으로, DMSO는
막 여과기로 멸균하며 4℃에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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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섭취 시 김치의 유산균이 위산에 사멸하지는 않나요? 김치에 열을 가하는
김치찌개와 같은 경우는 유산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A2. 김치 유산균과 관련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김태운 연구원

1. 인체 내 김치 유산균의 작용
•김치가 인체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건강한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발효 적숙기 김치를 하루 200g씩 제공하여 실험한 결과 김치에 존재하는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 ) 속과 류코노스톡(Leuconostoc ) 속 균주의 수가 장내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음(참고문헌 1)
•또한 김치에서 분리한 일부 유산균의 기능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위와 십이지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내산성, 내담즙성 실험을 한 결과 김치 유산균이 생존하였다는 보고가 있음
(참고문헌 2)

2. 김치찌개 섭취 시 김치 유산균의 작용
•김치찌개의 경우는 열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산균이 사멸하나, 유산균 파쇄물도 면역
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어 김치찌개를 통해 김치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봄(참고문헌 3)

3. 참고자료
1) 이기은, 최언호, 지근억. 1996. 김치의 섭취가 인체의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
과학회지. 28:981-986
2) Lee H, Yoon H, Ji Y, Kim H, Park H, Lee J, Shin H, Holzapfel W. 2011. Functional properties
of Lactobacillus strains isolated from kimchi. Int. J. Food Microbiol. 145(1):155-61
3) 이인희, 이순희, 이인석, 박유경, 정대균, 조여원. 2008. 김치추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가
아토피 동물모델 NC/Nga mice에서 면역지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과학회지. 40: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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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유산균과 관련된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김치 유산균 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와 김치 유산균 응용상품 사업화의 문제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A3. 김치 유산균 제품 및 응용상품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박성희 연구원

1. 국내 김치관련 고부가가치 사업화 전략 연구자료
1) 김치유산균 관련 응용상품
•현재 김치에서 유래한 유산균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군이 생산 판매되고 있음
•김치유산균 관련 응용 상품 군으로는,
- '김치 분말 함유 혼합 김치유산균'
- '김치유산균 스틱'
- '김치유산균 캡슐'
- '김치유산균 함유 요구르트'
- '김치 유산을 함유한 치료제'
- '김치유산균(추출물) 함유 화장품'
- '김치 추출 유산균 캔디'등의 다양한 상품 군이 있음
2) 김치유산균 관련 연구개발 동향, 사업화 동향
•기존의 동물성 유래 유산균으로 생산되어오던 다양한 제품군에 식물성 유래 유산균의 특성을
강조한 유사 제품군이 생산되고 있음
•이는 기존유산균 제품에서도 그러했듯 위산과 담즙에 살아남아 장 속에서 유해균을 잘 물리치며
면역기능향상과 연동운동을 돕고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프로바이틱스로서의 기능이 강하다는
것에 주로 주안점을 두고 있음
• 그러하기에 김치 유산균이 위, 소장 등에서 소화를 위해 분비되는 소화액에 죽지 않고 최종
목적지인 대장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코팅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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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업체의 경우 김치분말 유산균을 3중 코팅개발기술을 특허 출원 중에 있음
- 1차 코팅하고 동결건조 후, 카제인 단밸질을 가해 2차 코딩, 해조류분말을 액화하여
만든 용액으로 3차 코팅
•유산균을 그대로 제품화 할 뿐 아니라 선발균주의 유전자 발현 시스템을 이용해 치료용
단백질을 생산하고, 그 물질을 제품화한 의료용 치료제 개발도 진행되고 있음

2. 김치유산균 응용상품의 사업화 문제점
•김치유산균 응용상품의 사업화에 핵심적 문제점
- 김치유산균 응용상품 사업화의 핵심적 문제점은 유산균제품을 먹는 목적에 상응하는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 증명이라 판단됨
- 이는 소비자가 유산균을 먹으면 장에까지 안전하게 도달하여 소비자의 면역기능향상과 연동운동을
돕고 유익균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진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품에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일 것이라 사료됨

3. 참고자료
1)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원
2) 쎌바이오텍

http://www.jib.re.kr/

http://www.cellbiotech.com/default/main

3) 프로바이오닉 http://probion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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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염 김치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김치의 유산균수 변화와 관련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A4. 김치의 유산균수 변화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박성희 연구원

1. 김치 유산균 수의 변화
•현재 시판되고 있는 김치를 제조회사별로 수거하여 10℃에서 10일간 저장하는 동안 유산균
수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반찬가게 김치, 중소기업 김치의 유산균 수는 구입 당일에 각각 5.32 log CFU/ml와 4.78
log CFU/ml였으며, 대기업김치는 6.30 log CFU/ml로 3종의 시판김치 중 대기업 김치가
가장 높은 유산균수를 나타내었음(대기업 김치의 경우 김치 유산균 사용에 따른 결과로
추정됨)
- 대기업 김치는 발효 2일째 7.77 log CFU/ml, 발효 6일째 8.81 log CFU/ml로 최대 유산균
수를 나타내다 서서히 감소하였음
- 반찬가게 김치는 발효 2일째 6.06 log CFU/ml, 발효 6일째 8.65 log CFU/ml로 최대 유산균
수를 나타내다 이후 서서히 감소하였음
- 중소기업 김치는 발효 2일째 6.45 log CFU/ml, 발효 6일째 8.79 log CFU/ml로 최대 유산균
수를 나타내다 다소 감소하였음
※ 참조 :시판김치들의 유산균 수의 변화

그림. 시판김치시료에서의 유산균 수의 변화
(모든 시료를 10℃에서 발효시켰음. 각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기재(시료수≥9).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적용하였으며, 가설검증 수준은 p<0.05로 하였음.(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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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문헌
1) 장지윤, 최유리, 장해춘. 국내시판김치의 김치담금부터 숙성까지의 미생물균총 변화. 한국식품
저장유통학회지. 18(5): 786-794 (2011)
2) 윤자영, 정지강, 문숙희, 박건영. 절임배추와 양념소가 김치발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영양
과학회지. 43(7):1081-1087 (2014)
3) 박정아, 허건영, 이정숙, 오윤정, 김보연, 민태익, 김치경, 안종석. 김치의 저온 발효 중 미생물
변화 양상. 한국미생물학회지 39(1): 45-50 (2003)

5

당사에서 김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잘 익은 동치미의 유산균
수와 동치미의 효능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5. 동치미의 유산균 수와 동치미 효능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장지윤 연구원

1. 동치미의 품질 특성
▶ 동치미란
•동치미는 겨울 저장식품으로 고조리서(古調理書)에 ‘동침(凍沈, 冬沈)’으로 기록되어 있음.
동치미는 한자어 동침을 일반인들이 동침이 혹은 동치미라고 부르면서 생긴 이름이며, 다른
문헌에서는 동침저(凍沈菹)라 적혀 있기도 함. 한자 명칭에 담긴 의미는 겨울에 물에 담가서
먹는 김치라는 뜻과 겨울에 국물이 언 김치라는 뜻을 동시에 지님. 따라서 주로 겨울에 먹는
물김치를 동치미라 부름
•현대 조리서의 동치미 담금법을 보면 부재료와 담금 방법에서 조금씩 차이가 보이는데 담금
방법에서 보면 소금을 끓인 후 식혀서 붓는 방법, 소금을 체에 내려서 쓰는 방법, 미리 소금을
무에 뿌려 두었다가 용출되는 소금물을 이용하는 방법 등 방법면에 있어서 소금물 처리법에
차이를 두고 있음
•동치미의 부재료에는 파, 마늘, 생강이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계절과 지방에 따라 배, 석류,
삭힌 고추, 청각, 다홍고추, 갓 등으로 변화를 주기도 함, 또한 부재료의 사용방법에도 차이가
있어, 썰어 넣거나, 통째로 넣는 방법, 국물에 넣는 방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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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치미의 관능적 특성
•동치미를 담갔을 때 동치미를 최적으로 맛있게 숙성시키기 위해서는 염도 2.4%, 숙성온도 4℃와
무와 물의 비율은 1:1.5이며 최적숙성조건에서의 동치미의 pH는 3.9±1, 산도는 0.31%~0.4%로
보고된 바 있음. 동치미의 산도가 배추김치의 적숙 산도(0.6%~0.8%)보다 낮은 것은 동치미
제조 시 첨가되는 부재료의 양이 적고 고춧가루를 첨가하지 않으므로 발효 속도를 빠르게
하며, 다른 김치 제조에서보다 많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산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동치미 발효 중 pH는 발효 초기에 급격히 감소하다가 pH 3.8 부근에서 거의 변화가 없거나
완만하고, 유기산의 총 함유량은 0.3~0.4%까지는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 완만히
증가함
•염도 2%의 동치미 액이 15℃에서 발효 숙성될 때 총 유기산의 함량이 0.3%인 발효 5일의
CO2의 농도는 0.6mg/mL로서 이때의 동치미가 상쾌한 냄새와 탄산을 갖는 맛있는 시기임
•동치미는 부재료가 적게 사용되고 숙성온도가 낮아 김치 발효균의 번식이 활발하지 못하므로
다른 김치류에 비해서 풍미성분의 종류와 양이 적음
•동치미의 주재료인 무의 특징적인 매운 맛의 성분인 4-methylthio-3-butenyl isothiocyanate
도 동치미의 최적숙기에는 alcohol, aldehyde, sulfide 등으로 분해되어 생무의 20%만이
남아 있으며 독특한 매운맛을 상실하게 됨
•또한 동치미 국물중에는 유리당으로 glucose와 fructose가 분리되었으며 유기산으로는
pyruvic acid, fumaric acid, lactic acid, succinic acid, malic acid, citric acid 등이 검출됨
•동치미는 100g 당 열량 9kcal, 단백질 0.7g, 지질 0.2g, 당질 1.1g, 칼슘 3mg, 비타민 B1
0.01mg, 비타민 B2 0.03mg, 비타민 C 7mg으로 다른 김치에 비해서는 저열량 식품이며,
육류나 기타 산성식품을 많이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성중독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알칼리성 공급원임
•동치미의 발효 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는 젖산 등의 유기산과 함께 시원하고 상쾌하며
독특한 맛을 내므로 동치미에서는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임

2. 동치미의 발효과정의 미생물학적 특성 변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김치에 존재하는 유산균을 포함한 미생물군과 이들이 생성하는 유익
성분들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수행되어 왔으나, 동치미의 경우에는 발효과정에 관여
하는 미생물군과 이들이 생성하는 유익 성분들의 규명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미미한
상태임

47

Ⅰ. 품질관리
ⅳ. 유산균

•동치미의 발효 유산균에 대한 연구로 Park(2008)은 동치미를 4℃, 10℃, 15℃에서 발효한
결과, 10℃와 15℃에서 발효한 동치미는 유산균수가 발효 8일째 8×107 CFU/mL로 최대를
나타내었고 그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4℃에서 발효한 동치미는 초기 유산균수
104 CFU/mL를 발효 15일까지 유지하였으며 이후 103 CFU/mL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동치미의 유산균수는 발효온도가 높아질수록 유산균 총 균수도 높게 나타났음
•유일하게 동치미 미생물을 분리 동정한 Park(2008)의 연구결과, 동치미 숙성과정 중 초기
호기성균인 슈도모나스 속(Pseudomonas 속), 통성혐기성 세균인 류코노스톡 메센데리오데스
(Leuconostoc mesenteroides), 락코바실러스 브레비스(Lactobacillus brevis),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페디오코커스 펜토사세우스(Pediococcus pentosaceus)가
나타나고, 발효 중기에는 류코노스톡 메센데오데스와 슈도모나스 데니트리피칸스
(Pseudomonas denitrificans)가 우세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한 바 있음. 이 결과로 볼 때
김치종류에 따른 유산균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3. 동치미의 효능
•동치미의 주원료인 무는 천연소화제로서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Amylase), 화분과
당분의 소화를 돕는 디아스타제(Diastase), 단백질 분해효소인 리파아제(Lipase) 등 많은
소화분해효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음. 특히 무는 아밀라아제의 활성이 풍부해 소화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함
•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유화아릴(향) 성분이 몸속의 미세 먼지를 흡착시켜 배출을 돕고
항균작용이 있어 예로부터 기침감기 예방하는 수단으로 사용함
•무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면서 비만을 막고 특히 복부 비만 예방에 좋고
당분의 농도 상승을 막아 당뇨예방에 도움이 되며 대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므로 변비에
좋음
•무에 들어 있는 카탈라아제(Catalase)는 체내에서 발생되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여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줌
•동치미 국물은 무, 파, 고추, 파, 생강 속에 들어 있던 녹말 분해 효소의 용출에 의하여
녹말 분해 능력을 가짐. 파, 고추, 파, 생강은 동치미 국물에 대하여 녹말 분해 효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젖산균의 조기 발생을 억제하여 산도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해주고, 소금은
채소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의 용출을 촉진시키고 조기 부패를 방지함
•동치미 국물은 숙성이 진행되면 산도의 증가에 따라 수소이온 농도가 점점 높아지며 국물
속에는 젖산균, 효모, 부패균의 순으로 미생물이 발생함. 동치미 국물이 소화능력을 갖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채소, 파, 고추, 마늘, 생강 속에 들어있던 녹말 분해효소가 소금 절임의
과정을 통하여 동치미 국물 속으로 녹아 나왔기 때문이고, 동치미 국물 속에 발생하는
젖산균 또는 효모가 소화효소를 생성하거나 분비해주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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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치미는 치아를 닦아주는 세정작용을 함. 김치에는 치아에 좋지 않은 당과 산도 있으나,
김치에 든 당 성분은 무게가 무거워 입안에서 잘 분해되지 않으며, 산 역시 치아 표면의
세균막을 뚫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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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랭지 여름배추에서 풋내가 발생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냄새는 소독약 냄새와 유사하며 숙성이 오래될수록 냄새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어 많은 제품을 폐기하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자문을 부탁
드립니다.

A1. 고랭지 여름배추 풋내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양지희 연구원

1. 고랭지 여름배추 특징
▶ 고랭지 여름배추
•고랭지 채소재배는 지역의 특이한 기상환경을 이용한 작형으로 더운 여름 기간 동안에
서늘한 기후조건을 이용하여 호냉성 작물을 재배하는 고부가 가치의 산업 중 하나임
•고랭지 농지를 표고별로 나눌 때 해발 400-600m를 준고랭지, 600m 이상을 고랭지로
구분하며, 고랭지 지역의 배추재배는 2010년 재배 면적은 5,000ha 수준이며, 6월 중순부터
수확을 시작하여 10월 중순까지의 국내 배추생산을 담당하는 중요한 작형임
•고랭지 배추의 경우 수확기 판정은 품종별·파종 후 일수와 결구의 단단한 상태로 결정
되는데 결구엽의 선단부와 둘러싸고 있는 잎이 가지런한 상태일 때 주로 수확되며, 다절기
준고랭지 및 고랭지 지역의 경우 6월 하순부터 8월 하순에 결구정도가 약 80%에 도달
하면 수확이 이루어짐
•이때, 수확시기에 따라서 배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 수확시기가 이를 경우, 배추 내
존재하는 풋내(헥사놀, Hexanol)가 나거나, 수확시기가 늦어지면 추대, 석회결핍, 깨씨무늬현상
등의 발생이 많아지며 중륵이 두꺼워져 상품성이 저하됨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수확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고랭지에서의 7-8월 수확은 수확시기의 고온 및 과습에 의해 구 부패가
많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고랭지 배추의 저장조건 최적화를 위한 연구에서는‘CR-농심’과 ‘력광’을 80일 동안
재배된 것을 수확하여, 0℃, 2℃, 5℃, 그리고 25℃의 상대습도 90% 이상조건에서 저장할
경우, 상온저장에서는 품종에 상관없이 저장 3일 이내로 무게손실률 15% 이상을 보였으며,
0℃와 5℃에서는 각각 18%, 20% 이상의 무게 손실률을 보였음. 반면, 2℃에 저장할 경우
두 품종 모두 3주 이상 저장기간이 연장되면서 품질 유지를 위한 저장온도는 2℃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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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랭지 배추와 쓴맛
•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작은 양배추 등과 같은 십자화과의 채소에는 유황함유 배당체인
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 GSLs)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과 가축이 섭취하게
되면 채소의 조직이 파괴되면서 조직 속에 존재하는 마이로시내이즈(myrosinase, thioglucoside
glucohydrolase)효소의 작용에 의하여 아이소싸이오사이아네이트(isothiocyanate), 나이트릴(nitrile)
및 티오시아네이트(thiocyanate)와 같은 분해물질이 생성되며 이들 분해산물은 자극취와 쓴맛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최근 배추김치 절임, 제조, 숙성, 저장 공정에서의 배추김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공정과정 중 아린 맛 및 쓴맛 발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품질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름철 배추에서 더 심각한 아린 맛과 쓴맛이 형성되어 품질저하가 빨리 나타남
•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s)의 분해산물의 경우 항균, 항암 등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4-메틸티오-3-부텐일 아이소싸이오사이아네이트
(4-methylthio-3-butenyl isothiocyanate, MTB-NCS) 등의 분해산물의 경우 십자화과 채소류에 매운맛
및 이취, 쓴맛 등 관능적인 품질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됨
•수확시기별에 따른 6-7월, 8-9월, 10-11월, 12-4월, 5월 배추의 총 글루코시놀레이트(total
glucosinolate, total GSLs) 함량을 측정한 결과, 신선배추에서는 6-7월 여름배추, 절임배추는
8-9월의 배추, 배추김치의 경우 6-7월, 8-9월에서 총 글루코시놀레이트(total glucosinolate,
total GSLs) 함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모든 수확기간에서 가공처리에
따라서 신선배추 > 절임배추 > 배추김치 순으로 총 글루코시놀레이트(total glucosinolate,
total GSLs) 함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음
•저장 온도와 저장 기간별 총 글루코시놀레이트(total glucosinolate, total GSLs)을 측정한 결과
저장 기간 초기의 경우 8-9월 > 6-7월 > 10-11월 > 5월 > 12-4월 순으로 나타났으며, 8-9월
배추의 경우, 모든 온도 조건하에서 저장 기간 동안 총 글루코시놀레이트(total glucosinolate,
total GSLs)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남
•사용한 8-9월의 배추산지는 강원도 태백으로 고랭지 지역에서 재배되었으며, 이 시기에
재배된 배추의 경우 생육 초기 질소기아 현상이 발생하여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됨
•토양의 질소 함량이 낮고 황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십자화과 채소에 존재하는 유황함유 배당체인
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 GSLs)의 함량에도 영향을 주어 총 글루코시놀레이트(total glucosinolate,
total GSLs)함량이 높아지고, 고랭지 배추에서 씁쓸한 맛이 강하게 나타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글루코시놀레이트(total glucosinolate, total GSLs) 함량은 낮아지고
저장온도 15℃와 10℃의 경우 저장 3일에서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내고 4℃ 저장 김치의
경우 저장 7일째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28일에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음.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모든 온도 조건, 수확기간에 따른 배추김치의 총
글루코시놀레이트(total glucosinolate, total GSLs) 의 함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저장온도 및 저장기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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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풋내의 선행연구
▶ 김치 및 원/부재료의 냄새 성분
•김치의 휘발성냄새성분은 김치의 산미와 함께 김치의 관능적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Hawer(2001) 보고에 의하면 김치에서는 약 40종의 휘발성성분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황화물(sulfide) 물질로 보고됨
•황화물(sulfide) 물질은 배추에 함유된 술폭시화물(sulfoxides), 티오글루코사이드
(thioglucosides), 함황아미노산(sulfur-containing amino acids), 설포늄 화합물
(sulfonium compound) 등의 전구물질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음
•김치의 숙성기간에 따른 휘발성분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로 함황화합물류,
알데하이드류(aldehyde류), 케톤류(ketone류), 알콜류(alcohol류), 티오시아네이트류
(thiocyanate류), 산류 및 기타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김치의 부재료로 사용된
마늘, 파, 부추의 알리움(allium)에서 유래되는 함황화합류가 주를 이뤘음
•특히, 이황화메틸(dimethyl disulfide), 황화알릴(allyl sulfide), 메틸알릴 이황화물(methylallyl disulfide),
디메틸 3황화물(dimethyl trisulfide), 디알릴 디술파이드 이성질체(diallyl disulfide isomers),
메틸알릴 3황화물(methyallyl trisulfide), 디알릴 3황화물(diallyl trisulfide) 등 함황화합물 전체
함량의 약 85%를 차지함. 김치의 숙성 기간 중 메틸 이황화물(methyl disulfide) 및 디알릴 3황화물
(diallyl trisulfide) 등은 마늘냄새 계통의 향을 가지고 관능적 특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
▶ 풋내 발생 원인 물질
•풋내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헥사놀(hexanol)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배추의 풋내에 관련된
선행 연구는 진행된 것이 없었음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차류에서 헥사놀(hexanol)과 (E)-2-hexenal 및 (제트)-2-펜테놀
((Z)-2-pentenol)은 풋풋한 향에 기여하고 있으며 중국의 발효차인 흑차(28.7%), 육보차
(25.2%)에서 동정되었음
•발효차에서 (제트)-3-헥센일 헥사노에이트((Z)-3-hexenyl hexanoate), (이)-2-헥센일 헥사노에이트
((E)-2-hexenyl hexanoate) 및 헥실 벤조에이트(hexyl benzoate)와 같은 에스터(ester) 화합물을
소량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덜 익고(green), 과일 맛이 강하고(fruity) 및 지방이 많은 것으로(fatty)
표현되는 화합물로 발효가 덜 진행되었을 때 남아 풋내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발효가
진행될수록 풋내를 내는 성분은 감소하고 달콤한 향에 기여하는 푸르푸랄(furfural)화합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또 다른 연구로 조용준(2013)에 의하면 참외의 휘발성 향기성분을 분석한 결과 참외 원과의
향기성분은 덜 익고(green), 풀향(grassy) 등 풋내를 유발하는 1-부타놀(1-butanol), 노나날
(nonanal)로 동정되었으며, 상대적 농도는 16.66%로 나타났음. 알코올 발효 후 이취의 원인이
되는 풋내 유발 물질들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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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풋내에 연구의 경우, 배추 관련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으나, 다른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원료의 미성숙에 의한 풋내 원인 이였으며 가공처리 및 발효, 숙성 기간에 의해 자연
적으로 사라지는 연구결과가 많았음
•아직까지 풋내 저감화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추후 고랭지 배추 및 여름배추에
대한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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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에서 이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취 원인 구명을 위한
전자코, 전자혀 분석이 가능한가요?

A2. 전자코, 전자혀 분석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이미애 연구원

1. 깍두기 이취 원인 분석
▶ 전자코와 전자혀란?
•미각과 후각은 자극치들에 대한 감각 세포의 화학 반응 결과가 신경계를 통해 뇌로 전달
되는 감각으로 최근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전자코와 전자혀가 개발되어 식품 연구분야에
활용되고 있음
•전자코는 인간 코의 기능을 디지털화 한 것으로 다중센서배열(multisensor arrays)를 이용해
특정 냄새 성분과 각각의 센서에서의 반응을 전기화학적 신호로 나타내, 이 선호를 소프트
웨어에서 데이터 처리함으로써 각 냄새의 정량, 정성 분석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음
•식품의 맛은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감칠맛 등 5가지 기본 맛의 혼합으로 이루어짐.
그중 단맛과 쓴맛은 주로 각종 비전채질 물질들에 기인하고 신맛과 짠맛은 주로 수용액 속에
녹아있는 전해질 물질들이 감각 세포를 자극함으로써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인간의 맛 인식 메커니즘을 기계적으로 모방한 시스템이 전자혀이며, 최근까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왔음. 이들 시스템은 맛물질과 반응하는 센서서레이, 센서어레이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조절하기 위한 신호조절부,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다변량해석부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센서어레이는 전자혀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맛물질들과 반응하여 전기적 신호를 출력하는
두 개 이상의 개별 센서의 다발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센서들은 맛물질과 비선택적으로 반응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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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혀와 전자코를 활용한 이취 원인 분석(예)
•시료 : 2종
- Control : 일반 깍두기
- Sample : 이취가 발생 깍두기
•분석 방법
- 전자코

그림 1. 전자코 장비(Heracles II)

- 전자혀

그림 2. 전자혀 장비(Aste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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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절 별 배추의 품질특성과 겨울배추의 장기저장기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1. 배추의 계절별 품질특성과 저장기술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조정은 연구원

1. 배추 품질 특성
▶ 계절별 배추의 품질특성
•배추는 계절별로 재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계절별로 배추의 생리적 및 이화학적 품질
특성이 다르므로 계절별 배추의 품질특성을 알고 저장을 실시해야함
•계절별 배추는 생육기간의 차이로 인행 작형 별로 무게의 차이가 크게 남. 생육기간이
짧은 봄배추와 고랭지배추는 엽수도 적고, 중량도 적은 반면, 가을과 겨울에 재배된 배추의
엽수가 많고 무게가 많이 나감
•수분함량의 경우 고랭지배추 > 봄배추 > 가을배추 > 월동배추 순으로 분석되고 대체로
외엽의 수분함량이 내엽에 비해 높았으나, 잎 부분보다 줄기 부분의 수분함량이 높게 나타남
•계절별 배추의 물리적 특성은 무게, 엽수, 수분 함량 모두 봄배추와 고랭지배추에서 비슷한
특성을 보이며, 가을배추와 월동배추가 비슷한 특징이 있음
•계절별 배추의 당도와 환원당 함량은 봄, 여름 보다는 가을, 겨울에 생산되는 가을배추와
월동배추의 당도가 높으며, 외엽보다는 내엽의 당도와 환원당 함량이 높은 특징 있음

2. 배추 수확 및 수확 후 품질관리
▶ 수확 후 품질 저하 요인
•수분손실 : 배추를 비롯한 엽채류는 엽표면적이 넓어 수분증발이 많이 일어남. 저장 중
수분증발로 인해 무게도 감소하고 외엽의 신선도저하로 상품성 및 저장성이 현저히
감소하여 장기저장이 어려운 품목으로 알려져 있음
•부패 : 배추는 토양에서 재배하고 수확하기 때문에 토양 미생물과 식물 병원성 미생물
등이 재배 중 또는 수확 시 발생한 상처를 통해 감염되기 쉬움

60

시들음

곰팡이

측면 압상

상부 압상

무름병

깨씨무늬병

그림 1. 배추 저장 중 장해 발생 유형

▶ 수확 및 저장전처리
•수확방법 : 외부 공기 온도가 높은 하절기에는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수확하여
배추 품온을 낮춤. 직출하용은 겉잎을 6~7매 제거하나, 저장용은 겉잎을 4~5매만 제거하며,
가공 시 추가로 정선 실시함
•수확 시 유의사항 : 수확 시 외엽 손상을 위해 청결한 장갑을 착용하고, 수확용 칼은 예리하게
갈아서 사용하며 수확 중간 소금물에 담가 소독함(소금물 : 물 1L 당 소금 7g 녹여 제조)
•예냉 : 예냉이란 농산물을 장기저장 전에 미리 지정한 온도로 냉각시키는 과정을 말함. 주로
수확 시 온도가 높아 품질 열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작물에 실시하며, 봄배추 장기저장 전에
예냉을 실시하여 저장기간을 연장함
표 1. 엽채류 예냉 방식의 적용성
품목

강제통풍

차압

진공

수냉

결구배추

△

◎

◯

×

비결구배추

△

◎

◎

×

고랭지배추

△

◎

◎

×

양배추

△

◎

◯

×

주) ◎ 최적, ◯ 적합, △ 가능,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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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저장조건 : 배추의 경우는 지나치게 낮은 온도에서 저장을 실시할 경우, 냉해 또는 저온장해
(갈변)를 입을 수 있음. 배추는 연중 생산되므로 재배시기에 따라 저온장해를 입는 온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기별 저장온도를 달리해야 것이 저장장해를 피할 수 있음. 또한 장기저장을
위해서는 망 포장 보다는 플라스틱 박스를 이용하여 세로로 세워서 저장해야 압상으로 인한
저장 손실을 줄일 수 있음
표 2. 계절별 배추의 저장조건
작형

저장기간

저장온도

봄, 고랭지

1-2개월

1~3℃

가을, 월동

1-2개월

1~3℃

상대습도
95%

표 3. 저장중 문제점 및 원인, 대책
문제점
깨씨무늬병

그물맥 조직 붕괴 및
갈변 장해

부패

원인 및 유형

대책

• 질소 과다 시비
• 만기 수확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

• 수확 1개월 전 질소 시비 금지
• 적기 수확

• 저장용 배추의 수확시기 결정을
• 저온 장해
위한 결구정도에 대한 사전조사 필요
• 노화 현상
• 수확 지연으로 인한 조직 경화 • 고랭지배추의 예냉 후 저장 시 적정
저장온도 및 저장기간 파악
• 수확 지연으로 인한 병원균
감염

• 적기 수확

•배추 적정 적입수 : 배추는 표피층이 상대적으로 약한 엽채류로서 한 상자에
많은 배추를 넣어 저장하면 조직과 조직이 눌려 눌린 부분의 세포 손상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하고, 상처 부위에 병원균이 침투하여 부패가 발생하므로 계절별로 배추
크기를 고려해 배추 적정 적입량을 결정해야함. 계절별로 적정 적입수는 봄배추는
5~6포기, 고랭지배추는 6포기, 가을배추는 4포기, 월동배추는 4~5포기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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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중 품질변화
•화학적 품질변화 : 배추는 저장 중 화학적 품질변화가 일어나며 환원당, 비타민 C, 엽록소 등의
함량이 감소함. 특히 저장형태의 영향을 받아 그물망에 저장할 경우 이러한 품질 저하가
가장 크며, 플라스틱 박스나 골판지 박스에 담아 저장한 경우는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물리적 품질변화 : 배추 저장 중 일어나는 수분 증발은 무게 감소의주 원인이며 부패로
인한 감모가 가장 큰 문제임. 수분 증발은 저장형태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며, 그물망 포장 시
가장 많이 일어나고, 플라스틱 박스, 골판지 상자 순으로 수분 증발이 일어남. 수분
증발은 배추의 무게 감소로 이어져 김치 제조 시 수율이 낮아지는 단점과 수분 증발로
인한 배추 시들음 현상을 동반하므로, 장기저장 시 수분증발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함

2

영국에서 김치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치의 유통 기준과 저장방법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A2. 김치의 유통기한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이상일 연구원, 조정은 연구원, 서혜영 연구원

1. 김치 제품의 유통 기준 및 업체 현황
▶ 국내 김치 유통 기준
•식품 유통기준은 식품공전 제2.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의 6.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음. 식품은 성격에 따라 유통방법이 냉동, 냉장, 실온 유통 등 크게 3가지로
나뉘며 김치의 경우는 이중 냉장유통식품에 해당함. 냉장유통 식품은 0℃~10℃의 온도 범위
내에서 유통되어야 하며, 운반 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차량이거나 이와
등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운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김치의 유통경로별 품질기준은 유통경로별로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모든 유통경로에서 10℃ 이하의 온도에서 유통해야 함. 다만 김치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마련한 유통기준은 업체별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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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의 경우 김치 출고 기준 - 일반김치 : 산도 0.4% 이하, 숙성김치 : 0.6-0.8%로 정하고
산도 0.8% 이상의 김치 : 과숙된 김치로 판단. B사의 경우는 -2~0℃ 저장고에서 48시간
예냉을 실시한 후 김치를 출고, C사의 경우 계절별로 숙성 조건을 달리하여 pH 4.2-5 범위
내에서 김치를 유통시키는 등 김치 제조업체에서 업체만의 기준을 설정하여 김치를
유통시키고 있었음

2. 김치제품의 기업적 상품가치 판단기준 및 저장가능 기간
▶ 김치제품의 기업적 저장가능 기간(상품가치 유지)
•김치제품의 기업적 상품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양한 규격이 있으며, 김치 관련한 규격으로는
식품공전, 한국산업표준(KS), 전통식품 표준규격 등이 있음
•김치제품의 기업적 상품가치를 판단하는 주요 품질 요소는 산도로, 김치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젖산함량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표 1. 참조)
표 1. 김치 관련 규격 비교
구분

식품공전

한국산업표준(KS H 2169)

김칫속, 배추김치, 기타김치

포기김치, 막김치, 보쌈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갓김치(8개 품목)

전통식품 표준규격(T020)
포기김치, 막김치, 보쌈김치, 백김치,

적 용
김치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갓김치,
순무김치, 고들빼기김치, 묵은지, 파김치,
섞박지, 동치미(14개 품목)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성상채점기준에 따른 채점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모두 3점 이상)

산 도
(젖산 %)

-

1.0 이하 (단 백김치는 0.8이하,
갓김치는 1.2 이하)

1.0 이하 (단 백김치는 0.8 이하, 갓김치 및

pH

-

-

3.8 이상 (단, 묵은지는 3.4 이상)

성 상

고형량
(%)
중금속
(mg/kg)
식 품
첨가물
대장균군

-

85 이상 (단, 백김치 및 갓김치는
75 이상

성상채점기준에 따른 채점(평균 3점 이상)

고들빼기김치는 1.2 이하, 묵은지는 1.0 이상)

-

납 0.3이하/카드뮴 0.2 이하

(좌동)

(좌동)

타르색소 및 보존료 불검출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음성이어야 한다.
(살균포장제품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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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장 저온창고
- 김치생산공장의 저온저장고는 보통 김치가 얼지 않는 최저 온도인 -1 ~ 0℃로 설정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 저장을 실시하고 있음
※ 김치발효는 저장고의 온도도 중요하나, 저장고 온도 편차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 따라서
저장고의 노후화가 김치의 발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냉기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후된
저장고의 경우 설비 정비가 필요함
•냉동저장 및 해동
- 일반적으로 김치의 냉동저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김치의 냉동저장과 해동시
세포조직이 파괴되어 김치 고유의 조직감을 상실하게 되므로, 조직의 손상을 줄이기
위한 급속 동결법은 연구된바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저장방법임
※ 냉동저장 : 김치를 냉동저장 시 조직이 파괴되어 김치 고유의 조직감을 상실하게
되므로, 조직의 손상을 줄이기 위한 급속 동결법(-70℃ 저장)은 연구된바 있으나,
경제성이 낮고 및 설비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저장방법임

3. 김치제품의 저장기간에 영향 주는 요소 및 해소방안
•김치 발효숙성은 미생물 활동과 효소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장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특히 미생물의 생육조건을 관리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원료
저장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보관 중의 온도관리 및 발효억제제 등을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음
▶ 김치 제조공정의 온도관리
•김치 제조공정 중 배추절임과 양념 속 넣기 단계에서 미생물 작용에 의한 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배추절임 공정의 온도 관리와 준비된 양념의 품온을 낮게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대부분의 김치업체에서 배추절임을 수행하는 작업장 내의 온도는 평균적으로
10~20℃의 실온으로, 탈수환경은 평균 0~5℃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치 양념 원료
및 양념을 저온(0~5℃)으로 보관하고 있음
▶ 김치제품의 저장 온도관리
•일반적으로 저장온도가 높으면 미생물의 과다 증식으로 발효가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어
산패나 연부현상이 빨라지게 됨. 저장시의 적온은 0∼5℃로 너무 낮으면 김치가 얼게
되어 김치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며 저장온도의 변화요인을 최소화 하는 것이 저장성
향상에 큰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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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저장을 통하여 김치숙성의 지연시키는 방법과 냉동저장으로 숙성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으나 냉동저장의 경우 해동 시 발생하는 드립과 조직감의 손실 등의
문제로 원양어선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주로 냉장저장을 이용하고 있음
• 0℃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김치 내 미생물의 활동이 현저히 적어져 발효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어 김치의 저장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김치냉장고 등 김치 저장시스템
에서 -1℃가 선호됨
※ 김치제조 후 -1℃에 저장할 경우 120일 이상 상품성이 지속될 수 있었으며, -1℃ 보다
낮은 온도에서 저장 할 경우 미생물의 활동성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는 있으나, 김치의
동결현상이 나타나 관능미가 떨어진다고 보고됨

4. 저장기한 연장 관련 선행 연구결과(발효억제제 사용)
• 식품의 저장기한 연장을 위한 화학적 처리법에는 소르빈산(sorbic acid), 벤조산(benzoic acid) 등의
보존료 첨가방법이 있지만 김치의 경우 식품공전에 따라 보존료 등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있음

• 김치에 사용되고 있는 발효억제제는 식물성 원료나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물질들로, 항균성을 가지거나 pH 완충 기능을 가진 소재인 감나무잎, 대나무잎,
자몽추출물, 매실농축액, 여러 가지 한약재 약용식물, 솔잎, 키토산, 올리고당, 녹차잎
또는 그 성분(catechins), 게껍질 분말과 일부 김치젖산균이 생산하는 항균제인 박테리오신
(bacteriocin) 등이 사용 가능함. 또한, 천연첨가물이나 천연원료, 향신료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이러한 발효억제제의 효과가 나타날 정도의 첨가량은
김치의 기본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본격적인 실용화 단계에 있지 않음
표 2. 발효억제제별 김치 저장기간 연장 효과

효과

발효억제제 종류
매실농축액 0.3%)
에탄올(Ethanol) 0.6%
GDL(글루코델타락톤)
0.3%
오미자추출물 0.5%
자몽종자추출물 0.5%

•pH 저하 지연, 미생물 생육 억제 효과
•10일(산도-0.6%) → 14일(산도-0.6%)
•대장균군, 젖산균 생육 억제 효과, pH 저하 다소 지연
•적숙기 : 10일 → 20일
•15일(산도-0.6%) → 30일 유지(산도-0.5%)
•6일 저장 후부터 산도가 대조구 보다 낮은 경향을 보임
•적숙기 : 5일(pH-4.2) → 30일(pH-4.2)
•15일 이상 숙성 적기가 늦어지는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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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유지기한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3. 김치의 유통기한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한응수 연구원

1. 김치의 품질유지기한
▶ 식품의 품질유지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산정
• 모든 식품의 품질유지기한은 제조일, 제조일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발효식품의
경우도 제품을 판매용 용기에 담아 판매형태로 포장한 시각을 제조일시로 보아야 함
•김치의 경우 양념을 혼합하고 용기에 담아 바로 출고하거나 일정시간 숙성시킨 다음에
출고하기도 함
• 용기에 담아 바로 출고하는 경우는 용기에 담는 시각을 제조일시로 보아야 하고, 용기에
담아 숙성시킨 다음 출고하는 경우는 출고일시를 제조일시로 보아야 함

2. 유통이 용이한 김치의 포장형태
▶ 용처에 따른 포장형태
•배추김치는 업소용 대포장(10kg 이상)과 마트용 소포장으로 나뉘고, 대포장은 비닐봉투에 김치를
담고 타이로 묶어 컨테이너상자, 스티로폼상자 및 골판지상자에 담아 유통하고, 소포장은 비닐봉투에
담아 타이로 묶거나, 파우치에 담아 밀봉하거나, 트레이나 병에 담아 밀봉하는 것이 일반적인
포장형태임
•대포장의 경우 업소의 요구에 맞추어 적정산도로 숙성하여 공급하기도 함

3. 유통기한이 지난 김치의 처리
▶ 유통기한이 지난 김치
• 생김치로 유통기한이 지난 김치는 회수하여 볶은 김치, 김치찌개 등 가공김치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생김치로 유통기한이 지난 김치를 묵은지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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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돗물과 전해조 소독수를 활용하여 세척 및 살균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쉬겔라 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1. 쉬겔라 균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김수지 연구원, 이해원 연구원

1. 쉬겔라(Shigella spp.)균의 유입경로 등
•점액성 혈변을 동반하는 전염성이 강한 식중독으로 이질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임. 가축
대소변에 의해 오염된 식수를 먹거나 오염된 물로 조리한 음식을 먹으면 감염될 수 있음.
상갓집이나 잔칫집, 그 밖의 집단 급식소에서 먹은 음식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음
•쉬겔라(Shigella spp.)균은 수인성 병원균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최근 식품에서 유래하여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주로 인간과 같은 영장류에서 발병을
유발함
•쉬겔라증(shigellosis)는 쉬겔라균에 의해 발병되는 감염성질환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제1군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식품을 통한 쉬겔라증의 발병은 살모넬라증
(salmonellosis)나 캠필로박터증(campylobacteriosis)보다 비록 적게 보고되고 있으나 선진국
에서도 주요한 식중독균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쉬겔라균은 적은 양의 균수로도 질병유발이
가능하며 또한 식품에서 쉬겔라균을 분리하는 것은 다른 병원성 장내세균보다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음
•쉬겔라균에 의한 질병유발은 원료식품을 취급하는데 있어 개인위생 미비 등에 의한 교차오염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토마토, 샌드위치, 양파, 양상추, 파슬리, 감자샐러드, 갑각류 등의
다양한 식품에서 검출되었다고 보고되었음

2. 쉬겔라균의 검출 시험법 및 장비(ex. 키트, 배지 등)
•식품에서 쉬겔라균을 검출할 때 미국 FDA 세균분석메뉴얼(Bacteriological analytical
manual, BAM)에 의하면 쉬겔라 액상배지(Shigella broth)에서 증균 배양시킨 후 맥콩키
고체배지(MacConkey aga, MAC)에서 분리 배양하는 방법이 권고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에서도 미국 FDA 세균분석메뉴얼과 동일하며 분리
배양 시 살모넬라 쉬겔라 고체배지(Salmonella Shigella agar, SSA)가 추가 된 방법을 권고하고
있음. 쉬겔라균은 제1군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식품공전에는
실험법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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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김치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동미생물 동정장비(Pheonix)를 이용하여
쉬겔라 보이디아이(Shigella boydii), 쉬겔라 다이센터리에(Shigella dysenteriae), 쉬겔라
플렉스네리(Shigella flexneri), 쉬겔라 소네이(Shigella sonnei)를 분석 가능함

3. 타 균과의 상관관계
•쉬겔라균은 대장균의 유전자와 많은 부분이 상당히 비슷함. 대장균과 쉬겔라의 유전자를
이용하여 계통수를 그렸을 때 대장균 그룹 사이에 쉬겔라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그림 1). 이렇듯 쉬겔라균과 대장균의 유전자가 서로 비슷하기에 쉬겔라균을 대장균
(Escherichia coli)의 아종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장침입성 대장균과 장출혈성
대장균도 쉬겔라균에 의한 세균성이질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 특히 장출혈성 대장균은
쉬겔라균이 생성하는 쉬가독소(shigatoxin)와 유사한 독소인 유사쉬가독소1(Shiga-like Toxin1,
SLT1)과 유사쉬가독소(Shiga-like Toxin1, SLT2)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짐

그림 1. 대장균과 쉬겔라균의 유전자 계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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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추절임 및 탈수 과정을 거치면 배추 절단면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절임배추의 갈변이 일어나는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A1. 절임배추의 갈변 현상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서혜영 연구원, 이미애 연구원

1. A업체의 경우
•일반 업체의 경우 탈수공정을 냉장상태에서 하지만 A업체는 상온에서 진행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김치는 배추에 소금을 첨가하면서부터 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탈수공정에서 미생물의
오염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냉장상태에서 진행하고 탈수시간을 기존의 시간보다 줄일
것을 권장함
•또한 토양에서 유래되는 미생물에 의한 오염에 의해서 변색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에서 배추의 밑 부분을 자르고 이절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의 오염이 적도록 조치시키고,
절임배추의 세척과정의 3번 이상 하도록 권장함

2. B업체의 경우
•배추절임 및 탈수 시 온도를 확인한 결과, 각각 18℃ 이하 및 3℃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배추 입고 후 예냉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정확히 답변을 하지 못하였음
•배추 절단면에서 나타나는 갈변현상은 배추에 존재하는 폴리페놀옥시다아제
(polyphenol oxidase, PPO)가 산소 존재 하에서 폴리페놀류(polyphenols)를 산화시켜
퀴논류(quinones)를 만들고 이들 물질이 서로 중합되면서 갈색 또는 적색의 색소를
생성하게 되어 나타남
•PPO의 반응최적온도는 30℃ 부근으로 기온이 높아지는 7-8월에는 배추의 품온이 높기 때문에
예냉을 하지 않고 배추절임을 실시할 경우, 절단면에서 유리된 PPO의 반응으로 갈변현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외부기온이 높은 계절에 배추가 입고될 경우 반드시 예냉하여 절임을 실시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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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에 김치를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운송 중에 김치를 포장한 파우치가
팽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치 수출 시 포장용기가 팽창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1. 김치 수출 시 포장용기의 팽창 예방 방법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유승란 연구원

1. 김치 수출시 포장 용기의 팽창 원인
•김치 수출시 포장 용기의 팽창은 김치 발효에 의한 가스 발생에 기인함(참고문헌 1, 2).
이와 같은 가스 발생으로 비닐 포장 용기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 포장 용기의 파열이 생길
수도 있음. 이러한 김치 발효에 따른 가스 생성량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온도임. 유통온도가 낮을수록 김치의 발효 속도를 지연시켜 수출용기의 팽창을 방지할 수
있음. 상품김치를 낮은 고정된 온도로 유통시킬 경우 그 외의 인자들이 김치 숙성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염도의 경우, 염도가 높을수록 미생물 성장이 늦어지게 되어 김치
발효 속도가 느려짐. 또한 김치의 원·부재료에 따라서도 김치 숙성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젓갈을 넣었을 경우 김치 숙성이 빨라져서 가스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포장 용기의
팽창이 심해질 수 있음

2. 포장용기의 팽창 예방법
•김치의 1차 숙성 후 포장을 하는 것은 포장 용기의 파열을 막는 기능을 할 수 있음. 김치
로부터의 이산화탄소 생성은 빠른 속도의 1단계와 느린 속도의 2단계로 이뤄지는데 이는
김치의 발효 적숙기 전후로 나뉘고(참고문헌 3,4,5), 김치가 최적으로 숙성됐을 때 이산화탄소
생성량은 상당히 낮음. 김치 적숙기에는 숙성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발효 패턴이 달라짐에
따라 이산화탄소 생성량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임. 또한, 이산화탄소 생성 속도는 온도에 따라
상당히 민감하게 달라지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이산화탄소 생성 속도는 현저히 낮아짐
(참고문헌 3,6). 따라서 김치 발효 적숙기 이후의 김치를 낮은 온도에서 유통시킬 때 이산화탄소
생성량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발효 적숙기의 김치를 저온에서 유통시킨다면 김치용기의
부풀음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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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출용 포장

2

국내에서 유통 중인 김치 소포장 용기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2. 김치 소포장 용기의 종류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유승란 연구원

1. 소포장용기 종류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김치 포장(1kg) 종류 및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국내 유통 중인
1kg 용량의 김치 포장에 대한 시장 조사 및 인터넷 조사 결과, 9개의 제조사에서 제조한
총 58개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 그리고 조사한 제품의 포장 형태를 분류한 결과,
Tie-bag과 파우치, 강성용기로 크게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음
표 2. 발효억제제별 김치 저장기간 연장 효과
포장형태

사진

특징
: 현재 가장 많이 유통 되고 있는 형태로, 주로 bulk
포장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1kg 김치포장에도
이용되고 있음
: 포장재 내부의 공기를 비틀어 제거 후 케이블타이
또는 클립으로 밀봉하는 형태임
: 현재 유통 중인 Tie-bag 형태의 포장의 경우 전부
포장재 내면이 폴리에틸렌으로 되어있음

케이블 타이
Tie-bag
(70.68%)
클립

일반 파우치
형태

: 주로 소포장에 사용되고 있으며, 1kg 용량의 경우,
파우치 내부에 지퍼가 있어 재밀봉 가능한 형태가
일반적으로 사용됨
: 포장재 내부에 가스흡수제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도 있음
: 포장 내면은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음

파우치
(22.41%)
지퍼라인 삽입

원통플라스틱캡

: 다양한 형태의 강성용기가 유통 됨
(강성용기누름캡, 사각플라스틱락, 원통플라스틱캡 등)
: 주로 LDPE나 PET용기에 뚜껑은 PP로 만들어지고 있음
: 내부에 리드가 삽입되어 있는 형태가 일반적임
: 누름캡이나 손잡이 등 제품 품질 향상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포장 형태가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강성용기
(6.8%)

강성용기누름캡

사각플라스틱락
※ 조사업체 : 대상 FNF(종가집), ㈜한울, CJ 제일제당(주), ㈜풀무원홀딩스, 동원 F&B, ㈜한성식품, 이마트(피코크), 롯데마트(통큰김치), 홈플러스(미강식품)
※ 조사방법: 시장조사 및 인터넷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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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에 김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가 김치의 숙성을 지연하기
위하여 10Kg 비닐포장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문 부탁드립니다.

A3. 이산화탄소 주입에 따른 김치 숙성 지연 방법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유승란 연구원

1. 변경된 포장방법(10kg, 2중 비닐포장)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할 경우 김치
숙성의 지연 정도
•이산화탄소 충진 포장과 김치 숙성도에 관한 관계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김치에 고압 이산화탄소 처리를 하여 숙성도 지연효과를 보았다는 논문이 발표된 바 있음.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은 김치 품질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김치 발효가
진행되면서 포장내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짐에 따라, 산물저해작용에 의한 발효지연효과도
예상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가 김치 국물에 녹아들어 김치에 시원하고 상큼한 맛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임. 하지만 김치는 다른 가공식품과는 달리 살아 있는 발효 식품으로
유통 중 발효에 의한 가스 발생으로 김치용기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 포장용기가 팽창하고
심한 경우 파열될 수도 있는데, 이산화탄소 충진포장은 김치용기 내부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것으로서 포장 내부 압력을 더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2. 해외 수출용 상품김치(2중 비닐포장 후 박스 포장)를 2℃ 상태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한 달간 운송할 경우 김치의 숙성 정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
•김치 숙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로는 온도, 염도, 산소, 김치의 원·부재료를 들 수 있음.
온도가 낮을수록 김치의 발효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데, 상품김치를 2℃로 고정된 온도로
유통시킬 경우 그 외의 인자들이 김치 숙성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됨. 염도의 경우, 염도가
높을수록 미생물 성장이 늦어지게 되어 김치 발효 속도가 느려짐. 또한 김치 발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균들은 호기성 세균이 많으므로, 산소를 차단해 줄수록 이런 호기성
세균들의 생육은 억제되고 김치 유산균의 생육은 더 왕성해짐. 김치의 원·부재료에 따라서도
김치 숙성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젓갈을 넣었을 경우 김치 숙성은 빨라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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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표기사항

Ⅲ. 국내 표기사항

1

현재 합성보존료와 합성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항목에
대해서 포장지에 무첨가 표기를 해도 되나요?

A1. 합성보존료 및 합성감미료의 무첨가 표기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황인민 연구원

1. ‘무 첨가’표기 가능 여부
•김치에서는 보존료의 “무 첨가” 표시는 안 되며, 감미제의 경우 사용 가능한 항목에 한에서
검출이 되지 않았을 때 표기가 가능함
• 김치 관련 인증 및 지정제도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한국산업표준 인증”, “유기가공식품
인증”, “식품명인 제도”가 있으나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운영되는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대다수의 식품에
적용되는 가장 주요한 표시규정임. 본 규정에 의하면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용기, 포장 등에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무 첨가” 표시가 가능한 경우는 식품첨가물공전상 합성보존료, 색소 사용이 허용되는
식품에서 보존료, 색소를 직접 첨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재료로부터 이행(carryover)된 보존료, 색소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소비자가
해당제품에 보존료, 색소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므로 어떠한 보존료, 색소도 검출되어서는
안 됨. 표시할 경우 합성 보존료나 합성 감미제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특정 첨가물을
명기하여 표시 하여야 함
•김치류에서는 규정상 타르색소,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존료의 “무 첨가”
표시가 불가하며, 감미료의 경우는 특정 첨가물을 명기하여 “무 첨가” 표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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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무 첨가” 표기 예시>

•별도 첨부(부록)
<첨부 1> 식품등의 표시기준 관련 항목
<첨부 2> 김치류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첨부 3>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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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표기사항

2

국내에서 김치를 제조·유통 할 경우 김치 포장지에 표기해야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2. 국내 김치 표기사항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정금주 연구원

▶ 식품등의 표시기준(2014)에 따르면, 김치의 경우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제조원), 품질유지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보관방법, 포장재질,
반품 및 교환처,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함
※ 별첨 1. 식품등의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식약처, 2013) 참조

•제품명 : 제품의 고유 명칭으로 허가관청에 신고하는 명칭과 동일하게 표시
•식품의 유형
- 김칫속, 배추김치, 기타김치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표시
※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됨
예) 제품명이 ○○파김치인 경우, 따로 기타김치라고 표기할 필요 없음
- 살균제품 또는 비살균제품으로 구분하여 표기
•품질유지기한 :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로
표기
•원재료 및 함량 : 식품 제조·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함(중량비율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순서에 따르지 않아도 됨).
원재료의 함량은 백분율로 표시
예) 제품명이 ○○파김치인 경우, 따로 기타김치라고 표기할 필요 없음
•포장재질 : 합성수지제의 재질에 따라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
•불량식품 신고전화번호 :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문구 표기(2009.04.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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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김치 표기사항 예시 1(대상 FNF 종가집김치)

그림 2. 김치 표기사항 예시 2(해남 참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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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외 표기사항
※국외 표기사항 관련 상세한 내용은 자료 작성자 또는
중소기업지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외표기사항

1

인도 수출용 김치 제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도 수출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컨테이너 운반 시 적절한 온도와 환풍기 개폐주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1-2. 인도의 검역제도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A1-1. 김치의 컨테이너 운반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이상일 연구원

1. 장거리 수출용 김치 포장
▶ 적절한 컨테이너 온도
•김치는 젖산균에 의한 발효식품으로써 저온에서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CO2 가스가
발생하며, 밀폐용기에 포장할 경우 용기가 팽창하거나 내부에 압력이 발생함. 더군다나
젖산균의 최적성장온도 범위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스가 더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의 유통이라면 포장에 더 각별히 신경써야함

그림 1. 김치젖산발효에 의한 이산화탄소 생성 과정

•CO2 가스로 인한 포장용기의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CO2 가스 흡수제를 넣은 포장
기법이 대중적이며, 내수용뿐만 아니라 수출용에서도 사용되고 있음. CO2 가스 흡수제
이외에 포장재에 통기성을 부여하여 포장을 하기도 하지만 김치 냄새 방출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덜 사용되고 있음. 또한 김치포장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는 김치를 용기에
최대 80%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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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는 공기와의 접촉에 민감한 식품으로 장기간 김치 유통 시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밀폐
력이 좋은 용기를 사용하여야 함. 청량감이 느껴지는 맛있는 김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탄산의 증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밀폐력이 좋은 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함
※ 2013년도 연구소에서 개발한 이산화탄소 소거 김치 포장 용기의 기술이전이 가능함

2. 수출시 컨테이너 운반에 필요한 적절한 온도 및 환풍기 개폐주기
▶ 적절한 컨테이너 온도
•현재 김치 수출 시 컨테이너의 온도는 염도와 식품첨가물 첨가 유무에 따라 상이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냉장 기준의 설정온도는 0~2℃로 설정하여 수출지까지 수송되며 국내 제조
뒤 일정 예냉 시간을 거친 후 선적됨

•김치 수출 시 컨테이너의 최적 설정온도는 –2∼–3℃ 범위이며 김치의 경우 대부분 기타
다른 식품류들과 함께 선적 및 하적을 하고 있는 형태임. 제품 하차 시 걸리는 시간은
거점별 3∼4시간 정도 소요되며 컨테이너 운송차량을 저장고로 옮기는 형태로 이송됨

•컨테이너를 이용한 이송시간은 미국 등 원거리의 경우 20 ∼30일 정도 소요되며 세관 및
통관으로 인해 더 지연되므로 김치의 상품성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제조 후 –1 ∼ 0℃에
예냉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됨
※0℃이하로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김치 내 미생물의 활동이 현저히 적어져 발효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어 김치의 저장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출업체 대부분 –1℃를 선호함

•컨테이너 운반시 온도 모니터링 결과 컨테이너 온도 및 김치제품의 품온은 2~ 3℃ 범위를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나 국내 김치 제조공장에서 선박에 선적 단계, 현지 도착 후 검역, 통관
단계, 현지 창고 및 마트 이동 시 가장 많이 외부온도에 노출되므로 철저한 온도 제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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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 수출김치의 유통 단계 및 온도

•컨테이너의 설정온도와 실제 측정값(내부, 품온)은 상이하며 컨테이너 내부 앞·중간·뒤
3부분으로 나누어 온도 profile을 측정한 결과 위치에 따라 품온 및 내부온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현지 소비자에게 상품성이 유지된 김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선박 이동시 일정한 낮은
온도를 유지 및 제조 후 충분한 예냉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됨

그림 3. 미국 수출김치의 컨테이너 앞쪽 내부온도 및 품온 측정 결과

그림 4. 미국 수출김치의 컨테이너 중간 쪽 내부온도 및 품온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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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국 수출김치의 컨테이너 뒤쪽 내부온도 및 품온 측정 결과

▶ 환풍기 개폐주기
•김치 수출시 컨테이너 내 별도 장착된 환풍기는 없으며 컨테이너 후면에 냉장·냉동기의
열을 식히는 FAN 정도가 장착되어 있음

그림 6. 현지 물류센터의 컨테이너 입고 사진

그림 7. 현지 물류센터의 컨테이너 하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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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인도의 검역제도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정금주 연구원

1. 인도의 통관절차
▶ 인도의 통관절차는 복잡하고 아직도 체계화되지 않은 점이 있으며, 통관 에이전트와 세관
공무원 간의 관계가 통관 및 관세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침. 현지 통관 에이전트를 통해
통관이 진행되며 사소한 서류 기재 오류 등의 이유로도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많이
일어남
※ 통관 에이전트의 수수료는 화물가치의 0.5~2% 정도임

▶ 통지(Notifying Section) - 관세 평가 - 검사(Audit Section) - 관세납부, 통과의 단계로 이루어짐
•통지(Notifying Section) : 모든 관련 서류를 세관 담당자(Notifying Officer)에게 제출, 세관
담당자는 통관신고서(Bill of Entry)와 세관 창고의 적하목록(Manifest, 화물의 총괄목록)과
비교 확인
•관세 평가 ： 세관감정관(Appraiser)은 적정 관세 등의 평가
•검사(Audit Section) : 관련 서류 및 관세 등을 재점검
•관세 납부, 통과 : 관세 납부, 물품수령증 발급
▶ 통관 필요서류
•신용장 개설 시 은행 제출 서류
- 수출입 허가 번호 : IEC No. (Importer-Exporter Code No.)
- 구매 오더(Purchase order)
- 송장(Invoice)
- 공급 업체 이름(Suppliers name)
- 공급자 거래 은행 명(Name of Suppliers Banker)
-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 해당 인증서
•수입화물의 통관
- 공급업자가 바이어에게 보낼 서류
- 선하 증권(B/L 또는 Air-way Bill No.)
- 송장 사본(Invoice copy)
- 보험 증권(Insur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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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가 통관 시 준비 서류
- 수입 코드 번호(Importers code no.)
- 수입 신고(Import Declaration along with Bill of Entry)
- GATT 신고서(GATT Declaration)
-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인증서

▶ 통관 후 운송시설의 경우 육상 운송여건이 열악하여 한국에서의 해상운송 비용보다 인도 내
육상운송비용이 비슷하거나 더 비싼 정도임. 운송기간은 한국에서 뭄바이까지 약 3주 정도이며,
뭄바이에서 델리까지 1주 정도 소요됨

2. 인도의 검역제도 및 라벨 규정
▶ 유효기간 관련 규정 : 수입통관 시점에 해당 식품의 남은 유효기간(제조일 기준)이 총
유효기간의 60% 이상이어야 함

•항만보건소(Port Health Officer, PHO) 검사 : 모든 식품 화물은 통관 전에 항만보건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화물 창고에 보관될 수 있음. 검사에
통과되지 못하면 반송되거나 폐기처분됨
•제품 운송 보관의 상태 : 제품 특성에 따른 보관 요건 충족 여부, 부패와 오염방지 여부 확인
•제품의 시각적, 물리적 상태 확인 : 팽창, 돌출 등 식품 변질여부를 가시적으로 판단함.
해충, 먼지 등에 의한 식품 손상 확인

▶ 샘플 검사 : 항만보건소 검사를 받지 못하는 항만은 해당 항만에서 가까운 중앙식품실험실
(Central Food Laboratory) 또는 보건당국(Directorate General of Health Service)
에서 인가한 실험실에 샘플을 보내 검사함. 샘플 검사 결과가 1일에서 1개월까지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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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1

샘플 2, 3
(지정관리자
전달)

샘플 4

식품업체 요청시
식품분석가전달

국가인증
실험실에 전달

제 3의 심사
실험실에 전달

분석결과보고

분석결과보고

분석결과보고

결과 불일치

분석 결과 실패

분석 결과 실패
식품업체 항소
벌금 또는 구속처벌

샘플 4

그림 1. 샘플검사 절차

▶ 라벨 규정
•라벨 신고는 운반물 외부 포장에 첨부되거나 기재 사항이 인쇄된 카드나 테이프로 화물에
부착해야 함
•라벨 내역은 제조자의 이름, 주소, 포장업체, 수입자, 공급자, 함유량 순으로 주요 성분 표시,
순중량, 제조·포장의 월·년, 유통기한의 월·년 표시, 원산지, 제품번호, 시장가격(세금
포함), 사용 설명과 영양성분 표시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합성 감미료는 반드시 라벨에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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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의 미국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 김치 표기사항에 대한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A2. 미국의 김치 표기사항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김재환 연구원

1. 영문 김치 표기사항 추천(안)

Brand Sliced Kimchi 1kg
Brand
Sliced Kimchi

Nutrition Facts
Serving Size 1.75oz. (50g)
Servings Per Container 20
Amount Per Serving
Calories 250

제품사진

Net WT. = 35 oz. (1kg)

Ingredients : Korean
cabbage(00.0%), Red pepper
Powder(00.0%), Fermented anchovy
sauce(Anchovy, Salt), Radish, Garlic,
Onion, Sugar, Fermented shrimp
sauce (shrimp, Salt), Ginger, Salt
Contains : Anchovy, Shrimp and
Soybean Manufactured by company
name, address Imported by company
name, address
PRODUCT OF KOREA
Best Before Jan. 14. 2015

% Daily Value *

Total Fat 0g
Saturated Fat 0g
Trans Fat 0g
Cholesterol 0mg
Sodium 0mg
Total Carbohydrate 0g
Dietary Fiber 0g
Sugar 0g
Protein 0g
Vitamin A
Calcium

0%
0%

•
•

Vitamin C 0%
Iron 0%

Not a significant source of saturated fat, trans fat, cholesterol,
dietary fiber or sugar
* Percent Daily Values are Based on a 2,000 Calorie diet.
Your Daily Values may be higher or lower depending
on your calorie need:
Calories:
2,000
2,500
Total Fat
Less than 65g
80g
Sat Fat
Less than 20g
25g
Cholesterol
Less than 300mg
300mg
Sodium
Less than 2,400mg 2,400mg
Total Carbohydrate		
300g
375g
Dietary Fiber		
25g
3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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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치 표기사항 추천(안) 번역

브랜드 맛김치 1kg
브랜드
맛김치

영양성분분석표
1회 섭취 권장량 1.75oz. (50g)
포장 당 섭취횟수 20
1회 섭취 당 영양성분
칼로리 000

제품사진

중량 = 35 oz. (1kg)

원재료 : 배추(00.0%), 고춧가루(00.0%),
젓갈(멸치, 소금), 무, 마늘, 양파, 설탕,
새우젓(새우, 소금), 생강, 소금
알러지 유발물질 포함 : 멸치, 새우, 콩
생산자 : 업체명 업체주소
수입자 : 업체명, 업체주소
원산지 : 대한민국
유통기간 : 2015년 1월 14일

% 1일 섭취량 비중 *

지방 0g
포화 지방 0g
트렌스 지방 0g
콜레스테롤 0mg
나트륨 0mg
탄수화물 0g
식이섬유 0g
설탕 0g
Protein 0g
비타민 A 0%
칼슘
0%

•
•

0%
0%
0%
0%
0%
0%
0%
비타민 C 0%
철분
0%

본 제품은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 식이섬유 또는
설탕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1일 섭취량 비중은 2,000칼로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각
개인별 칼로리 필요량에 다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alories:
지방 		
미만
포화지방		
미만
콜레스테롤		
미만
나트률		
미만
탄수화물			
식이섬유			

2,000
65g
20g
300mg
2,400mg
300g
25g

2,500
80g
25g
300mg
2,400mg
375g
30g

※ 주의. 미국 식품표시(라벨링) 규정 및 기업정보를 기초로 제작되었으나 법적 제도적
적정성은 개별업체가 미국 정부의 담당부처로부터 확인해야 함
※ 주의. 개별 품목별 영양성분검사 결과를 기초로 영양성분분석표를 작성해야 하며,
1회 섭취 권장량(50g)은 업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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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김치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주 수출 시 필요한 표기사항에
대한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A3. 호주 수출 시 필요한 표기사항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김재환 연구원

1. 영문 김치 표기사항 추천(안)
제품명 Brand Sliced(Mat) Kimchi 1kg

Nutrition Information
Servings per package: 20
Serving Size: 50g
Quantity
% Daily intake*
Quantity
per Serving
per Serving
per 100g
Energy
000kJ
0 %
00kJ
Protein
0.0g
0 %
0.0g
Fat, total
0.0g
0 %
0.0g
- Saturated
0.0g
0 %
0.0g
Carbohydrate, total
0.0g
0 %
0.0g
- Sugars
0.0g
0 %
0.0g
Soduim
000mg
0 %
000mg
*percentage of recommended dietary intake
Ingredients: Korean cabbage(00.0%), Red pepper Powder(00.0%), Fermented anchovy sauce
(Anchovy, Salt), Radish, Garlic, Onion, Sugar, Fermented shrimp sauce(shrimp, Salt),
Ginger, Salt, Thickener(415)

※ Contain Anchovy, Shrimp and Soybean. (글꼴 3mm이상)
※ May contain Traces of Sesame. (글꼴 3mm이상)
Country of Origin: Korea
Manufactured by 업체명 업체주소
Imported by 업체명 업체주소 전화번호
Net Wt: 35oz(1kg)
Storage Method : Do not Directly exposed to the sun. Keep Refrigerated(32~39℉, 0~5℃)

※ Gas Absorbent inside the package can not be eaten. (글꼴 3mm이상)
Best Before: Printed on the package(dd.mm.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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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치 표기사항 추천(안) 번역
제품명 : 브랜드 맛김치 1kg

영양성분분석표
포장 당 섭취횟수: 20
1회 섭취 권장량: 50g
1회당 영양섭취량
칼로리
단백질
지방, 전체
- 포화
탄수화물, 전체
- 설탕
나트륨
*1일 권장 영양섭취량을

000kJ
0.0g
0.0g
0.0g
0.0g
0.0g
000mg
환산한 비중임.

1일 권장 영양섭취량
100g당 섭취량
비중*
0 %
00kJ
0 %
0.0g
0 %
0.0g
0 %
0.0g
0 %
0.0g
0 %
0.0g
0 %
000mg

원재료: 배추(00.0%), 고춧가루(00.0%), 젓갈(멸치, 소금), 무, 마늘, 양파, 소금, 새우젓(새우, 소금),
생강, 소금, 점증제(415)

※ 멸치, 새우와 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글꼴 3mm이상)
※ 참깨를 포함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설비에서 생산되었습니다. (글꼴 3mm이상)
원산지 : 대한민국
생산자 : 업체명 업체주소
수입자 : 업체명 업체주소 전화번호
중량 : 35oz(1kg)
보관 방법 : 야외에서 보관하지 마시고, 냉장이 필요합니다.(32~39℉, 0~5℃)

※ 포장 안에 있는 가스흡수제를 먹지 마십시오. (글꼴 3mm이상)
유통기간 : 포장지에 인쇄(일.월.년도)

※ 주의. 호주 식품표시(라벨링) 규정 및 기업정보를 기초로 제작되었으나 법적 제도적
적정성은 개별업체가 호주 정부의 담당부처로부터 확인해야 함
※ 주의. 개별 품목별 영양성분검사 결과를 기초로 영양성분분석표를 작성해야 하며,
1회 섭취 권장량(50g)은 업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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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나다에 김치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수출 시 필요한 표기
사항에 대한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A4. 캐나다 수출 시 필요한 표기사항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김재환 연구원

1. 영문 김치 표기사항 추천(안)
제품명 Sliced(Mat) Kimchi 1kg / 제품명 en tranche(Mat) Kimchi 1kg

Nutrition Facts
Valeur nutritive
Per 1 Bowl(50g) / Pour 1 bol(50g)
Amount
% Daily Value
Teneur			
% valeur quotidienne
Calories / Calories 000
Fat / Lipides 0g				
Saturated / Saturés 0g
+ Trans / Trans 0.0g			
Cholesterol / Cholestérol 0mg
Sodium / Sodium 000mg 		
Carbohydrate / Glucides 0g 		
Fibre / Fibres 0g			
Sugars / Sucres 0g
Protein / Protéines 0g
Vitamin A / Vitamine A		
Vitamin C / Vitamine C			
Calcium / Calcium			
Iron / Fer				

0%
0%
0%
0%
0%
0%
0%
0%
0%

Not a significant source of saturated fat, trans fat, cholesterol, fibre, vitamin A, vitamin C,
calcium or iron
Source négligeable de lipides saturés, lipides trans cholestérol, fibres, vitamin A, vitamin C,
calcium et fer.

CONTAINS(INGREDIENTS) : Korean cabbage(00.0%), Red pepper Powder(00.0%), Radish, Garlic,
Onion, Sugar, Ginger, Salt, Sesame, Chestnut
CONTIENT(INGRÉDIENTS) : Corea Chou(00.0%), Poivre rouge Piquent(00.0%), Radis, Ail, Oignon,
Sugar, Gingembre, Saltz, Sesam, Kasta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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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rgies :
Contain Anchovy, Shrimp and Soybean.
May contain Traces of Sesame.
allergies:
Contenir anchois, crevettes et soja.
Peut contenir des traces de sesame.
Country of Origin: Korea
Produil De : Corée
Manufactured by 업체명 업체주소
Fabrique par 업체명 업체주소
Imported by 업체명 업체주소 전화번호
Importe Par 업체명 업체주소 전화번호
Net Wt: 35oz(1kg)
Storage Method : Do not Directly exposed to the sun. Keep Refrigerated(32~39℉, 0~5℃)
Garder au Réfrigérateur
※ Gas Absorbent inside the package can not be eaten.
※ labsorbant de gaz a L interieur du paquet ne peul pas étre mangé

BEST BEFORE: Printed on the package(dd.mm.yyy)
MEILLEUR AVANT: Imprimee sur l'emballage(dd.mm.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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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치 표기사항 추천(안) 번역
제품명 : 브랜드 맛김치 1kg / 브랜드 맛김치 1kg

영양성분분석표
영양성분분석표
1회 섭취 권장량(50g) / 1회 섭취 권장량(50g)
1일 권장 영양섭취량 %
1일 권장 영양섭취량 %
칼로리 / 칼로리 000
0%
지방 / 지방 00g			
포화 / 포화 0g
+ 트렌스 / 트렌스 0.0g		
0%
콜레스테롤 / 콜레스테롤 0mg
나트륨 / 나트륨 000mg 			
0%
탄수화물 / 탄수화물 0g 			
0%
식이섬유 / 식이섬유 0g		
0%
설탕 / 설탕 0g
단백질 / 단백질 0g
비타민 A / 비타민 A			
0%
비타민 C / 비타민 C			
0%
칼슘 / 칼슘				
0%
철분 / 철분				
0%
본 제품은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 식이섬유,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또는 철분
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제품은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 식이섬유,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또는 철분
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재료 : 배추(00.0%), 고춧가루(00.0%), 무, 마늘, 양파, 설탕, 생강, 소금, 참깨, 밤
원재료 : 배추(00.0%), 고춧가루(00.0%), 무, 마늘, 양파, 설탕, 생강, 소금, 참깨, 밤
알러지 :
멸치, 새우와 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깨를 포함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설비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알러지 :
멸치, 새우와 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깨를 포함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설비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원산지 : 대한민국
원산지 : 대한민국
생산자 : 업체명 업체주소
생산자 : 업체명 업체주소
수입자 : 업체명 업체주소 전화번호
수입자 : 업체명 업체주소 전화번호
중량 : 35oz(1kg)
보관 방법 : 냉장이 필요합니다. (32~39℉, 0~5℃)
보관 방법 : 냉장이 필요합니다. (32~39℉, 0~5℃)
※ 포장 안에 있는 가스흡수제를 먹지 마십시오.
※ 포장 안에 있는 가스흡수제를 먹지 마십시오.

※ 주의. 캐나다 식품표시(라벨링) 규정 및 기업정보를 기초로 제작되었으나 법적 제도적
적정성은 개별업체가 캐나다 정부의 담당부처로부터 확인해야 함
※ 주의. 개별 품목별 영양성분검사 결과를 기초로 영양성분 분석표를 작성해야 하며, 1회
섭취 권장량(50g)은 업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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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베트남에 김치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수출 시 필요한 표기
사항에 대한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A5. 베트남 수출 시 필요한 표기사항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김재환 연구원

1. 베트남 수출 시 표기사항 추천(안)
Kimchi Altari
Thanh Phấn : Altari Củ Cải(00%), muối, ớt bột, Nước mắm, tom, trai Le, tỏi, gừng, hanh la, hanh tay,
la mu tạc, đường, chao, Chất điều vị(621)
NSX 01/08/14
HSD 01/11/14
03 thang ke từ ngay sản xuất
Bảo quản ở nhiệt độ từ 0~10
Xuat xừ : Gam Chil Bae Gi 60, Kimchi-ro, Nam-gu, Gwangju, Korea
NK bởi : KIM&KIM JSC 84A-86 Vanh đai Trong,
P.Binh Trị đong B, Binh Tan, TPHCM

2. 김치 표기사항 추천(안) 번역

알타리 김치
원재료 : 알타리무(00%), 소금, 고춧가루, 멸치액젓, 새우젓, 배,
마늘, 생강, 쪽파, 양파, 갓, 설탕, 찹쌀풀, MSG(621)
생산일자 01/08/14
유통기한 01/11/14
제조일로부터 3개월 유통가능
0~10℃에서 보관
제조업체 : 업체명 업체주소
수입업체 : 업체명 업체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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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목별 베트남어 표기

원재료 항목
Thành Phấn :
Altari Củ Cải(75%) 알타리무
muối 소금
ớt bột 고추가루
Nước mắm 멸치액젓
tôm 새우젓
trái Lê 배
tooi 마늘
gừng 생강
hành lá 쪽파
hành tây 양파
lá mù tạc 갓
đường 설탕
cháo 찹쌀죽
Chất điều vị(621) : MSG

생산일자/유통기한
NSX 01/08/14
HSD 01/11/14
03 tháng kê từ ngày sản xuất
제조연월일
NSX(Ngay San Xuat)
사용 기한 : HSD(Han Su Dung)
보관 기한 : HBQ(Han Bao Quan)
보관방법
Bảo quản ở nhiệt độ từ 0~10
제조업체/수입업체
Xuát xừ : Gam Chil Bae Gi, 60, Kimchi-ro,
Nam-gu, Gwangju, Korea
NK bởi : KIM&KIM JSC, 84A-86 Vành Đai Trong,
P.Bình Trị Đông B, Bình Tân, TPHCM

※ 주의. 베트남 식품표시(라벨링) 규정 및 기업정보를 기초로 제작되었으나 법적 제도적
적정성은 개별업체가 베트남 정부의 담당부처로부터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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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에 김치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시 필요한 표기사항에
대한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A6. 일본 수출 시 필요한 표기사항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김재환 연구원

1. 일문 김치 표기사항 추천(안)
品名
原材料名

內容量
賞味期限
保存方法
原産國名
輸入者

○○○キムチ
白菜、大根、赤唐辛子粉、生姜、にんにく、漬
け原材料(塩辛(えび), 砂糖, 食塩), 調味料(アミノ
酸 等), 増粘剤(キサンタンガム), (原材料の一部に
えびを含む)
400g
2014.1.1.
冷蔵庫(10℃以下)で保存して下さい
大韓民國
업체명
업체주소

2. 김치 표기사항 추천(안) 번역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상미기한
보존방법
원산국명
수입자

○○○김치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마늘, 양념 원재료
(새우젓, 설탕, 식염), 조미료(아미노산 등), 증
점제(잔탄금), (원재료의 일부에 새우를 포함)
400g
2014.1.1
냉장고(10℃이하)에 보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업체명
업체주소

※ 주의. 일본 식품표시(라벨링) 규정 및 기업정보를 기초로 제작되었으나 법적 제도적
적정성은 개별업체가 일본 정부의 담당부처로부터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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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홍콩에 김치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콩 수출 시 표기사항에 대한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A7. 홍콩 수출 시 필요한 표기사항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김재환 연구원

1. 중문(번체) 김치 표기사항 추천(안)
Brand 韓國泡菜 1kg / Brand Kimchi 1kg
淨重 Net Weight: 1千克/kg
成份 Ingredient :
大白菜(大白菜00%,鹽0%), 蘿蔔, 泡菜調味劑(發酵蝦露(含有甲殼類動物), 辣椒粉, 大蒜, 京蔥, 洋蔥, 蔥, 薑),
增稠劑 (黃原膠)
Cabbage (Napa cabbage 00%, Salt 0%), Radish, Kimchi seasoning mix (Fermented shrimp
sauce(Contains crustacean), Hot pepper powder, Garlic, Leek, Onion, Scallion, Ginger),
Thickener (Xanthan gum)

營養資料 Nutrition Information
每 50克/Per 50g
00 千卡/Kcal
0.0 克/g
0.0 克/g
0.0 克/g
0.0 克/g
0.0 克/g
0.0 克/g
000 毫克/mg

能量/Energy
蛋白質/Protein
總脂肪 /Total Fat
飽和脂肪 /Saturated Fat
反式脂肪/Trans Fat
碳水化合物 /Carbohydrates
糖 /Sugars
鈉/Sodium

此產品含有甲殼類動物及其製品。
生產此食品的廠房亦處理麩質的穀類, 魚類, 大豆, 奶類, 蛋類, 花生, 木本堅果及其產品。
This product contains crustacean and their products.
Produced in a factory where gluten, fish, soyabean, milk, egg, peanuts, tree nuts and their products
are also handled.
製片人 Manufactured by: 영문 업체명, 중문 업체명(생략가능)
地址 Address: 영문주소 중문주소(생략가능)
總代理 Distributed by : 영문 업체명, 중문 업체명
地址 Address: 중문주소, 영문주소
客戶服務熱線 Customer Hotline : 0000 0000
此日期前最佳: Best before 見包裝 / See Packaging (年/月/日) (yyyy/mm/dd)
貯存方法 Storage Instruction: 需冷藏於攝氏0度至10, 開封後請放置於保鮮盒並冷藏
Keep chill between 0℃ to 10℃, place at chiller box and keep chill after open
韓國製造 Mad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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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치 표기사항 추천(안) 번역
브랜드 김치 1kg / 브랜드 김치 1kg
중량 : 1kg
원재료 :
배추(배추 00%, 소금 0%), 무, 김치양념(새우젓(갑각류 포함), 고춧가루, 마늘, 쪽파, 양파, 부추, 생강),
증점제(잔탄검)

영양성분분석표
50g 당/50g 당
00 Kcal
0.0 g
0.0 g
0.0 g
0.0 g
0.0 g
0.0 g
000 mg

칼로리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
탄수화물 /탄수화물
설탕 /설탕
나트륨 /나트륨

본 제품은 갑각류와 그 부산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글루텐, 어류, 콩, 우유, 계란, 땅콩, 견과류와 그 부산물을 포함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설비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제조업체명 : 영문 업체명, 중문 업체명(생략가능)
제조업체주소 : 영문 주소 중문 주소(생략가능)
수입업체명 : 영문 업체명, 중문 업체명
수입업체주소 : 중문 주소, 영문 주소
고객상담전화 : 전화번호
유통기한 : 포장지에 인쇄(일,월,년도)
보관방법 : 0∼10도 에서 냉장보관, 개봉 후 냉장고에서 보관해 주세요.
원산지 : 대한민국

※ 주의. 홍콩 식품표시(라벨링) 규정 및 기업정보를 기초로 제작되었으나 법적 제도적
적정성은 개별업체가 홍콩 정부의 담당부처로부터 확인해야 함
※ 주의. 개별 품목별 영양성분검사 결과를 기초로 영양성분 분석표를 작성해야 하며,
1회 섭취 권장량(50g)은 업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106

Ⅴ. 기타
ⅰ. 김치의 우수성

Ⅴ. 기타
ⅰ. 김치의 우수성

1

김치의 영양학적 우수성이 궁금합니다.

A1. 김치의 영양학적 우수성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김현주 연구원

1. 대장암 예방효과
•김치의 발효과정에서 생성되는 유기산과 젖산균, 그리고 김치 재료로부터 오는 식이섬유소는
대장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함. 김치의 섭취는 대장의 pH를 낮춰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생육을
촉진시키는 반면, 해로운 균(독성물질 생성균)의 생육을 억제함으로서 장내 발암전구물질들이
발암물질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 암 발생률을 낮춰줌
•또한 십자화과 채소(cruciferous vegetable)를 많이 섭취하는 집단에서 대장암의 발생율이
낮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십자화과 채소에 주로 들어있는 함황화합물의 일종인 글루코시
놀레이트(glucosinolates)에 기인한 것임

2. 정장작용
•김치의 섭취가 인체의 장내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김치에 존재하는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와 류코노스톡(Leuconostoc)의 수가 장내에서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으며 장내유해효소로 알려진 베타 글루코시데이스(β–glucosidase)와 베타 글루쿠로니데이스
(β–glucuronidase)의 수준이 김치 섭취 시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보여 김치유산균의
정장작용 효과를 입증하였음

3. 면역조절 기능
•김치유산균의 면역조절 기능에 관련된 연구도 수행되어 어린이 아토피 환자에게 김치 유산균을
투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고 쥐에게 김치 유산균을
경구 투여했을 때 항종양 효과와 면역활성작용을 나타내었다는 결과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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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동맥경화 · 항고혈압 효과
•김치의 섭취는 혈청 콜레스테롤의 양을 감소시키고 혈전을 만드는 피브린(fibrin)을 분해하는
활성을 가져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 토끼를 이용한 실험에서 12주간 김치를 섭취한
결과 혈장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질, 초저밀도지단백질(very low density lipoprotein), 저밀도지
단백질(low density lipoprotein)의 농도를 감소시켰으며 고밀도지단백질(high density lipoprotein)
농도는 증가시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음
•배추에 들어있는 베타 시토스테롤(β-sitosterol)과 메틸시스테인 설폭사이드(S-methylcystein
sulfoxide)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하는 효과가 보고되어 있으며, 마늘에 함유된 알린 (allin),
알리신(allicin)은 코엔자임 에이(coenzyme A)의 SH기와 결합하여 지방산, 중성지질, 인지질,
콜레스테롤의 생합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 이러한 김치 및 김치재료들,
대사산물의 지질저하 효과는 세포실험, 동물실험, 임상실험으로 보고되고 있음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 sp.)는 본태성 고혈압쥐에서 혈압의
증가율을 감소시켰음

5. 김치의 항산화 · 항노화 효과
•김치에는 비타민 C, 폴리페놀 화합물, 클로로필 등의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
활성 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제거함으로서 노화를 억제하며, 특히 피부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

6. 김치의 다이어트(항비만) 효과
•김치는 다른 식품들에 비해 열량이 적고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체외로 내보내는 작용이 있어 체중조절에 도움을 줌. 이러한 다이어트효과는 고춧
가루의 캡사이신(Capsaicin)이 지방분해를 촉진하고 이어 열 생산을 증가시켜 에너지 소비를 높여
주기 때문임. 또한 김치가 적당히 익었을 때 다이어트효과가 더 커짐

7. 김치의 바이러스 감염억제
•김치는 조류독감의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김치유산균과 그 배양액은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냄. 몇몇 실험에서도 김치와 김치유산균이 바이러스의
성장과 감염을 예방하는 것을 확인했음

109

Ⅴ. 기타
ⅱ. 김치의 역사와 지역별 특성

Ⅴ. 기타
ⅱ. 김치의 역사와
지역별 특성

1

김치문화 체험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체험관에 전시할 김치의 역사, 지역별
김치의 특성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A1. 김치 관련 자료 요청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 : 소진석 연구원

1. 김치의 역사
•이 땅의 김치 역사는 3천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중국의 최초
시집인 [시경 詩經]에 나오는 ‘저(菹)’를 당시의 김치 원형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임
•우리의 김치가 중국의 저(菹) 에서 분화한 것인지, 자생한 것인지 태생적인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당시의 기록과 한·중·일 문화교류 상황을 감안할 때 삼국시대까지의 김치는 중국의
저와 동일한 형태로 아욱, 가지, 순무 등을 소금, 쌀죽에 절인 장아찌형 김치였고, 일본
문헌인 [고사기古事記]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의 절임류 역사는 백제인인 수수보리가
이 절임기술을 일본에 전파하면서 시작됨
•이와 같이 김치가 절임채소류를 모태로 3국에서 비슷한 형태로 출발했지만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독창적인 형태로 발전해 갔으며, 초기 김치는 소금과 장에 절여 국물
없는 장아찌 형태였음
•습식음식을 좋아하는 우리민족은 향신료 등을 이용해 점차 염도를 줄이고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였고 동치미와 같은 물김치 문화가 형성되게 되었음
•임진왜란을 전후에 유입된 고추는 소금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발효를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 김치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면서 김치는 오늘날의 형태와 비슷해 졌음
•현재는 그 어떤 나라의 절임채소류와도 동질성을 찾기 힘들 만큼 담금법, 사용재료, 영양학적
기능성에 있어서 독보적이라는 점이 김치가 피클드 베지터블(pickled vegetable)의 일종이
아닌 고유명사 김치(kimchi)로 독립 되게 된 이유임
•17세기 이후부터 김치에 고추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더불어 젓갈의 이용도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식물성 재료와 동물성 재료가 동시에 들어가는 독특한 발효음식으로
거듭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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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장 많이 먹고 있는 통배추김치는 19세기부터 많이 먹기 시작한 것으로 이전에는 한반도에서
배추의 재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알이 꽉 찬 결구형 배추의 육종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반화 된 것임

2. 김치의 지역별 특성 및 종류
▶ 지역별 특성
•서울 김치
- 서울은 자체에서 나는 산물보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재료가 수도인 서울로
모이므로 다양하게 활용했으며, 서울 김치 맛은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은 적당한
맛을 지니고 있음
- 젓갈은 새우젓, 조기젓, 황석어젓 등 담백한 젓국을 즐겨 쓰는데 멸치젓은 6.25전쟁
후에 갈치, 낙지, 생새우 등과 함께 많이 쓰기 시작했음
•경기도 김치
- 경기도는 새우젓을 많이 쓰고, 간이 짜지도 싱겁지도 않아 먹기 좋으며, 종류도 다양함
•강원도 김치
- 강원도는 동해안의 오징어 등 생선이 싱싱한 고장의 김치 맛을 특색 있게 해주며,
생태, 오징어채, 꾸덕꾸덕 말려 잘게 썬 생태 살을 젓국으로 버무려 간을 맞추고,
국물은 멸치를 달여 밭쳐서 넣음
•충청도 김치
- 충청도는 서해에 접하고 있어 조기젓, 황석어젓, 새우젓 등을 많이 쓰는데 중부지방과
비슷하며, 간도 중간 정도이고 소박한 김치를 담금
- 갓, 미나리, 파, 삭힌 풋고추, 청각, 표고, 배, 밤을 사용하여 은근한 맛이 우러나도록 함
•전라도 김치
- 전라도 김치는 멸치국물을 많이 써 색깔은 탁하지만 깊은 맛이 있으며 채소를 다양
하게 골고루 사용함
- 맵고 짭짤하고 진한 맛과 감칠맛이 나고 경상도 김치보다 사치스러우며, 고춧가루
보다 마른고추를 물에 다시 불려서 갈아 걸쭉하게 만든 것을 씀
- 젓국은 새우젓, 조기젓, 멸치젓을 쓰지만 특히 멸치젓을 많이 쓰고, 추자멸치젓이
유명하며, 찹쌀풀과 통깨도 많이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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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김치
- 경상도는 날씨가 따뜻해서 김치가 일찍 시므로 소금에 푹 절이고 멸치젓을 이용하며,
무를 쓰지 않고 생강은 적게, 소금, 고춧가루, 마늘을 많이 써서 자극적임
- 기온이 높아 12월에 김장을 하고 김칫국물은 흥건하게 부으며, 밀가루 풀, 국수 삶은 물,
보리쌀 삶은 물을 사용함
•제주도 김치
- 제주도는 기후가 따뜻하여 배추가 밭에서 월동하고 다른 채소들이 많아 김장의 필요성이
덜하여 종류가 단순함
•황해도 김치
- 황해도 김치에는 독특한 맛을 내는 고수와 분디라는 향신채소를 씀, 배추김치에는
고수가 좋고 호박김치에는 분디가 제일임
- 호박김치는 늙은 호박으로 담가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끓여서 익혀 먹으며, 김치는
국물을 넉넉히 부어 말고 시원하게 만들며 동치미를 즐겨 담아 국물에 국수나 찬밥을
말아 밤참으로 먹음
- 젓갈은 까나리젓, 새우젓, 조기젓 등을 쓰는데 중부지방과 공통점이 있으며, 간이나
국물의 양이 중간임
•평안도 김치
- 평안도는 동해안과는 달리 갈치, 새우, 토하 등이 많이 생산됨, 함경도보다는 조기젓과
새우젓을 많이 쓰는 편이지만 남도지방보다는 훨씬 적게 씀
•함경도 김치
- 함경도에서 가장 추운 지방은 영하 40도씨까지 내려가기도 하므로 김장은 11월 초순부터
하며, 젓갈은 새우젓이나 멸치젓을 약간 쓰고 소금 간을 주로 함
- 동태나 가자미, 대구를 썰어 깍두기나 배추김치 포기 사이에 넣고 김칫국물을 넉넉히
부으며, 동치미도 담가 땅에 묻어 놓고 살얼음이 생길 때쯤 혀가 시리도록 시원한 맛을
즐김, 이 동치미국물로는 냉면을 말기도 함
- 콩이 좋은 지방이라 콩나물을 데쳐서 물김치도 담금
▶ 김치의 종류
•김치의 종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름과 사용되는 재료 등에 많은 차이가 있었고 주재료뿐만
아니라 부재료에 따라서도 그 이름과 맛이 다르며 그 종류는 증가되었음. 또한 김치를
담그는 지역과 담그는 시기에 따라서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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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와
영양을
저장성
재료의

무를 비롯한 모든 채소류, 재배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산채류, 맛의 변화와
더해 주는 어육류 등도 김치의 재료로 사용하며 또한 재료배합의 종류와 비율,
여부에 변화를 주는 염도, 재료의 준비과정, 재료처리 방법의 차이, 계절에 따른
종류와 배합방법의 차이 등에 따라 맛과 모양의 큰 차이가 있음

표 1. 지역별 김치의 종류
지역
서울

김치명

장김치, 숙깍두기, 동치미, 풋고추겉절이, 풋고추김치, 가을배추겉절이, 나박김치, 통배추김치,
통배추백김치, 총각무동치미, 오이소박이, 감동젓무김치, 섞박지, 보쌈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경기도

배추김치, 총각김치, 백김치, 미나리김치, 장김치, 파상치절이지, 용인외지, 순무짠지, 순무김치, 꿩김치,
고구마줄기김치, 숙김치, 개성보쌈김치, 수삼나박김치, 호박김치, 순무섞박지, 무비늘김치, 게걸무김치,
오이소박이, 오이물김치, 즉석김치, 씨도리김치

강원도

창란젓깍두기, 채김치, 동치미, 해물김치, 서서리김치, 새치김치, 꽁치김치, 북어배추김치, 북어무김치,
배추고갱이김치, 봄원추리김치, 돌나물김치, 오징어김치, 무청김치, 해초김치, 콩나물김치, 참나물김치,
산갓김치, 대구깍두기

충청도

오이지, 콩나물짠지, 열무물김치, 가지김치, 박김치, 시금치김치, 보쌈김치, 새우젓깍두기,
호박게국지, 깻잎김치, 쪽파젓김치, 총각김치, 순무밴댕이김치, 동치미, 신건지, 나박김치,
비늘김치, 굴깍두기, 고춧잎김치, 배추고갱이김치, 공주깍두기

경상도

전라도

고추겉절이, 솎음배추겉절이, 전복김치, 속세김치, 콩잎김치, 우엉김치, 부추김치, 산갓김치, 골곰짠지,
돌나물김치, 더덕김치, 곤달비김치, 들깨잎김치, 깻잎김치, 고추잎김치, 부추김치, 도라지김치,
고구마줄기김치, 콩밭열무김치, 박김치, 멸치젓통김치, 가지김치, 통대구소박이, 알타리막동치미,
모젓깍두기, 백김치, 파김치, 고추김치, 비지미(깍두기), 멸치젓섞박지, 방울무김치, 배추김치, 나박김치,
곤지김치
갓쌈지, 고들빼기김치(구례), 홍갓김치(구례), 홍어김치(나주), 경종배추(결구배추)김치(나주), 생조기를
넣은 반동치미(나주), 배추포기김치, 검들김치, 굴깍두기, 반지(백지), 파김치, 돌산갓김치, 우엉김치,
양파김치, 동치미, 파래김치, 고구마김치, 고추잎김치, 가지김치, 나주동치미, 해남감김치, 꼬막김치(보성),
꼬막오이소박이(보성), 전복김치(완도), 톳김치(완도), 돼지고기김치(보길도), 파래김치(보길도),
감태지(완도)

제주도

갓김치, 동지김치, 무김치, 달래김치, 막김치, 방풍잎김치(갯기름나물김치), 배추김치, 퍼데기김치,
부추김치(세우리짐치), 열무김치, 전복김치, 나박김치, 해물김치, 꿩마농김치(달래김치), 남삐짐치(무김치),
봄동김치, 꽃대김치, 갓물김치, 톳김치, 청각김치, 즉석김치, 물김치, 실파김치, 솎음배추김치

황해도

동치미, 호박김치, 갓김치, 고수김치, 섞박지, 보쌈김치, 풋고추김치, 파김치, 배추김치, 나박김치, 풋김치

평안도

가지김치, 영변김장김치, 김치오가리, 분디물김치, 지름섞박지, 백김치, 콩나물김치, 호박김치,
빨간무소박이, 나박김치, 평양 진남포 통김치, 나복동치미

함경도

참나물김치, 쑥갓김치, 함경도대구깍두기, 채칼김치, 봄김치, 가자미식해, 콩나물김치, 무말랭이김치,
산갓김치, 배추김치, 쑥갓김치, 무청김치

출처 : 한국의 음식문화, 김치(이효지, 교문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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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효지. 한국의 음식문화, 김치. 교문사. 236-24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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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식품 등의 표시기준 관련 항목

제7조(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대상이 되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수입·소분·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용기·포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품첨가물공전으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
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
(예시) 면류, 김치 및 두부제품에 “무보존료” 등의 표시
2.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가공의 과정을 하지 아니한 원래의 식품에
해당 영양소 함량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소에 대한 강조표시
3.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운영되는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대다수의 식품에 적용되는 가장 주요한 표시규정이며, 본 규정에 의하면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용기, 포장 등에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첨가물공전으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식품첨가물(합성보존료, 색소 등)을
사용 하지 않았다는 표시는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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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김치류의 기준 및 규격 (식품공전)
23. 김치류
1) 정의
김치류라 함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가공한 것으로 김칫속, 배추김치 등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ㆍ가공기준
(1) 원료로 사용되는 채소류는 이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김칫속
식물성 원료에 고춧가루, 당류, 식염 등을 가하여 혼합한 것으로 채소류 등에 첨가, 혼합
하여 김치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추김치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3) 기타김치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 배추김치 이외의 것을 말한다.
5) 규격
(1) 납(mg/kg) : 0.3 이하
(2) 카드뮴(mg/kg) : 0.2 이하
(3)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4) 보존료 :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5)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살균포장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납 및 카드뮴
제10. 일반시험법 7.1 중금속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2) 타르색소
제10. 일반시험법 2.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3) 보존료
제10. 일반시험법 2.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4) 대장균군
제10. 일반시험법 3. 미생물시험법 3.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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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명칭

용

도

삭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글리실리진산삼나트륨 <삭 제 2010. 11. 12>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합성감미료

식용색소녹색 제3호
식용색소녹색 제3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 제2호
식용색소적색 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 제3호
식용색소적색 제40호
식용색소적색 제40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 제102호
식용색소청색 제1호
식용색소청색 제1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 제2호
식용색소청색 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 제4호
식용색소황색 제4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 제5호
식용색소황색 제5호 알루미늄레이크
동클로로필
동클로로필린나트륨
철클로로필린나트륨
삼이산화철
이산화티타늄
수용성안나토
카르민
β -카로틴
동클로로필린칼륨
β- 아포 - 8‘-카로티날

합성착색료

데히드로초산 <삭 제 2010. 11. 12>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합성보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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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삭 제 2009. 5. 18>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삭 제 2009. 5. 18>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틸 <삭 제 2009. 5. 18>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 <삭 제 2009. 5. 18>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합성보존료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부틸히드록시아니졸
몰식자산프로필
에리쏘르빈산
에리쏘르빈산나트륨
아스코르빌스테아레이트
아스코르빌파르미테이트
이·디·티·에이이나트륨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산화방지제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무수아황산
메타중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표백용은“표백제”로,
보존용은“합성보존료”로,
산화방지제는“산화방지제”로 한다

고도표백분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삭 제 2010. 11. 12>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삭 제 2009. 11. 19>

살균용은“합성살균제”로,
표백용은“표백제”로 한다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발색용은“발색제”로,
보존용은“합성보존료”로 한다

카페인
L-글루타민산나트륨

향미증진제

※ 삭제된 항목의 경우 식품에 첨가할 수 없으며,“무 첨가” 표시 또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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