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Kimchi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김치,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Kimchi

Frequently Asked Questions

CONTENTS
세계김치연구소 소개 ·····························4
세계김치연구소 중소기업 지원 안내 ·····7
중소기업 지원 신청 현황 ······················8

FAQ
Ⅰ. 김치 미생물의 기능성 ··················21
Ⅱ. 제조공정 및 유용미생물 산업화 ·····65
Ⅲ. 김치의 역사 및 문화 ····················95
Ⅳ. 김치 산업 기술 ··························119
Ⅴ. 위생안전성 및 분석 ····················175
Ⅵ. 중소기업 지원 등 기타 ··············217
Ⅶ. 부록 ············································243

FAQ

Kimchi

Frequently Asked Questions

세계김치연구소 소개
◾ 설립목적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기술혁신을 주도
하고, 국내 김치산업을 식품산업의 대표적인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김치 종주국의
위상 제고 및 김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설립(2010.1.1.)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입니다.

◾ 주요기능 및 역할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의 원료, 제조공정, 미생물 및 발효에 대한 연구와 저장유통, 포장,
위생안전성 및 건강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기술개발 연구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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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술·시장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김치로86(임암동 675-1)
▹대표전화: 062-6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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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산업(김치제조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융합·혁신기술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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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유통·포장, 위생·안전성 등 고품질 상품김치 생

2018

◾ 김치의 원료, 제조공정, 미생물 및 발효,

◾ 김치의 수출 촉진, 해외 현지화를 위한 전략 개발, 마케팅 지원 및 홍보

Ⅰ

산기술 개발

◾ 김치산업 현장애로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중소기업 지원
◾ 김치문화 창진을

위한 정보, 통계, 학술 및 문화자원의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구축·운영

◾ 김치 우수성의 과학적 구명 연구
◾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위탁
◾ 주요 임무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기술정책 수립 지원
◾ 위 각호의 부대사업 및 시험평가 등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조직 안내
세계김치연구소는 글로벌 김치 문화와 발효과학 전문 연구기관으로 2본부 1부 4단 4실 1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1) 김치에 관한 종합적 연구개발, 2) 김치세계화를 위한 연구 산업, 3)
김치 관련 응용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조직: 2본부 1부 4단 4실 1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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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서별 주요업무
부 서

주요업무
∙ 중소기업 지원 총괄 조정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기술·경영 지원

지원실

 국·내외 산업 정보, 교육서비스 제공
 패밀리기업 운영
∙ 김치 미생물과 관련된 연구

미생물기능성
연구단

 김치 및 김치 미생물의 기능적 특성 구명
 미생물유전자은행, 동물실험동 운영
∙ 기능성 관련 원천기술 연구
 김치 미생물과 기능성에 관련된 연구
∙ 공정 관련 기반기술 개발
 김치 원료의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

신공정발효연구단

 가공특성 구명 및 관련 공정기술 개발
∙ 유용미생물 산업화 기술 연구
 김치 미생물의 발효 특성 및 종균적용법 개발
∙ 김치 세계화 지원 및 김치문화 융합연구

문화융합연구단

 김치 소비확산을 위한 식문화 연구
 김치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산업적 활용 지원
∙ 김치산업 관련 핵심 기반 기술

산업기술연구단

 김치 응용 및 가공 기술 개발
 김치 저장 및 포장 기술 개발
 김치 품질 향상 기술 연구
∙ 김치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 관련 원천 기술 연구
 위생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위생안전성 분석센터

 김치 관련 유해 미생물 연구 등
∙ 분석법 연구 및 기술 지원
 신규 분석법 연구
 식품의 성분 분석 및 미생물 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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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맞춤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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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김치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정보, 인력, 기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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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김치연구소 중소기업 지원 안내

Ⅰ

∙ 중소기업 지원 연락처
지원접수: 대표번호 062-610-1700, 이메일 : smekimchi@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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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신청 현황
∙ 기간: 2014. 01. 01. ~ 2018. 10. 31.

▪ 처리결과
- 지원 완료 364건(99.7%), 진행 1건(0.3%)

▪ 지원분야
- 1위: 품질관리 156건(42.9%)
- 2위: 문화, 우수성 97건(26.6%)
- 3위: 실험 및 지도 29건(8.0%)
- 4위: 수출판로 24건(6.6%)
- 5위: 표기사항 22건(6.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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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총 3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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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Key Terms

ㄱ. 골마지
: 공기와 닿는 김치 표면에 하얗게 발생하는 막으로 골마지가 낀 부위만 제거 후 물에
씻어서 식용이 가능함

군덕내
: 김치의 고온 발효 시, 이취(異臭)가 더 발생하고 효모의 증식이 많아지므로 김치의 발효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해야 함

균주(菌株) : 같은 종에 속하지만 분리원이나 특성 등이 다른 개개의 순수 배양균
ㄴ. 내산성(耐酸性) : 높은 산도에 견디는 성질
ㄷ. 당도(糖度) : 음식물에 들어 있는 단맛의 탄수화물 양을 그 음식물에 대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것

ㅂ. 발효(醱酵) : 미생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과정
ㅅ. 사균(死菌) : 열처리 등을 통해 사멸된 상태의 균
산도(酸度) : 식품의 산성(알칼리를 중화시키고 신맛이 남) 정도
산패(酸敗) : 변패 도중에 산을 생성하는 것
속(genus)
: 생물 분류 단계 중 하나로 과(family)의 아래이고 종(species)의 위임.
생명(life)-역(domain)-계(kingdom)-문(phylum)-강(class)-목(order)-과(family)속(genus)-종(species)

ㅇ. 연부(물러짐) 현상
: 배추의 조직이 물러지는 현상으로 염도가 낮거나(2% 이하) 김치의 보관 온도가 높은
경우, 또는 김치 보관 시 공기와 접촉하였을 경우 발생

염도(鹽度) : 물에 용해되는 염분의 양, %나 ppm 단위를 사용
예냉(豫冷) : 농산물을 장기 저장 전에 미리 지정한 온도로 냉각시키는 과정

우점종(優占種)
: 생물군집에서 그 군집의 성격을 결정하고, 군집을 대표하는 종류이며, 우점도가 높고
군락의 최상층을 형성하고 있어 군락의 상관을 결정함

ㅈ. 저염(저나트륨) 김치
: 제조 시 소금 사용량을 줄인 김치로 소금 함량이 낮아 이상발효, 김치 국물 증가, 물러짐
현상, 위해세균 번식, 기호도 저하가 일어날 수 있으며, 유기산 및 종균을 첨가하여
이상발효를 제어하고 관능적 기호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정장작용(整腸作用)
: 대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 중 인체에 이로운 균의 발육을 돕는 반면 해로운 균의 생육은
억제하는 것

젖산(乳酸) : 발효로 생기는 유기산(산성을 띠는 유기화합물)
ㅌ. 투명화 현상
: 김치 저장 중 배추 줄기가 투명해지는 현상으로 냉해 배추로 담근 김치에서 주로
발생하나 냉장 시 밀봉이 불완전한 경우에도 발생

ㅍ. 포장 용기 팽창 현상
: 김치 발효에 의한 이산화탄소 가스 발생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김치가 1차 숙성된 후
포장하면 용기의 파열을 막을 수 있으며, 온도가 낮을수록 발효 속도를 지연시켜 방지할
수 있음

품온(品溫) : 물질의 내부발열로 외기온도보다 높아진 물질의 온도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 적당량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이로움을 주는 미생물을 총칭하는 말. 독성이 없고
비병원성이어야 함

C. CFU(colony forming unit, 집락형성단위)
: 고체 배지 상에 나타난 콜로니(colony, 집락)의 수를 측정하여 나타낸 단위. 즉 고체
배지에서 자란 눈에 보이는 세균이나 균류의 숫자를 측정하여 나타낸 단위

P. pH(수소이온농도 지수)
: 어떤 물질이 용액 속에 용해되어 전체가 용액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용액 속에 있는
수소이온농도를 표시하는 단위

KIMCHI
FREQUENTLY
ASKED
QUESTIONS

Ⅰ. 김치 미생물의
기능성

FAQ

Kimchi

Frequently Asked Questions

Q1
A1

김치 제조 시 유산균을 이용하고 싶지만 유산균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습
니다. 유산균의 종류와 역할, 보관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김치 유산균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장지윤 연구원 (☏ 062-610-1765, jychang@wikim.re.kr)

1. 김치 유산균의 종류와 역할
▶ 김치 유산균의 종류
l

김치의 맛은 배추, 무, 젓갈, 고추, 마늘, 파, 생강 등 다양한 원료로부터 기인되는 유산균의
발효에 의해 결정됩니다.

l

김치 원재료의 산지, 계절, 김치의 발효 숙성 조건 및 김치의 발효 숙성 정도뿐만 아니라
유산균의 종류 및 분포에 따라서도 맛의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원료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만들 때마다 맛의 차이가 나는 것도 유산균 발효에 의한 차이입니다.

l

김치에서 발견되는 주요 유산균은 3개 속(genus)*, 20여 종(species)이 있으며, 이 중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 속, 류코노스톡(Leu-

conostoc) 속, 웨이셀라(Weissella) 속 유산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유산균들
은 김치와 같은 식물성 발효식품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 속(genus): 생물 분류 단계 중 하나로 과(family)의 아래이고 종(species)의 위임. 생명(life)역(domain)-계(kingdom)-문(phylum)-강(class)-목(order)-과(family)-속(genus)-종
(species)
l

김치 주요 유산균 종은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Leuconostoc mesenteroides), 류
코노스톡 시트레움(Leuconostoc citreum),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락토바실러스 사케이(Lactobacillus sakei), 웨이셀라 코리엔시스(Weissella
koreensis), 웨이셀라 시바리아(Weissella cibaria)이며 김치의 맛을 결정하는 우점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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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치에서 발견된 새로운 유산균 종으로는 류코노스톡 김치아이(Leuconostoc kimchii),

l

김치는 보통 산도 0.6~0.8% 정도가 맛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으므로 그 전후 시기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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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코노스톡 인하에(Leuconostoc inhae), 웨이셀라 콘푸사(Weissella confusa) 등이 있습니다.

단계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김치 발효 단계는 발효 초기(산도 0.4% 이하), 발효 중기

Ⅰ

(0.5~0.8%), 발효 말기(산도 0.9% 이상)로 나눌 수 있으며, 균총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에
류코노스톡 속이 우세하고 말기에 락토바실러스 속이 우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참고문헌
1, 2).
l

잘 숙성된 김치의 유산균수는 108~109 CFU*/g(김치 1g 당, 1억~10억 마리)으로 요구르
트 균수와 비슷합니다.
* CFU(colony forming unit, 집략형성단위): 고체 배지 상에 나타난 colony(콜로니, 집락)의
수를 측정하여 나타낸 단위. 즉 고체 배지에서 자란 눈에 보이는 세균이나 균류의 숫자를 측
정하여 나타낸 단위.

▶ 김치 유산균의 역할
l

김치의 발효는 동형 젖산 발효(homo lactic fermentation)와 이형 젖산 발효(hetero
lactic fermentation)로 나누어집니다. 동형 발효는 발효 산물로서 젖산(lactic acid)만을
생산하지만, 이형 발효는 젖산 외에 초산(acetic acid) 등의 유기산, 에탄올, 이산화탄소
등을 생산합니다.

l

김치의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내는 주된 요인은 김치 유산균 중 이형 젖산 발효균(hetero
fermentative lactic acid bacteria)인 류코노스톡 속(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드스;

Leuconostoc mesenteroides, 류코노스톡 시트레움; Leuconostoc citreum 등)이 김
치의 숙성 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l

2018

l

류코노스톡 속은 김치 제조 시 초기부터 생육을 시작하여 이산화탄소, 유기산, 초산, 에탄
올 및 만니톨 등의 대사산물을 생성함으로써 김치를 복합적이고 독특한 풍미를 지닌
상태로 발효시킵니다. 또한 발효 중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김치 내부를 혐기적 조건으로
유지시켜 호기성 세균의 번식을 강력히 억제시킴으로써 김치가 정상적으로 발효되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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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그러나 발효 중기에 이르면 류코노스톡 속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되며 동형 발효 유산균
(homofermentative lactic acid bacteria)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의 증식이 왕성해집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은 젖산을 다량으로 생성하
고 pH 3.0의 산성 환경에서도 생육이 가능합니다.
l

김치의 발효 말기부터는 상대적으로 산에 약한 유산균인 류코노스톡 속의 생육은 감소되
면서 신맛의 원인균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의 생육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김치의 시원
하고 깊은 맛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산막 효모의 증식으로 인해 김치에서 군덕
내(이취)가 나고 연부(물러짐) 현상이 나타납니다(그림 1).

• Achrobacter spp. : 아크로박터 속
• Bacillus spp. : 바실러스 속
• Aspergillus spp. : 아스퍼질러스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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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발효 유산균: 김치 유산균의 발효는 동형 젖산 발효(homo lactic fermentation)와 이형 젖산 발효
(hetero lactic fermentation)로 나누어짐. 동형 발효는 발효산물로서 젖산(lactic acid)만을 생산하지
만 이형 발효는 젖산 외에 초산(acetic acid) 등의 유기산과 에탄올, 이산화탄소 등을 생산함. 동형 발
효를 하는 유산균을 homo fermentative lactic acid bacteria 또는 homo-type 유산균이라 하고 이형
발효를 하는 유산균을 hetero fermentative lactic acid bacteria 또는 hetero-type 유산균이라고 함.

그림 1. 김치 발효 과정 중 미생물 천이 변화 및 그에 따른 맛의 변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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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보관 방법
l

Ⅰ

계대배양(subculturing)
- 신선한 배지에 주기적으로 균을 옮겨주는 전통적인 방법이며, 균주별로 배지 종류,
외부 환경에 따라 이식 주기가 다릅니다.
- 보존용 배지: 미생물의 대사율을 낮게 유지시킴으로써 이식 빈도를 줄이는 데는 최소 배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 배지를 사용하여 특정한 생리적 특성을 유지하
기도 합니다.
- 보관: 상온에서 시험관대에 보존하며 건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무 띠가 있는 마개나
파라필름을 사용하여 시험관을 플라스틱 통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대사 속도를 줄이기 위해
냉장 보관하면 3~5개월 정도 보존이 가능합니다.
- 계대배양 방식: 배지를 갈아주는 시간 간격은 실험에 의해 결정됩니다. 연속적으로 배지를
갈아주면서 균주가 순수 배양되는지 검사하고 형질이 변화되는지 간략한 특성 판별이 수행
되어야 합니다.
- 단점: 오염의 위험, 잘못된 표기의 가능성, 돌연변이주의 선별 가능성, 균주의 손실 가능성,
그리고 보관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l

광유침지법(mineral oil)
- 멸균된 광유(액체 파라핀 등)에 담그는 방법으로 과정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몇
달 내지 몇 년 동안 보관할 수 있으나, 오염을 방지하려면 광유를 170℃ 건조기(dry oven)에
서 약 1~2시간 가열 살균해야 합니다(고압 증기 멸균은 부적합).
- 사면배지에 배양한 후 멸균된 광유를 적어도 2cm 이상 넣고 냉장고에 바로 세워 보관합니다.

l

2018

2. 유산균 보관 및 관리 방법(참고문헌 3, 4, 5, 6, 7)

동결보존법(freezing)
- 세포를 동결해 대사 활동을 정지시킨 후 휴지 상태로 장기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동결에
의해 형성된 빙정의 상태나 온도를 -20∼-80℃로 낮추어 보존하는 방법과, 액체질소
(-196℃) 또는 다른 종류의 기체(-150∼-170℃) 속에서 보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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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보관 방법
l

동결건조법(lyophilization)
- 미생물을 장기간 보관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감압 상태에서
동결시킨 미생물 배양액으로부터 승화에 의해 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며, 생리적으로 다양한
많은 미생물과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를 30년 이상 보존할 수 있습니다.
- 용기가 작아 보관이 용이하며, 건조된 미생물이 산소·습기·빛에 노출되지 않으면 장기간
보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본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동결 시
동결보존제는 동결 건조 전후 균의 완충 및 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l

초저온 냉동 보존법(ultra-freezing)
- 장기 보존을 위해서는 동결한 후 -50~-80℃ 범위에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초저온 냉동기
(-80℃), 액체질소(-196℃), 액체질소증기(-150℃)에서 얼린 상태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 15년간 보존도 가능하다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초저온 냉동고는 고장이나 정전에 주의해
야 하고 액체질소의 경우 유지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존 기간은 -60℃
에서 5년간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동결보존제로는 글리세롤(glycerol)과 디메틸 설폭사이드(dimethyl sulfoxide, DMSO)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여 세포 내·외부가 빙점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설탕, 유당, 포도당, 만니톨, 솔비톨, 덱스트란, 폴리글리콜 등의
동결보존제는 세포막 외부에서 동결을 방지합니다. 글리세롤은 10%, DMSO는 5%가 최적
농도이며, 글리세롤은 고압 살균으로, DMSO는 막 여과기로 각각 멸균하며 4℃에서 보존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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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icroorganisms by freezing and freeze-drying. Soc. for Industrial Microbiol.
Arlington. p.54-67(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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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A2

김치 섭취 시 김치 유산균이 위산에 사멸하지 않나요? 김치에 열을 가하
는 김치찌개와 같은 음식은 유산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김치 유산균과 관련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김태운 연구원(☏ 062-610-1723, korkimchiman@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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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토바실러
스(Lactobacillus) 속과 류코노스톡(Leuconostoc) 속 균주의 수가 장내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참고문헌 1).
▶ 또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Helicobacter pylori)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하루 300g씩 4주
동안 김치를 제공한 결과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지만 락토바실러스 속
과 류코노스톡 속 균주의 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장내에서 유해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베
타 글루코시다아제(β-glucosidase)와 베타 글루쿠로니다아제(β-glucuronidase) 효소의
활성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참고문헌 2).
▶ 김치에서 분리한 일부 유산균의 기능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위장·십이지장과 유사한 환경에
서 내산성·내담즙성 실험을 한 결과 김치 유산균이 생존하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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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치찌개 섭취 시 김치 유산균의 작용

등을 통해 사멸된 상태)나 파쇄물도 면역 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어 김치

Kimchi FAQ

찌개를 통해 김치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도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참고문헌 4, 5).

Ⅰ

▶ 김치찌개는 열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치의 유산균이 사멸하나, 유산균 사균체(열처리

그림 2. 생균과 사균

그림 3. 생균 및 사균 형태에 따른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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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문헌
1) 이기은, 최언호, 지근억. 김치의 섭취가 인체의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과학회
지. 28:981-986(1996)
2) Kil JH, Jung KO, Lee HS, Hwang IK, Kim YJ, Park KY. Effect of kimchi on stomach
and colon health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ed volunteers. J. Food Sci. Nutr.
9:161-166(2004)
3) Lee HJ, Yoon HS, Ji YS, Kim HN, Park HJ, Lee JE, Shin HK, Holzapfel W. Functional
properties of Lactobacillus strains isolated from kimchi. Int. J. Food Microbiol.
145:155-161(2011)
4) 이인희, 이순희, 이인석, 박유경, 정대균, 조여원. 김치추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가 아토피
동물모델 NC/Nga mice에서 면역지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과학회지. 40:82-87(2008)
5) Lee JH, Kweon DH, Lee SC.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n immunopotentiating factor from Lactobacillus plantarum in kimchi: assessment of
immunostimulatory activities. Food Sci. Biotechnol. 15:877-883(2006)
6) Adams CA. The probiotic paradox: live and dead cells are biological response
modifiers. Nutr. Res. Rev. 23:37-4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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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김치 유산균과 관련된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김치 유산균 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와 김치 유산균 응용상품 사업화의 문제점에 대해 알려
주세요.

Ⅰ

A3

김치 유산균 제품 및 응용상품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박성희 연구원(☏ 062-610-1724, shpark@wikim.re.kr)

1. 국내 김치 관련 고부가가치 사업화 전략 연구자료
▶ 김치 유산균 관련 응용상품
l

현재 김치에서 유래한 유산균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군이 생산 판매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응용 상품군이 있습니다.
- 김치 분말 함유 혼합 김치 유산균
- 김치 유산균 스틱, 캡슐
- 김치 유산균 함유 요구르트
- 김치 유산균을 함유한 치료제
- 김치 유산균(추출물) 함유 화장품
- 김치 추출 유산균 캔디 등

그림 4. 김치 유산균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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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유산균 관련 연구개발 동향, 사업화 동향
l

기존의 동물성 유래 유산균으로 생산되어오던 다양한 제품군에 식물성 유래 유산균의
특성을 강조한 제품군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l

이는 기존 유산균 제품과 마찬가지로 위산과 담즙에 살아남아 장 속에서 유해균을 잘
물리치며 면역 기능 향상과 연동 운동을 돕고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프로바이오틱스*로서
의 기능이 강하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적당량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이로움을 주는 미생물을 총칭하
는 말. 독성이 없고 비병원성이어야 함.

l

위장, 소장 등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에 김치 유산균이 죽지 않고 최종 목적지인 대장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코팅 기술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l

모 업체의 경우 김치 분말 유산균에 3중 코팅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참고문헌 1).
- 1차 코팅 후 동결 건조, 카제인 단백질로 2차 코팅, 해조류 분말을 액화한 용액으로 3차 코팅

l

유산균을 그대로 제품화할 뿐 아니라 선발 균주의 유전자 발현 시스템을 이용해 치료용
단백질을 생산하고, 그 물질을 활용한 의료용 치료제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참고문헌 2).

2. 김치 유산균 응용상품의 사업화 문제점
▶ 김치 유산균 응용상품 사업화의 핵심적 문제점은 유산균 제품을 섭취하는 목적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유산균을 먹으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여 면역 기능 향상과 연동 운동을 돕고 유익
균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균의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개발이 필요
합니다.

3. 참고문헌
1) 쎌바이오텍 홈페이지 http://www.cellbiotech.com
2) 프로바이오닉 홈페이지 http://www.probion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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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김치 유산균에 식초를 섞었을 때 유산균의 효과의 변화, 김치 발효 정도
에 따른 유산균의 변화와 건강과의 관계, 사균과 생균의 효과 차이가 있
는지 설명해 주세요.

Ⅰ
A4

발효 정도에 따른 김치 유산균 효과와 변화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장지윤 연구원(☏ 062-610-1765, jychang@wikim.re.kr)

1. 김치 유산균에 식초를 섞었을 때 유산균의 효과와 변화
▶ 식초는 특유의 향을 가진 신 맛의 액체로 술에서 탄생한 발효식품이자 조미료입니다. 여러
종류의 묽은 알코올성 액체(곡물주, 주정, 과실주 등)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만든 초산
또는 아세트산을 함유한 신맛이 나는 액체를 말합니다.

▶ 식초의 규격 및 기준
l

대한민국 ‘식품공전’: 식품으로서의 식초는 곡류, 과실류, 주류 등을 원료로 하여 초산
발효시켜 제조하거나, 이에 곡물 당화액, 과실 착즙액 등을 혼합 숙성하여 만든 발효식초
와 빙초산, 초산을 원료로 하여 만든 합성식초로 구분하고 있는데,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異味), 이취(異臭)가 없고, 타르 색소가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총산(總酸,
초산, Acetic acid 기준)은 4~29% 범위이어야 하는데 다만 감식초의 경우에 한해서는
그 총산도가 2.6% 이상이어야 함

l

한국산업규격(KS): 발효식초를 세분화하여 곡류(1종 이상 곡류) 사용량이 식초1L에 대하
여 70g 이상인 것을 곡물 식초, 과실(과실 착즙액)을 사용하여 식초 1L에 대하여 과실
착즙액이 350g인 것을 과실식초, 주정에 당류, 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초산 발효시킨
것을 주정식초라 함

l

미연방 식품의약국 FDA 규정: 식초는 최소 4% 이상의 식초산 함량이 있어야 하며, 식초
산은 미생물에 의해서 에탄올로부터 생성된 것이어야 함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식초의 산도는 2~25% 이상이며, pH는 2.4~3.7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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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균은 균주마다 생육조건들이 다르며, 균주에 따라 최적 생육온도는 28℃~45℃까지이
며, 최적 생육 pH는 5.5~7.0입니다.
▶ 유산균을 pH 2.4~3.7인 식초원액과 섞게 되면 식초의 낮은 pH에 의하여 증식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멸하게 됩니다. 유산균에 따라서는 위액(pH 2.0)에서도 생존하는 경우나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사멸되므로, 코팅기술을 이용하여 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probiotics) 제품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균의 기능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면서 사균 유산균 제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 김치의 발효정도에 따른 유산균의 변화
▶ 세계김치연구소에서 전국의 가정에서 제조된 김치 및 국내 김치제조업체 30곳을 대상으로
계절별(봄/가을/겨울) 생산된 상품 배추김치의 유산균 수를 측정한 바 있습니다.
* 수집된 김치는 4~7℃에서 발효하면서 저장기간 28일까지 7일 간격으로 측정하였음

▶ 그림 5과 6에서와 같이 배추김치 내 유산균은 담금 직후에는 김치 1g당 약 105~106 존재하
였으며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증가하여 최적 가식상태의 김치(산도 0.5%~0.8% 또는
pH 4.6~4.2)에는 108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그림 5. 가정식 제조 김치의 발효기간에 따른 유산균 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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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계절별 상품 배추김치의 발효기간에 따른 유산균 수의 변화

* 모든 시료를 10℃에서 발효시켰음. 각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기재(시료수≥9). 사후 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적용하였으며, 가설검증 수준은 p<0.05로 하였음(참고문헌 5).

그림 7. 제조규모별 제조 김치의 발효기간에 따른 유산균 수의 변화

▶ 반찬가게김치, 중소기업김치, 대기업김치를 수집하여 10℃에서 10일간 발효하면서 유산균
수를 측정한 결과(그림 7), 제조 직후 김치 1g당 104~106이 존재하였으며, 발효가 진행됨
에 따라 점점 증가하여 최적 가식상태의 김치에서는 108 이상의 유산균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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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l

구입 당일 김치의 유산균 수는 반찬가게 김치 5.32 logCFU/mL(김치즙액 1mL 당,
208,930마리), 중소기업 김치 4.78 logCFU/mL(김치즙액 1mL 당, 60,256마리).

l

대기업 김치 6.30 logCFU/mL(김치즙액 1mL 당, 1,995,262마리)로 3종의 시판 김치
중 대기업 김치가 가장 높은 유산균 수를 나타냈습니다(대기업 김치의 경우 김치 유산균
사용에 따른 결과로 추정됨).

l

대기업 김치의 유산균은 발효 2일째 7.77 logCFU/mL(김치즙액 1mL 당, 58,884,366마
리), 발효 6일째 8.81 logCFU/mL(김치즙액 1mL 당, 645,654,229마리)로 최대 유산균
수를 나타내다 서서히 감소하였습니다.

l

반찬가게 김치의 유산균은 발효 2일째 6.06 logCFU/mL(김치즙액 1mL 당, 1,148,154
마리), 발효 6일째 8.65 logCFU/mL(김치즙액 1mL 당, 446,683,592마리)로 최대 유산
균 수를 나타내다 서서히 감소하였습니다.

l

중소기업 김치 유산균은 발효 2일째 6.45 logCFU/mL(김치즙액 1mL 당, 2,818,383마
리), 발효 6일째 8.79 logCFU/mL(김치즙액 1mL 당, 616,595,002마리)로 최대 유산균
수를 나타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3. 살균한 유산균(사균)과 살아있는 유산균(생균)의 효과 차이
▶ 미쓰오카 도모타리 도쿄대 명예교수는 유산균의 효능은 유산균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유산
균을 싸고 있는 다당체(껍질)에 달려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발표 이후 일본
에서는 가열 처리를 통해 살균한 '열처리 유산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살균유산균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장내세균총의 개선, 배변개선 등의 정장작용, 생
체 방어, 면역 부활, 알레르기 억제, 피부미용 작용 등 다양한 기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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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살아있는 유산균을 산 채로 장에 넣어도 증식되는 것은 아니며, 살아서 장에 도달 유산균
을 먹어도 장내를 죽은 상태에서만 통과 될 뿐이므로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 유산균의 정장
효과라는 것은 균의 생사에 관계없이 균체가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킨 결과 일어나는 것으로,
오히려 균수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살균 유산균의 장점은 균수가 많음과 취급의 용이성에 있습니다. 즉 살균 처리를 함으로서
균의 품질이 일정하게 되어 안정된 원료로 취급 되어지는 것 외에도 제조면에서도 오염의 위
험은 생균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빵과 과자, 면류 등을 비롯한 모든 일반 식품
에의 응용이 가능하며, 제품 바리에이션이 풍부하게 전개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
보다 생균제(probiotics)에 유산균은 평균 1mg 중 10억 개의 유산균이 존재하지만, 살균
유산균(사균)는 1mg 안에 500억 개의 유산균이 존재하므로 살균 유산균으로는 0.2g 섭취
로 1조개의 유산균의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살균 유산균을 배합한 서플리먼트 및 일반
식품의 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균수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평가되고 있
기 때문입니다.
▶ 일반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생균제제)는 열과 체내에서 안정성을 가진 기능성 균주를 선별
하며, 동결건조 및 코팅처리 등의 방법으로 살아있는 균의 대사를 정지시키거나 보호한 후
완제품으로 유통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유통된 제품은 소비자의 섭취로 체내에서 수분과 결
합하여 다시 대사를 시작하고 활성화 됩니다. 즉 장점막에서 유해균을 방어·공격을 하고 번
식에 돌입하여 대사물질을 생성, 촉진하여 면역체계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4. 참고문헌
1) Frédéric Leroy and Luc De Vuyst. Lactic acid bacteria as functional starter
cultures for the food fermentation industry. Food Sci Technol. 15:67-78(2004)
2) Kaarel Adamberg, Signe Kask, Tiiu-Maie Laht, Toomas Paalme. The effect of
temperature and pH on the growth of lactic acid bacteria: a pH-auxostat study.
Int J Food Microbiol. 85:171-18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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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ark S, Kim JI, Bae JY, Yoo K, Kim H, Kim IH, Park MS, Lee I. Effects of heat-killed
Lactobacillus plantarum against influenza viruses in mice. J Microbiol.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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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his.ne.jp/news/detail.php?nid=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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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김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잘 익은 동치미의 유산균
수와 동치미의 효능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Ⅰ
A5

동치미의 유산균 수와 동치미 효능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장지윤 연구원(☏ 062-610-1765, jychang@wikim.re.kr)

1. 동치미의 품질 특성
▶ 동치미란
l

동치미는 겨울 저장식품으로 고조리서(古調理書)에 ‘동침(凍沈, 冬沈)’으로 기록되어 있
습니다. 한자어 ‘동침’을 일반인들이 ‘동침이’ 혹은 ‘동치미’라고 부르면서 생긴 이름이며,
다른 문헌에는 ‘동침저(凍沈菹)’라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자를 우리말로 풀어보면
겨울에 물에 담가서 먹는 김치라는 뜻과 겨울에 국물이 언 김치라는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겨울에 먹는 물김치를 동치미라 부릅니다.

l

현대 조리서의 동치미 담금법을 보면 부재료와 담금 방법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담금 방법에서 보면 소금을 끓인 후 식혀서 붓는 방법, 소금을 체에 내려서 쓰는 방법,
미리 소금을 무에 뿌려 두었다가 용출되는 소금물을 이용하는 방법 등 소금물 처리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l

동치미의 부재료는 기본적으로 파, 마늘, 생강이 사용되며, 계절과 지방에 따라 배, 석류,
삭힌 고추, 청각, 다홍고추, 갓 등으로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부재료의 사용 방법에도
차이가 있는데 썰어 넣거나 통째로 넣는 방법, 국물에 넣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참고문헌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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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치미의 관능적 특성
l

동치미 발효 중 pH는 발효 초기에 급격히 감소하다 pH 3.8 부근에서 거의 변화가 없거나
완만합니다. 유기산의 총 함유량은 0.3~0.4%까지는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다 그 이후
완만히 증가합니다.

l

염도 2%의 동치미 액이 15℃에서 발효 숙성될 때 총 유기산 함량이 0.3%인 경우 발효
5일째 CO2의 농도는 0.6 mg/mL로서 이때 동치미가 상쾌한 냄새와 탄산을 갖는 맛있는
시기입니다.

l

동치미는 부재료가 적게 사용되고 숙성 온도가 낮아 김치 발효균의 번식이 활발하지
못하므로 다른 김치류에 비해서 풍미 성분의 종류와 양이 적습니다(참고문헌 4, 5, 6, 7).

l

동치미의 주재료인 무의 특징적인 매운맛 성분은 이소티오시안산염(isothiocyanate)류
입니다. 그 중에서 트랜스-4-메틸티오-3-부테닐이소티오시 안산염(trans-4-methylthio3-butenyl isothiocyanate)은 동치미의 최적 숙기에 알코올(alcohol), 알데이드
(aldehyde), 설피드(sulfide) 등으로 분해되어 생무의 20%만 남게 되며 독특한 매운맛을
상실하게 됩니다.

l

동치미 국물에서는 유리당인 포도당(글루코오스, glucose)과 과당(프럭토오스, fructose)
이 분리되며, 유기산으로 피르브산(pyruvic acid), 푸마르산(fumaric acid), 젖산(lactic
acid), 석신산(succinic acid), 말산(malic acid), 시트르산(citric acid) 등이 검출됩니다(참고
문헌 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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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해 저열량 식품이며,
육류나 기타 산성 식품을 많이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성중독증을 예방해주는 좋은
알칼리성 공급원입니다.

l

동치미 발효 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는 젖산 등의 유기산과 함께 시원하고 상쾌하며
독특한 맛을 내므로 동치미에서는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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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치미 발효 과정 중 미생물학적 특성 변화(참고문헌 4, 6)

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수행되어 왔으나, 동치미의 발효 과정에 관여하는 미생물군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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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김치에 존재하는 유산균을 포함한 미생물군과 여기에서 생성되는 유익 성분들에

▶ 동치미의 발효 유산균에 대한 연구로 Park(2008)은 동치미를 4℃, 10℃, 15℃에서 발효한
결과, 10℃와 15℃에서 발효한 동치미는 유산균 수가 발효 8일째 8×107 CFU/mL(김치즙
액 1mL 당, 80,000,000마리/mL)로 최대였다. 그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4℃에
서 발효한 동치미는 초기 유산균 수 104 CFU/mL(김치즙액 1mL 당, 10,000마리/1mL)를
발효 15일까지 유지하였으며, 이후 103 CFU/mL(김치즙액 1mL 당, 1,000마리/1mL)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동치미의 유산균 수는 발효 온도가 높아질수록 많아집니다.
▶ 동치미 미생물을 분리 동정한 Park(2008)의 연구 결과, 동치미 숙성 과정 중 초기에는 호기
성균인 슈도모나스 속(Pseudomonas 속), 통성 혐기성 세균인 류코노스톡 메센데리오데
스(Leuconostoc mesenteroides), 락코바실러스 브레비스(Lactobacillus brevis), 락토
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페디오코커스 펜토사세우스(Pedioco-

ccus pentosaceus)가 나타나고, 발효 중기에는 류코노스톡 메센데오데스와 슈도모나스
데니트리피칸스(Pseudomonas denitrificans)가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3. 동치미의 효능
▶ 동치미의 주원료인 무는 천연 소화제로서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amylase), 디아스
타아제(diastase),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아제(lipase) 등 소화 분해 효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는 아밀라아제의 활성이 풍부해 소화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 무는 식이섬유와 유화아릴(향) 성분을 통해 몸속의 미세먼지를 흡착시켜 배출을 돕고 항균
작용이 있어 예로부터 기침 감기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비만, 특히 복부 비만 예방에 좋고 당분의 농
도 상승을 막아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며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므로 변비에 좋습니다.
▶ 무에 들어 있는 카탈라아제(catalase)는 체내에서 발생되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여 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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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 동치미 국물은 무, 파, 고추, 마늘, 생강 속에 들어 있는 녹말 분해 효소의 용출에 의하여 녹말
분해 능력을 가지며, 유산균의 조기 발생을 억제하여 산도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해줍니다.
소금은 채소 속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의 용출을 촉진시키고 조기 부패를 방지합니다.
▶ 동치미 국물은 숙성이 진행되면 산도 증가에 따라 수소이온농도가 점점 높아지며, 국물 속에
는 유산균, 효모, 부패균의 순으로 미생물이 발생합니다. 동치미 국물이 소화 능력을 갖게 된
이유는 다양한 채소, 파, 고추, 마늘, 생강 속에 들어 있는 녹말 분해 효소가 소금 절임의 과정
을 통하여 동치미 국물 속으로 녹아 나왔기 때문이고, 동치미 국물 속에 발생하는 유산균 또
는 효모가 소화 효소를 생성하거나 분비해주기 때문입니다.

4. 참고문헌
1) 강근옥, 손현주, 김우정. 동치미의 발효 중 화학적 및 관능적 성질의 변화. 한국식품과학회지.
23:267-271(1991)
2) 박재식. 속성 동치미 제조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2008)
3) 박종대. 동치미의 연구 동향 및 산업적 이용. 한국식품연구원/식품기술. 25:164-169
(2008)
4) 서현숙. 동치미 발효 과정의 미생물학적 분석. 석사 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5) 서현주. 온도별 동치미 발효 과정 중 이화학적, 관능적 특성의 변화. 석사 학위 논문. 부산대
학교 대학원(2005)
6) 안기정, 심영현, 유창희. 물의 종류를 달리한 동치미의 발효 과정 중 비타민 C와 젖산균
수의 변화. 한국조리학회지. 11:91-109(2005)
7) 이동선, 이영순. 동치미 발효 중 CO2 발생 특성. 한국식품과학회지. 26:1021-1027(1997)
8) 이혜수, 이매리. 동치미의 맛 성분에 대한 연구.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6:1-8(1990)
9) 정승우, 백선영, 김민지. 동치미, 세계로 가다. 한국식품연구원/식품기술. 20:89-1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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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바이어 미팅 시 필요한 ‘요구르트 유산균과 김치 유산균의 차이
점 및 김치 유산균의 강점’ 자료를 요청합니다.

Ⅰ
A6

요구르트 유산균과 김치 유산균의 차이점 및 김치 유산균의 강점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장지윤 연구원(☏ 062-610-1765, jychang@wikim.re.kr)

1. 식물 유산균과 동물 유산균(참고문헌 1, 2)
▶ 최근 일본에서는 식물성 소재(과일, 야채, 곡물, 장류, 절임식품 등)를 배지로 하여 성장하는
유산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l

이러한 유산균은 ‘식물 유산균’, ‘식물성 유산균’ 또는 ‘식물 유래 유산균’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기존의 우유, 인체의 장 등에서 분리하여 치즈나 요구르트를 만드는 유산
균인 ‘동물 유산균’에 비해 강한 생존력을 갖고 있습니다.

l

식물 유산균 제품은 2006년 일본 가고메사의 ‘라브레’ 제품을 시발점으로 선풍적인 인기
를 끌고 있으며, 기존에 없었던 식물 유산균 제품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식물 유산균은 채소나 과일, 콩, 쌀이나 보리 등 식품 소재에서 유래된 유산균을 말합니다. 곡
물 또는 채식을 주식으로 하는 동양인의 장(腸)은 서양인의 장에 비해 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이는 동양인이 오래전부터 소화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섬유질이 많은 식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양인의 장에는 동물 유산균보다는 식물 유산균이 적합합니다.
l

요구르트 등에 들어 있는 동물 유산균은 영양이 풍부한 우유에서 생식합니다. 그러나
동양인의 긴 장은 항문 가까이에 위치하는 만큼 영양분이 없는 가혹한 환경이므로 장의
하부로 갈수록 동물 유산균이 생식․작용하기 힘들어집니다. 이에 비해 식물 유산균은 원래
영양분이 부족한 곳에서 생식해온 균이라서 상당히 생명력이 강한 균입니다. 이러한 점에
서 식물 유산균은 동양인의 장에 적합한 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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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유산균은 김치, 된장, 절임 등의 발효에 관련되며, 일반적으로 내산성, 내염성 등이 강하
고 독특한 풍미를 갖고 있습니다.
▶ 식물 유산균의 종류는 동물 유산균에 비해 10배 이상 많으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식품에
서의 식물 유산균 이용 사례는 다양합니다.

2. 식물 유산균의 특성 및 생리 활성 작용
▶ 강력한 내산성
l

소장과 대장의 유해 미생물의 성장 억제, 변비 개선, 면역 작용 등 유산균의 다양한 건강
효과를 위해서는 경구 섭취한 유산균이 사람의 소장이나 대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야
합니다. 순수한 위액의 pH는 1.4~2.0 정도의 강산으로 대부분의 미생물이 사멸되나,
섭취되는 음식물의 완충 작용에 의해 pH가 다소 높아져 미생물의 사멸을 어느 정도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균잉 정장 작용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하려면 위장
내에서 생존 가능하여야 합니다.

l

식물 유산균은 환경 특성상 원래 영양분이 부족한 곳에서 생육해온 균으로 강력한 내산성
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 가고메사의 실험에 의하면 식물 유산균은 동물 유산균의 대표적
인 락토바실러스 카제이(Lactobacillus casei)에 비해 10~100배의 내산성을 가지고 있
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치에서 분리한 식물 유산균의 인공 위액 및 인공 담즙에 대한 내성
테스트 결과 생존 정도는 균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pH 2.5인 인공
위액에서 내성을 나타냅니다.

▶ 장관 면역의 활성 작용
l

면역력이란 병이나 상처 등으로부터 몸을 지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회복 능력을 말합니다. 유산균은 신호 전달에 의해서 면역 세포 유전자
에 전달되어 사이토카인을 비롯한 생리 활성 물질을 생성하여 아토피, 비염 등의 알레르기
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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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내 세균총의 균형 유지 및 건강한 장 형성
l

식물 유산균은 강한 내산성과 내담즙성을 갖고 있어 많은 수의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갈 수 있으며, 유익균으로서 장내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 밖에 유산
균의 기능으로 병원성 세균을 억제하거나 식품의 부패 미생물을 억제하는 박테리오신이라
는 물질을 생산하기도 하고 바이러스로부터 몸의 면역 체계를 유지하여 식중독․감기 등을
막아주며 항암 효과, 설사 및 변비 개선, 항헬리코박터 작용 등 새로운 기능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3. 김치 유산균(식물 유산균)
▶ 김치가 맛있게 익으면 유산균이 김치 1g 당 1억~10억 마리에 달하며, 같은 양의 요구르트
에 함유된 유산균 숫자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김치 유산균은 독종(毒種)이라고도 합
니다. 이는 짜고 맵고 영양 성분이 적은 악조건에서 살아 남아야 하기 때문으로 일본 유산균
학회로부터 가장 생존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이와 달리 요구르트 속 유산균은 완전식품인 우유라는 ‘웰빙’ 환경에서 존재합니다. 김치 유
산균 등 식물성 유산균은 동물성 유산균에 비해 척박한 환경, 적은 영양소 속에서 생존해야
하므로 각종 영양소를 분해·섭취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동물성 유산균보다 천연 항균 물질이
나 생리 활성 물질을 더 다양하게 더 많이 생성합니다.
▶ 최근 식물성 유산균인 김치 유산균의 정장 작용, 대장염 억제, 면역력 증강, 아토피와 알레르
기 개선 외에 항암, 비만 억제, 가바(GABA) 생산 등의 효능 등이 밝혀지면서 이를 이용한 프
로바이오틱스로서의 유산균 제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김치 유산균 제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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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식물성 유산균인 김치 유산균을 이용한 제품

4. 참고문헌
1) 조영훈, 박석남, 정승환. 식물 유산균의 생리 활성 작용과 시장 현황 및 전망. 한국유가공기술
과학회지. 27(1):53-57(2009)
2) 최선례. 유산균의 왕 ‘식물 유산균’. 월간 의약정보(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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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의 보관 숙성 중에 생성될 수 있는 골마지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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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A7

김치의 보관 숙성 중에 생성될 수 있는 골마지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장지윤 연구원(☏ 062-610-1765, jychang@wikim.re.kr)

1. 일반 김치의 발효 과정
▶ 김치는 숙성 과정 중 미생물 상호작용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효되는 식품으로, 미생물군의 천
이 양상과 군집 발달은 김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됩니다. 김치 발효에 직접적으
로 관련된 유산균인 페디오코커스(Pediococcus) 속,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 속, 락
토코커스)(Lactococcus) 속 및 류코노스톡(Leuconostoc) 속에 관한 보고는 많이 있으며,
이외에도 김치로부터 분리 동정된 미생물들은 유산균들을 포함하여 200여 종으로 매우 다
양합니다.
▶ 겨울철 김장김치의 시원하고 깊은 맛을 내는 주된 요인은 김치를 저온에서 숙성시켰을 때 유
산균 중 이형 젖산 발효균(heterofermentative lactic acid bacteria)인 류코노스톡 메센
테로이드(Leuconostoc mesenteroides) 균주가 증가하기 때문이라 보고된 바 있습니다.
▶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드 균주는 김치 제조 초기부터 생육을 시작하여 이산화탄소, 젖산, 초
산, 에탄올 및 기타 휘발성 대사 산물을 생산하여 김치를 복합적이며 독특한 풍미를 지닌 상
태로 발효시킵니다. 또한 생산된 이산화탄소로 하여금 김치 내부를 혐기적 조건으로 유지시
켜 호기성 세균의 번식을 강력히 억제시킴으로써 김치가 정상적으로 발효되도록 유도합
니다.
▶ 김치의 발효 중기에 이르면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드 균주의 수가 급격히 감소되며 정상 젖
산 발효균(homofermentative lactic acid bacteria)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

bacillus plantarum) 균주가 왕성히 증식하게 됩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균주는 김치
의 신맛을 내는 주요 균이며 산패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젖산을 다량으로 생성하고
pH 3.0의 산성 환경에서도 생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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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의 발효 말기에는 상대적으로 산에 약한 균주인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드스 균주의 생
육은 감소되면서 신맛 원인균의 생육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김치의 시원하고 깊은 맛이 사라
지게 됩니다. 산막 효모의 증식으로 인해 김치는 군덕내(이취)가 나고 연부(물러짐) 현상이
나타납니다(참고문헌 1, 2).

2. 김치의 산패와 연부(물러짐) 현상 원인: 골마지 생성 원인 및 미생물의 종류
▶ 김치의 연부(물러짐) 현상은 소금에 의해 손상된 세포벽에서 이탈된 세포벽 다당류 분해 효
소의 작용과 효모류가 분비하는 펙틴 분해 효소(pectineterase, polygalacturonase)에
의해 세포벽과 펙틴 물질이 분해되는 것으로 김치의 관능적 특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 김치 발효 중 효모의 영향은 종류에 따라 알코올 생성과 방향 및 풍미를 생성하는 경우도 있
으나 산막 효모는 막을 형성하고 젖산 및 알코올을 산화 분해하여 젖산에 의해 억제되었던
산패균의 증식을 유발하게 되어 보존성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참고문헌
3, 4).
▶ 겨울 배추김치로부터 브레타노미세스(Brettanomyces) 속, 칸디다(Candida) 속, 시테로
미세스(Citeromyces) 속, 클루이베오미세스(Kluyveromyces) 속, 피키아(Pichia) 속, 토
롤롭시스(Torulopsis) 속, 한센눌라(Hansenula) 속, 로도토롤라(Rhodotorula) 속, 사카
로미세스(Saccharomyces) 속 등이 분리 보고된 바 있으며, 특히 칸디다, 피키아, 한센눌
라 속 등은 김치에 나타나는 산막 효모에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호기성 세균인 바실러스 서
브틸러스(Bacillus subtilis), 곰팡이로서는 아스퍼질러스(Aspergillus) 및 페니실리움
(Penicillium) 속, 게오트리큠 칸디움(Geotrichum candidum) 등이 분리 보고되었습니
다.

3. 골마지 원인 미생물의 인체 유해성
▶ 현재까지 보고된 김치의 골마지 원인 미생물의 유해성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 없으며, 골마지
는 공기와 닿는 김치 표면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골마지가 낀 부분의 김치 부위만을 제거 후
식용 가능하며 물에 씻어서 식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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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치의 골마지 예방법

름돌을 올려놓아 표면을 마감한 후 뚜껑을 덮어 땅속에 묻거나 음지에 보관하면서 상층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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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김장김치를 용기에 담은 후 그 위에 우거지 덮기, 소금 뿌리기, 적당한 무게의 누

는 호기적 조건임은 물론이고 꺼내 먹을수록 상층부 공간은 점점 커져서 산막 효모 등의 호
기성 균들이 번식되게 됩니다. 산막 효모는 호기성으로 증식하기 때문에 표면을 필름 등으
로 밀착시키고 혐기 조건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김치는 고온 발효할 때 군덕내 등의 이취가 더 발생하고 효모의 증식이 많아지므로 김치의
발효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림 9. 김치 내 산막 효모 증식 현상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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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A8

대만에 맛김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치가 장 건강에 유익하다는 얘기
를 들었는데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김치의 장 건강 증진 효과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장지윤 연구원(☏ 062-610-1765, jychang@wikim.re.kr)

1. 장 질환과 장내 균총
▶ 장(gut, 內腸)에는 1,000조 개가 넘는 미생물들(microorganisms)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종류가 2~3만이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의 배열과 군집(microbiome,
microbiota)은 건강유지의 조절자이자 장내 염증 발생과 전신 발병의 결정자들이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 현대의학은 장(腸)이 전신 건강의 척도이며 장의 건강상태가 사람의 유전자와 생리작용, 삶
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심지어 수명까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다각도로 연구하
고 있습니다.
▶ 인체면역세포의 70%가 장점막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듯이 장은 가장 큰 면역기관이자
인체생리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장내 미생물군에 있어서 유익균은 다양한 생리작
용을 담당하여 영양소 흡수와 활용, 몸의 해독, 염증, 면역기능, 효소와 비타민합성, 신진대
사, 성욕, 신경전달물질, 정서조절 등 광범위하면서도 필요 불가결한 일에 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장내 미생물(박테리아)의 불균형은 장의 염증뿐 아니라 만성피로, 변비와 설사, 감기, 천식,
내분비기능, 알레르기성 질환, 치과질환, 비만, 당뇨, 고혈압, 두통, 치매, 불면증, 자가면역질
환, 암의 발병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심지어 우울증과 불안, 주의력결핍, 행동장애,
자폐증, 치매발생 등 정신질환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인체의 장내 세균은 크게 퍼미큐티스 문(Firmicutes: 그람양성균)과 박테로이데테스
(Bacteroides: 그람음성균) 문으로 구분되는데, 과민성 장 증후군을 가진 성인은 건강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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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참고문헌 1, 2).
▶ 과민성 장 증후군인 소아에서는 감마프로테오박테리아(Gammaproteobacteria) 강, 특히
헤모필러스 파라인플루엔자(Hemophilus parainfluenza)가 증가하고 루미노코쿠스
(Ruminococcus) 속이 증가하며, 알리스티페스(Alistipes) 속의 증가와 복통이 양의 상관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참고문헌 3). 과민성 장 증후군에 속하는 변비 및 설사
증상에 따라 미생물총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참고문헌 4) 아직까지 확실하게 분류
되지는 않았습니다.
▶ 급성 위장관염을 앓은 후에 과민성 장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항생제와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됩니다(참고문헌 4).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장내 미생물은 장 질
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동물실험을 통해 염증성 장 질환(intestinal bowel disease, IBD)은 장내에 미생물이 있어
야 발병하게 된다고 밝혀졌으며, 크론병의 경우 대변의 흐름을 바꾸었을 때 염증이 호전된다
는 점에서 염증성 장 질환과 장내 균총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참고
문헌 6). 또한 장내 균총이 정착되기 전인 생후 1년 이내의 영아에서 항생제를 자주 사용할
시에 크론병이 발병할 위험이 높습니다(참고문헌 7).
▶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내 균총은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종 다양성이 낮으며, 퍼미
쿠트스 문과 박테리오데테스 문이 감소하고 엑티노박테리아(Actinobacteria) 문과 프로테
오박테리아(Proteobacteria) 문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참고문헌 8)와 퍼
미쿠트스 문은 감소하고 박테리오데테스 문은 증가하며, 특히 크론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앤테로박테리아세애(Enterobacteriaceae) 과가 증가한다는 다른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문헌 9).

2. 김치의 장 건강 증진 효과
▶ 장 건강을 위한 유익균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산균 섭취가 있으며, 유산균이 많은 발
효음식인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등과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를 통해 섭취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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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는 열량은 낮은 반면, 많은 양의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및 기타 기능성 성분을 포함하
고 있으며(그림 10),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캡사이신, 알릴 화화물, 진저롤, 이소티오시아네
이트, 클로로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토케미컬(phytochemical)로서 이소티오
시안산벤질, 인돌 화화물, 베타-시토스테롤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항암, 항산화, 항동맥경화증, 항당뇨, 항비만 효과 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참고문
헌 10~13). 이러한 김치의 생리학적 효과는 발효 과정에서 증폭되는 김치 재료로부터의 다
양한 생리활성물질과 발효 미생물 특히 유산균으로부터 생성되는 대사물질로부터 유래합
니다.

그림 10. 배추김치 100g당 영양성분

▶ 일반적으로 김치는 발효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유산균을 포함(약 107~109 CFU/g)하고, 이
러한 유산균 또한 김치에 다양한 기능성(항비만, 항균활성, 콜레스테롤 저하 등)을 부여합니
다(참고문헌 14~20).
▶ 김치의 인체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참고문헌 21)에서 20~30세의 건강한 성인
10명에게 2주간 김치(200 g/day)를 섭취시키고, 2주간 섭취하지 않게 하는 5차례의 반복
실험 디자인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였을 때 분변 분석을 통해 확인한 장내 균총 중

Bacteroides 속, Staphylococcus 속, Clostridium perfrigens, Escherichia coli는 김치
섭취와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Bifidobacterium 속의 수는 약간 증가하였
습니다. Lactobacillus 속과 Leuconostoc 속은 김치 섭취기간 동안 증가하다가 섭취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감소하였으나 104~105 CFU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김치 섭취기간 동
안 pH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장내 유해 효소인 β-glucosidase와 β-glucuronidase
의 활성은 감소하였습니다.
▶ Kil(참고문헌 22)은 6명의 건강인에게 일반 배추김치 섭취군과 항암 기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능성 부재료를 첨가하여 제조한 김치를 섭취하는 군으로 나누고, 김치를 2주간 섭취
하고 2주간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반복실험 디자인으로 총 16주간 임상시험 후 분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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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기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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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균총, pH, 효소 활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가지 김치를 섭취한 군 모두에서 김치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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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로부터 분리한 유산균의 장 건강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성 김치유산균은 프로바이틱스 제품시장으로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림 11. 김치 유산균을 이용한 장 건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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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A9

김치의 영양학적 우수성이 궁금합니다.

김치의 영양학적 우수성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김현주 연구원(☏ 062-610-1725, hjkim@wikim.re.kr)

1. 대장암 예방 효과
▶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기산과 유산균, 그리고 김치 재료에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
유소는 대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치의 섭취는 대장의 pH를 낮춰 장내 유익한 미
생물의 생육을 촉진시키며 해로운 균의 생육을 억제함으로써 장내 발암 전구물질*들이 발
암물질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 암 발생률을 낮춰줍니다(참고문헌 1).
* 전구물질: 일련의 생화학 반응에서 A에서 B로 전환될 때 A를 일컫는 말.

▶ 또한 십자화과* 채소(cruciferous vegetable)를 많이 섭취하는 집단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낮다고 보고되었는데 이는 십자화과 채소에 주로 들어 있는 함황화합물의 일종인 글루코시
놀레이트(glucosinolates)에 기인한 것입니다(참고문헌 2).
* 십자화과: 배추과라고도 불리며 속씨식물 십자화목의 가운데 하나로, 배추와 겨자 등의 식용
작물이 이 분류에 속함.

▶ 김치의 식이섬유소는 대장에서 김치 유산균에 의해 발효되어 단쇄지방산*을 만들고 이는 프
로그램된 세포 사망 기전으로 알려진 세포사멸(apotosis)**을 유도하여 항암 효과를 보입
니다(참고문헌 3).
* 단쇄지방산: 여러 가지 지방산 중에서 oleic acid처럼 이중결합이 한 개 있는 지방산을 말함.
** 세포사멸: 세포가 기능적인 역할은 유지하면서 유전적 성질에 의해 죽음으로 이르는 단계.
세포 전체가 위축되면서 새로운 단백질이 합성되고 세포의 자살 유전자에 의해 죽음으로
유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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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장 작용

의 생육은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치 섭취가 인체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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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김치에 존재하는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와 류코노스톡(Leu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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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 작용이란 대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 중 인체에 이로운 균의 발육을 돕는 반면 해로운 균

nostoc)의 수가 장내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장내 유해 효소로 알려진 베타 글루코
시다아제(βglucosidase)와 베타 글루쿠로니다아제(βglucuronidase)의 수준이 유의적
으로 감소하였습니다(참고문헌 4, 5).

(출처: http://blog.naver.com/healthmakery/130178548541)

그림 12. 유산균의 발암물질 무독화 과정

3. 면역 조절 기능
▶ 어린이 아토피 환자에게 김치 유산균을 투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보
고되었으며 쥐에게 김치 유산균을 경구 투여했을 때 항종양 효과와 면역 활성 작용을 나타냈
다는 보고도 있습니다(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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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log.naver.com/healthmakery/130178548541)

그림 13. 유산균의 면역시스템 활성화

4. 항동맥경화 · 항고혈압 효과
▶ 김치의 섭취는 혈청 콜레스테롤의 양을 감소시키고 혈전*을 만드는 피브린**(fibrin)을 분
해하는 활성을 가져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참고문헌 7).
*** 혈전: 혈액 응고 과정을 통해 혈액이 지혈되어 생성된 최종 산물임.
*** 피브린: 피가 굳을 때 피브리노젠에 트롬빈이 작용하여 생기는 섬유 같은 단백질. 무색이
나 엷은 황색을 띤 고체로, 물에 잘 녹지 않으며 혈구 세포들과 엉키어 피를 굳게 하여 출
혈을 그치게 함.
*** 동맥경화: 동맥의 탄력이 떨어지고 동맥에 혈전 등이 생기거나 하는 등 기타의 이유로 동
맥이 좁아지는 질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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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o.takara.co.kr)

그림 14. 동맥경화 발병 기전

▶ 배추에 들어 있는 베타 시토스테롤(β-sitosterol)과 메틸시스테인 설폭사이드(S-methylcystein sulfoxide)는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참고문헌 8). 마늘에
함유된 알린(allin), 알리신(allicin)은 코엔자임 에이(coenzyme A)*의 SH기와 결합하여 지
방산, 중성지질, 인지질, 콜레스테롤의 생합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참고문헌 9).
* 코엔자임 에이: 판토텐산과 시스테인의 화합물 panthotheine이 ATP와 결합한 것으로 구연
산의 생체 내 합성에 관여하는 보효소임.

▶ 김치의 지질 저하 효과를 지니고 있는 물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토끼에게 실험한 결과 디클로
로메탄(dichloromethane) 획분의 지질 저하 효과가 가장 유의적으로 관찰되었고, 이 획분
으로부터 항산화 기능이 있는 물질인 3-(4’-hydroxyl-3’, 5’-dimethoxyphenyl) propionic acid(HDMPPA)를 분리·동정하였습니다(참고문헌 10). HDMPPA의 지질 저하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유발한 토끼에게 HDMPPA를 30일간 정맥 투
여한 결과, 혈액과 간 조직의 지질 저하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문헌 11).
* 고콜레스테롤혈증: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된 상태를 의미함.

▶ 김치를 하루 3g 알약 형태로 섭취케 한 결과 혈중 중성지질이 위약군*(placebo)보다
16.8% 낮아졌고 동맥경화지수(AI)도 10.8% 정도 낮아져 김치를 많이 섭취하면 혈중지질
농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참고문헌 12).
* 위약군: 임상의약의 효과를 검정할 때에 대조하기 위해 투여하는, 약리학적으로는 전혀 효과
가 없거나 약간 유사한 약효를 갖는 물질. 약제 투여의 심리적 효과를 배제할 목적으로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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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인에서 김치 고섭취군(210 g/day)과 김치 저섭취군(15 g/day)은 혈중지질 저하 효과
를 보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김치 고섭취군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참고문헌 13).
▶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 sp.)는 본태성 고혈압 쥐에서 혈압
의 증가율을 감소시켰습니다(참고문헌 14).

5. 김치의 항산화 · 항노화 효과
▶ 김치에는 비타민 C, 폴리페놀 화합물, 클로로필 등의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 활
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제거함으로써 노화를 억제하며(참고문헌 15), 특히 피부 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참고문헌 16).
▶ 김치 발효 기간에 따른 항산화성은 발효 초기의 김치보다 발효 숙성이 잘된 숙성 김치에서
더 높았고 잘 익은 갓김치와 배추김치의 항산화성이 우수하였습니다(참고문헌 15).

6. 김치의 다이어트(항비만) 효과
▶ 김치는 다른 식품들에 비해 열량이 적고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포만감을 느끼게 하
며 장내 노폐물을 체외로 내보내는 작용이 있어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고춧가루의 캡
사이신(Capsaicin)*이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열 생산을 증가시켜 에너지 소비를 높여주기
때문으로 김치가 적당히 익었을 때 다이어트 효과가 더 큽니다(참고문헌 17).
* 캡사이신: 고추에서 추출되는 무색의 휘발성 화합물로 알칼로이드의 일종이며 매운 맛을 내
는 성분인데 약용과 향료로 이용되며 고추씨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음.

▶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도 항비만 효능을 보이는데 웨이셀라 코렌엔시스(Weissella

koreensis) OK1-6을 종균으로 첨가하여 제조한 김치는 비만 개선 및 혈당 조절 기능이 있
습니다(참고문헌 18).
▶ 생김치와 잘 익은 김치를 대사증후군* 성인에게 각각 3개월간 섭취케 한 결과 잘 익은 김치
의 비만 및 고혈압 억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참고문헌 19).
* 대사증후군: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인하여 내당능 장애(당뇨병 전단계),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심혈관계 죽상동맥경화증 등의 여러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상태임.
60

Ⅰ. 김치 미생물의 기능성

2018

7. 김치의 바이러스 감염 억제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몇몇 실험에서도 김치와 김치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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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이 바이러스의 성장과 감염을 예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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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는 조류독감*의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김치 유산균과 그 배양액은

* 조류독감: 닭, 오리, 야생 조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vian influenza virus)의 감염
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며 드물게 사람에게서도 감염증을 일으킴.

8. 김치의 식욕 촉진
▶ 김치는 맛(taste), 향기(flavor), 색깔(color) 등에 의해 식욕을 돋우는 특성을 가집니다. 김
치의 주재료는 채소이므로 채소류의 신선한 맛, 젖산 발효에 의한 상쾌한 맛, 고춧가루를 비
롯한 향신료의 독특한 맛, 젓갈류 등의 감칠맛 등이 어우러져 식욕을 촉진시킵니다(참고문
헌 21).

9. 참고문헌
1) 박건영. 김치의 영양학적 평가와 항돌연변이 및 항암효과. 한국영양식량학회지. 24:169182(1995)
2) Shapiro TA, Fahey JW, Wade KL, Stephenson KK, Talalay P. Human metabolism
and excretion of cancer chemoprotective glucosinolates and isothiocyanates of
cruciferous vegetables. Cancer Epidemiol. Biomarkers Prev. 7:1091-1100(1998)
3) 박건영. 전통식품과 항암효과. 김치의 과학과 기술. 8:94-98(2002)
4) Han K, Bose S, Wang JH, Kim BS, Kim MJ, Kim EJ, Kim H. Contrast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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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expression related to metabolic syndrome in obese Korean women. 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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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A1

계절별 배추의 품질 특성과 겨울배추의 장기 저장 기술에 대해 알고 싶습
니다.

배추의 계절별 품질 특성과 저장 기술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조정은 연구원(☏ 062-610-1735, jecho@wikim.re.kr)

1. 배추의 품질 특성
▶ 계절별 배추의 품질 특성
l

배추는 계절별로 재배 환경이 다르고 생리적·이화학적 품질 특성도 다르므로 이를 잘
알고 저장해야 합니다.

l

배추는 계절별로 생육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형별로 무게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생육 기간이 짧은 봄배추와 고랭지배추는 엽수도 적고 중량도 적은 반면, 가을과 겨울에
재배된 배추는 엽수가 많고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l

수분 함량은 고랭지배추 > 봄배추 > 가을배추 > 월동배추 순으로 분석됩니다. 대체로
외엽의 수분 함량이 내엽에 비해 높았으나 잎 부분보다 줄기 부분의 수분 함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l

계절별 배추의 물리적 특성은 무게, 엽수, 수분 함량 모두 봄배추와 고랭지배추가, 가을배
추와 월동배추가 서로 비슷합니다.

l

계절별 배추의 당도와 환원당 함량은 봄·여름보다는 가을·겨울에 생산되는 가을배추와
월동배추가 높으며, 외엽보다는 내엽의 당도와 환원당 함량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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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추 수확 및 수확 후 품질 관리
▶ 수확 후 품질 저하 요인(참고문헌 1)
l

수분 손실: 배추를 비롯한 엽채류는 엽 표면적이 넓어 수분 증발이 많이 일어납니다.

l

부패: 배추는 토양에서 재배하고 수확하기 때문에 토양 미생물과 식물 병원성 미생물
등에 의해 재배 중 또는 수확 시 발생한 상처를 통해 감염되기 쉬습니다.

그림 15. 배추 저장 중 장해 발생 유형

▶ 수확 및 저장 전 처리(참고문헌 1)
l

수확 방법: 외부 대기 온도가 높은 하절기에는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수확하여 배추 품온을 낮추고, 직출하용은 겉잎을 6~7매, 저장용은 4~5매만 제거하며
가공 시 추가로 정선을 실시합니다.

l

수확 시 유의사항: 외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청결한 장갑을 착용하고, 수확용 칼은
예리하게 갈아 사용하며, 수확 중간 중간에 소금물에 담가 소독합니다(소금물 : 물 1L
당 소금 7g 녹여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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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중 수분 증발로 인해 무게도 감소하고 외엽의 신선도 저하로 상품성 및 저장성이

Ⅱ

FAQ

Kimchi

Frequently Asked Questions

l

예냉: 예냉이란 농산물을 장기 저장 전에 미리 지정한 온도로 냉각시키는 과정을 말합니
다. 주로 수확 시 온도가 높아 품질 열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작물에 실시하며 봄배추
장기 저장 전에 예냉을 실시하여 저장 기간을 연장합니다.
표 1. 엽채류 예냉 방식의 적용성(참고문헌 1)
품목

강제 통풍

차압

진공

수냉

결구배추

△

◎

○

×

비결구배추

△

◎

◎

×

고랭지배추

△

◎

◎

×

양배추

△

◎

○

×

주) ◎ 최적, ○ 적합, △ 가능, × 불가능

▶ 저장
l

저장 조건: 배추는 지나치게 낮은 온도에서 저장할 경우 냉해 또는 저온장해(갈변)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배추는 연중 생산되므로 재배 시기에 따라 저온장해를 입는 온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기별 저장 온도를 달리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 저장을 위해서는
망 포장보다는 플라스틱 박스를 이용하여 세로로 세워서 저장해야 압상으로 인한 저장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참고문헌 2).
표 2. 계절별 배추의 저장 조건
작형

저장기간

저장온도

봄, 고랭지

1~2개월

1~3℃

가을, 월동

2~3개월

0~2℃

상대습도
95%

표 3. 저장중 문제점, 원인 및 대책
문제점

원인 및 유형

깨씨무늬병

∙ 질소 과다 시비
∙ 만기 수확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

∙ 수확 1개월 전 질소 시비 금지
∙ 적기 수확

∙ 저온 장해
∙ 노화 현상
∙ 수확 지연으로 인한 조직 경화

∙ 저장용 배추의 수확 시기 결정을 위한 결구
정도에 대한 사전 조사 필요
∙ 고랭지배추의 예냉 후 저장 시 적정 저장 온도 및
저장 기간 파악

∙ 수확 지연으로 인한 병원균 감염

∙ 적기 수확

그물맥 조직 붕괴
및 갈변 장해

부패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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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배추 적정 적입수량*: 배추는 표피층이 상대적으로 약한 엽채류로서 한 상자에 많은 배추
를 넣어 저장하면 조직과 조직이 눌려 세포 손상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하고 상처 부위에
병원균이 침투하여 부패가 발생하므로 계절별로 배추 크기를 고려해 배추 적정 적입수량
을 결정해야 합니다. 계절별 적정 적입수는 봄배추 5~6포기, 고랭지배추 6포기, 가을배추
4포기, 월동배추 4~5포기 정도입니다.
Kimchi FAQ

▶ 저장 중 품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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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입수량: 배추의 장기저장을 위해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하는 배추의 수량.

Ⅱ
l

화학적 품질 변화: 배추는 저장 중 화학적 품질 변화가 일어나며 환원 당, 비타민 C,
엽록소 등의 함량이 감소합니다. 특히 저장 형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그물망에 저장할
경우 품질 저하가 가장 크며, 플라스틱 박스나 골판지 박스에 담아 저장할 경우에는 감소
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l

물리적 품질 변화: 배추 저장 중 일어나는 수분 증발은 무게 감소의 주 원인이며 부패로
인한 감모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분 증발은 저장 형태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물망 포장 시 가장 많이 일어나고 플라스틱 박스, 골판지 상자 순입니다. 수분 증발은
배추의 무게 감소로 이어져 김치 제조 시 수율이 낮아지는 단점으로 인한 배추 시들음
현상을 동반하므로 장기 저장 시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참고문헌
1) 금동혁. 수확후공정공학. 씨아이알, 서울(2008)
2) 김병삼, 김민정, 김의웅, 김건희. 월동 배추의 저온 저장 중 포장 및 적재 방법에 따른
품질 변화. 한국저장유통학회지. 8:30-36(2001)
3) Shim SM, Kim MJ, Kim BS, Kim GH. Effects of washing solution and LDPE package
on the quality changes of brined Chinese cabbage at different storage
temperatures. Food Sci. Technol. Res. 14:395-40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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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A2

절임 염수를 동절기 3번, 하절기 2번 정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절임 염수를 재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절임 염수 재사용 가능 여부 판단기준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한응수 연구원(☏ 062-610-1732, hanakimchi@wikim.re.kr)

1. 배추 절임 염수의 재사용 현황
▶ 김치공장에서 배추 절임 염수를 일반적으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l

여름 2~3회, 봄가을 3~4회, 겨울 4회 이상

▶ 사용 중 냄새가 나거나 색이 나빠지면 재사용을 중지하고 폐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 염수 재처리 장치를 설치한 공장은 염수를 한 달 이상 사용하기도 합니다.

2. 배추 절임 염수 재사용의 장점
▶ 염수 재처리 장치를 설치하여 절임 염수를 30일간 재사용하면 용수사용량을 1/30로, 소금
사용량을 1/10로, 폐수 발생량을 1/30로 줄일 수 있으므로 원가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염수 재처리 장치를 설치 후 1년간 운용하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l

설치비용은 소형 5천만 원대에서 대형은 수억 원대이어서 소규모 공장은 설치비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l

트럭이나 트러일러에 염수 재처리 장치를 설치하여 소규모 김치공장을 순회하면서 염수를
재처리하는 서비스업도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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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추 절임 염수 재사용의 문제점
▶ 재사용한 염수로 절인 배추의 품질을 과학적으로 구명한 연구논문은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현장에서는 김치 공장의 생산 담당자가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판단 하에 염수를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2018

색이 암갈색으로 변하는 현상, 염수에서 거품이 다량 발생하는 현상 등이 있습니다.
l

염수에서 쉰내가 나는 이유는 염수에서 유산균이 증식해서 pH가 낮아지기 때문인데, 이는
염도가 낮은 염수(10-12%)로 장시간(15-20시간) 절이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염
수의 농도를 높여 단시간에 절이는 것으로, 2절 배추를 포화 염수로 가온(30℃)하여 절이면
3시간 이내에 염도 2%로 절일 수 있고, 세절 배추는 10분 이내에 절여지므로 고농도 단시간
절임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l

염수의 색도가 암갈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배추에 흙이 묻어 있거나 손상된 겉잎이 붙어
있는 상태로 절이기 때문이므로, 절이기 전에 뿌리와 겉잎을 제거하고 절이면 염수의 갈변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l

염수에서 거품이 발생하는 이유는 염수에 녹아 있는 단백질 등 유기물이 공기와 접촉되기
때문인데, 이는 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염수의 순환을 방해하므로 제거하여야 합니다. 발생
한 거품을 염수에서 분리한 다음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거품을 깨뜨리고 찌꺼기를 폐수처
리장으로 흘려보냅니다.

l

이 외에도 미생물이나 잔류 농약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들은 오존처리 방법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현재 염수 재처리 장치를 설치하는 김치공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l

염수 재처리 기술로는 전해 산화수 처리 방법, 광촉매 처리 방법, 한외여과 방법, 오존 산화
방법 등이 있으며 현재 김치공장에서는 오존 산화 방법과 한외여과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71

Kimchi FAQ

▶ 현장에서 절임 염수 재사용 시 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염수에서 쉰내가 나는 현상, 염수의

Ⅱ

FAQ

Kimchi

Frequently Asked Questions

4. 배추 절임 염수의 재사용 기준
▶ 절임 염수를 재사용하는 기준에 대해 학계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판단 기준은 아직 없
습니다.
▶ 참고로 A사가 운영하는 김치 공장 재사용 염수 품질 기준은 표 4와 같습니다.

표 4. 재사용 염수 품질 기준(A사)
구분

품질 지표

측정 방법

품질 기준

비고

1

염도

염도계

18±3%

자사 기준

2

탁도

탁도계

20NTU 이하

자사 기준

3

냄새

관능검사

산취 나지 않음

자사 기준

4

pH

pH메터

5.5이상

자사 기준

5

총균수

평판배양법

10,000마리 이하

자사 기준

6

유산균수

평판배양법

10,000마리 이하

자사 기준

7

잔류오존농도

인디고법

0.01ppm 이하

자연계 농도

8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공전

납 0.05ppm 이하

먹는물 기준

9

절임배추/김치

관능검사

기존 제품과 차이 없음

자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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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폐수 관련 기준 및 정보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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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김치 제조비용 절감을 위해 오폐수를 활용할까 하는데, 관련 배출기준 및
규제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Ⅱ

1. 산업폐수 배출 허용 기준
▶ 산업폐수 배출 허용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화학적 산소요구량(COD)·부유
물질량(SS),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항목별로 나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COD: Chemical oxygen demand, SS: Suspend solid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지역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3항)의 유
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배출 허용 기준보다 더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해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별도의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2. 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항목별 배출 허용 기준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허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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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BOD, COD, SS 허용기준
1일 폐수배출량/2천 m3 이상

1일 폐수배출량/2천 m3 미만

대상규모
항목
지역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청정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 다음의 폐수배출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규제「하수도법」 제7조 제1
항, 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1)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 가목 비고 1).
l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
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규제 「하수도법」 제28조)

l

규제 「하수도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
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표 6.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페놀류 등 허용 기준
항 목

지역구분

수온이온농도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5.8 ~ 8.6

5.8 ~ 8.6

5.8 ~ 8.6

5.8 ~ 8.6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L)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페놀류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카드뮴함유량(㎎/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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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나지역

특례지역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mL)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수은함유량(㎎/L)
유기인함유량(㎎/L)
비소함유량(㎎/L)

총인(㎎/L)

음이온계면활성제(㎎/L)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이하

니켈(㎎/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L)

1.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브로모포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셀레늄함유량(㎎/L)
사염화탄소(㎎/L)

l

색도항목의 배출 허용 기준은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제2호)에 따른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 그 밖의 섬유제품 제조시
설, 2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 첨가 제품만 해당) 제조시설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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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의 조례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
l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해당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의 시는 제외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함)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
조 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배출허용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음(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l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합니다(규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 엄격 및 특별 배출 허용 기준
l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배출 허용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l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 특별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 별도 배출 허용 기준
l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또는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해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
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규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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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 허용 기준의 미적용
l

다음의 시설은 배출 허용 기준, 조례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 엄격·특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2018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호 및 제3호) 중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여 공공수
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배출시설

3. 참고문헌
1) 법제처.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산업폐수배출시설 배출 허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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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A4

배추 절임 폐기물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과수용 비료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배추 절임 폐기물 활용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정영배 연구원(☏ 062-610-1734, ybchung@wikim.re.kr)

1. 김치공장 부산물 발생 현황
▶ 김치공장 부산물 발생 추정량
l

전국 배추 총 생산량은 약 254만 톤입니다(참고문헌 1, 2).

l

전국 배추 총 생산량 중 김치(절임) 가공업체로 유통되는 배추의 비율은 28%로 연간
약 70만 톤입니다.

l

김치(절임) 가공업체에서 제조 공정 중 원료배추로부터 김치공장 부산물이 발생되는 비율
은 약 20~40% 입니다(그림 16 참조).

그림 16. 김치공장 부산물 발생 추정량(참고문헌 2)

l

김치(절임) 가공업체에서 발생되는 김치공장 부산물은 연간 약 10~30만 톤으로 추정되
며, 김치 가공공장 및 농가에서의 배추, 무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13만 2천 톤으로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연간 약 52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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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지역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3항)의 유
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배출 허용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김치공장 부산물 활용기술 개발 현황
2018

l

김치(절임) 가공업체에서 발생되는 김치공장 부산물은 소금 절임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염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료화 및 퇴비화 제조 공정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염분입니다.

l

김치공장 부산물의 수분 함량은 생배추(95.9%)가 절임배추 폐기물(89.6%)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염도는 소금에 절여진 절임배추에서 3% 이상의 염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표 7).
표 7. 김치공장 부산물(생배추, 절임배추)의 이화학적 품질 특성
시료

수분
(%)

pH

산도
(%)

염도
(%)

당도
(Brix)

환원당
(mg/mL)

생배추

95.87±0.13

4.99±0.04

0.35±0.01

0.12±0.00

2.57±0.65

7.93±0.21

절임배추

89.55±0.14

4.10±0.01

0.54±0.02

3.51±0.03

7.53±0.05

2.11±0.08

* All values are mean±SD.

l

김치공장 부산물의 염도는 절임배추의 경우 3% 이상의 염도를 함유하고 있지만, 절임배
추 및 생배추 부산물 혼합물과 유박, 가축분 퇴비 등을 혼합하여 비료를 제조하는데 사용
한다면 시판 퇴비의 염분 2% 이하(건물중 기준)의 기준에 맞는 제조 공정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 김치공장 부산물의 비료화 기술개발 현황(참고문헌 5)
l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공장 부산물을 퇴비화하기 위하여 부숙 유기질 비료 제조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김치공장에서 통상적으로 배출하는 형태의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
였는데 김치공장 부산물을 퇴비의 수분조절제로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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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 비료의 등급은 3가지 처리구 모두 대조구와 마찬가지로 특등급으로 분류되었고 작물
재배시험(상추) 결과 피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조구에 비해 상추의 생육 및 생산량이
증가하였습니다(표 8).

표 8. 유박 발효퇴비원료와 김치공장 부산물 혼합비에 따른 비료 등급
분석항목

수분

질소

(%)

처리구*

유기물/질소

등급

Con

41.1

45.6

1.35

33.8

특등급

Ki-5%

42.0

45.7

1.39

32.9

특등급

Ki-10%

42.5

43.3

1.43

30.3

특등급

Ki-15%

39.2

51.3

1.43

31.5

특등급

30~50

40 이상

-

35 이하

특등급

55 이하

33 이상

-

35 이하

1등급

55 이하

30 이상

-

45 이하

2등급

품질기준

l

유기물

김치공장 부산물은 부산물 비료원료 중 ‘식음료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 또는 담배 제조
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재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료 제조 시 건물 중 기준으로
약 5% 정도 혼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수분 함량과 염도를 고려할 때 최대 15%
정도 혼입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l

김치공장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김치공장 부산물과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 부산물
수집·운반 시스템 구축,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향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을 위한 노력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김치공장 부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의
부담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기관, 김치 업체 등의 협의가 가장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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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문헌
1) 통계청.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2014)
2)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원료 수급안정을 위한 원료 종합처리시스템 구축, 위탁과제. 배추
및 절임배추 생산 및 유통현황 조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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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원료 수급안정을 위한 원료 종합처리시스템 구축(2014)

2018

3)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4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지정공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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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원료 수급안정을 위한 원료 종합처리시스템 구축, 위탁과제. 김치공장
부산물의 퇴비화 기술 개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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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A5

일본에 수출중인 업체입니다. 김치, 볶음김치를 냉동상태로 제조하여
유통할 수 있는지와 적정 포장 방법이 궁금합니다.

김치 냉동 유통, 포장 방법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천호현 연구원(☏ 062-610-1761, hhchun@wikim.re.kr)

1. 냉동 김치 및 냉동 볶음김치 제조 방법
▶ 김치의 냉동 가공 및 해동
l

배추김치는 냉동 및 해동 처리로 세포 조직 붕괴, 수침 현상, 수분 유출 등에 의해 비가역적
물성 변화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냉동 전 상태의 배추김치의 물리적 특성과 관능적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l

양념 첨가와 열처리로 3차 가공된 볶음김치는 일반 배추김치에 비해 냉동 처리에 의한
물성 변화나 조직의 물러짐이 덜하여 냉동제품으로 가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l

급속 냉동: 일반적으로 최대 빙결정 생성대 1∼-5℃를 단시간(30분 이내)에 통과하여
빙결정 크기를 작게 동결하는 방법입니다.
- 초저온 액체 침지식 냉동: -196℃ 액체질소, -60∼-80℃ 에탄올에 단시간 침지시켜 동결하
는 방법
- 공기식 냉동: -20∼-40℃로 냉각된 실내에 설치된 선반에 식품을 얹어 놓고 동결시키거나
-20∼-40℃로 냉각된 공기를 팬으로 송풍하여 흐르는 기류 중에서 동결하는 방법

l

해동: 외부로부터 내부로의 열전도에 의한 완만 해동과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하는
것을 이용한 급속 해동으로 구별됩니다.
- 공기식 해동: 상온이나 냉장실에 장시간 방치시키거나 냉풍 또는 온풍으로 해동하는 완만
해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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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식 해동: 냉수 또는 온수에 장시간 침지시켜 해동하는 완만 해동 방법
- 전자기파 해동: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등 전자기파의 유전가열 특성을 이용한 급속 해동
방법

냉동 김치 또는 냉동 볶음김치는 식품공전상 장기보존식품의 기존 및 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별도의 가열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냉동식품을
의미함
- 세균수: n=5, c=2, m=100,000, M=500,000(다만, 발효제품, 발효제품 첨가 또는 유산균
첨가 제품은 제외)
- 대장균군: n=5, c=2, m=10, M=100
- 유산균수: 표시량 이상(유산균 첨가제품에 해당)

l

식품공전에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보존 및 유통 기준에 따르면 냉동제품
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안 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
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냉장온도: 0∼10℃
- 냉동온도: 0∼18℃ 이하

2. 냉동 김치 및 냉동 볶음김치 포장 방법
▶ 냉동 김치 및 냉동 볶음김치의 적정 포장 방법
l

업체에서 고려하고 있는 포장 방법인 캔, 파우치, 비닐 포장이며 냉동 김치 및 냉동 볶음김
치의 포장 방법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l

단, 업체의 공장상황 및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여 포장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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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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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두기의 탈수 시간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한응수 연구원(☏ 062-610-1732, hanakimchi@wikim.re.kr)

1. 깍두기의 적정 탈수 시간
▶ 현재까지 깍두기의 탈수 시간을 시험한 자료는 없습니다.
▶ 가정에서 소량 제조 시는 깍두기 무에 소금을 2% 가량 뿌려서 적정 시간 절인 후 세척과 탈
수 과정 없이 양념을 혼합하여 제조합니다.
▶ 공장에서 대량 생산 시에는 무 절단기로 자른 무를 건염으로 처리하여 양념을 혼합하거나 염
수에 절이고 탈수하여 양념을 혼합합니다.
▶ 이때도 탈수는 10~30분 정도로 짧게 함이 보통인데 30분이면 충분히 탈수되고 그 이상 시
에는 오히려 겉마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림 17. 깍두기 무 탈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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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깍두기의 절임 영향 요소
▶ 깍두기의 절임은 무 품종, 수확 시기, 무의 절단 크기, 무의 겉 부분과 속 부분, 절임 염수 농
도, 절임 온도, 절임 시간, 세척 유무의 영향을 받습니다.

▶ 깍두기의 절임을 연속 공정으로 하면 좁은 공간에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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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별로는 무의 껍질 부분이 느리게 절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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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별로는 단단한 품종이, 수확 시기별로는 가을무와 월동무가, 절단 크기별로는 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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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깍두기의 품질에 미치는 절임 요소의 영향
▶ 절임 염수 농도, 절임 온도, 절임 시간을 달리한 깍두기 무로 깍두기를 제조하여 0℃에서 4주
간 저장하면서 품질을 평가한 결과, 20% 염도에서는 5℃에서 10분간 절인 무로 담근 깍두
기가 품질이 우수하였고 15℃에서는 10% 염수로 25분간 절인 무로 담근 깍두기의 품질이
우수하였습니다.
▶ 산업적으로 깍두기를 생산할 때는 10% 염수로 5℃에서 30분간 절인 무로 담근 깍두기의
품질이 가장 우수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4. 참고문헌
1)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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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A7

김치를 제조할 때 종균이라는 것을 이용해 품질 향상과 기능성을 부여한
다고 하는데, 종균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치 종균의 필요성, 역할, 사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장지윤 연구원(☏ 062-610-1765, jychang@wikim.re.kr)

1. 김치산업과 종균의 필요성
▶ 우리나라에는 김치, 장류, 젓갈과 같은 다양한 전통발효식품이 있으며 자연발효 기반으로 지
역과 가정에 따라 특징적인 제조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가정에서 만들어지던 전통발효식품은 1970년대에 들어 각종 산업체 증가에 따른 단체급식
물량이 발생하면서 산업화가 시작되었고 경제성장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 가공식품산업
의 발달,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에 의해 산업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l

상품화되고 있는 김치의 경우, 일정한 품질의 김치를 제공할 수 없고 장기 유통과정에서
맛이 변질되거나 과숙성 또는 산패되어 먹을 수 없게 되는 등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극감하
는 문제가 있습니다.

▶ 김치의 상업적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김치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풍미를 향상시키고 가식 기간을 연장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l

방사선 조사, 열처리, 고압처리와 같은 물리적 방법은 발효 초기 미생물의 생육 저해를
통한 발효 지연 효과가 보고되었으나 물리적 처리에 의한 품질 저하와 영양 손실의 가능성
이 크고 설비투자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

자몽 종자 추출물 등의 천연 추출물들, 소르빈산(sorbic acid) 등의 식품보존료와 유기산
및 염 혼합물 등을 첨가한 시도도 진행되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첨가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한 맛과 향에 의해 김치 고유의 풍미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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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품공전에 제시된 김치 규격에는 식품보존료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업
적 적용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김치의 저장기간 연장과 품질 향상을 위해 박테리오신(bacteriocin), 즉 항균물질을 생성하
는 균주나 덱스트란수크라아제(dextransucrase), 만니톨(mannitol) 등을 생성하고 저온

l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김치는 김치의 발효를 주도하고 김치 특유의 맛을
내는 자연발생적 유산균들이 원재료의 산지, 계절, 발효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상품
김치의 품질이나 맛을 원하는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l

대부분 숙성된 상태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맛이 쉽게 변질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
서 품질과 맛이 일정하면서도 우수한 상품김치에 대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서양 대부분의 발효 식품도 초기에는 우리와 같은 자연발효 방식을 취하고 지금도 가정에서
만드는 발효식품은 자연발효 방식입니다. 그러나 산업화에는 제품의 표준화, 균일화, 상품
특성 일정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 오늘날 구미의 유발효제품에서의 종균화 역시 10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세계적
으로 발효식품이 소규모 가내생산(자연발효)에서 ‘식품산업’으로 발전할 때는 ‘인위적 종균
발효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l

유럽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발효제품에 이용할 종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생물을 이용한 김치발효의 인위적 조절 연구는 김치가 복잡한 발효식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아직 실용화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l

국내 김치 산업체의 경우 95% 이상이 영세기업으로 독자적으로 김치발효조절용 종균을
개발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종균을 활용하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l

현재 김치발효에 종균을 사용하는 업체로는 대상FNF(주)의 종가집 김치, CJ(주)의 하선정
김치, 동원양반김치, ㈜풀무원 김치, 딤채김치 등이 있으며 이들 업체는 독자적으로 개발
한 균 또는 종균 회사로부터 균을 공급받아 종균 김치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중소김치업체에서도 종균 김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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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성이 우수한 균주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고 이화학적 특성 및 점유율 분석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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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치 종균의 역할
▶ 정상적인 젖산 발효 유도
l

원료, 계절별 유산균 수 변동에 따른 발효 패턴 안정화 및 초기 종균 첨가에 따른 안정적인
젖산 발효를 유도합니다.

▶ 이형 젖산 발효(heterofermentation)
l

류코노스톡 속의 이상 발효 젖산균(heterofermentative lactic acid bacteria)이 주로
종균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락토바실러스속과 같이 젖산만을 생성하는 정상 발효
젖산균(homofermentative lactic acid bacteria)의 증식을 제어하여 과도한 젖산의
생성 억제함으로써 산도 증가가 완화되며 김치의 신맛이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l

당 발효 부산물로 유기산(lactic acid, acetic acid) 이외 이산화탄소(CO2), 만니톨
(mannitol) 등을 생성하여 김치의 청량감과 탄산미를 부여해줍니다.

▶ 김치 발효 시 우점 증식
l

김치 발효 시 원료에서 유래되는 유산균 대비 우점종으로 증식하여 발효 품질을 향상시켜
주며 종균에 의한 주도적인 발효로 균일한 발효 산물이 생성되어 최종 제품의 관능적
풍미를 표준화 시켜줍니다.

▶ 효모의 증식억제
l

유산균 종균이 김치 내 우점종으로 증식하여 산도가 증가되는 시기에 효모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김치의 가식기간을 연장해주며 효모증식에 따른 군덕내 및 연부 현상을
줄여줍니다.

▶ 기능성 부여
l

김치유래 유산균의 항산화, 항암, 면역 기능 강화, 정장 작용, 혈장지질 저하 효과 등
다양한 건강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성을 가진 김치
유산균을 종균으로 사용 시 일반 김치에 비해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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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판김치 중 종균 사용 현황
▶ 시장에서의 상품의 운명은 품질의 우수성 및 표준화로 결정되므로 우수한 풍미를 보유한 김
치의 제조 및 품질 관리를 위해 다수의 김치 발효용 종균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풍미 향상을 포함하는 김치 품질 관리를 위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발효 초기의 우점균으

▶ 또한 김치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유통 중의 김치 품질 변화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
두되면서 종균 발효가 시작된 서구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던 가식 기간 및 유통기한 연장
을 위한 종균개발 연구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l

발효 초기의 류코노스톡 속 유산균은 다수의 연구에서 김치 품질 관련 우수성이 보고되었
지만 산도가 증가하는 김치 발효 후기까지 생존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
니다.

▶ 이러한 종균을 이용한 종균김치는 베지퀸이 처음으로 류코노스톡 시트레움 IH-22(Leuco-

nostoc citreum IH-22)를 사용하여 출시되었으며 2000년 초반 ㈜한울에서 류코노스톡
김치아이(Leu. kimchii) 종균김치, ㈜대상FNF 종가집이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DRC0211(Leu. maenteroides DRC0211)를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종균 김치를 판매한
바 있습니다.
l

현재는 대기업 김치업체를 중심으로 소수 업체가 품질 균일화 및 품질 유지기한 연장을
목적으로 종균을 사용하여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l

이 중 몇몇 업체만이 자체적으로 종균생산이 가능하며 나머지 김치업체는 유산균 배양업
체로부터 고가로 종균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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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시판 종균김치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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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김치제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김치종균의 생산과 제형에 대하여 궁
금합니다.

Ⅱ

1. 김치종균
▶ 김치 발효 종균 대량 생산
l

김치의 산업적 생산에 김치 발효 종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균주를 경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량 생산 공정 개발이 필요합니다.

실험실수준

시제공장수준

산업공장수준

그림 19. 규모에 따른 김치발효종균 대량생산 체계

l

김치 발효 종균의 대량 생산 공정은 발효 공정이라 불리며 생물반응기를 이용하여 종균
배양의 물리적·화학적 조건을 맞춰주는 공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l

유산균의 균체 생산 수율을 최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온도, pH, 반응기의 교반 속도 및
산소의 공급 속도를 맞춰주어야 합니다. 각 조건에 따라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기질의
섭취 속도, 산소 이용 유무, 균체 생성량 및 상관관계를 공학적으로 분석해서 균체 생산성
이 최대인 조건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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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산업 공장 규모에서 김치 종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수준부터 수백 리터 규모
시제 공장 수준의 증식 조건 최적화가 면밀히 이루어져 톤(ton) 단위 이상의 스케일 업
(scale up)이 수반되어야 합니다(그림 19).

▶ 김치 발효 종균 활성 유지 제형기술
l

경제성 확보를 위한 대량 생산 공정과 더불어 유통 및 김치발효 과정에서 김치종균의
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형 기술은 김치 발효 종균이 산업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필수조건
입니다.

l

대부분의 김치 발효 종균은 유통 및 장기보관을 위해 분말형태로 공급됩니다. 하지만
동결 건조 과정은 세포의 얼음결정에 의한 손상, 탈수에 의한 세포막 구조의 붕괴, 그리고
이에 따른 산화 데미지를 유발시킴에 따라 균체의 활성과 생존율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l

동결건조 과정에서의 유산균 생존율을 개선하기 위해 기능성 고분자 및 다당류로 캡슐화
시키는 방법과 탈지유·전분·콩가루 등과 같은 고분자 물질, 글루코스·락토오스 등과 같은
저분자 물질 등의 동결보호제를 첨가하여 온도와 수분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l

종균 분말은 냉동 보관 조건에서 6~12개월 생존율 및 활성을 유지하여 김치 제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림 20. 김치 발효 종균의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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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수 유산균을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량 생산 공정과 유통 과정 중 생존율이
보장된 제형기술의 개발은 우수한 김치 발효 종균이 산업적으로 활용되어 김치제조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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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A1

김치문화체험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체험관에 전시할 김치의 역사,
지역별 특성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김치문화체험관 관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박채린 연구원(☏ 062-610-1746, cherrypark@wikim.re.kr)

1. 김치의 역사(참고문헌 1)
▶ 김치는 농경문화의 시작과 함께 겨울철을 대비한 채소 저장을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인
데 초기 형태는 중국의 최초 시집인 『시경(詩經)』에 나오는 ‘저(菹)’를 통해 추정 가능합니다.
▶ 삼국시대까지 한·중·일 삼국의 절임채소는 오이, 가지, 순무 등의 채소를 소금, 장류, 쌀죽 등
에 절인 장아찌 형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 문헌인 『고사기(古事記)』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의 절임채소류 역사는 백제인인 수수보리(須許理須)가 절임 기술을 일본에 전파하면
서 시작되었습니다.
▶ 김치는 3국에서 비슷한 형태의 절임채소류에서 시작되었지만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독창적인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초창기의 김치는 소금과 장에 절인 국물 없는 장아찌 형태였
습니다.
▶ 습식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은 향신료 등을 이용해 점차 염도를 줄이고도 오랫동안 보존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였고 동치미와 같은 물김치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 15~16세기경에는 새우젓갈을 넣은 섞박지형 김치가 만들어졌으나 젓갈이 워낙 귀한 식재
료였기 때문에 일부 상류층들만 먹을 수 있는 김치였습니다.
▶ 임진왜란 전후에 유입된 고추는 소금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발효를 효과적으로 돕
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터득하게 되면서 18세기 후반부터 김치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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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기 후반 어업의 발달로 젓갈 유통도 활성화되었고, 고추의 사용으로 젓갈의 비린내도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젓갈이 김치의 재료로 보편화되었습니다.
▶ 김치에 고추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젓갈의 이용도 보편화되면서 식물성 재료와
동물성 재료가 동시에 들어가는 독특한 발효 음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 현재 가장 많이 먹고 있는 통배추김치는 19세기부터 많이 먹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한반도에서 배추 재배가 어려웠기 때문에 통배추김치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속이 꽉 찬 결
구형 배추의 육종 기술이 발달하면서 통배추김치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치가 피클드 베지터블(pickled vegetable)의 일종이 아닌 고유명사 ‘김치(Kimchi)’로 불리
게 됐습니다.

Kimchi FAQ

을 찾기 힘들 만큼 담금법, 사용 재료, 영양학적 기능성에 있어서 독보적음식이 되었으며 김

2018

▶ 이렇게 독자적인 형태의 김치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어떤 나라의 절임채소류와도 동질성

Ⅲ

그림 21. 김치의 진화 발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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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치의 지역별 특성 및 종류(참고문헌 2)
▶ 지역별 특성
l

서울 김치
- 서울은 자체에서 나는 산물보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재료가 수도인 서울로
모인 덕분에 그 재료를 다양하게 활용했으며 김치 맛은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은 적당한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 젓갈은 새우젓, 조기젓, 황석어젓 등 담백한 젓국을 즐겨 쓰는데 멸치젓은 1930년대부터
전라도·경상도 지역 외 지역까지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l

경기도 김치
- 새우젓을 주로 사용하며 간이 짜지도 싱겁지도 않아 먹기 좋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l

강원도 김치
- 동해안을 중심으로 싱싱한 생선이 풍부한 지역 특성이 김치 제조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특색
있는 김치 맛을 냅니다. 생태, 오징어채, 꾸덕꾸덕 말려 잘게 썬 생태 살을 젓국으로 버무려
간을 맞추고 국물은 멸치를 달여 밭쳐서 넣습니다.

l

충청도 김치
- 서해에 접하고 있어 조기젓, 황석어젓, 새우젓 등을 많이 쓰는데 중부지방과 비슷하며 간도
중간 정도이고 소박한 김치를 담급니다.
- 갓, 미나리, 파, 삭힌 풋고추, 청각, 표고, 배, 밤을 사용하여 은근한 맛이 우러나도록 합니다.

l

전라도 김치
- 멸치 국물을 많이 써 색깔은 탁하지만 깊은 맛이 있으며 채소를 다양하게 골고루 사용합니다.
- 맵고 짭짤하고 진한 맛과 감칠맛이 나고 경상도 김치보다 사치스러우며 고춧가루보다 마른
고추를 물에 다시 불려서 갈아 걸쭉하게 만들어 넣습니다.
- 젓국은 새우젓, 조기젓, 멸치젓을 쓰는데, 특히 멸치젓을 주로 넣습니다. 추자멸치젓이 유명
하며 찹쌀풀과 통깨도 많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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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경상도 김치
- 날씨가 따뜻해서 김치가 일찍 시므로 소금에 푹 절이고 멸치젓을 이용합니다. 무를 사용하지
않고 생강은 적게, 소금·고춧가루·마늘을 많이 넣어 자극적입니다.
- 기온이 높아 12월에 김장을 담그고 김칫국물은 흥건하게 부으며 밀가루 풀, 국수 삶은
물, 보리쌀 삶은 물을 사용합니다.

l

제주도 김치
- 기후가 따뜻하여 배추가 밭에서 월동하고 다른 채소들이 많아 김장의 필요성이 덜하여 종류
가 단순합니다.
2018

황해도 김치
- 독특한 맛을 내는 향신 채소를 사용합니다. 배추김치에는 고수가 좋고 호박김치에는 분디를
사용합니다.
- 호박김치는 늙은 호박으로 담가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끓여서 익혀 먹습니다. 김치는
국물을 넉넉히 부어 맑고 시원하게 만들며 동치미를 즐겨 담가서 동치미 국물에 국수나
찬밥을 말아 밤참으로 먹습니다.
- 젓갈은 까나리젓, 새우젓, 조기젓 등을 쓰는데 중부지방과 공통점이 있으며 간이나 국물의
양이 중간입니다.

l

평안도 김치
- 동해안과는 달리 갈치, 새우, 토하 등이 많이 생산됩니다. 함경도보다는 조기젓과 새우젓을
많이 쓰는 편이지만 남도지방보다는 훨씬 적게 씁니다.

l

함경도 김치
- 가장 추운 지방은 온도가 -40℃까지 내려가기도 하므로 11월 초순부터 김장을 담그며,
추운 기후 탓에 젓갈문화가 발달하지 않아 젓갈보다 생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 동태나 가자미, 대구를 썰어 깍두기나 배추김치 포기 사이에 넣고 김칫국물을 넉넉히 부으며,
동치미도 담가 땅에 묻어 놓고 살얼음이 생길 때쯤 혀가 시리도록 시원한 맛을 즐깁니다.
동치미 국물로는 냉면을 말아 먹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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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콩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콩나물을 키운 다음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물김치도
담급니다.

▶ 김치의 종류
l

김치의 종류는 시대 변화에 따라 이름과 사용되는 재료 등에 많은 차이가 있고 주재료뿐만
아니라 부재료에 따라서도 그 이름과 맛이 다릅니다. 김치를 담그는 지역과 담그는 시기에
따라서도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l

배추와 무를 비롯한 모든 채소류, 재배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산채류, 맛의 변화
와 영양을 더해주는 어육류 등도 김치의 재료로 사용되며 재료 배합의 종류와 비율, 저장
성 여부에 변화를 주는 염도, 재료의 준비 과정, 재료 처리 방법의 차이, 계절에 따른
재료의 종류와 배합 방법의 차이 등에 따라 맛과 모양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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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지역별 김치의 종류
지역
서울

김치명
장김치, 숙깍두기, 동치미, 풋고추겉절이, 풋고추김치, 가을배추겉절이, 나박김치, 통배추김치,
통배추백김치, 총각무동치미, 오이소박이, 감동젓무김치, 섞박지, 보쌈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배추김치, 총각김치, 백김치, 미나리김치, 장김치, 파상치절이지, 용인외지, 순무짠지, 순무김치,

경기도

꿩김치, 고구마줄기김치, 숙김치, 개성보쌈김치, 수삼나박김치, 호박김치, 순무섞박지,
무비늘김치, 게걸무김치, 오이소박이, 오이물김치, 즉석김치, 씨도리김치
창란젓깍두기, 채김치, 동치미, 해물김치, 서서리김치, 새치김치, 꽁치김치, 북어배추김치,

강원도

북어무김치, 배추고갱이김치, 봄원추리김치, 돌나물김치, 오징어김치, 무청김치, 해초김치,
콩나물김치, 참나물김치, 산갓김치, 대구깍두기

호박게국지, 깻잎김치, 쪽파젓김치, 총각김치, 순무밴댕이김치, 동치미, 신건지, 나박김치,
비늘김치, 굴깍두기, 고춧잎김치, 배추고갱이김치, 공주깍두기
고추겉절이, 솎음배추겉절이, 전복김치, 속세김치, 콩잎김치, 우엉김치, 부추김치, 산갓김치,
골곰짠지, 돌나물김치, 더덕김치, 곤달비김치, 들깨잎김치, 깻잎김치, 고추잎김치, 부추김치,

경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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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

돌산갓김치, 우엉김치, 양파김치, 동치미, 파래김치, 고구마김치, 고추잎김치, 가지김치,
나주동치미, 해남감김치, 꼬막김치(보성), 꼬막오이소박이(보성), 전복김치(완도),
톳김치(완도), 돼지고기김치(보길도), 파래김치(보길도), 감태지(완도)
갓김치, 동지김치, 무김치, 달래김치, 막김치, 방풍잎김치(갯기름나물김치), 배추김치,

제주도

퍼데기김치, 부추김치(세우리짐치), 열무김치, 전복김치, 나박김치, 해물김치,
꿩마농김치(달래김치), 남삐짐치(무김치), 봄동김치, 꽃대김치, 갓물김치, 톳김치, 청각김치,
즉석김치, 물김치, 실파김치, 솎음배추김치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동치미, 호박김치, 갓김치, 고수김치, 섞박지, 보쌈김치, 풋고추김치, 파김치, 배추김치,
나박김치, 풋김치
가지김치, 영변김장김치, 김치오가리, 분디물김치, 지름섞박지, 백김치, 콩나물김치, 호박김치,
빨간무소박이, 나박김치, 평양 진남포 통김치, 나복동치미
참나물김치, 쑥갓김치, 함경도대구깍두기, 채칼김치, 봄김치, 가자미식해, 콩나물김치,
무말랭이김치, 산갓김치, 배추김치, 쑥갓김치, 무청김치

* 출처 : 이효지. 한국의 음식문화, 김치. 교문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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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전국 지방별 김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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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A2

북한에서 김치 가공공장 운영을 검토 중입니다. 초기 생산할 수 있는
적절한 품목을 추천하여 주세요.

상품화 가능한 북한지역 김치 품목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박채린 연구원(☏ 062-610-1746, cherrypark@wikim.re.kr)

1. 북한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 원료 수급 문제
l

북한은 식량 작물 재배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김치의 원·부재료인 배추, 고추, 마늘, 생강
등의 양념채소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l

품종 개량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황에 영향을 주는 비료의 공급도 충분치 않아 북한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바로 공장에서 김치 제조에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배추는 남한산 배추에 비해 결구율과 당도가 낮음.
* 고추와 마늘은 거의 재배를 하고 있지 않아 김치에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사용하기 힘들기 때
문에 적은 양의 고추로 빨간 색을 내기 위해 김치 담글 때 소량의 기름을 넣는 레시피가 보편
화 됨.

l

식량작물 우선 재배 정책과 고랭지배추 품종 미확보 등으로 여름철에는 배추가 전혀
생산되지 않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l

초기에는 남한에서 원료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계절별 김치 제조에
적합한 원료 채소 품종과 재배 및 시비 기술을 북한 지역에 보급시키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04

Ⅲ. 김치의 역사 및 문화

▶ 북한의 일상 김치 문화
l

전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냉장고 보급률도 낮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김치문화는 남한의
20세기 초중반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l

김치광에 보관해 둔 김장김치(약 250kg 정도/1인 기준)가 다 떨어진 초봄부터는 산과
밭에서 자란 봄나물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배채소류(콜라비, 양배추, 갓, 고수, 시금치,
달래, 콩나물, 가지, 오이, 토마토 등)를 이용해 담근 다양한 김치들이 상당수 보존되어
있습니다.

레시피가 변형되어왔기 때문에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김치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기호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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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화 추천 북한 김치 리스트
▶ 이북식 김장김치
l

남북한 모두 김장김치의 주재료는 배추 혹은 무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l

배추김치 및 무김치를 상품으로 개발하되 과거 이북 향토김치의 특성을 살려 남한 김치와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l

이북식 김치는 김치를 담근 후 2~3일 후에 김치국물(소금물 혹은 육수)을 별도로 만들어
넣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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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이북식 김장김치와 특징
연번

음식명

특징

비고

- 고춧가루의 사용양이 매우 적음(붉은 색이 희미함)
1

통배추김치

- 김칫국물이 넉넉하도록 붓는 것이 특징
(김칫국물은 달인 젓국이나 생선, 고기국물, 혹은 끓여 식힌
소금물, 명태 대가리와 뼈를 모아서 끓인 것 등을 활용함)
- 고춧가루를 미량 사용함

2

평양백김치

- 국물이 맑고 양이 많음
- 김칫속을 적게 넣음
- 깨끗한 맛을 강조

3

개성보쌈김치

남한과 유사한

- 고춧가루 사용량이 매우 적음

재료와 제조법의

- 담그고 난 뒤 국물을 부어 익힘

김치를 북한

- 프리미엄 김치상품으로 활용 가능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상품

4

함경도 깍두기

- 대구를 깍두기 모양으로 썬 뒤 소금에 절여 함께 버무림

개발

- 산간 지역에서 갓이 배추나 무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김장김치로 활용, 갓김치 국물에 국수를
말아먹기도 함
5

붉은 갓김치

- 겨울~이듬해 여름까지 두고 먹어도 물러지지 않고 맛이 쉽게
변하지 않음
- 갓을 그늘에서 시들시들하게 말린 뒤 김치를 담금
- 오미자 줄기를 넣어 담그기도 함

▶ 계절김치 및 독특한 북한 김치
l

상품김치로 개발하기 위해 오이, 가지 및 나물류 등 쉽게 물러지거나 변형되는 채소는
배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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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북한의 계절김치 및 독특한 김치
연번

음식명
구경양배추김치

1

(콜라비김치)
-봄여름-

특징

비고

- 콜라비로 만든 김치이며 깍두기 형태, 채김치 형태, 물김치
형태 등 담그는 방법이 다양함

과거 동구권 국가의
영향을 받아 많이

2

- 양배추를 절인 뒤 양념에 버무려 만드는 김치

유입된 외래 채소를

가두배추김치

- 주로 여름에 담가 먹는 김치

활용하여 만든

(양배추김치)

- 통배추형태로 소를 넣기도 하고, 먹기 좋게 썰어 여름 채소인 독특한 북한 김치

-봄여름-

오이, 토마토 등과 함께 담그기도 하며, 잎을 펼쳐 소를 넣고
돌돌 마는 등 담그는 방법이 다양하게 발달함
2018

고수김치
-겨울/초봄-

고추 대신 고수를

- 봄에 심어 한 해 동안 계속 뜯어 먹는 채소로 주로 봄이나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가을에 많이 만들어 먹는 황해도지역의 음식

전통 북한 김치의

- 고수만 가지고 담그거나 열무 등 다른 채소와 함께 담기도 함 특징임

4

5

영채김치
-가을-

연안식해
-가을-

- 누르스름한 색을 띄며 맵고 상쾌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

함경도 산간지역

- 가을에 주로 담가먹음

에서 많이 자람

- 대합을 소금물에 절여 살짝 말리고 밥에 엿기름가루를 섞어 가자미․ 동태식해와
대추, 잣, 참기름, 소금을 넣고 버무려 만든 음식
- 주로 황해도 지역에서 늦은 가을에 담금

같이 황해도지역의
명물 식해임

▶ 상품화 추천 남한 김치 리스트(안)
l

남한의 경우 김치시장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먹는 김치종류들은 이미 제품화되어 시판되고
있습니다.

l

시중 제품과 차별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김치연구소에서 2013년부터 조사
한 지역 김치 중 제조법이나 재료의 활용 면에서 개성 있는 김치 종류 중 일부를 선별하였
습니다.

107

Kimchi FAQ

3

- 고수를 양념하여 만드는 김치로 물김치 형태

Ⅲ

FAQ

Kimchi

Frequently Asked Questions

표 12. 상품화 추천 남한 김치
연번

음식명

특징

비고

- 배추김치에 국물을 부어 동치미와 유사한 형태로 만드는 나주
1

반동치미

남파고택의 내림김치
- 해산물을 비롯하여 재료가 다양하게 활용됨

나주 밀양 박씨
박경중 종가

- 프리미엄 김치상품으로 개발 가능
- 배추김치에 생오징어를 넣고 만든 김치로 무를 많이 넣고
2

오징어지

담그는 김치
- 강원도 지역의 특색있는 김장김치

3

서거리지

4

홍갓무김치

무말랭이김치
5

(오그락지, 곤지,
곤짠지, 골곰짠지)

6

파김치

- 명태 아가미를 넣어 만든 깍두기

- 일반적인 섞박지에 갓을 넣어 만든 무김치

-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먹는 김치
- 말린 오징어를 채 썰어 넣을 경우 감칠맛이 더해지고, 다양한
식감을 줄 수 있음

강릉 창녕 조씨
조옥현 종가

강릉 창녕 조씨
조옥현 종가
장성 울산 김씨
김인후 종가

밀양 밀성 손씨
손성증 종가

- 파김치를 담글 때 살짝 말린 무와 마른 해산물(오징어, 북어포 논산 파평 윤씨
등)을 넣고 담근 김치로 보편적인 파김치와 차별성이 있음

윤증 종가

* 자세한 레시피와 관련 스토리텔링 정보는 네이버에서 제공되고 있음
(네이버 지식백과 > 생활/취미/스포츠 > 음식/요리 > 한국음식 > 한국 종가의 내림 발효음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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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A3

김치제조업체를 운영중입니다. 김치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운영
하고 싶은데, 운영 주체별 프로그램 내용과 어린이 대상 김치 소개 자료
를 알려주세요.

김치 체험산업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고영주 연구원(☏ 062-610-1758, yj0125@wikim.re.kr)

2018

1. 국내 김치체험산업 현황

김치생산업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음식 관련 박물관, 김치판매장, 김치마을, 요리
학원, 식당, 숙박시설 등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문 김치체험관과 병행 김치체험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관광객에게 김치체험을 제공하는 전문 김치체험관은 15개소가 있으며, 외래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서울 북촌한옥마을, 명동, 경기도권, 전주 한옥마을, 제주도 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모객하여 단체로 체험하는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 등), 동남아권, 일본관광
객과 개별적으로 체험하는 서양권(북미, 유럽 등) 관광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병행 김치체험관인 김치생산업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음식 관련 박물관, 김치 판
매장, 김치체험마을, 요리학원 등은 여행사를 통한 체험객 모객과 인근 지역 유치원, 학교(초
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단체 체험학습 형태로 김치체험을 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
우 직업체험의 일환으로도 김치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2. 김치체험 운영 주체별 프로그램 내용
▶ 일반적인 김치체험 형태는 시연자의 김치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 이은 김치 시연(20분)과 미
리 준비한 절임배추에 김칫속 바르기(20분)로 진행되며 총 1시간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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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전문 김치체험관의 경우 소수(10명 내외) 인원에게 비교적 비싼
체험비(1인당, 6만 원~9만 원)를 받고 김치체험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00문화체험관은 한복체험, 다도체험, 김치체험, 식사를 제공하여 1인당 9만 원짜리
받는 패키지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치생산공장 등의 병행 김치체험관의 경우 김치제조 공정을 볼 수 있는 공장견학을 시작으
로 김치체험, 시식,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공공기관, 회사 단위에서 사회
공헌 개념의 김치나누기 행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의 김치 만들기 행사를 김치생산공장에
위탁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 기타 음식박물관 등 병행 김치체험관의 경우 예약을 받아 김치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치
외 떡볶이․인절미 등 떡, 불고기, 비빔밥 등을 만드는 한식체험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김치체험 가격은 시간, 김치의 종류, 김치의 양, 체험객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나
5천 원에서 9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일부 김치체험관에서는 인근 김치업체의 김치 판
매를 병행하여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 각 김치체험관은 참가대상, 위치, 수요에 따라 특성을 갖추어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객 숫자와 계절에 따라 실내외에서 김치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00게스트하우스 김치체험 사진

▲ 00문화체험관 김치체험 사진

그림 23. 김치 문화체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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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김치체험관(장)의 체험 과정
강의(10분)

김치시연(10분)

김치체험(30분)

시식, 포장(10분)

체험진행자의 김치
관련 강의 진행 및
시청각 자료 시청

김치 만들기 시연

김치 만들기
체험 진행

김치시식을 통해
맛보기, 포장하기

▶
- 김치의 역사
- 김치의 영양 및 효능
- 우리나라 김치의 종류
- 세계 속 김치의 위상
- 김치 원․부재료 소개 등

▶
김치를 맛있게 만들고
잘 보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줌

▶
일반적으로 김치 체험시
절임배추만 제공하고 양념
배합과 버무리기는
체험참가자가 직접
진행하게 함

외국인의 경우 김치와
곁들일 수 있는 수육,
두부 등을 미리 준비

2018

* 일반적인 김치체험관의 김치체험 과정이며 체험대상, 장소 등에 따라 체험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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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김치체험 프로그램 진행
l

기존 공장견학 및 김치체험 형태에서 더 나아가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참여하는
체험객을 대상으로 김치 관련 문화콘텐츠(요리인류-위대한 진화, 김치 등)를 상영하고
이에 따른 김치체험 참가자의 흥미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l

각 대상별(어린이, 외국인, 주부 등)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체험 만족도 향상를
높일 수 있으며 체험프로그램 다양화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큐_위대한진화, 김치

영상_김치의 재료

영화_식객 김치전쟁

그림 24. 김치 관련 문화콘텐츠(영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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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관련 요리체험을 활용한 김치체험 프로그램 진행
l

김치제조업체 당사의 김치를 이용한 요리체험
- 김치만두, 김치김밥, 김치주먹밥, 김치햄버거 등

l

외국인들은 매운 생김치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익힌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체험을 병행할 경우, 김치 맛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로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림 25. 김치 관련 체험요리 예시

▶ 기타 내용 제안
l

우수한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김치생산 공정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체험동선
을 기획․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이 필요합니다.

l

업체 소재 지역을 방문하는 체험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김치체험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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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업체 소재 지역의 김치 관련 농촌관광자원(배추밭, 재래시장 등)과 연계한 김치체험 프로
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익모델을
다각도로 창출해야 합니다.

l

체험 수요자들의 니즈와 김치문화콘텐츠, 김치

l

관련 요리체험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제조업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합니다.

2018

4. 어린이 대상 김치소개 자료

프리젠테이션 자료

강사 시나리오

*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김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건강기능적 효능에 대해 함께 공부하게 될 *** 선생님입
니다.
* 여러분 중에 혹시 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 외국인에게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
김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발표해 보도록 합시다.
※ 대답 및 피드백(2명 정도)
※ 김치의 특징 찾아보기, 김치의 우수성 찾아보기

∙ 학생들의 대답에 맞춰 김치에 정리해준 다음 학습 포인트
를 다같이 낭독
여러분들이 발표한 것처럼 김치는 매운 맛이 나면서도 건강
에 좋은 식품이고, 우리나라 전통 식품입니다. 그럼 이 시간
에 알아볼 학습 포인트를 다함께 읽어보고 김치에 대해 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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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젠테이션 자료

강사 시나리오

∙ 질문 : 우리나라의 김치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 대답 및 피드백(2명 정도)
※ 우리나라 김치의 역사는 약 3천년 정도로 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중국
의 최초 시집인 ‘시경(詩經)’에 나오는 ‘저(菹)’를 김치의
최초 기록으로 본다. 김치는 겨울철 채소를 저장해두고
먹었던 것에서 유래하고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대
부분의 국가에는 이런 절임 채소 식문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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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사는 백제인인 수수보리(須許理須)가 이 절임기술을 일본
에 전파하면서 시작된다. 이와 같이 김치가 절임채소류를
모태로 3국에서 비슷한 형태로 출발했지만 고려시대에 접
어들면서 점차 독창적인 형태로 발전해 갔다. 초기 김치는
소금과 장에 절여 국물 없는 장아찌 형태였다. 국물음식을
좋아하는 우리민족은 향신료 등을 이용해 점차 염도를 줄이
고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였고 동치미와
같은 물김치 문화가 형성되게 되었다. 임진왜란을 전후에
유입된 고추는 소금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발효를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 김치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면서
김치는 오늘날의 형태와 비슷해 졌다. 현재는 그 어떤 나라
의 절임채소류와도 동질성을 찾기 힘들 만큼 담금법, 사용
재료, 영양학적 기능성에 있어서 독보적이라는 점이 김치가
pickled vegetable의 일종이 아닌 고유명사 Kimchi로 독
립하게 된 이유이다. 17세기 이후부터 김치에 고추가 본격
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더불어 젓갈의 이용도 보편화되
면서 식물성 재료와 동물성 재료가 동시에 들어가는 독특한
발효음식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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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젠테이션 자료

강사 시나리오

현대에 와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뿐 아니라 세계인들도 한국
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김치를 꼽고 또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 세계속의 김치
- 2001년 한국 김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로
부터 ‘Kimchi’라는 이름으로 국제 규격식품 공인을 받
았다.

에서 김치 먹기가 확산되었다. 그 후 2005년 3월 영국
BBC와, 미국 ABC에 대대적으로 소개되면서 김치는 건
강식품으로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
- 2006년 미국 건강전문지 <헬스Health>는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김치(한국), 올리브기름(스페인), 낫또(일
본), 요구르트(그리스), 렌틸콩(인도)을 선정하여 김치
는 건강식품으로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 2013년에는 제8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
한 정부간 위원회에서 ‘김장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키로 결정하면서 김치와 김장문화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문화로서 세계 무대에 다시 한 번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2013년에는 이웃과 함께 김장을 담그고 나눠먹는 김
장의 나눔 문화와 공동체 문화, 천연 재료를 지혜롭게 이용
하는 자연 친화적인 식문화, 계층과 지역을 막론하고 한국
인들이 즐겨먹고 수천 년을 이어온 독특한 식문화의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에 등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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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중국 광동지역에서 사스(SARS)가 발병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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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우리나라의 김치의 종류는 몇 개일까요?
∙ 대답 및 피드백(2명 정도)
※ 김치는 원료와 담그는 방법에 따라 그 종류가 200가지
이상이다. 또한 외래 식재료들이 유입되고 식습관이 변
해 가면서 새로운 김치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 양배추 김
치, 파프리카 김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김치는 주
로 반찬으로 먹기도 하지만 김치볶음밥, 김치스시, 김치
타코, 김치피자 등 김치 응용 요리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이렇게 김치는 외국의 다른 음식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다재다능한 음식이다.

2006년 미국 건강전문지<헬스Health>는 한국의 김치를
그리스의 요구르트, 인도의 렌틸콩, 일본의 나토, 스페인의
올리브오일과 함께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처럼 김치는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 질문: 건강식품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김치가 우
리 몸에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 대답 및 피드백(5명 정도)
※ 김치의 건강 기능성
- 김치는 신선한 채소와 갖은 양념을 함께 발효시키기 때
문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과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있다. 김치는 과거 겨울 동안 비타
민과 같은 영양소를 공급받기위해 채소를 오랫동안 저
장하려 했던 데서 유래되었다.
- 잘 익은 김칫속의 다양한 유산균이 면역력을 높여준다.
감기를 예방하고, 알레르기 및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하
고 완화시켜준다.
-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등 여러 가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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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젠테이션 자료

강사 시나리오

인병이 한 사람에게 도시에 나타나는 것을 대사증후군
이라 하는데 김치가 이를 막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김치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 양을 감소시키고 피가 굳어
버리는 혈전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김치를 많이 먹으
면 피 속의 나쁜 지질은 감소되고 좋은 지질은 증가된다.
또한 고혈압을 억제하고 당뇨병과 비만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
- 김치는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 피부 미용
에 도움을 준다.

Kimchi FAQ

균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18

-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 무, 파, 갓 등 채소는 대장암을, 마
늘은 위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김칫속의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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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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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과 배추의 적정 비율, 절임배추와 양념의 적정 비율 등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한응수 연구원(☏ 062-610-1732, hanakimchi@wikim.re.kr)

1. 배추의 절임 기술
▶ 배추 절임 기술의 발전(참고문헌 1)
l

가정용 소규모 생산에서는 이절 배추에 소금을 뿌리고 눌러 절였으나 공장용 대규모
생산에서는 배추를 염수에 담그고 누르는 염수 절임 방법으로 발전되었습니다.

l

염수 절임 방법은 배추 개체 간의 염도 차이를 줄일 수 있고 염수 농도와 절임 온도에
따라 절임 시간을 조절하여 일정한 염도의 절임배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l

절임 시 염수를 주기적으로 순환시키면 포기 내에서 줄기와 잎사귀 간의 염도 차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림 26. 절임조에서 배추 절이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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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이동식 절임장치

▶ 배추와 소금의 비율(참고문헌 2)
2018

l

염수 농도는 10~14%로 염수 온도에 따라 조절합니다. 절임 시간을 16시간으로 하면
염수 농도를 봄·가을 12%, 여름 10%, 겨울 14%(한국 기준)로 조절합니다.

Kimchi FAQ

l

배추의 절임 속도는 염수 농도, 절임 온도, 염수 순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0%(w/v)

Ⅳ

염수(30℃)에 이절 배추를 담그고 염수를 1시간마다 순환시키면 3~4시간에 염도 2%의
절임배추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l

염수는 배추가 잠길 정도의 양이 적당하며 배추를 절임통에 넣고 떠오르지 않도록 덮개로
고정한 다음 염수를 주입하고 주기적으로 순환시킵니다.

▶ 소금의 종류와 양
l

소금은 천일염과 정제염을 주로 쓰며 종류에 따른 맛의 차이는 연구마다 결과가 상이합니다.

l

정제염은 순도가 100%이나 천일염은 80~90%이므로 같은 농도의 염수를 제조하려면
천일염은 정제염보다 10~20%를 더 넣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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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념의 배합과 김치의 발효
▶ 절임배추와 양념의 비율
l

절임배추와 양념의 비율은 80:20이 보통이고 바로 먹는 김치는 75:25로, 오래 두고
먹을 김치는 양념을 줄여서 담급니다.

l

절임배추의 염도는1.5~2.0%이고 양념은 2.1~2.2%로 약간 더 높게 합니다.

l

김치는 발효시킨 다음 저온 보관하는 것이 맛있고 이상발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l

김치는 25℃에서 1일, 15℃에서 2~3일 발효시켜 산도가 0.4%에 도달할 때 저온(0~4℃)
에 보관하는 것이 맛과 품질이 우수합니다.

▶ 김치의 맛을 일정하게 하는 요소
l

맛을 좌우하는 요소는 절임배추 염도, 양념의 양, 발효 온도, 보관 온도, 포장 상태 등입니다.

l

배추의 품질은 계절에 따라 다르므로 최적 염도로 절이는 방법도 계절에 따라 다르나
절임 염수의 농도와 절임 온도를 일정하게 하여 일정 시간 절이면 매번 비슷한 염도의
절임배추를 얻을 수 있습니다.

l

이때도 배추의 결구 상태와 크기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3. 참고문헌
1) 한응수, 석문식. 김치공장의 배추절임공정 개선. 제1회 김치과학과 산업화 심포지움. 식품산
업과 영양. 1:50-60(1996)
2) 이명기, 양혜정, 우하나, 이영경, 문성원. 절임방법에 따른 배추 조직 및 염도 변화. 한국식품
영양과학회지. 40:1184-1188(2011)
3) 박상언, 최은지, 정영배, 한응수, 박해웅, 천호현. 절임공정 중 절단배추의 품질 향상을 위한
maltodextrin과 grape seed extract 첨가조건 최적화.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23:
913-92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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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A2

저염 김치 생산을 준비하는 김치 제조업체입니다. 저염 김치 생산 및
김치류의 발효 억제와 관련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저염 김치 생산 및 김치류의 발효 억제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서혜영 연구원(☏ 062-610-1731, hyseo@wikim.re.kr)

1. 저염 김치 생산 관련 자료
▶ 저염(저나트륨) 김치의 문제점
l

l

김치 제조 시 소금을 많이 사용할수록 숙성 기간이 늦어지고 산패나 연부(물러짐) 현상*은
억제되며, 반대로 소금을 적게 사용하면 쉽게 부패하고 연부(물러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 연부 현상: 김치의 조직이 연하게 되는 형상으로 채소 조직에 있는 펙틴 물질이 폴리칼락튜
로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될 때 일어남.

l

김치의 소금 농도가 낮아질수록 관능적 기호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오염되어
있는 해로운 미생물의 생육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해 위생이 불량해지고 이상발효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l

김치 제조 시 소금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염 김치’보다는 ‘저나트륨 김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저나트륨 김치 제조 기술 현황
l

대체염을 이용한 배추 절임: 배추 절임 시 염화나트륨 대신 염화칼륨 및 염화칼슘, 인산염
등을 이용하여 나트륨 함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쓴맛 등의 부작용으로 크게 상업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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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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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의 숙성은 소금 농도, 숙성 온도, 그리고 부재료로 첨가하는 조미료에 따라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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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유기산 첨가를 통한 이상발효 제어: 저나트륨 김치는 소금 함량이 낮아 이상발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기산을 첨가하여 초기 pH를 낮추어 이상발효를 제어합니다(참고문헌 2).

l

종균 첨가를 통한 이상발효 제어: 김치의 관능을 좋게 하는 종균(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Lactobacillus plantarum),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Leuconostoc mesente-

roides), 페디오코커스 펜토사세우스(Pediococcus pentosaceus), 웨이셀라 시바리아
(Weisella cibaria) 등을 첨가하여 이상발효를 제어하고 관능적 기호도를 향상시킵니다
(참고문헌 2).
l

기타 첨가물 첨가: 젖산, 솔비톨, 에탄올 등을 첨가합니다.
표 15. 저염(저나트륨) 김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구분

원인

이화학적

절임 불량

미생물학적

문제점
∙ ․김치 국물 증가
∙ ․물러짐 현상

∙ 낮은 소금 농도에서 장시간 절임 실시
∙ 칼슘 등 무기질 첨가
∙ 높은 염도에서 절임 후 탈염 실시

∙ ․위생 불량 (위해세균 번식)
∙ ․이상발효

∙ 원․부재료 저온 살균 및 완제품 냉장 저장
∙ 종균 첨가로 우점균 변화 유도

∙ ․기호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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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염(저나트륨)
환경
관능적

해결방안

▶ 저나트륨 김치 관련 업계 동향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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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입니다(참고문헌 3, 4, 5, 6).

l

2000년대 이후 나트륨 과잉 섭취가 고혈압, 뇌졸중, 골다공증, 뇌혈관질환 등과 같은
각종 나트륨 기인성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면서 김치의 저나트륨화
개발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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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0년대 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나트륨 저감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김치 업계에서 염도
2% 이하의 저나트륨 김치를 개발하고 출시하여 대기업 제조 김치를 위주로 김치 저나트
륨화가 진행 중입니다(참고문헌 7).
표 16. 저염(저나트륨) 김치 제품 나트륨 함량
제조사

A사

B사

C사

제품명

OOO 김치

△△△ 김치

□□□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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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g(염도 1.75~2.00%) 수준
* B사 제품은 저염용으로 개발된 제품이 아님
* 염도는 NaCl 비율(4:6)로 환산한 수치임

2018

표 17. 저염(저나트륨) 김치 제품 현황
원산지

1

경북 울진

2

충북 진천

3

강원 홍천

4

충북 보은

5

전남 광양

6

전남 해남

7

전남 해남

가격

특징
∙ 평균 염도 0.7%의 초저염 김치

45,000원/3kg

∙ 해수 절임

15,000원/1kg

∙ 야생초 분말, 매실, 민들레 엑기스

22,900원/4kg

∙ 염도 1.7%

5,725원/1kg
39,000원/5kg

∙ 염도 1.7%

7,800원/1kg

∙ 유기농배추 사용

32,900원/5kg

∙ 염도 1.5% 이하 포기김치

6,580원/1kg

∙ 국내산 정제염 절임

39,000원/4kg

∙ 염도 0.5% 이하 저염 절임배추

9,750원/1kg

∙ 멸치액젓 사용 안함

29,000원/5kg

∙ 저염화 절임 공법

5,800원/1kg

∙ 새우젓 사용

29,000원/5kg

∙ 저염화 절임 공법

5,800원/1kg

∙ 멸치액젓 사용

125

Kimchi FAQ

구분

Ⅳ

FAQ

Kimchi

Frequently Asked Questions

2. 김치류의 발효 억제 관련 자료
▶ 김치 발효 숙성은 미생물 활동과 효소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장 기간의 연장을 위
해서는 특별히 미생물의 생육 조건을 관리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
한 원료 저장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 보관 중의 온도 관리 및 발효 억제제 등을 사용하여 조절
할 수 있습니다(참고문헌 8).

▶ 김치 제조 공정의 온도 관리(참고문헌 8)
l

김치 제조 공정 중 배추 절임과 김칫속 넣기 단계에서 미생물 작용에 의한 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배추 절임 공정의 온도 관리와 준비된 양념의 품온을 낮게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 김치 제품의 저장 온도 관리(참고문헌 8)
l

일반적으로 저장 온도가 높으면 미생물의 과다 증식으로 발효가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어
산패나 연부(물러짐) 현상이 빨라지게 됩니다. 저장 시의 적온은 0∼5℃로 너무 낮으면
김치가 얼게 되어 김치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장 온도의 변화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장성 향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l

냉장 저장을 통하여 김치 숙성을 지연시키는 방법과 냉동 저장으로 숙성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으나 냉동 저장의 경우 해동 시 자연스럽게 유출되는 수분과 조직감 손실 등의
문제로 원양어선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주로 냉장 저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l

0℃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면 김치 내 미생물의 활동이 현저히 억제 되어져 발효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어 김치의 저장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김치냉장고 등 김치 저장 시스템
에서 1℃가 선호됩니다.
- 김치 제조 후 1℃에 저장할 경우 120일 이상 상품성이 지속될 수 있으며 -1℃보다 낮은
온도에서 저장할 경우 미생물의 활동성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는 있으나 김치의 동결 현상이
나타나 관능미가 떨어진다고 보고됨
- 해외 수출 시에는 1∼0℃로 예냉 처리가 필요하며 0℃ 이하로 내려가면 김치 내 미생물의
활동이 현저히 적어져 발효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어 저장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출업
체 대부분이 1℃를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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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 억제제 사용(참고문헌 8)
l

식품의 저장 기한 연장을 위한 화학적 처리법에는 소르빈산(sorbic acid), 벤조산(안식향
산, benzoic acid) 등의 보존료 첨가 방법이 있지만 김치의 경우 식품공전에 따라 보존료
등의 사용이 일체 금지되고 있습니다.

l

김치에 사용되고 있는 발효 억제제는 유통 기한 연장을 위한 식물성 원료나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물질들입니다. 항균성을 가지거나 pH 완충 기능을 가진 소재인 감나무 잎, 대나무
잎, 자몽 추출물, 매실 농축액, 여러 가지 한약재 약용식물, 솔잎, 키토산, 올리고당, 녹차
잎 또는 그 성분(카테킨류(catechins)), 게 껍질 분말과 일부 김치 유산균이 생산하는
항균제인 박테리오신(bacteriocin) 등이 사용 가능합니다.

l

천연 첨가물이나 천연 원료, 향신료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발효
억제제의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첨가할 경우 김치의 기본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2018

때문에 본격적인 실용화 단계는 아닙니다.

발효 억제제 종류
매실 농축액 0.3%
Ethanol 0.6%
GDL(글루코델타락톤) 0.3%
오미자 추출물 0.5%
자몽 종자 추출물 0.5%

효과
∙ pH 저하 지연, 미생물 생육 억제 효과
∙ 10일(산도 0.6%) → 14일(산도 0.6%)
∙ 대장균군, 유산균 생육 억제 효과, pH 저하 다소 지연
∙ 적숙기 : 10일 → 20일
∙ 15일(산도 0.6%) → 30일 유지(산도 0.5%)
∙ 6일 저장 후부터 산도가 대조군보다 낮은 경향을 보임
∙ 적숙기 : 5일(pH 4.2) → 30일(pH 4.2)
∙ 숙성 적기가 15일 이상 늦어지는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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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A3

절임 공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배추
절임 시 적정 염도 및 시간, 묵은지의 적정 산도, 포기김치 양념의 적정
염도에 관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절임공정 적정 염도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이미애 연구원(☏ 062-610-1733, leemae@wikim.re.kr)

1. 배추 절임 시 적당한 염도 및 시간
▶ 계절별 배추의 품질 특성
l

l

배추는 계절별로 생육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형별로 무게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생육 기간이 짧은 봄배추와 고랭지배추는 엽수도 적고 중량도 적은 반면, 가을과 겨울에
재배된 배추는 엽수가 많고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l

수분 함량은 고랭지배추 > 봄배추 > 가을배추 > 월동배추 순으로 분석됩니다. 대체로
외엽의 수분 함량이 내엽에 비해 높고 잎 부분보다 줄기 부분의 수분 함량이 높습니다.

l

계절별 배추의 물리적 특성은 무게, 엽수, 수분 햠량 모두 봄배추와 고랭지배추가, 가을배
추와 월동배추가 서로 비슷합니다.

l

계절별 배추의 당도는 봄․여름보다는 가을․겨울에 생산되는 가을배추와 월동배추가, 외엽
보다는 내엽이 각각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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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계절별 배추의 무게 및 엽수 비교

그림 29. 계절별 배추의 수분함량 비교

▶ 절임 방법에 따른 이화학적 품질 변화
l

고랭지배추와 가을배추를 동일한 조건에서 절임을 하면 중량 변화 및 염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절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절임수 농도를 가을배추 절임
시 고랭지배추보다 2% 정도 높게 유지하고 절임 시간도 길게 해야 합니다.

l

고랭지배추는 크기가 작고 엽 두께가 얇으며 엽수도 적어 엽 간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엽의 밀도가 높은 가을배추에 비해 염수 침투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고랭지배추가 가을배
추에 비해 수분 함량이 높고 조직 내 용출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빨리 절여집니다.

l

따라서 계절별 배추의 특징에 따라서 염수 농도를 조절해야 하는데 봄배추와 고랭지배추
는 염수 농도 10~12%에서 14~18시간 정도로 절입니다. 반면 가을배추나 월동배추는
염수 농도 12~14%에서 14~18시간 정도로 절입니다.

l

배추 절임 공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염수 온도인데 겨울철에는 물의 온도가 10℃ 이하일
때가 많아서 배추를 절이는 데 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절임이 잘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가온 장치가 없다면 실내온도를 1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절임배추 염도
l

김치 제조 시 절임배추 비중은 김치 총중량 중 보통 70~80%이며 김치 염도는 절임배추
염도에 따라 좌우됩니다.

130

Ⅳ. 김치 산업 기술

l

시판 절임배추 염도(참고문헌 1)
- 시판 절임배추의 염도는 0.5~2.0%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임배추의 규격을 3~5%로
제시하는 것에 비하면 저염으로 나타났습니다.

2. 묵은지의 pH 및 산도
▶ 묵은지의 품질 특성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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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l

시중에 유통 및 전문 조리 업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묵은지의 pH는 3.30~4.58의 범위이
고 산도의 범위는 0.74~1.82%입니다. 시료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평균 pH는

묵은지 저장 중 pH와 산도의 변화는 표 19와 같고 양념의 비율이 5%와 15%로 제조된
묵은지의 저장 중 pH의 변화는 저장 초기에는 5.60~5.93으로 양념의 비율이 높은 묵은
지의 pH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저장 6개월이 지나면 4.42~4.51이었고 저장 후 2년이
지나면 pH가 3.5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l

묵은지의 산도는 저장 초기에는 0.38~0.43%, 1년 숙성 후는 1.73~1.91%, 2년 숙성
후는 1.51~1.91%의 범위로 나타납니다.

l

묵은지의 적정한 산도와 pH는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통식품
표준 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김치류의 품질 기준은 표 20과 같으며, 이 중 묵은지에 대한
기준은 산도 1.0% 이상, pH 3.4 이상이며 김치 제조 시 이를 참고하여 제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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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묵은지 저장 중 pH와 산도의 변화
pH

산도(%, w/v)

발효 기간 (일)
양념 5% 묵은지

양념 15% 묵은지

양념 5% 묵은지

양념 15% 묵은지

0

5.93

5.60

0.38

0.43

90

4.43

4.57

0.81

0.81

180

4.42

4.51

1.08

1.28

243

4.40

4.38

1.10

1.31

369

4.02

3.92

1.73

1.91

460

3.87

3.74

1.78

1.94

543

3.63

3.70

1.60

1.89

634

3.61

3.70

1.35

1.85

697

3.50

3.53

1.51

1.91

표 20. 전통식품 표준 규격상 김치류의 품질 기준
항 목
성상

산도
(%, w/v)

pH

기 준
고유의 색택, 향미, 조직감 및 외관을 가지며 이미, 이취 및 이물이 없어야 하고 기준에 따라
채점한 결과 모두 3점 이상이어야 한다.
1.0 이하(젖산으로서)
(단, 백김치는 0.8 이하, 갓김치 및 고들빼기김치는 1.2 이하, 묵은지는 1.0 이상)
(단, 숙성하지 않은 제품은 제외함)
3.8 이상(단, 묵은지는 3.4 이상)

3. 포기김치 양념의 적당한 염도
▶ 김치 양념의 염도
l

포기김치 양념의 일반적인 염도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2~4% 정도 범위를
나타내며 김치의 최종 염도에 따라 생산되는 양념의 염도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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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제조 시 염도 결정 요인
l

김치 제조 시 절임배추 제조 단계 외에는 대체적으로 소금을 넣지 않으나 김치 양념에
들어가는 젓갈의 염도가 10~25%로 범위가 넓으므로 김치의 최종 염도 설정을 위해서는
절임배추 염도와 젓갈 함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 김치 제조 시 사용되는 젓갈의 양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김치 전체 함량의 3∼5%를
차지함. 일반적으로 서울·경기식은 새우젓· 멸치액젓이 사용되고, 전라식은 멸치액젓·까나리
액젓 등이 사용되며 서울·경기식에 비해 전라식이 젓갈 함량이 높음

4. 참고문헌
1) 김진희, 박건영, 최혜선, 양지영. 시중 절임배추의 품질 평가.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3:659663(20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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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완수, 구경형, 김영진, 박기재, 이명기, 선우지영. 고품질 묵은 김치의 산업적 생산기술
개발. 농림수산식품부 연구결과보고서(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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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A4

절임배추와 완제품 김치의 염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절임배추와 완제품 김치의 염도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이미애 연구원(☏ 062-610-1733, leemae@wikim.re.kr)

1. 절임배추와 완제품 김치의 염도 데이터
▶ 시판 절임배추의 염도
l

김치 제조 시 절임배추 비중은 보통 70~80%를 차지하며 김치의 염도는 절임배추 염도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l

절임배추 규격과 관련하여 2011년 한국식품연구원이 KS 표준안을 예고 고시하였으나
아직 제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절임배추 KS 표준안(한국식품연구원): 산도 0.5%, 염도 6.0% 이하, 대장균 음성 반응

l

시판 절임배추 염도
- 시판 절임배추의 염도는 0.58%~2.0% 수준입니다(표 21)(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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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시판 절임배추의 염도
번호

염도(%)1)
2)

비고

번호

염도

비고

1

1.38±0.031

강원도 정선

11

0.59±0.01

전남 해남

2

0.40±0.02

충남 태안

12

0.96±0.00

충북 괴산

3

0.86±0.02

강원도 영월

13

1.09±0.02

충북 괴산

4

0.79±0.01

강원도 영월

14

1.17±0.00

전남 해남

5

0.93±0.01

경기도 여주

15

1.95±0.02

충북 괴산

6

0.58±0.02

강원도 태백

16

1.00±0.03

충북 괴산

7

0.69±0.01

충북 괴산

17

1.61±0.01

강원도 영월

8

1.10±0.01

전남 함평

18

2.00±0.04

경북 영주

9

1.37±0.02

전남 해남

19

0.82±0.02

전남 해남

10

1.65±0.02

전북 고창

20

0.82±0.01

전남 해남

1) 중량/중량, 2) 평균±표준편차(n=3)

2018

l

대상 품목: 절임배추(11종; 품종별 배추 7종, 소금 종류별 4종)

l

실험 기간 : 2014. 6. ~ 2014. 11.

l

절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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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별 배추: 정선하여 이절된 배추를 정제염(NaCl 99% 이상, 한주소금, 한국)을 사용하여
만든 10% 염수에 16시간 동안 절인 후 3회 세척하고 1시간 탈수하여 제조합니다.
- 소금 종류별: 소금은 정제염 2종(한주소금; 국내산, 현대물산 정제소금; 중국산)과 천일염
2종(1년 천일염, 3년 천일염; 신안)을 사용하여 소금 종류별로 10% 염수를 제조한 후
상기와 동일하게 절임배추를 제조하였습니다.
l

실험 방법: AOAC법* (AOAC 971.27)
* AOAC법: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AOAC)에서 제공하며 식품 이외 의
약품, 농약, 수질 등과 관련된 2,400여 종의 다양한 분석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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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실험 결과
- 품종별로 제조된 절임배추의 염도는 1.44~2.27%로 다양하게 확인되었으며 가을철(11월)
에 수집한 배추로 제조한 절임배추의 염도가 봄철(6월)에 수집한 배추로 제조한 절임배추보
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춘광1 및 춘광2의 경우 재배 지역이 다르나 동일한 절임 조건으로
절임한 결과 염도 약 1.7%로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 소금 종류별로 절인 절임배추의 염도는 1.70~2.05%였습니다. 중국산 정제염으로 절인
배추에서 가장 높게 확인되었으며 국산 정제염과 3년 천일염으로 절인 배추에서 유사한
염도를 보였습니다. 1년 천일염으로 절인 배추의 염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표 22. 품종별 절임배추의 염도

번호

염도(%)1)
2)

품종

산지

계절

입고

1

1.74±0.12

춘광1

경기도 연천

봄

2014.06.

2

1.70±0.08

춘광2

강원도 영월

봄

2014.06.

3

2.27±0.10

대통

강원도 영월

봄

2014.06.

4

1.61±0.06

추월

전북 부안

가을

2014.11.

5

1.44±0.02

천고마비

전북 부안

가을

2014.11.

6

1.45±0.02

휘파람골드

전북 부안

가을

2014.11.

7

1.52±0.01

휘파람

전북 부안

가을

2014.11.

1) 중량/중량, 2) 평균±표준편차(n=3)

표 23. 소금 종류별 절임배추의 염도
(단위: %)

품종

국내산 정제염

중국산 정제염

1년 천일염

3년 천일염

춘광

1.85±0.031)

2.01±0.09

1.70±0.10

1.87±0.06

1) 평균±표준편차(n=3)

▶ 완제품 김치의 염도
l

세계김치연구소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배추김치의 염도를 분석한 결과 염도의 범위
는 1.41~2.62%였고 평균적으로 1.84~1.94%를 나타냈습니다(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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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완제품 김치의 염도
(단위: %)

시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값

1.90±0.27

1.93±0.28

1.94±0.29

1.84±0.33

최고값

2.52±0.08

2.66±0.08

2.69±0.04

2.74±0.02

최저값

1.40±0.17

1.41±0.04

1.05±0.05

1.25±0.01

2. 참고문헌
1) 세계김치연구소, 중소기업형 고품질 DIY 김치 세트 생산기술 개발(2014)
2)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의 품질 표준화 및 고부가가치화 기술 개발(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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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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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의 연부(물러짐) 현상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이미애 연구원(☏ 062-610-1733, leemae@wikim.re.kr)

1. 김치와 연부 현상
▶ 배추의 조직이 물러지는 현상, 즉 연부(물러짐) 현상은 배추 세포벽 구성 성분 중 하나인 펙
틴이 분해되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연화 촉진 효소인 폴리갈락투로나제(polygalacturonase, PG)가 관여하며, 김치의 연부(물러짐) 현상을 억제하는 효소는 팩틴에스트라제
(pentinesterase, PE)입니다(참고문헌 1, 2).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Polygalacturonase

그림 30. 폴리갈락투로나제의 기작

▶ PG는 펙틴의 기본 구조인 폴리갈락투로닌산(polygalacturonic acid)을 분해하여 배추를
물러지게 하는 효소입니다. 김치의 숙성 후반기에 나타나는 산막 효모가 PG 효소를 생산하
여 연부 현상이 가속화됩니다(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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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의 가수분해 산물인 펙틴산은 칼슘 이온과 쉽게 결합하여 가교를 형성함으로써 결과적으
로 식품 세포막을 견고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김치의 숙성 중 PE의 활성이 유지 또는 증가
되면 김치의 연부(물러짐) 현상이 억제됩니다(참고문헌 2).
▶ 연부(물러짐) 현상은 신선한 품질의 김치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염도가 낮거나(2% 이하) 김
치의 보관 온도가 높은 경우, 또는 김치 보관 시 공기와 접촉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2. 김치가 물러지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원료적 요인
l

배추의 생육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김치 연부(물러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추
재배 시 질소질 비료를 과다 사용할 경우 조직이 약해질 수 있어 김치로 가공 시 연부(물러

l

따라 알맞은 시기에 수확되어 결구가 잘 되어 있는 배추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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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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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의 결구 상태는 배추의 품종, 수확 시기, 재배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수확지에

병든 식물체의 잔재 혹은 토양 속에 존재하는 식물병원성균(Erwinia carotovora subsp.

carotovora)이 원료의 상처를 통해 침입하여 펙틴 분해 효소를 분비하고 세포벽 중엽의
펙틴질을 분해함으로써 연부 현상을 일으킵니다.
▶ 가공적 요인
l

2018

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절임
- 소금에 포함되어 있는 미량 원소들 중 칼슘과 마그네슘 등이 배추의 섬유 조직을 단단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것이 부족한 경우나 김치의 염도가 너무 낮을 경우 김치가 쉽게
물러집니다.
- 배추를 너무 오래 절일 경우 배추의 수분이 빠져나가 조직이 흐물거리고 김치를 제조하였을
때 쉽게 물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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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설탕
- 설탕을 과량 사용하면 당분이 미생물의 영양원이 되어 발효가 빨리 진행되므로 김치가 빨리
시어질 뿐만 아니라 생성된 유기산이 배추의 섬유질에 영향을 주어 김치가 쉽게 물러집니다.

l

과실류
- 김치의 단맛을 높이기 위해 과일을 첨가하게 되면 과일의 펙틴 분해 효소가 배추의 섬유질을
분해하여 김치가 쉽게 물러집니다.

▶ 보관 요인
l

김치의 저장 온도가 4℃ 이상일 경우에는 유산균의 생육이 활성화되어 쉽게 시고 물러지
기 때문에 되도록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3. 김치 연부(물러짐) 현상 예방법
▶ 원료
l

배추는 속잎 맛이 좋고 잎의 흰줄기가 넓고 얇으며 잎의 수가 많은 결구 배추를 사용하여
야 김치가 익은 후에도 잘 무르지 않습니다.

l

상처가 없는 배추를 구입하고 식물병원성균의 생육이 억제되는 저온에서 저장하며, 원료
선별 시 무름병의 원인이 되는 균에 2차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가공법
l

배추 절임 시 정제염보다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함량이 높은 천일염을 사용하면 김치의
물러짐이 억제됩니다.

l

배추의 절임 시간, 염수 농도, 염수 온도가 김치 무름에 영향을 주므로 높은 온도에서
절이는 것은 피하고 일정한 염수 농도와 시간을 정해서 배추를 절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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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배추 절임 및 탈수 적정기준 예시
구분
포기김치

절임
염수 농도

절임 시간

8~15%

16~24시간

탈수
염수 온도

탈수 시간
2~4시간

15°C 이하
맛김치

10%

탈수 온도

2~4시간

5°C 이하
2~4시간

▶ 보관 방법
l

온도 변화가 큰 일반냉장고보다 온도 변화가 적은 김치냉장고에 보관합니다.
* 김치냉장고 사용 시 “중” 혹은 “강”으로 온도 유지 필수.

l

김치 보관 시 가급적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합니다.
2018

1) 정태규, 문태화, 박관화. 배추 Polygalacturonase의 열안정성. 한국식품과학회지. 25:
576-581(1993)
2) 김현정, 이정진, 정건섭, 최신양. 김치재료의 팩틴 가수분해 효소활성. 한국식품과학회지.
31:263-266(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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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당사 냉장창고 두 곳에 보관 중인 포기김치, 맛김치에 이상 현상이 발생
하였습니다. 2014년 6~8월에 생산하여 냉장창고 A에서 2~3℃에 보
관한 포기김치의 줄기 부분이 일부 투명하게 되는 현상과 물러짐(연부)
현상이 발생하였고, 2014년 2월에 생산하여 냉장창고 B에 25℃로 보
관한 맛김치에서 쓴맛과 물러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현상과 관련
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A6

김치의 투명화 및 물러짐(연부) 현상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한응수 연구원(☏ 062-610-1732, hanakimchi@wikim.re.kr)

1. 김치의 투명화 현상
▶ 김치 저장 중 배추 줄기(중륵)가 투명해지는 현상은 가정용 김치냉장고에서도 가끔 발생하
는 현상입니다.

그림 31. 김치의 투명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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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해를 입은 배추로 담근 김치에서 주로 발생하나 냉장 시 밀봉이 불완전한 경우에도 발생합
니다.
▶ 투명화 현상과 물러짐(연부)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면 효모의 오염 가능성이 있으나 시료를
분석해야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제조 공정에서 효모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름배추로 담근 김치의 투명화 현상은 이례적인 경우로, 배추나 김치의 보관 시 냉각 온도
가 낮은 경우(특히 냉각기 바로 아래 부분)가 아니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온도 관리에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2. 김치의 쓴맛 발생

시료를 분석하여야 가능합니다.

Kimchi FAQ

▶ 쓴맛의 원인물질로 알칼로이드, 펩타이드 등 몇 가지를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원인물질은

2018

▶ 김치의 쓴맛은 원인이 불명확하나 고온에서 자란 배추에서 발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Ⅳ

▶ 쓴맛의 유래 물질로는 더위 먹은 배추, 발효가 불량한 젓갈 등을 추정할 수 있고, 김치의 발효
숙성 과정에서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 우선 배추와 젓갈의 품질을 점검하고 저장고의 온도를 정확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를 25℃로 장기간 보관하면 과숙기를 지나 쓴맛이 생성될 수도 있으므로 온도 관리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김치의 물러짐(연부) 현상
▶ 김치의 물러짐(연부) 현상은 오래 전부터 발생되었던 문제로 배추의 세포벽이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발생합니다(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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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벽 분해 효소는 배추 자체에도 있고 효모 등 미생물에 의해서도 생성됩니다(참고문
헌 2).
▶ 배추 자체의 효소는 발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활성이 약해져 문제가 없으나 효모의 오염
에 의한 물러짐은 발효 과정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 우선 효모의 오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적으로 효모의 오염에 의해 위의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료
저장고, 제조 공정 및 제품 창고를 소독하여 청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참고문헌
1) 정태규, 문태화, 바관화. 배추 Polygalacturonase의 열안정성. 한국식품과학회지. 25:
576-581(1993)
2) 라일성, 권기성, 박관화. Pectinesterase 주입처리에 의한 김치조화방지. 한국식품과학회
지. 28:393-395(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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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A7

김치 제조시 당류가 김치 발효에 미치는 영향과 만니톨이 생성되는 과정
이 궁금합니다.

당류와 만니톨이 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윤예랑 연구원(☏ 062-610-1849, yunyerang@wikim.re.kr)

1. 당류가 김치 발효에 미치는 영향
▶ 당류는 미생물들의 성장 및 생육을 위한 먹이로 이용되므로 김치 제조에 있어서 필수적인 성
분입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당류의 종류에 따라 김치의 발효 속도 뿐 아니라

치 발효를 조절할 수 있을 것 입니다.
l

당류에 따른 김치 품질 특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설탕(sucrose)을 첨가한 김치보다 스테비
오사이드(stevioside)*와 솔비톨(sorbitol)**이 첨가된 김치에서 산의 생성 억제 효과가
있었고, 기호도에서도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참고문헌 1).
** 스테비오사이드(stevioside) : 국화과의 다년생식물 stevia의 잎에 함유되어 있는 감미물질.
설탕의 100~200배의 감미
** 솔비톨(sorbitol) : 글루코오스(glucose) 유도체의 일종으로 당을 함유하는 알코올

l

세계김치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유기농 설탕을 대조군으로, 시판되고 국내외 당원
11종 중 3종인 사과즙 당원, 코코넛 당원, 토디 야자수 당원을 선발, 김치를 제조하였습니
다. 이화학적 분석에서 토디 야자수 당원과 사과즙 당원 첨가 시 김치 발효가 다소 지연되
었고, 만니톨의 함량은 사과즙 당원에서 생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젖산균 수에서도 대조군
과 비교했을 때 3종 당원 첨가 시 높게 나타났지만, 관능 평가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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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생성물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치 제조시 설탕 사용이 일반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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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당 또는 포도당 첨가 시 김치발효(속성)의 속도
▶ 김치 발효에 있어서 당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 성분은 김치 발효에 관여하는 다양
한 미생물들의 생육을 위한 먹이로 이용되어 발효 생성물들로 젖산(lactic acid), 유기산 등
을 생성하고, 이들 작용에 의해 김치에 독특한 맛과 향미를 부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당류
인 설탕은 포도당(글루코오스, glucose)과 과당(프럭토오스, fructose)이 1대 1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포도당과 과당의 미생물 이용 대사경로의 차이로 인해 김치 발효 속도에 영향
을 줍니다. 특히, 포도당보다 물질대사가 느린 과당을 첨가시 김치의 발효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림 32. 포도당과 과당의 구조

l

올리고당(oligosaccharide)*을 활용한 특허 결과에서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이용하여
김치를 제조했을 때, 미생물 생육이 억제되어 김치의 발효를 지연시켜 저장기간이 연장된
다고 보고되었습니다.
* 올리고당(oligosaccharide) : 글루코오스(glucose), 프럭토오스(fructose), 갈락토오스(galactose)와 같은 당(糖)이 2∼8개 정도 결합한 당

l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 시판 올리고당을 첨가하여 김치를 제조했을 때 유기산의 생성이
증가했고, 신내, 신맛, 아삭아삭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발효 속도를 다소 증가시켰지
만, 비피도박테리아의 생존성을 증가시켜 장내에서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로서 이
용되어 김치의 기능성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었습니다(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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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 :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생장을 돕는 난소화성 성분으로써
프로바이오틱스의 영양원이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
l

설탕 대신 올리고당의 종류인 이소말토올리고당(isomaltooligosaccharides)* 및 프룩토
올리고당(fructooligosaccharides)**의 혼합올리고당 첨가와 함께 공액리놀레인산
(conjugated linoleic acid, CLA) 생산능으로 우수한 비피더스속 균주를 첨가하여 김치를
제조할 때 김치의 저장성이 증가되고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로서의 기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참고문헌 4).
*** 이소말토올리고당(isomaltooligosaccharides) : 설탕 또는 설탕 원료를 주 원료로 효소 작
용을 시켜 여과, 정제, 농축 과정을 거쳐 제조된 올리고당의 한 종류
*** 프룩토올리고당(fructooligosaccharides) : 주로 옥수수를 이용하는데 전분이나 전분질
원료에 효소작용시켜 당을 얻어 여과, 정체, 농축 과정을 거쳐 제조된 올리고당의 한 종류
***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장에 도달해 젖산을 생성하고 유익균이 증가할 수 있도록 산
성으로 변화시켜 주는 살아 있는 균

발효에서 미생물의 먹이로 이용되기 때문에 과당을 첨가했을 때와 유사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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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당 첨가 김치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는 없지만, 과당과 마찬가지로 포도당 또한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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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당 또는 포도당 첨가 시 물질대사 반응
▶ 포도당은 체내 흡수가 빠르고, 혈액을 통해 온몸의 세포로 전달되어 에너지를 생성하는 중요
한 물질대사를 수행합니다. 그에 반해 주로 중성지방과 지방산으로 전환되는 과당은 포도당
이 부족할 경우,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김치 제조시 첨가되는
과당 또는 포도당 또한 미생물에 의한 물질대사 반응이 이와 유사합니다.
l

과당의 일반적인 대사과정은 99% 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당과 포도당을 같이
섭취하면 대부분이 중성지방과 지방산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포도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과당이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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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포도당, 과당 대사

l

포도당은 20% 정도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지고, 혈액을 타고 온 몸의 세포에 전달되고,
대사과정에서 아데노신 삼인산(adenosine triphosphate, ATP)이라는 에너지를 생성해
서 세포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의 포도당은 최대 38개의 아데노신 삼인산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아데노신 삼인산은 세포막의 형태를 유지하는 에너지로 주로
사용됩니다.

4. 탄수화물이 분해되거나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스발생 여부
▶ 미생물에 의해 당을 비롯한 여러 유기물질들이 분해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해산물을 생
성함으로써 김치의 발효에 관여합니다. 특히,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Leuconostoc

mesenteroides) 미생물에 의해 가스 성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l

김치 발효에 관여하는 다양한 미생물 중에서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Leuconostoc

mesenteroides)는 탄수화물의 일종인 당분을 기질로 하여 가스를 발생하는 주요 미생물
로 알려져 있고, 발효 초기 뿐 아니라 후기에도 작용해서 가스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참고문헌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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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니톨이 김치에 미치는 영향
▶ 만니톨은 여러 종류의 해조류, 과일 등에 천연으로 존재하는
당 알콜 성분으로 김치 발효 후기에 생성되는 유리당의 하나
로 김치에 청량감을 부여하고, 김치 맛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김치의 발효 속도 또한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만니톨 생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균주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보고되었습니다.

l

현재까지 만니톨은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분리 정제가 어려운데다 고온 고압의 반응
이므로 촉매물질 사용에 의한 위험성과 폐기물 처리의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
다(참고문헌 7). 반면에, 미생물에 의한 만니톨 합성은 주로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
속, 류코노스톡(Leuconostoc)속 등의 젖산균들의 이형발효(hetero-fermentation) 대

김치의 발효 과정 중 과당으로부터 젖산균이 함유하는 만니톨 디히드로게나아제(mannitol dehydrogenase)라는 효소에 의해 적숙기 이후 생성되는 만니톨은 상쾌하고 부드
러운 단맛이 있으므로 김치에 청량감을 주고 신맛을 억제하여 김치가 과도하게 시어지는
현상으로 억제함으로써 김치의 맛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참고문헌 9, 10,
11).

l

만니톨이 김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만니톨 생산능이 우수한 유산균을 접종하여
김치를 제조하는 연구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웨이셀라 시바리아(Weissella cibaria)
12-13(KFCC11548P) 균주를 스타터로 첨가하여 만니톨 생산능을 증가시키는 김치 제
조 방법이 보고되었고(참고문헌 12),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tarum)
K154 두 가지 균주를 이용한 혼합 발효를 통해서 만니톨 생산 및 기능성 물질인 가바
(GABA)가 함유된 발효물을 제조 및 특성을 평가하여 기능성 식품 소재로써의 활용 가능
성이 보고되었습니다(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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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정을 통해 고농도로 생성되어집니다(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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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웨이셀라 시바리아 균주를 스타터로 사용 시 만니톨 생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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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A8

젓갈, 스피룰리나, 녹차 등 다양한 천연 첨가물을 이용하여 김치를 제조
하고 있습니다. 천연 첨가물을 활용했을 때 발효에 미치는 과학적인 자료
를 요청합니다.

천연 첨가물 첨가가 김치 발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윤예랑 연구원(☏ 062-610-1849, yunyerang@wikim.re.kr)

1. 젓갈 첨가 유무에 따른 발효의 차이
▶ 소금만을 넣은 김치를 대조군으로 멸치젓, 새우젓을 첨가하여 김치를 제조한 후 25℃에서
발효시켰을 때 이화학적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멸치젓과 새우젓을 첨가시 김치의 산도가
높게 나타났고, 환원당의 함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참고문헌 1).
▶ 소금만을 넣은 김치를 대조군으로 새우젓, 멸치액젓을 고수준, 저수준으로 첨가하여 김치를
제조한 후 20℃에서 발효시켰을 때, 이화학적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pH는 새우젓을 첨가
했을 때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환원당의 함량은 발효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는데, 대조군, 고젓갈군, 저젓갈군 순서로 감소하였습니다. 젖산(lactic acid)은 젓
갈군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고젓갈군이 저젓갈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새우젓군에서 특히
함량이 높았습니다. 관능검사에서는 젓갈군을 첨가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신맛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참고문헌 2).
▶ 젓갈을 최종 염도가 1.5, 2.0, 2.5, 3.0, 3.5%가 되도록 첨가하여 제조한 김치를 25℃에서
발효시켰을 때, 관능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젓갈 첨가량에 비례해서 감칠맛, 짠맛, 단맛은
증가하였고, 매운맛은 억제되었습니다(참고문헌 3).
▶ 젓갈 무첨가 김치를 대조군으로 멸치액젓, 새우젓, 액체육젓, 까나리액젓을 각각 첨가하여
김치를 제조한 후 15℃에서 발효시켰을 때, 이화학적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pH와 산도의
경우 새우젓과 조개젓을 제외하고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젖산균수 변화 또한 유사하였
습니다. 관능검사에서는 젓갈을 첨가한 군의 기호도가 높았고 특히, 새우젓 첨가군이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성 냄새 성분도 유사하게 나타났고, 새우젓을 첨가한 군에서
함량이 다소 높았습니다(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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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젓, 멸치젓 첨가에 따른 김치 발효에 대한 영향을 여러 논문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젓갈 무첨가 김치의 발효 패턴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새우젓을 첨가했을 경우 산도의 증가와 환원당의 감소가 현저하였습니다. 관능검사에서
는 젓갈을 첨가했을 때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적절한 젓갈을 사용하면 김치의
발효뿐만 아니라 품질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2. 김치에 첨가되는 스피룰리나(Spirulina)의 효능 및 김치에 미치는 영향, 발
효과정 상의 문제점
▶ 스피룰리나는 양질의 단백질 함량이 높고(65% 이상) 소화 흡수율이 90% 이상이면서 인체
에 축적될 수 있는 해로운 성분이 없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 등 각종 항산화 활성 카로티노
이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각종 비타민과 미량 금속 원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으며,
수용성 황산화 활성 색소 단백질인 phycocyanin을 10% 이상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습니

▶ 스피룰리나의 기능성은 국내외의 많은 논문을 통해 보고되어 있습니다. 2002년 미국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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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 인해 스피룰리나는 영양소 조성이 가장 합리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완전 식품으로

성 식품화학회지에 발표된 리뷰 논문(참고문헌 6)에 따르면 면역 능력 증강 및 조정 기능,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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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활성, 항암 활성, 고지혈증 개선, 친생명적 기능, 당뇨, 비만 및 혈액 순환 개선, 방사선
방어 효과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스피룰리나는 32개 고시형 기능성 식품 중의 하나로 이를 통해 필수 아미노산 공급원, 단백
질 공급, 영양 공급, 생리활성 성분 함유, 건강 증진 및 유지 기능이 인정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스피룰리나는 가장 완벽한 영양소 조성을 가지고 있고 소화 흡수율이 높으며 높
은 광합성 능력 때문에 미국 NASA로부터 우주 식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현재까지 스피룰리나를 김치에 적용한 연구 논문이나 특허를 확인해 본 결과, 스피룰리나를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을 이용하여 발효 추출물을 제조한 특허만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인
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스피룰리나 분말을 김치 볶음밥에 첨가해서 먹거나 오이, 부추 등 스
피룰리나와 비슷한 색상을 지니는 오이소박이, 부추김치 등의 김치 제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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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발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스피룰리나 첨가 김치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연구 진행시 스피룰리나 첨가로 인한 관능성 저하를 피하기 위해 첨
가량을 조절해야 할 것 입니다.

☞ 스피룰리나의 건강 기능성은 국내외로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으나 김치에 첨가한 경우는
거의 보고된 바 없어 김치 발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향후 스피룰리나 첨가 김치 연구가 진행되면 좋을 듯 하고, 진행시 김치 색상 변화로
인한 선호도 저하를 피하기 위해서 스피룰리나 첨가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3. 녹차 첨가를 통한 유통기간 연장 및 숙성기간 지연 효과
▶ 녹차 첨가량을 달리하여 김치를 제조한 후, 관능검사와 화학적 특성실험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녹차를 첨가시 pH 감소와 산도의 변화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함량, 비타민 C
변화, 젖산(lactic acid), 초산(acetic acid) 함량 변화 또한 녹차 첨가시 감소폭이 낮았습니
다. 관능검사에서는 초기에는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숙성이 진행되면서부터 유의적으로 높
게 평가되었습니다. 녹차 첨가로 인해 김치의 가식 기간이 연장됨이 확인되었습니다(참고문
헌 8).
▶ 녹차 물 추출물을 배추 절임시 첨가군(SG), 절임 후 첨가군(DG), 김치 담글 때 첨가군(MS)의
김치 발효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pH가 전반적으로 높아 김치의 숙성이 지연되었습니다. 총
페놀 함량도 녹차 물 추출물 첨가군에서 높았으며, 관능검사에서도 높은 평가치를 나타냈습
니다(참고문헌 9).
▶ 녹차 분말(0.2, 0.4, 0.6, 1.2%)을 김치에 첨가시 젖산균의 산생성과 생육, 관능적 특성 및
휘발성 냄새 성분을 살펴보았을 때, 녹차 첨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pH 감소 및 산도 증가
가 다소 억제되었습니다. 젖산균수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관능검사에서는 녹차
첨가 농도가 낮은 군에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녹차 첨가 농도 증가에 따라 휘발성
냄새성분이 증가되어서 관능성이 저하되었습니다(참고문헌 10).
▶ 녹차 분말, 잎 추출물을 백김치에 첨가해서 저온(5℃)과 상온 (20℃)에서 발효 특성을 살펴
보았을 때, 저온, 상온에서 동일하게 pH 변화를 늦추는 듯 했으나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서
대조군과 유사한 pH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녹차의 첨가로 저온에서 최적 산도인 0.6%가 오
랜 기간 유지되었습니다(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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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김치 연구 논문을 통해서 녹차 분말 또는 녹차 추출물을 첨가시 pH 감소 및 산도
증가가 억제되어 김치의 숙성이 지연됨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들 연구 결과들을 통해
적절한 농도의 녹차를 첨가할 경우 김치의 숙성이 지연되어 유통기한이 연장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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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향순, 녹차를 첨가한 백김치의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외식산업학회지, 6(2), 119-13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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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병훈, 스피룰리나의 기능성에 대한 고찰, 동아시아식생활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53-6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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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123-12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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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A9

현재 명태 아가미를 첨가한 김치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명태 김치와 명태
아가미를 첨가한 깍두기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제품의 설명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술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태, 명태 아가미 활용 김치제조 방법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윤예랑 연구원(☏ 062-610-1849, yunyerang@wikim.re.kr)

1. 명태(明太)
▶ 명태는 대구과에 속하는 생선으로, 동해, 일본 북부, 오호츠크해, 베링해 등의 북태평양 해역
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문헌에 따르면, [임하일기]에는 명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무
태어라고 기록되어 있고, [난호어목지]에는 명태어라 하며, 생것을 명태, 말린 것을 복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명태는 상태에 따라, 생태(날명태), 코다리(반건조 명태), 황태(말린 명태), 북어(바짝 말린 명
태), 동태(얼린 명태), 노가리(말린 명태치어)로 나뉘어져 있고, 명태 알은 명란젓으로 명태
창자는 창란젓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명태는 남획 및 기후에 따른 해수 온도 변화로 2010년대에 들어 어획량의 감소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졌으나, 2014년부터 ‘명태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2016년 명태 완전
양식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국내에서 유통되는 명태의 90%가 러시아산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명태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세포 성장에 필요한 리신, 히스티딘, 시스틴, 티로신, 트
립토판 등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칼슘, 비타민 A 또한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
습니다.
▶ 명태를 활용한 국내 특허로 “명태 가공부산물을 이용한 천연 조미 소재의 제조방법(재단법
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1013874150000, 2014)”, “명태 젓갈의 제조방법(김영남,
1014349120000, 2014)”, 명태껍질로부터 엘라스틴을 포함하는 단백질 추출물을 제조
하는 방법(주식회사 더마랩, 1016187260000, 2016)”,“명태강정 및 그의 제조방법(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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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1017477440000, 2017)”,“명태코다리무침 제조방법(하경원, 1018418770000,
2018)”등 최근까지 총 461건이 등록되어 보고되었습니다.
▶ 해외 특허로 “명태알의 가공 방법(Maruha Corporation, 05453289, 1999)”, “피쉬 콜라
겐과 이의 생산방법(Thara & Company Ltd. Hokkaido Government, 06271350,
2001)”, “어류 젤라틴 펩티드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Kawahara, 10683586, 2003)”, “어
육 페이스트 제품 생산 및 효소 처리를 위한 공정(Ajinomoto Co., Inc. Ajinomoto Co.,
Inc., 13728274, 2012)”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명태살을 이용해서 어육 추출물, 페이스트
를 생산하고, 명태 껍질로부터 콜라겐 또는 젤라틴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들이 많습니
다.
▶ 국내 학술논문으로 “가열에 의한 명태 연육의 Gel화에 관한 연구(이강호, 한국수산과학회
지, 1993)”, “명태 단백질로 제조한 가식성 필름의 물성 개선(목종수, 한국수산과학회지,
2002)”, “전통 명태식해의 생리기능성(차용준,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2002)”, “명태껌질

한 김치의 품질특성(성정민,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2009)”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 해외 학술논문으로 최근에 “Effects of microwave heating on the gelation properties
of heat-induced Alaska Pollock(Theragra chalcogramma) surimi(Liu X, Food Sci
Technol Int, 2018)”, “Interactions and phase behaviors in mixed solutions of κ
-carrageenan and myofibrillar protein extracted from Alaska Pollock surimi
(Zhang T, Food Res Int, 2018)”, “Increased ratio of pollock roe-specific IgE to
salmon roe-specific IgE levels is associated with a positive reaction to cooked
pollock roe oral food challenge(Makita E, Allergol Int, 2018)”, “Combined effect of
pH and heating conditions 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Alaska pollock surimi
gels(Lee MG, J Texture Stud, 2017)”등이 보고되었는데 주로, 명태 연육(surimi)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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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등 400건 이상이 보고되었습니다. 명태를 김치에 활용한 연구 논문은 “명태를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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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태 아가미
▶ 명태 아가미는 강원도 방언인 서거리로도 불리는데 주로 젓갈, 식해, 깍두기로 활용되고 있
습니다.
▶ 명태 아가미는 체액의 알칼리성 유지에 기여하고, 뼈대 조직과 깊은 관련이 있는 주요 영양
소인 칼슘 성분을 멸치보다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다양한 레시피로 명태 아가미를 활용한 음식인 서거리젓, 서거리 식해, 서거리 깍두기가 보
고되었으나 현재까지, 명태 아가미를 활용한 논문이나 특허는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그림 35. 서거리 젓갈, 식해, 깍두기

3. 명태 아가미 깍두기
▶ 강원도 지방의 향토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 서거리 깍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태 아가미
깍두기 제조 방법은 명태 아가미를 소금물에 박박 씻어 잘 손질하여 물기를 제거하고, 깍뚝
썰어 소금에 30분 절여 놓은 무와 함께 갖은 양념과 버무리면 됩니다. 3~4일 익인 후 먹으면
시원하고 담백한 맛을 냅니다.
▶ 명태 아가미 깍두기 또한 레시피 형태로만 보고되어 있고, 명태 아가미 깍두기에 대한 논문
이나 특허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 깍두기 관련 특허는 무 절단장치를 비롯해서 보리, 천년초 등이 첨가된 깍두기 제조 방법들
이 등록되어 보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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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수산물을 활용한 깍두기는 제조 레시피만 인터넷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굴 또는 굴젓
깍두기, 함경도 지방의 대구 깍두기, 강원도 지방의 창란젓 깍두기, 곤쟁이젓 깍두기 등이 있
고, 그 외에 젓갈이 활용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4. 참고문헌
1) 특허정보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
2)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
3) NCBI Pubmed(https://www.ncbi.nlm.nih.gov/pubmed/)
4)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전통향토음식 용어사전(2010)
5) 문화재 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향토음식편(1984)
6) 강원도 농업기술원, 강원의 맛 김치(20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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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A10

신제품 개발을 통한 제품 다양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묵은지 제품을
제조할 계획인데 과학적인 제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묵은지의 특징과 제조 방법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서혜영 연구원(☏ 062-610-1731, hyseo@wikim.re.kr)

1. 묵은지 특징
▶ 묵은지는 일반김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소금을 사용하고 양념이 많이 들어가
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표 26).
표 26. 시판 일반김치 및 묵은지의 염도(참고문헌 1)
시료명

염도(%)

J사 일반 배추김치(0일)

1.76±0.02

J사 6개월 숙성 묵은지

2.34±0.07

C사 6개월 숙성 묵은지

2.42±0.10

C사 8개월 숙성 묵은지

2.45±0.09

H사 1년 숙성 묵은지

1.94±0.08

H사 2년 숙성 묵은지

2.04±0.01

H사 3년 숙성 묵은지

2.13±0.02

▶ 상품화된 묵은지의 품질기준 규격은 전통식품 표준규격(T020-김치류)에서 확인할 수 있으
며, 산도 1.0(%, w/v) 이상, pH 3.4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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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묵은지 제조방법
▶ 묵은지는 일반 김치에 비하여 많은 양의 소금을 사용하고 젓갈 등 양념비율도 일반 김치와는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표 27), 각 지역과 가정에 따라 독특한 제조방법에 의존하고 있
습니다.
표 27. 묵은지와 일반김치의 원재료 차이 비교
구분

묵은지

일반김치

절임배추

약 80~85%

약 70%

부재료

고춧가루, 마늘, 대파, 생강, 양파, 찹쌀풀

젓갈

멸치젓, 새우젓

무, 고춧가루, 마늘, 대파, 생강, 양파,
부추(갓), 찹쌀풀
멸치젓, 새우젓

여 김치 국물의 생성을 줄입니다.
▶ 묵은지에는 고춧가루, 젓갈, 액젓 등 양념을 일반김치를 담글 때보다 적게 넣는 것이 좋으며,
오래 숙성할 묵은지 일수록 양념을 줄여야 합니다.
l

양념이 많아지면 김치가 빨리 시어지고, 특히 무채를 넣으면 배추가 물러질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무채를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l

일반김치에 비해 고춧가루가 적게 들어가므로 멸치액젓 첨가량이 많아지면 색이 어두워져
멸치액젓은 소량만 넣고 새우젓과 생새우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묵은지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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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절임배추의 탈수 시 일반김치(3-4시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장시간(24시간) 탈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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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묵은지 제조 레시피
재료명

참고문헌 2

참고문헌 3

참고문헌 4

절임배추

84.1

85.7

77.8

고춧가루

5.0

5.6

3

마늘

4.0

2.6

1.4

생강

1.5

1.3

0.22

대파

-

1.7

0.8

무

-

-

5

양파

-

-

0.8

홍갓

-

-

0.5

멸치액젓

1.5

-

1

황석어액젓

3.0

-

-

새우젓

-

1.7

1

멸치젓

-

1.3

-

정제염

0.9

-

0.14

찹쌀풀

-

-

6.64

설탕

-

-

0.3

참깨

-

-

0.1

표고버섯

-

-

0.01

합계

99.1

96.9

98.71

※ 참고문헌에 제시된 수치를 그대로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3. 참고문헌
1) 허성원, 고명신, 김미란, 이혜란, 정서진, 조미숙. 국내 시판 묵은지의 이화학적 및 관능적
특성.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44:702-708(2015)
2) 한국식품연구원. 전통 묵은지의 외식활성화를 위한 표준제조기술 개발(2008)
3) 지설희, 한우철, 이재철, 정철, 강순아, 이제혁, 장기효. 저온이 묵은지의 발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16:804-809(2009)
4) 농림수산식품부. 묵은지의 속성제조를 위한 미생물학적 공정개발 및 품질기준의 확립(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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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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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의 유통기한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조정은 연구원(☏ 062-610-1735, jecho@wikim.re.kr)

1. 김치 제품의 유통 기준 및 업체 현황
▶ 국내 김치 유통 기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은 성격에 따라 유통 방법이 냉동, 냉장, 실온 유통
등 크게 3가지로 나뉘며 김치는 이 중 냉장 유통 식품에 해당합니다. 냉장 유통 식품은
0∼10℃의 온도 범위 내에서 유통되어야 하며 운반 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 차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운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l

김치의 유통 경로별 품질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모든 유통 경로에서 10℃
이하의 온도에서 유통해야 합니다. 다만 김치 제조업체별로 출고기준은 다릅니다.
- A사의 경우 김치 출고 기준은 산도를 일반 김치 0.4% 이하, 숙성 김치 0.6~0.8%로 정하고
산도 0.8% 이상의 김치는 과숙된 김치로 판단.
- B사의 경우 2∼0℃ 저장고에서 48시간 예냉을 실시한 후 김치를 출고.
- C사의 경우 계절별로 숙성 조건을 달리하여 pH 4.2~5 범위 내의 김치를 유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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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치 제품의 기업적 상품 가치 판단 기준 및 저장 가능 기간
▶ 김치 제품의 기업적 저장 가능 기간(상품 가치 유지)
l

김치 제품의 기업적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양한 규격이 있으며 김치 관련
규격으로는 식품공전, 한국산업표준(KS), 전통식품 표준규격 등이 있습니다.

l

김치 제품의 기업적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주요 품질 요소는 산도이며 김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젖산 함량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표 29).
표 29. 김치 관련 규격 비교
구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한국산업표준(KS H 2169)

전통식품 표준규격(T020)

적용
김치류

김칫속, 배추김치, 기타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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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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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
어야 함

성상 채점 기준에 따른 채점
(모두 3점 이상)

성상 채점 기준에 따른 채점
(평균 3점 이상)

산도
(젖산 %)

-

1.0 이하(단, 백김치는 0.8
이하, 갓김치는 1.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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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

-

사분(%)

-

0.03 이하

-

고형물
(%)

-

85 이상(단, 백김치 및
갓김치는 75 이상

-

-

3.8 이상(단, 묵은지는 3.4 이상)

중금속
(mg/kg)

납 0.3 이하, 카드뮴
0.2 이하

(좌동)

(좌동)

식품
첨가물

타르 색소 및 보존료
불검출

(좌동)

(좌동)

음성(살균 포장 제품에
한함)

(좌동)

(좌동)

대장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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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생산 공장 저온 창고
- 보통 김치 생산 공장의 저온 저장고는 김치가 얼지 않는 최저 온도인 1~0℃로 설정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 저장합니다.
* 김치 발효는 저장고의 온도도 중요하나 저장고 온도 편차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 따라서
저장고의 노후화가 김치의 발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냉기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후된
저장고의 경우 설비 정비가 필요함

l

냉동 저장 및 해동
- 일반적으로 김치의 냉동 저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치의 냉동 저장과 해동
시 세포 조직이 파괴되어 김치 고유의 조직감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손상을 줄이기
위한 급속 동결법(-70℃ 저장)이 연구된 바 있으나 경제성이 낮고 설비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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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A12

품질 유지 기한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김치의 품질 유지 기한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한응수 연구원(☏ 062-610-1732, hanakimchi@wikim.re.kr)

1. 김치의 품질 유지 기한
▶ 식품의 품질 유지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산정
l

모든 식품의 품질 유지 기한은 제조일․제조일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발효식품의 경우도
제품을 판매용 용기에 담아 판매 형태로 포장한 시각을 제조일시로 보아야 합니다.

l

김치의 경우 양념을 혼합하고 용기에 담아 바로 출고하거나 일정 시간 숙성시킨 다음에
출고하기도 합니다.

l

용기에 담아 바로 출고하는 경우는 용기에 담는 시각을 제조일시로 보아야 하고 용기에
담아 숙성시킨 다음 출고하는 경우는 출고일시를 제조일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유통이 용이한 김치의 포장 형태
▶ 용처에 따른 포장 형태
l

배추김치는 업소용 대포장(10kg 이상)과 마트용 소포장으로 나뉩니다. 대포장은 비닐봉
투에 김치를 담고 타이로 묶어 컨테이너 상자, 스티로폼 상자, 골판지 상자에 담아 유통하
며 소포장은 비닐봉투에 담아 타이로 묶거나 파우치에 담아 밀봉하거나 트레이 또는
병에 담아 밀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l

대포장의 경우 업소의 요구에 맞추어 적정 산도로 숙성하여 공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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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통기한이 지난 김치의 처리
▶ 유통기한이 지난 김치
l

유통기한이 지난 김치를 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 사항으로
재사용하여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참고문헌
1) 조재선. 김치의 연구. 유림문화사, 서울, p.307-34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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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A13

김치 포장재에 숙성 단계를 표시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얻고자 합니다.

김치의 숙성 단계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서혜영 연구원(☏ 062-610-1731, hyseo@wikim.re.kr)

1. 김치의 발효 단계
▶ 김치의 발효 단계는 산도, 젖산비, 총균수, 유산균비 등에 따라 4단계(Ⅰ, Ⅱ, Ⅲ, Ⅳ)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그림 36).
▶ 제Ⅰ단계는 발효준비단계로 유산균이 번식할 수 있는 영양적 환경이 조성되고 혐기적 상태
가 되어 젖산 발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산도는 0.1~0.2%입니다.
▶ 제Ⅱ단계는 주발효단계로 김치 본래의 숙성된 맛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단계이며 유산균의
생육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제Ⅱ단계는 산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전기(산도 0.2~
0.3%)와 김치 맛이 가장 좋은 적숙기인 후기(산도 0.3~0.9%)로 구분됩니다.

주: 1) 총균수는 log CFU/m2로 표시함 2) 젖산비 = 젖산×100/총산 3) 젖산균비 = 젖산균수×100/총균수

그림 36. 김치의 발효단계와 각종 특성의 변화(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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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Ⅲ단계는 산패단계로 산도가 0.9% 이상 높아지며 산미가 강하여 점차 식용하기 어렵게
되는 시기입니다.
▶ 제Ⅳ단계는 변질 또는 부패단계로 유산균 이외의 염기성 세균, 즉 부패세균이나 효모 및 그
밖의 잡균류가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2. 김치의 숙성도 단계
▶ 농림부(2007)는 김치의 숙성도 단계를 pH와 산도 기준으로 미숙성 김치, 적당히 숙성된 김
치, 과숙된 김치 등 3단계로 제안하였습니다(참고문헌 2).
표 30. 김치의 숙성도 단계
적정 산도 (젖산, %)

미숙성 김치

>5.0

<0.5

적당히 숙성된 김치

4.2~5.0

0.6~1.0

과숙된 김치

<4.0

>1.0

Kimchi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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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문헌
1) 최홍식. 김치의 발효와 식품과학. 효일, 서울, p.193-196(2004)
2) 한국식품연구원. 김치의 매운맛 및 숙성도 지표화 연구(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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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A14

배추 절임 및 탈수 과정을 거치면 배추 절단면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절임배추의 갈변이 일어나는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자문을 부탁드립
니다.

절임배추의 갈변 현상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서혜영 연구원(☏ 062-610-1731, hyseo@wikim.re.kr)

1. A사의 경우
▶ 일반 업체의 경우 탈수 공정을 냉장 상태에서 하지만 A사는 상온에서 진행하는 문제점이 발
견되었습니다.
▶ 배추에 소금을 첨가하면서부터 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탈수 공정에서 미생물의 오염이 높
아질 수 있어 냉장 상태에서 진행하고 탈수 시간을 기존의 시간보다 줄일 것을 권장합니다.
▶ 토양에서 유래되는 미생물에 의한 오염으로 변색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 중 배
추의 밑 부분을 자르고 이절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의 오염이 적도록 조치시키고 절임배추의
세척을 3회 이상 하도록 권장합니다.

2. B사의 경우
▶ 배추절임 및 탈수 시 온도를 확인한 결과, 각각 18℃ 이하 및 3℃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배
추 입고 후 예냉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 배추 절단면에서 나타나는 갈변 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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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납니다(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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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폴리페놀옥시다아제(PPO)에 의한 효소적 갈변 과정

▶ 배추의 폴리페놀옥시다아제(polyphenol oxidase, PPO)의 반응 최적 온도는 40℃로 기온
이 높아지는 7~8월에는 배추의 품온이 높기 때문에 예냉을 하지 않고 배추절임을 실시할 경
우 절단면에서 유리된 PPO의 반응으로 갈변 현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참고문헌
20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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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절임배추 저장 전(좌)·후(우, 4°C, 14일) 색 변화 참고사진

▶ 따라서 외부 기온이 높은 계절에 배추가 입고될 경우 반드시 예냉하여 절임을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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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bage Brassica rapa L. J. Agric. Food Chem. 49:3922-3926(2001)
2) Manolopoulou E, Varzakas T. Application of antibrowning agents in minimally
processed cabbage. J. Food Nutr Disord. 3:1-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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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A15

국내에서 유통 중인 김치 소포장 용기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김치 소포장 용기의 종류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유승란 연구원(☏ 062-610-1738, sryoo@wikim.re.kr)

1. 소포장 용기 종류
▶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김치 포장(1kg) 종류 및 특징은 표 31과 같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1kg 용량의 김치 포장에 대한 시장 조사 및 인터넷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총 58개 제품이
Kimchi FAQ

강성 용기 등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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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소포장 형태별 종류 및 특징
포장 형태

사진

특징

- 현재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형태로, 주로 벌크

케이블 타이

포장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1kg 김치 포장에도
이용되고 있음

Tie-bag

- 포장재 내부의 공기를 비틀어 제거 후 케이블 타이

(70.68%)

또는 클립으로 밀봉하는 형태임
- 현재 유통 중인 Tie-bag 형태 포장의 경우 포장재

클립

내면이 전부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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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형태

사진

특징

- 주로 소포장에 사용되고 있으며 1kg 용량의 경우

일반 파우치 형태

파우치 내부에 지퍼가 있어 재밀봉 가능한 형태가
일반적임

파우치
(22.41%)

- 포장재 내부에 가스흡수제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도
있음
- 포장 내면은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음

지퍼 라인 삽입

원통 플라스틱 캡
- 다양한 형태의 강성 용기가 사용됨(강성 용기 누름
캡, 사각 플라스틱 락, 원통 플라스틱 캡 등)
강성 용기
(6.8%)

- 주로 LDPE나 PET 용기에 뚜껑은 PP로 만들어지고
있음

강성 용기 누름 캡

- 내부에 리드가 삽입되어 있는 형태가 일반적임
- 누름 캡이나 손잡이 등 제품 품질 향상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포장 형태가 사용되고 있음
사각 플라스틱 락

* 조사 방법: 시중 유통 9개사 제품을 대상으로 시장 조사 및 인터넷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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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A1

수돗물과 전해조 소독수를 활용하여 세척 및 살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
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쉬겔라 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쉬겔라균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김수지 연구원(☏ 062-610-1740, sjkim@wikim.re.kr)

1. 쉬겔라(Shigella spp.)균의 유입 경로 등
▶ 쉬겔라(Shigella spp.)균(그림 39)은 수인성 병원균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최근 식품에서 유
래하여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주로 인간과 같은 영장류에서 발
병합니다.

(출처: https://www.cdc.gov/shigella)

그림 39. 쉬겔라균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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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겔라균은 점액성 혈변을 동반하는 전염성이 강한 식중독으로 이질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입니다. 가축 대소변에 의해 오염된 식수를 마시거나 오염된 물로 조리한 음식을 먹으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그림 40). 상갓집이나 잔칫집, 그 밖의 집단급식소에서 먹은 음식에 의
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림 40. 쉬겔라균의 감염경로(참고문헌 1)
2018

군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식품을 통한 쉬겔라증의 발병은 살모넬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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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monellosis)나 캠필로박터증(campylobacteriosis)보다는 적게 보고되었으나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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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겔라증(shigellosis)은 쉬겔라균에 의해 발병되는 감염성 질환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제1

에서도 주요한 식중독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쉬겔라균은 적은 양의 균수로도 질병 유발
이 가능하며 식품에서 쉬겔라균을 분리하는 것은 다른 병원성 장내 세균보다 더 어렵다고 알
려져 있습니다.
▶ 쉬겔라균에 의한 질병은 원료 식품을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 위생 미비 등에 의한 교차오염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토마토, 샌드위치, 양파, 양상추, 파슬리, 감자 샐러드, 갑각류 등 다
양한 식품에서 검출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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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쉬겔라균의 검출 시험법 및 장비(ex. 키트, 배지 등)
▶ 식품에서 쉬겔라균을 검출할 때 미국 FDA 세균 분석 매뉴얼(Bacteriological analytical
manual, BAM)에 의하면 쉬겔라 액상 배지(Shigella broth)에서 증균 배양시킨 후 맥콩키
고체 배지(MacConkey aga, MAC)에서 분리 배양하는 방법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
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도 미국 FDA 세균 분석 매뉴얼과 동일하며 분리 배
양 시 살모넬라 쉬겔라 고체 배지(Salmonella Shigella agar, SSA)가 추가된 방법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참고문헌 3, 4). 쉬겔라균은 제1군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식품공전에는 실험법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 현재 세계김치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동 미생물 동정 장비(Pheonix)를 이용하면 쉬겔
라 보이디아이(Shigella boydii), 쉬겔라 다이센터리에(Shigella dysenteriae), 쉬겔라 플
렉스네리(Shigella flexneri), 쉬겔라 소네이(Shigella sonnei )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3. 타 균과의 상관관계
▶ 쉬겔라균은 대장균의 유전자와 많은 부분이 유사합니다. 대장균과 쉬겔라의 유전자를 이용
하여 유전자 계통수*를 그렸을 때 대장균 그룹 사이에 쉬겔라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그림 41). 이렇듯 쉬겔라균과 대장균의 유전자가 서로 유사하기에 쉬겔라균을 대
장균(Escherichia coli)의 아종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참고문헌 5).
* 유전자 계통수: 여러 생물 종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특징의 유사성과 차이를 나타낸 다
이어그램.

▶ 장 침입성 대장균과 장 출혈성 대장균도 쉬겔라균에 의한 세균성 이질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
는데, 특히 장 출혈성 대장균은 쉬겔라균이 생성하는 쉬가독소(shigatoxin)*와 유사한 독소
인 유사쉬가독소1(Shiga-like Toxin1, SLT1)과 유사쉬가독소2(Shiga-like Toxin2,
SLT2)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참고문헌 6).
* 쉬가독소(shigatoxin): 쉬겔라균(Shigella dysenteriae)에서 처음 발견된 독소로 단백질 합성
을 저해하여 세포를 사멸시키는 독소임. 설사, 발열, 구토, 위경련 등의 증상이 있으며 배설
시 대변에 혈액, 점액 혹은 고름이 섞여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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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대장균과 쉬겔라균의 유전자 계통수(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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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A2

일본으로 수출된 김치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O103)이 검출되어 전량
회수되었습니다. 그 후 일본 바이어가 김치업체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장 출혈성 대장균(O103)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장 출혈성 대장균(O103)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이희민 연구원(☏ 062-610-1759, hmlee@wikim.re.kr)

1. 병원성 대장균이란?
▶ Escherichia coli(이콜라이, 대장균, 이하 E. coli)는 막대 모양의 그람 음성균으로 산소가 없
는 조건과 산소가 있는 조건 모두에서 배양할 수 있는 통성 혐기성 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유동물의 소장 말단 및 대장에 서식하기 용이합니다. 대부분의 대장균은 병원성을 나타내
지 않고 주로 분변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분변오염지표군으로 식품이나 물의 법적 위생 기
준으로 채용됩니다.

2018

* 혐기성 세균: 생존이나 증식에 있어 산소 및 공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균을 말함. 산소가 존
재하지 않는 환경에서만 생육할 수 있는 편성 혐기성 세균과 산소가 존재해도 생육할 수 있
는 통성 혐기성 세균으로 나누어 짐. 한편 산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만 생육할 수 있는 세균
을 호기성 세균이라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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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장 출혈성 대장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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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이콜라이(E. coli)는 병원성을 보이지 않으나, E. coli O157:H7과 같은 병원성 대
장균은 별도 기준 규격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원성 대장균의 특성(독소, 부착 인자 생
성력 및 임상 증상 등)에 따라 장관 병원성 대장균(Enteropathogenic E. coli; EPEC), 장관
독소원성 대장균(Enterotoxigenic E. coli; ETEC), 장 출혈성 대장균 (Enterohaemorrhagic E. coli; EHEC), 장 침임성 대장균(Enteroinvasive E. coli; EIEC) 등 네 가지 주요
군으로 분류됩니다. 이 외에도 장관 집적성 대장균(Enteroaggregative E. coli; EAggEC),
요로 병원성 대장균(Uropathogenic E. coli; UPEC) 등이 있습니다(참고문헌 1).
표 32. 병원성 대장균의 특성
특성

병원성 대장균
EPEC

EIEC

이열성 및 내열성

베로톡신

-

톡신 (LT/ST)

(Verocytotoxin)

장관 침입성

-

-

+

-

설 사

수양성

수양성 및 혈액성

점액 및 혈액성

수양성 및 심한 혈액성

열

낮음

+

+

-

용혈성 요독증

-

-

-

+

주요 감염 장관

소장

소장

대장

대장
O103:H-, O4:H-,

독소(toxin)

주요 혈청형

ETEC

EHEC
베로톡신
(Verocytotoxin)

O6:H16, O8:H9,

O20:H26, O26:H-,

O28:H-, O124:H30,

O11:H27, O20:H-,

O55:H6, O86:H27

O136:H-, O143:H-, O26:H11, O91:H19,

O25:H42 등

O111:H2 등

O159:H- 등

O111:H-, O157:H7 등

29종 이상

37종 이상

12종 이상

26종 이상

2. E. coli O103:H2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병원성 대장균은 일반 대장균과 달리 혈청학적으로 항원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균체항원(O
항원), 협막항원(K항원), 편모항원(H항원) 및 섬모항원(F항원) 등 각 항원에 특이적인 항체
의 면역학적 반응에 따라 혈청형(serotype)*을 구분하게 되며 주로 균체항원(O 항원)의 특
이성에 따라 구별합니다(참고문헌 2).
* 혈청형: 세균 분류는 속과 종을 주로 사용하지만 더욱 세부적인 분류가 필요할 때는 혈청형
분류법을 사용함. 혈청형은 세균의 항원구조 차이. 즉, 세균 표면의 당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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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세균세포의 구조

▶ E. coli O103:H2는 지금까지 발견된 O항원 중 103번째로 발견된 것이고, H항원은 2번째
로 발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E. coli O103은 H2, H6, H8, H14, H16,
H19, H,21, H25, H38, H45, H56 등이 있습니다(참고문헌 3).

3. 장 출혈성 대장균 O103의 일반적 특성
▶ E. coli O103은 장 출혈성 대장균(EHEC)으로 베로독소(Verotoxin, VT)를 생성하는 균이

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중 잘 알려진 E. coli O157:H7과 유사하여 non-O157 STEC(또는
non-O157 E. coli.)로 불리는 E. coli serotypes(혈청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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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하여 Shiga toxin-producing E. coli (STEC)라고도 합니다(참고문헌 4). 이러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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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질균(Shigella dysenteriae Type1)이 생성하는 시가독소(shigatoxin, Stx)와 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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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coli O103을 포함한 장 출혈성 대장균이 생성하는 시가독소(Stx)는 Stx1만 생성하는 균
과 Stx2만을 생성하는 균, 그리고 두 독소를 모두 생산하는 균으로 분류됩니다(참고문헌 1).
또한 시가독소 중 Stx2가 Stx1보다 강하다고 보고됩니다(참고문헌 5).
▶ 시가독소를 생산하지 않는 장 출혈성 대장균 중 일부는 소장에 부착되어 미세 융모를 소멸시
키는 장관 병변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증상을 유발하는 필수적 유전자인 eae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참고문헌 6).

183

FAQ

Kimchi

Frequently Asked Questions

▶ E. coli O103에 의한 인체 감염 사례
l

2006년 7월 29일 일본 미야자키현의 유아원에서 생후 1년 된 아이가 설사 증상을 보이
고 이후 8월 11일까지 유아원에 함께 있던 다른 8명의 유아 및 1명의 교사, 그리고
유아의 가족들까지 총 12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E. coli O103:H2가 생산한 Stx1
독소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참고문헌 7).

l

2006년 봄, 노르웨이에서 소세지를 먹은 17명에게서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 중
11명이서 E. coli O103:H25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감염된 11명 중
Stx 검사 결과 2명만이 양성으로 확인된 반면 eae 유전자 검사에서는 11명 모두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참고문헌 8).

4. 장 출혈성 대장균 O103 검출 방법
▶ 식품공전 제9. 일반시험법, 3. 미생물 시험법, 3.16 장 출혈성 대장균
l

장 출혈성 대장균과 관련한 개괄적인 시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본 시험법은 E. coli
O157:H7, non-O157 VTEC를 모두 검출하는 시험법입니다.)
- 장 출혈성 대장균의 낮은 최소 감염량을 고려하여 검출 민감도 증가와 신속 검사를 위한
스크리닝 목적으로 증균 배양 후 배양액(1∼2mL)에서 베로독소 유전자 확인 시험을 우선
실시합니다.
- 베로독소(VT1,2 또는 Stx1,2) 유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불검출로 판정할 수 있으나
베로독소 유전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순수 분리하여 분리된 균의 베로독소 유전자
보유 유무를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베로독소가 확인된 집락에 대하여 생화학적 검사를 통하여 대장균으로 동정된 경우 장 출혈
성 대장균으로 판정합니다. 1) 증균배양, 2) 분리배양, 3) 확인시험, 4) 베로독소 유전자
확인 실험 순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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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험법
검체 25g(또는 25mL) + mTSB 배지 225mL
↓
35~37℃에서 24시간 증균배양
↓
TC-SMAC 배지와 BCIG 한천 배지에 각각 접종
↓
35~37℃에서 18~24시간 분리배양
↓
TC-SMAC 배지에서는 sorbitol을 분해하지 않은 무색 집락을,
BCIG 한천 배지에서는 청록색 집락 각 5개 이상을 취하여
보통 한천 배지에 옮겨 35∼37℃에서 18∼24시간 배양
↓
전형적인 집락이 5개 이하일 경우
취할 수 있는 모든 집락에 대하여 확인 시험 실시
↓
배양 후 집락에 대하여 다음의 베로독소 유전자 PCR 확인 시험을 수행한 후
베로독소 양성 집락을 대상으로 그람음성간균을 확인하고
생화학 시험을 실시하여 대장균으로 확인된 경우

(B)

Kimchi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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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출혈성 대장균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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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PCR 기기(A) 및 베로독소 유전자 확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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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식품공전 3.16 장 출혈성 대장균의 시험법으로 장 출혈성 대장균을 확인 후 장 출혈성
대장균 중 대장균 O103:H2의 확정이 필요할 경우 분리 배양 시 TC-SMAC(배지66)
배지를 사용하여 sorbitol을 분해하지 않는 무색 집락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베로독소
보유 및 대장균 동정을 확인합니다.

l

양성 균주에 대하여 O103과 H2 혈청형의 결정은 제조사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수행하
고 최종적으로 베로독소 유전자(VT1,2 또는 Stx1,2) 양성, O103 및 H2 혈청 확인 후
대장균으로 확인되었을 때 O103:H2으로 판정합니다.

▶ Sekse C. et al.(2009, 2013; 참고문헌 3, 8)에 따르면 E. coli O103의 Stx 유전자 검사에
서 음성이 나타나더라도 eae 유전자에 대해서 양성이 나타나면 병원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
문에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참고문헌 3, 9). 이와 관련한 검사 방법은 박 등(참고문헌 6)의
실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장 출혈성 대장균 제어를 위한 살균제의 효과
▶ 식품산업에서 사용하는 살균제는 크게 화학적 살균제와 물리적 살균제로 나뉩니다. 이 중 화
학적 살균제는 염소 처리, 과산화수소, 에탄올, 오존 등의 방법이 있으며 물리적 살균 방법은
열처리, 전기장 처리, 고압처리, ultrasound(초음파), UV 처리 및 전자빔 처리 방법 등이 있
습니다(참고문헌 11).
표 33. 살균방법별 대장균 저감 효과
종 류

실험조건
NaOCl 100ppm, 3분

차아염소산나트륨
(NaOCl)
NaOCl 200ppm, 5분

37kHz, 100분

초기 접종균 수

저감화 효과

7.33log10CFU/g

1.42log10CFU/g

(2.1×107마리/g)

(26마리/g)

7-8log10CFU/mL

1.20log10CFU/g

7

8

(1.0×10 -10 마리/g)

(16마리/g)

7-8log10CFU/mL

1.10log10CFU/g

(1.0×107-108마리/g)

(13마리/g)

7-8log10CFU/mL

2.70log10CFU/g

(1.0×107-108마리/g)

(501마리/g)

초음파
(ultrasound)

NaOCl 200ppm,
5분 처리 후
37kHz, 100분

참고문헌
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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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전해수
(electrolyzed water)

실험조건
pH 6.2
ORP 500~520mV
NaOCl 5ppm, 3분

유기산

1% Citric acid, 3분

초고압 처리

600MPa, 10분

초기 접종균 수

저감화 효과

7.33log10CFU/g

1.85log10CFU/g

(2.1×107마리/g)

(71마리/g)

7.33log10CFU/g

1.02log10CFU/g

(2.1×107마리/g)

(10마리/g)

6.8log10CFU/g

2.90log10CFU/g

6

(6.3×10 마리/g)

(794마리/g)

6.8log10CFU/g

3.32log10CFU/g

(6.3×106마리/g)

(2,089마리/g)

7.33log10CFU/g

0.75log10CFU/g

(high pressure
processing)

오존수

참고문헌

9

9

11
600MPa, 3분씩 3회 반복

5ppm, 3분

7

(2.1×10 마리/g)

(6마리/g)

9

* 위 조건은 대장균 저감을 위한 실험 조건이며 김치가 아닌 일반 식품을 대상으로 하였음.

6. 참고문헌
1) Nataro JP, Kaper JB. Diarrheagenic Escherichia coli. Clin. Microbiol. Rev. 11:142201(1998)

4) Zweifel C, Blanco JE, Blance M, Blanco J, Stephan R. Serotypes and virulence
genes of ovine non-O157 Shiga toxin-producing Escherichia coli in Switzerland.
Int. J. Food Microbiol. 95:19-27(2004)
5) 신형식. Non-157 장 출혈성 대장균 불현성 감염증 집단 유행. 대한내과학회지 70:475477(2006)
6) 박도훈, 문지영, 김영부. 설사 환자에서 분리한 장 출혈성 대장균과 장 병원성 대장균의
Enterocyte Effacement 관련 LEE 유전자의 병원형 특성. J. Bacteriology and Virology
37:69-7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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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kse C, Sunde M, Hopp P, Bruheim T, Cudjoe KS, Kvitle B, Urdahl AM.
Occurrence of potentially human-pathogenic Escherichia coli O103 in Norwegian Sheep. Appl. Environ. Microbiol. 79:7502-7509(2013)

2018

2) 강상철. 이유 후 대장균증의 분류와 대책.(2015)
https://www.bayer.co.kr/static//media/ahpdf/201505_ks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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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uraoka R. An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O103 outbreak at a nursery
school in Miyazaki Prefecture, Japan. Jpn. J. Infect. Dis. 60:410-411(2007)
8) Sekse C. An outbreak of Escherichia coli O103:H25 - Bacteriological investigations and genotyping of isolates from food. Inter. J. Food Microbiol.
133:259-264(2009)
9) Ding T, Rahman SME, Oh DH. Inhibitory effects of low concentration electrolyzed
water and other sanitizers against foodborne pathogens on oyster mushroom.
Food Con. 22:318-322(2011)
10) Park SY, Song HH, Ha SD. Synergistic effects of NaOCl and ultrasound
combination on the reduction of Escherichia coli and Bacillus cereus in raw
laver. Foodborne Pathog. Dis. 11:373-378(2014)
11) Omer MK, Alvseike O, Holck A, Axelsson L, Prieto M, Skjerve E, Heir E.
Application of high pressure processing to reduce verotoxigenic E. coli in two
types of dry-fermented sausage. Meat Sci. 86:1005-10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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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A3

김치류 미생물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김치류 미생물 기준·규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김수지 연구원(☏ 062-610-1740, sjkim@wikim.re.kr)

1. 김치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 규격
납(mg/kg): 0.3 이하

l

카드뮴(mg/kg): 0.2 이하

l

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l

보존료: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l

대장균군: 음성이어야 한다(살균 포장 제품에 한함)(참고문헌 1).

201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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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 식중독균
l

식육(제조, 가공용 원료는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에서는 특성에 따라 살모넬라(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

lyticu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장 출혈성 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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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Campylobacter

jejun/colii),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 등 식중독균이 음성이어
야 합니다.
l

식육 및 식육 제품에 있어서는 결핵균, 탄저균, 브루셀라균이 음성이어야 합니다. 다만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식중독균에 대한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에는 해당 식품의
규격을 적용하며, 그 외의 가공식품 중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와 클로스트리
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참고문헌 2).

(1) 바실러스 세레우스
① 장류(메주 제외) 및 소스류, 복합조미식품,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g
당 10,000 이하(멸균 제품은 음성이어야 함)
② 위 ① 이외의 식품 및 개별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식품 중 더 이상의 가공·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g 당 1,000 이하(멸균제품은 음성이어
야 함)
(2)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① 장류(메주 제외),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복합조미
식품, 향신료 가공품, 식초, 카레분 및 카레(액상 제품 제외): g 당 100 이하(멸균제품
은 음성이어야 함)
② 위 ① 이외의 식품 및 개별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식품 중 더 이상의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음성

3. 참고문헌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별 기준 및 규격-김치류. 식품공전(2015)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식품공전(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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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A4

김치 사업을 중비중인 업체입니다. 최근 공장완공 사용승인을 받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중인데요, HACCP 인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증에
필요한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HACCP 인증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김수지 연구원(☏ 062-610-1740, sjkim@wikim.re.kr)

1. HACCP 인증 절차, 방법 등 준비 사항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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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HACCP 적용업체 인증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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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적용작업장(업소, 농장) 인증사항 변경 처리 절차
l

HACCP 적용업소 인증변경 절차 식품: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
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기타식품판매
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도시락 제조·가공업(운반급식 포함)

l

축산물: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 가축사육농장 등

그림 46. HACCP 인증사항 변경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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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HACCP 인증 수수료
l

대상 업종: 전품목, 전업종(식품유형별 또는 업소별 부과)

l

수수료
- 인증 심사 200,000원 / 연장 심사 200,000원 / 인증 변경 100,000원

▶ HACCP 인증을 위한 준비 서류
l

제품설명서, 제조공정도, 공정흐름도,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CCP) 결정, 문서화, 기
록유지방법 설정 등 HACCP 7원칙 12절차

l

영업장, 종업원, 제조시설, 냉동설비, 용수, 보관, 검사, 회수관리 등 선행 요건 프로그램

l

중요관리점(CCP)의 한계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
서(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등

2. HACCP 인증 지원 관련 연구소 업무
2018

l

HACCP 인증 취득을 위해 CCP(Critical Control Point) 전/후 유효성 검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미생물 및 이화학 시험검사(참고용) 지원

l

이화학: 중금속(납, 카드뮴), 이물, 보존료, 타르색소

l

미생물: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식중독균 9종( 바실러스 세레우스, 황색포도상구
균, 장출혈성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
라, 장염비브리오,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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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ACCP 교육
▶ 해썹(HACCP)을 초기 적용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영업자의 의지이며, 적용 이후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 종업원의 해썹 관리계획 준수 의지가 필수적입
니다.

그림 47. HACCP 교육․훈련의 목적

① 위생교육 훈련 [예) 개인위생, 세척소독방법 ]
② 해썹(HACCP )교육 훈련 [예) 모니터링, 개선조치, 검증 등 ]

그림 48. HACCP 유형별 교육시간

4. 참고문헌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http://www.hacc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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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A5

깍두기에서 이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취 원인 구명을
위한 전자코, 전자혀 분석이 가능한가요?

전자코, 전자혀 분석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이미애 연구원(☏ 062-610-1733, leemae@wikim.re.kr)

1. 깍두기 이취 원인 분석
▶ 전자코와 전자혀란?
l

미각과 후각은 자극치들에 대한 감각 세포의 화학 반응 결과가 신경계를 통해 뇌로 전달되
는 감각으로, 최근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전자코와 전자혀가 개발되어 식품 연구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자코는 인간 코의 기능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다중센서배열(multisensor arrays)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데이터 처리함으로써 각 냄새의 정량, 정성 분석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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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특정 냄새 성분과 각 센서에서의 반응을 전기화학적 신호로 나타내고, 이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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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식품의 맛은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감칠맛 등 5가지 기본 맛의 혼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 단맛과 쓴맛은 주로 각종 물질들에서 기인하고 신맛과 짠맛은 주로 수용액 속에
녹아 있는 전해질 물질들이 감각 세포를 자극함으로써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

인간의 맛 인식 메커니즘을 기계적으로 모방한 시스템이 전자혀이며 최근까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들 시스템은 맛 물질과 반응하는 센서 어레이로부터 출력되
는 신호를 조절하기 위한 신호조절부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다변량
해석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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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 중 센서는 전자혀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맛 물질들과 반응하여 전기적 신호를 출력하는
두 개 이상의 개별 센서 다발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 센서들은 맛 물질과 비선택적으로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자혀와 전자코를 활용한 이취 원인 분석 사례
l

시료: 2종
- Control: 일반 깍두기
- Sample: 이취가 발생한 깍두기

l

분석 장비
- 전자코, 전자혀

그림 49. 전자코 장비(Heracles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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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전자혀 장비(Asteree)

l

분석결과
- 전자코에 부착된 컬럼은 극성과 비극성으로 동시에 분석이 가능하여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GC보다 분석시간이 짧아 편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자코로 두 종류의 깍두기를 분석한 결과 일반 깍두기에서 몇 가지 성분이 특이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습니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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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취가 심했던 깍두기에서는 특이하게 검출된 성분은 없었으며 검출된 성분들은 일반깍두기
보다 모두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향기 성분에 대한 주성분 분석결과(그림 52)
일반깍두기(control)와 이취가 심했던 깍두기(sample)의 냄새패턴은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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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전자코 분석결과를 이용한 주성분 분석

- 전자혀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는 각각의 맛을 수치화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의뢰받은
깍두기를 분쇄하여 분석한 결과 이취가 심했던 깍두기는 일반 깍두기와 GPS, UMS, SWS,
BRS 센서값이 일반 깍두기 김치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냈습니다(그림 53).
- GPS는 주로 신맛과 짠맛, UMS는 감칠맛, SWS는 단맛을, BRS는 쓴맛을 주로 측정하는
센서로 일반 깍두기보다는 이취가 심했던 깍두기에서 높은 값을 나타냈고 특히 쓴맛의 차이
가 가장 높았습니다.
- 따라서 전자코나 전자혀를 활용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이취에 대한 분석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53. 전자혀 분석 결과(Bar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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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전자혀 분석 결과를 이용한 주성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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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A6

절임배추 단면에 갈변 현상이 나타납니다. 품질 저하된 절임배추의 미생
물 분석을 통해 갈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과 품질적인 변화에 대해 자문
을 얻고자 합니다.

품질 저하된 절임배추의 미생물 분석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홍성욱 연구원(☏ 062-610-1760, swhong@wikim.re.kr)

1. A사의 경우
▶ 절임배추 3포기의 미생물 분석 결과
l

갈변현상* 절임배추로부터 분리한 미생물을 분석한 결과 위생지표 세균인 세라티아 리퀴
페시언(Serratia liquefaciens), 식물 병원성 곰팡이인 뮤코 시넬로이드(Mucor cir-

cinelloides), 토양유래 효모인 갈락토미세스 지오트리쿰(Galactomyces geotrichum)
등에 의해 품질이 저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갈변현상: 어떤 물질이 갈색으로 변색되는 현상. 예로 깎은 사과를 공기 중에 노출시켰을 때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 등이 있음

- 세라티아 리퀴페시언은 분류학적으로 장내세균과에 속하며 그람음성 간균으로 대부분 자연
환경 내의 토양, 물, 식물 표면에 존재하며 인삼뿌리썩음병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습니다(참고문헌1).
- 털곰팡이인 뮤코는 토양, 소화기관, 썩은 채소류 등에 존재합니다. 2013년 미국 FDA는
요거트를 오염시킨 뮤코 시넬로이드가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참고문
헌2).
l

작업장 또는 배추 이절 시 사용한 칼날 등으로부터의 미생물 오염 가능성도 높으므로
곰팡이 제어가 가능한 차아염소산나트륨(100ppm)을 사용하여 살균해야 미생물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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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문헌
1) 김동기, 이순구, 이영근, 이종팔, 정기채. Serratia liquefaciens에 의한 인삼뿌리썩음병.
식물병연구. 10:8-12(2004)
2) Chobani, Inc. Voluntarily recalls greek yogurt because of product concerns. U.S.
FDA. 5 Sep.(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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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A7

절임조 위치별 절임배추의 염도와 절임배추 부위별 염도가 궁금합니다.

절임배추 염도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서혜영 연구원(☏ 062-610-1731, hyseo@wikim.re.kr)

1. 실험 개요
▶ 재료
l

품종(산지): 슈퍼춘광(강원태백)

l

결구지수*: 8.09

∙

구입시기: 2016. 09.

* 결구지수: 배추의 결구정도를 예측하는 척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결구지수가 높을수록
결구정도가 높음

전체 무게  
결구지수   × 
높이    너비   ×  

▶ 절임방법
l

정선된 배추(100포기)를 이절한 후 2배 염수에 16시간 절인 후 3회 세척하여 2시간
탈수한 후 균질화하여 실험에 사용

l

절임수 온도: 25±1℃

l

작업장 온도: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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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방법
l

염도: 균등하게 채취한 절임배추(세로로 절단한 1/4포기)를 마쇄한 후 여과한 여액을
이용하여 전기전도도식 디지털 염도계(지원하이텍, GMK545A)로 측정

l

절임균질도: 그림 55와 같이 절임배추를 4부위로 구분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염도를
측정한 후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된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로 판단

절임배추 부위 염도의 표준편차
절임균질도      × 
절임배추 부위 염도의 평균값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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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결과
▶ 절임조 위치별 절임배추의 염도
l

절임조의 상부, 중부 및 하부에서 절여진 절임배추의 염도는 각각 평균 1.87%, 1.90%,
2.10%로 하부에서 절여진 절임배추의 염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표 34).

l

Kimchi FAQ

그림 55. 절임배추 부위 참고 사진(좌 : 전체, 우 : 4부위)

1개 절임조에서 생산된 절임배추의 염도는 1.82~2.32%로 절임조에 놓인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배추의 크기나 옆의 두께 차이, 절임조에서 하중을 받는
정도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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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절임조 위치별 절임배추의 염도
구분

상부

중부

하부

평균

염도(%)

1.87±0.05

1.90±0.22

2.10±0.22

1.96±0.21

* 평균±표준편차 (n=3)

▶ 절임배추 부위별 염도
l

절임배추 부위별 염도 분석 결과 엽이 얇은 ④부위의 염도가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엽이 두꺼운 ②부위의 염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l

절임조 위치에 따른 절임배추의 부위별 염도 편차인 절임균질도는 평균 29.7%로 나타났
으며 중부에 위치한 절임배추의 부위별 염도 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 35. 절임조 위치별 절임배추의 부위별 염도 및 절임균질도
부위

절임조
상부

중부

하부

①부위 염도(%)

2.40±0.37

2.50±0.28

2.93±0.54

②부위 염도(%)

1.57±0.09

1.60±0.16

1.73±0.17

③부위 염도(%)

1.77±0.33

1.77±0.21

1.73±0.29

④부위 염도(%)

3.20±0.42

3.37±0.12

3.13±0.21

절임균질도(CV%)

28.86

31.18

29.08

* 평균±표준편차 (n=3)

3. 참고문헌
1) 세계김치연구소. 중소기업형 고품질 DIY김치세트 생산기술 개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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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A8

디지털 염도계와 굴절 염도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개의 염도계간에
측정값의 오차가 발생하는데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염도 측정 방법과 염도계별 측정값 오차 발생 원인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서혜영 연구원(☏ 062-610-1765, jychang@wikim.re.kr)

1. 식품 중 염도 측정 방법
▶ 식품 중 식염의 농도(염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나트륨(Na)을 정량하여 염화나트륨(NaCl)로
환산하거나 염소(Cl)를 정량하여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염소
를 정량하여 식염량을 추정합니다.
l

염소를 정량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Mohr법이며 크롬산칼륨(K2CrO4) 용액을 지시약으로
사용하여 질산은(AgNO3) 표준용액으로 적정하는 방법입니다.

2018

2. 염도계 원리

(전기전도도)와 굴절 염도계(빛의 굴절률)는 측정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식품별로 적합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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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화된 염도계를 사용하여 염도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디지털 염도계

▶ 디지털 염도계
l

식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염분의 양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한
염도계로 ‘전기전도도식 염도계’라고도 합니다.

l

식품에는 고르게 일정한 염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전도도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보정을 통해 품질관리용으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l

염도 측정범위는 0~5%가 일반적이며, 0~1.9%까지 측정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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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디지털 염도계 사진(예시)

(출처: 김치&절임류 나트륨 저감화 매뉴얼,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그림 57. 디지털 염도계 부위별 명칭 및 사용방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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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절 염도계
l

염분의 양에 따라 빛의 굴절 정도가 변하는 원리를 이용한 염도계입니다. 빛의 굴절을
방해하는 요소인 찌꺼기 등의 불순물, 또는 온도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l

빛의 굴절을 방해하는 요소인 찌꺼기 등의 불순물, 또는 온도 등에 따라 염도가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절임이 완료된 염수의 농도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l

원료절임용 염수, 장담기그용 염수 등의 염도 측정에 적합하며, 염도 측정범위는 0~28%
입니다.

l

그림 58의 오른쪽 사진과 같이 굴절형 염도계를 디지털화한 염도계가 판매되고 있으며,
전기전도도식의 디지털 염도계와 혼돈하지 않아야 합니다.

Kimchi FAQ

그림 58. 굴절 염도계 사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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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① 시료 2~3방울 투입
② 20초 정도 대기
③ 초점조정 후 측정
④ 렌즈내 눈금자 수치 확인

그림 59. 굴절 염도계 사용방법
207

FAQ

Kimchi

Frequently Asked Questions

3. 염도 측정 오차 발생원인
▶ 디지털 염도계(전기전도도)와 굴절 염도계(빛의 굴절률)는 측정 원리가 달라 식품별로 적합
한 염도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절임수의 경우 염화나트륨(NaCl) 외에 굴절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기 때문에 굴절 염
도계 및 디지털 염도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 하지만 염수의 농도가 높은 경우, 디지털 염도계는 측정범위가 0-5%이기 때문에 염수를 물
로 희석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하여 측정범위가 넓은 굴절 염도계 사용이 용이합니다.
▶ 김치와 같이 다양한 원료가 혼합된 식품은 그 성분이 굴절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디지털
염도계와 굴절 염도계의 측정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김치의 염도를 측정할 때에는 디지털 염도계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 염분 농도가 높아 측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물을 이용하여 희석하여 염도를 측정하고
희석배수를 반영하여 염도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4. 참고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치 및 절임류 나트륨 저감화 매뉴얼(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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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양념에 첨가하는 부재료의 산도를 측정한 결과, 액젓과 다시마 추출액에
서 산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치 제조 후 적정법을 통해 산도를 측정
하여 납품하였지만, 납품처에서 산도 자동측정기로 측정한 결과에서는
pH는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산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초기 산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 합니다.

A9

김치의 초기 산도에 미치는 영향 인자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이미애 연구원(☏ 062-610-1733, leemae@wikim.re.kr)

1. pH와 산도
▶ pH와 산도의 의미
l

pH는 어떤 물질이 용액 속에 용해되어 전체가 용액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용액 속에
있는 수소이온 농도를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pH는 수용액의 산도* 혹은 염기도**를 측정
하는 것으로 수용액의 산도와 염기도는 존재하는 수소 이온(H+)과 수산화 이온(OH-)의

** 산도: 용액에 대한 산성의 세기를 나타내는 양.
** 염기도: 용액에 대한 염기성의 세기를 나타내는 양.
l

산도는 식품의 산성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품의 산도를 나타내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적정 산도입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0.1 노르말 수산화나트
륨 용액(0.1N NaOH)으로 액상 식품을 중화시켜 이때 소비되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양을 측정하여 산도를 산출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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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 측정 방법(참고문헌 1)
l

기기 및 장치
- pH meter(ORION STAR A221, Thermo scientific, USA) 또는 이와 동등한 것

l

시험 조작
- 시료 500g을 각 부위별로 균등하게 채취하여 마쇄한 후 4겹의 거즈로 짠 pH meter를
사용하여 시료액을 3회 반복 측정한 다음 평균값을 구합니다.

그림 60. 김치의 pH 측정 방법

▶ 산도 측정 방법(참고문헌 1)
l

기기 및 장치
- 산도계(TitroLine easy, pH Electrode blue line 12, SCHOTT instrument, Germany)
또는 이와 동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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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험 조작
- 시료 500g을 각 부위별로 균등하게 채취하여 마쇄한 후 4겹의 거즈로 짠 다음 시료액
10mL를 0.1 노르말 수산화나트륨 용액(0.1N NaOH)으로 pH가 8.3이 될 때까지 적정함.
각 김치 시료의 산도(%)는 소비된 수산화나트륨 용액(NaOH)의 소비량을 측정하여 다음
식을 통해 계산합니다.

산도(%) =

소비된 0.1N NaOH(mL) × NaOH의 역가 × 0.009
적정에 사용되는 시료액의 양(mL)

× 10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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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김치의 산도 측정 방법

2. 발효 중 김치의 품질 특성 변화
▶ 유기산 생성에 따른 김치의 pH와 산도의 변화
l

김치 발효 과정 중 유산균에 의해 유기산이 생성되어 산도가 증가하고 pH가 저하되는
것은 김치 발효의 특징입니다(참고문헌 2).
211

FAQ

Kimchi

Frequently Asked Questions

l

유기산은 발효에 관련되는 미생물, 특히 유산균에 의하여 당류로부터 전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치 재료, 미생물 등에 의한 내부 요인과 소금 농도, 발효 온도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생성되는 유기산의 종류와 그 양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발효 시기에 따라 김치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산의 구성이 달라집니다(참고문헌 2).

l

김치 발효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에 따라 유기산의 구성이 달라지고,
결국 김치의 pH와 산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pH와 산도는 김치의 종류나
형태별로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참고문헌 4).

▶ 김치의 총 산도와 미생물의 생육
l

김치의 총 산 함량은 김치 발효에 영향을 주는 미생물의 생육과 생화학적 활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김치의 총 산 함량과 그 완충력 정도에 따라 김치 발효와
미생물 생육이 영향을 받습니다.

l

김치 유산균의 최적 생육 pH는 균종에 따라 다르며 김치 적숙기의 주 미생물인 류코노스
톡 메센테로이드(Leuconostoc mesenteroides)는 pH 5.4~6.8이나 과숙기의 주 미생
물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은 pH 3.5~4.2입니다.

▶ 김치의 초기 산도에 영향을 주는 조건
l

부재료의 영향
- 마늘은 대체로 김치의 발효를 촉진시킵니다. 재료 배합 중 마늘 함량(0~6%)을 달리하여
21℃에서 8일간 발효시킬 때 마늘의 양이 많을수록 산도가 빨리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 마늘의 첨가로 인해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드 등 유산균의 생육은 촉진되는 반면 호기성
세균의 생육은 억제됩니다. 마늘은 유산균 발효 환경을 조성하여 발효를 빨리 진행시킵니다.
마늘의 최소 구성 비율은 2% 내외이어야 합니다.
- 고춧가루도 김치의 발효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고춧가루 첨가량이 많을수록 초기 pH가
낮아지고 산도는 높아집니다. 이는 비휘발성 유기산의 영향 때문이며 고춧가루에서 유래되
는 당에 의해 발효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김치의 pH와 산도가 고춧가루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면 환원당의 함량이
낮은 고추 품종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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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소금의 영향
- 소금은 선택적으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김치의 발효도 억제합니다.
- 일정한 수준에서는 배추의 소금 절임이 유산균의 선택적 성장을 돕는데 적절한 소금 농도는
2~3% 수준입니다.
- 그 이상에서는 발효는 억제되지만 짠맛이 강해지고 나트륨의 과다 섭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나트륨 저감화 문제로 저염 김치를 제조하기 위하여 염 농도를 낮추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염 농도를 1.5% 이하면 김치의 이상발효가 생기고 저장 기간에 따라 기존의 pH나
산도가 변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1.5~2.5%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3. 발효 중 김치의 pH와 산도의 관계
▶ 김치의 적정 pH 또는 적정 산도
l

김치의 발효 시기는 초기, 적숙기, 과숙기 3단계로 나뉘는데,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김치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적숙기 맛김치의 pH는 4.2~4.6, 산도는 0.6~0.8%로 보고되
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상품김치의 적정 산도는 0.4~0.9%, pH는 4.1~5.0입니다(참고문

발효 중 김치의 pH와 산도의 관계
- 김치 종류에 따른 pH와 산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는 염 농도를 다르게 하여
맛김치, 포기김치, 백김치 세 가지 종류의 김치를 제조하였습니다(표 36)(참고문헌 3).
- 그림 62는 배추를 주원료로 만든 세 가지 종류의 김치에 대해 pH와 산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 다양한 염 농도(1.9%, 3.0%, 4.5%)로 제조된 배추김치를 온도 조건(4℃, 10℃)을 다르게
하여 발효시키면서 pH와 산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하향하는 추세선이 그려졌습
니다.
- 이는 포기김치뿐만 아니라 맛김치, 백김치에도 적용되었고 온도나 염 농도가 다르더라도
우하향하는 추세선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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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김치 제조 배합비
재료
절임배추1)

김치 종류
맛김치

포기김치

백김치

100

100

100

무

0

0

10

파

31

3.1

3.1

고춧가루

1.82)

1.82)

0.53)

마늘

1.5

1.5

0.5

생강

0.4

0.4

0.4

물

2.0

2.9

50

소금

염 농도에 따라 조절

염 농도에 따라 조절

염 농도에 따라 조절

염농도(%)

1.9~4.5

1.9~4.5

1.9~4.5

1) 염 농도: 2.1%(w/w), 2) 고춧가루 사용, 3) 생고추 사용

- 배추김치의 적숙기 산도 0.6%에 해당되는 pH는 4.3, 포기김치는 4.1, 백김치는 3.6으로
김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pH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 백김치의 pH가 가장 낮았습
니다.
- 김치의 적숙기 산도에 해당되는 적정 pH는 종류와 형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내부
요인인 김치의 종류 또는 형태를 결정한 다음 외부 요인인 염도나 발효 온도를 결정하면
최종적으로 발효 시기가 결정됩니다.

그림 62. 염 농도와 온도 조건에 따른 김치의 발효 과정 중 pH와 산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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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귀사에서 제시한 실험결과 중 포기김치의 pH가 4.39일 때 산도 0.28%는 위 결과에서
도출한 추세선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

납품업체에서 산도 자동 측정 기기와 적정법으로 산도를 측정했을 때 측정값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참고문헌
1)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의 품질 평가 이화학 시험방법 매뉴얼(2014)
2) 최홍식. 김치의 발효와 식품과학. 효일, 서울, p.193-196(2004)
3) 류복미, 전영수, 송영선, 문갑순. 멸치를 첨가한 김치의 물리화학적 및 관능적 특성. 한국식품
영양과학회지. 25:460-469(1996)
4) Park WS, Moon SW, Lee MK, Ahn BH, Koo YJ, Kim KH. Comparison of
fermentation characteristics of the main types of chinese cabbage kimchi. Food
Sci. Biotechnol. 5:128-135(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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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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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보존료 및 합성감미료의 ‘무첨가’ 표기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황인민 연구원(☏ 062-610-1764, imhwang@wikim.re.kr)

▶ 김치 제품에 보존료의 ‘무첨가 ’표기는 안 되며 감미제의 경우 사용 가능한 항목에 한해서 검
출되지 않았을 때 표기가 가능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대다수의 식품에 적용되는 가장 주요한 표
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용기·포장
등에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무첨가’ 표기가 가능한 경우는 식품첨가물공전상 합성보존료·색소 사용이 허용되는 식품에
서 보존료·색소를 직접 첨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재료로부터 이행(carry-over)된 보존
료·색소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첨가’라고 표기된 경우에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보존
료·색소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보존료·색소도 검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합성보존료나 합성감미제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특정 첨가물을 명기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 김치류에서는 규정상 타르색소·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존료의 ‘무첨가’
표기가 불가능하며, 감미료는 특정 첨가물을 명기하여 ‘무첨가’ 표기가 가능합니다.
▶ 김치 관련 인증 및 지정 제도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한국산업표준 인증’, ‘유기가공식품 인
증’, ‘식품명인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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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올바른 ‘무첨가’ 표기 예시

▶ 별도 첨부(부록)
l

첨부 1: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사항

l

첨부 2: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l

첨부 3: 김치류의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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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A2

국내에서 김치를 제조·유통할 경우 김치 포장지에 표기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내 유통 김치 포장지 표기사항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양지희 연구원(☏ 062-610-1736, jhyang@wikim.re.kr)

▶ 식품 등의 표시기준(2016)에 따르면, 김치류인 김칫속, 배추김치, 기타김치의 경우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1회
섭취참고량, 용기·포장 재질, 품목보고번호,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보관방법(해
당 경우에 한함), 부정·불량식품신고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방사선조
사(해당 경우에 한함), 유전자변형 식품(해당 경우에 한함)을 표시해야 합니다.
▶ 또한 김치류는 고유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살균 여부에 따라 “살균제품” 또는 “비살균
제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 37. 포장지 표시사항 서식도안
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 ○○
○○○(○○○○○○*)
*기타표시사항
○○식품, ○○시○○구○○로
○○길○○

유통기한

○○년○○월○○일까지

내용량

○○○ g

같은 시설에서 제조
∙ (타법 의무표시사항 예시) 정당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교환, 환불
∙ (업체 추가표시사항 예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 ○○○○, ○○○○○○,
원재료명

∙ (예시) 이 제품은 ○○○를 사용한 제품과

○○○○○, ○○, ○○○○○○○
○○*, ○○○*, ○○* 함유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명 및 함량

○○○(○○mg)

용기(포장)재질

○○○○○

품목보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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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불량식품 신고: 국번 없이 1399
∙ (업체 추가표시사항 예시)
고객상담실: ○○○-○○○-○○○○

영양성분(주 표시면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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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l

그 제품의 고유 명칭으로서 허가관청(수입식품의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

l

제품명에 상호·로고 또는 상표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 가능

l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 가능

▶ 식품 유형
l

김칫속, 배추김치, 기타김치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표시

▶ 업소명 및 소재지
l

영업등록 또는 영업신고 시 등록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

l

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 가능

l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한 경우에는 위탁을 의뢰한 업소명 및 소재지로 표시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l

유통기한은 “○○년○○월○○일까지”, “○○.○○.○○까지”, “○○○○년○○월○○일

품질유지기한은 “○○년○○월○○일”, “○○.○○.○○”, “○○○○년○○월○○일” 또
는 “○○○○.○○.○○”로 표시

l

Ⅵ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주 표시면 또는 정보 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는 해당 위치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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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까지” 또는 “유통기한: ○○○○년○○월○○일”로 표시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는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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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 유통하여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
관』 또는 『냉장보관』으로 표시
▶ 내용량
l

내용물의 성상(性狀)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

▶ 원재료명
l

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을 많이 사용
한 순서에 따라 표시

l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나머지 원재료는 상기 순서 다음에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
고 표시

▶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l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

l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
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
기 표시대상 원재료명 표시
(예시) 계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l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동일한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을 통하여 생산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재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 표시
(예시)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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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표시사항
l

김치류는 고유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l

살균 여부에 따라 “살균제품” 또는 “비살균제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함.

2018

그림 64. 김치 포장지 표시사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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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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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수출 시 포장 용기의 팽창 예방 방법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유승란 연구원(☏ 062-610-1738, sryoo@wikim.re.kr)

1. 김치 수출 시 포장 용기의 팽창 원인
▶ 김치 수출 시 김치 발효에 의한 가스 발생으로 인해 포장 용기의 팽창이 발생합니다(참고문
헌 1, 2). 가스 발생으로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 포장 용기가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 김치 발효에 따른 가스 생성량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온도입니다. 유통 온도가
낮을수록 김치의 발효 속도를 지연시켜 용기의 팽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상품김치를 낮은 온도로 유통시킬 경우 그 외의 인자들이 김치 숙성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염도가 높을수록 미생물 성장이 지연되어 김치 발효 속도가 느려집니다. 또
한 김치의 원․부재료에 따라서도 김치 숙성이 달라지는데 젓갈을 넣었을 경우 김치 숙성이
빨라져 가스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포장 용기의 팽창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림 65. 중국 현지에서 유통 중인 김치의 포장 용기 팽창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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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장 용기의 팽창 예방법
▶ 김치가 1차 숙성된 후 포장하면 용기의 파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김치에서 이산화탄소의 생성은 빠른 속도의 1단계와 느린 속도의 2단계로 이뤄지는데 이는
김치의 발효 적숙기 전후에 해당됩니다(참고문헌 3, 4, 5). 김치가 최적으로 숙성됐을 때 이
산화탄소 생성량은 상당히 낮습니다. 김치 적숙기에는 숙성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발효 패
턴이 달라짐에 따라 이산화탄소 생성량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 이산화탄소 생성 속도는 온도에 따라 상당히 민감하게 달라지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현저히
낮아집니다(참고문헌 3, 6).
▶ 따라서 김치 용기의 팽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김치 발효 적숙기 이후의 김치를 저온으
로 유통시켜야 합니다.

3. 포장 용기(10kg, 이중 비닐 포장)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할 경우 김치 숙성의
지연 정도
▶ 이산화탄소 충진 포장과 김치 숙성도 간의 관계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김치에 고압
이산화탄소 처리를 하여 숙성도 지연 효과를 보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어 이산화탄
소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은 김치 품질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치 발효가 진행되면서 포장 내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짐에 따라 산물 저해 작용에 의한

▶ 하지만 김치는 다른 가공식품과는 달리 살아 있는 발효 식품이기 때문에 유통 중 발효에 의
한 가스 발생으로 인한 김치 용기의 내부 압력 상승으로 포장 용기가 팽창하게 되고 심한 경
우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 이산화탄소 충진 포장은 포장 용기 내부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포장 내부 압력을
더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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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김치연구소 개발 포장용기 구입 방법
▶ 연구소에서 개발한 포장 용기에 대한 구입은 기술 이전 업체인 ㈜대륭포장산업, ㈜싱싱캔,
콘프라테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5. 참고문헌
1) 김윤지, 홍석인, 박노현, 정태연. 포장 재질이 김치의 품질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과학
회지. 26:62-67(1994)
2) 윤경영, 강미정, 신승렬, 윤광섭, 김순동, 김광수. 김치 저장성에 미치는 가스 흡수제의 영향.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5:363-367(1998)
3) Lim W, Park E, Cheigh H, Lee D. Effect of package size and temperature on
the volume expansion of flexible permeable packages of kimchi(a Korean
fermented vegetable). Packaging Technol. Sci. 14:41-48(2001)
4) Lee D, Shin D, Lee D, Kim J, Cheigh H. The use of physical carbon dioxide
absorbents to control pressure buildup and volume expansion of kimchi
packages, J. Food Eng. 48:183-188(2001)
5) Shin D, Cheigh H, Lee D. The use of NaCO3-based CO2 absorbent systems to
alleviate pressure buildup and volume expansion of kimchi packages. J. Food
Eng. 53:229-235(2002)
6) Shin D, Cheigh H, Lee D. Effect of fill weight and initial vacuum on fermentation
rate and CO2 production of bottled kimchi. Korean Food Sci. Technol.
10:375-38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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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A4

네덜란드로 김치를 수출하고자 합니다. 김치 수출 컨테이너의 온도 세팅
조건과 김치 선적 시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김치 수출을 위한 냉동 컨테이너 이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박성희 연구원(☏ 062-610-1724, shpark@wikim.re.kr)

1. 냉동 컨테이너(Reefer Container, Frozen Products Container)
▶ 국제 대형 컨테이너는 보통 냉동기를 사용하여 적화에 대한 소정의 온도를 보존하는 냉각장
치의 설비 방식에 따라 별치식(別置式) 냉동 컨테이너와 내장식 냉동 컨테이너의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 컨테이너 선(船)에 적재하는 냉동 컨테이너는 냉동 유니트(unit)를 작동시켜 28~26℃ 범
위에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으나 수송 중에 냉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전원이 필요합니다.
▶ 냉각 방식에는 수냉식과 공냉식이 있습니다. 갑판 적재인 경우에는 공냉식에 의하여 열을 대
기 중에 방산(放散)하고 있으며, 창내 적재인 경우에는 창내의 풍량이 부족하므로 수냉식에
의하여 열을 냉각수에 방산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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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20피트 냉동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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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동 컨테이너의 종류와 규격
▶ 컨테이너의 종류(규격별)
l

ISO standard(1AAA, 1AA, 1A, 1BBB, 1BB, 1B 등) 컨테이너는 ISO에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표 38).
표 38. 대표 컨테이너 외형 치수 및 최대 중량 등
외형 치수(mm)

종류

1A

높이(H)

폭(W)

치수

허용차

2,438

0

1AA

2,591

-5

1C

2,438

0

치수

허용대각 공차
길이(L)

허용차
0
-5

치수

허용차

12,192
(40FT)

공중량
(kg)

최대
총중량
(kg)

K1

K2

19 이하

10 이하

3,900
~4,220

30,480

13 이하

10 이하

2,210
~2,340

24,000

0
-10

2,438
1CC

2,591

-5

0
-5

6,058
(20FT)

0
-10

* 20피트 컨테이너 → 1CC(6,058L × 2,438W × 2,591H)
** 40피트 컨테이너 → 1AA(12,192L × 2,438W × 2,591H)
*** 40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 → 1AAA(12,192L × 2,438W × 2,896H)

3. 냉동 컨테이너에 화물 적입 시 유의사항
▶ 화물의 예냉(Pre-cooling / Pre-freezing): 냉동 컨테이너는 온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
고 설계되어 있으므로 온도를 낮추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l

냉동 컨테이너의 효과적 운용과 화물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화물의 예냉이 필요합
니다(화물 자체의 온도와 냉동 컨테이너 내부 온도가 동일한 것이 최상의 조건).

l

적입 작업 시 요구되는 화물의 온도에 맞게 예냉을 실시할 경우 냉동 컨테이너를 효과적으
로 운용함과 동시에 주변 열기를 빠르게 제거하여 화물의 신선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l

여름철에는 냉동 컨테이너에 선적된 따뜻한 화물 및 외부 온도가 내부에 순환되는 공기의
온도를 급상승시키기 때문에 예냉은 더욱 더 중요합니다.
228

Ⅵ. 중소기업 지원 등 기타

▶ 화물의 적재 방법
l

올바른 적재 방법은 냉동 컨테이너 전체에 냉기를 공급하도록 공기 순환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림 67. 냉동 컨테이너 공기 흐름도

냉각 공기의 순환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과 냉동기, 도어 사이에 일정 간격이 필요합니다.

l

냉동 컨테이너 안벽에 표시되어 있는 붉은색 선보다 높게 화물을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김
치의 경우 60㎝ 이상 상부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음).

229

Kimchi FAQ

l

2018

그림 68. 냉동 컨테이너 내부 적재 경고선

Ⅵ

FAQ

Kimchi

Frequently Asked Questions

l

운송 중 충격이나 흔들림에 의해 화물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적절히 적재합니다(냉동
컨테이너의 경우 바닥이 금속이므로 주의).

그림 69. 냉동 컨테이너 화물 적입 시 공기 흐름도

l

냉동기에서 배출하는 가스가 화물의 신선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냉동 컨테이너의
문을 열어 놓은 채 냉동기를 작동시키면 안 되며 가능한 한 적입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참고문헌 1).

4. 김치 수출용 냉동 컨테이너 이용 시 주의 사항(네델란드 수출 A사 예시)
▶ 네델란드까지는 21일 정도의 운송 기간이 소요되므로 아래와 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4일 정도 소요되는 미국 뉴욕으로의 수출 조건을 참고함).
l

현재 수출 김치는 예냉 후 냉동 컨테이너에 옮겨져 2~0℃로 온도를 유지하고 운송되고
있습니다.
- 김치냉장고의 온도는 2~1℃를 유지
- 냉동 컨테이너의 온도차가 ±4℃임을 감안할 때 2℃로 설정 시 6~2℃를 기대할 수 있으나
온도가 안정되면 차이가 거의 없이 유지됨
- 현재 수출업체는 4℃보다는 3~2℃로 설정하여 20일 이상 소요되는 지역에 수출하고 있음

l

김치 제조 직후 1℃에 저장하면 수출 김치의 품질을 120일 이상 유지하여 상품성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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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의 염도 및 식품첨가물 등의 첨가 유무에 따라 김치의 적정 온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l

컨테이너 적입 시 벽으로부터 20㎝ 정도, 천정으로부터 60㎝ 정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천정의 팬과 가까운 곳에는 공간 확보가 필수임

5. 기타 주의사항
▶ 냉동 컨테이너의 기록 데이터를 수령해 두었다가 추후 문제 발생 시 보험 및 책임에 따른 구
상권을 제기합니다.
▶ 선행 연구에 의하면 예냉과 선박에서의 온도 조절이 용이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공장에서 컨테이너 작업 시
② 현지 도착 후 차고·마트로 이동·하역 시
현지의 높은 온도에 그대로 노출되어 김치의 상미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
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김치 수출 시 2~4℃의 냉동 컨테이너로 운송하며 김치 제조 후 최종 소비될 때
까지 일본 등 아시아 인접 국가는 1주일, 미주 및 기타 지역은 20∼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문헌 2).

2018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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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A5

인도 수출용 김치 제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반 시 적절한
온도와 환풍기 개폐 주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치의 컨테이너 운반 시 적정 온도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유승란 연구원(☏ 062-610-1738, sryoo@wikim.re.kr)

1. 장거리 수출용 김치 포장
▶ 적절한 컨테이너 온도
l

김치는 유산균에 의한 발효식품으로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온에서도 이산화탄소
(CO2) 가스가 발생하며 밀폐 용기에 포장할 경우 용기가 팽창하거나 내부에 압력이 발생
하게 됩니다.

l

유산균의 최적 성장 온도로 높아지면 가스가 더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 지역에
서 유통된다면 포장에 더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l

CO2 가스로 인한 포장 용기의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CO2 가스 흡수제를 넣은 포장 기법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CO2 가스 흡수제 이외에 포장재에 통기성을 부여하여 포장하기도
하지만 김치 냄새 방출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치 포장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는 용기에 김치를 최대 80%가 넘지 않게 담는 것이 좋습니다.

l

김치는 공기와의 접촉에 민감한 식품이기 때문에 장기간 유통 시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밀폐력이 좋은 용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청량감이 느껴지는 맛있는 김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탄산의 증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밀폐력이 좋은 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 2013년 연구소가 개발한 이산화탄소 소거 김치 포장 용기의 기술이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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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ucose : 포도당 * Lactic Acid : 젖산 * Ethanol : 에탄올
* Carbon dioxide : 이산화탄소

그림 70. 김치 유산균 발효에 의한 이산화탄소 생성 과정

◈ 해외 수출용 상품김치(2중 비닐 포장 후 박스 포장)를 2℃ 상태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한 달간 운송할 경우 김치의 숙성 정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
• 김치 숙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로는 온도, 염도, 산소, 김치의 원·부재료를 들 수 있
습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김치의 발효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데 상품김치를 2℃의 고정된
온도로 유통시킬 경우 그 외의 인자들이 김치 숙성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 염도가 높을수록 미생물 성장이 늦어져 김치 발효 속도가 느려집니다. 김치 발효에 좋지 않
은 영향을 주는 균들은 호기성 세균이 많으므로 산소를 차단해줄수록 호기성 세균들의 생육
은 억제되고 김치 유산균의 생육이 더 왕성해집니다. 김치의 원·부재료에 따라서도 김치 숙
성이 달라지는데 젓갈을 넣었을 경우 김치 숙성이 빨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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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 시 컨테이너 운반에 필요한 적절한 온도 및 환풍기 개폐 주기

Ⅵ
l

컨테이너를 이용한 이송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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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입니다.
* 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김치 내 미생물의 활동이 현저히 적어져 발효가 거의 일어나지 않
게 되어 김치의 저장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출업체 대부분이 –1℃를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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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컨테이너 운반 시 온도 모니터링 결과 컨테이너 온도 및 김치 제품의 품온은 2~3℃ 범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더라도 국내 선적 단계, 현지 도착 후 검역·통관 단계, 현지 창고·마트
이동 시 가장 많이 외부 온도에 노출되므로 철저한 온도 제어가 필요합니다.

그림 71. 미국 수출 김치의 유통 단계 및 온도

l

컨테이너의 설정 온도와 실제 측정값(내부, 품온)은 상이한데 컨테이너 내부 앞·중간·뒤
세 부분으로 나누어 온도 프로파일(profile)을 측정한 결과, 위치에 따라 품온 및 내부
온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

현지 소비자에게 상품성이 유지된 김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선박 이동 시 일정한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제조 후 충분히 예냉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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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미국 수출 김치의 컨테이너 앞쪽 내부 온도 및 품온 측정 결과

그림 73. 미국 수출 김치의 컨테이너 중간 부분 내부 온도 및 품온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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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미국 수출 김치의 컨테이너 뒤쪽 내부 온도 및 품온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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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풍기 개폐 주기
l

김치 수출 시 컨테이너 내에 별도로 장착된 환풍기는 없으며 컨테이너 후면에 냉장·냉동기
의 열을 식히는 팬(FAN) 정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림 75. 현지 물류센터에 입고된 컨테이너

그림 76. 현지 물류센터의 컨테이너 하차 과정

3. 참고문헌
1)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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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A6

중국에 김치를 수출하고 싶습니다. 중국 통관절차, 라벨링 방법, 위생검
역기준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대중국 수출 김치 통관절차 및 관련 기준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양지희 연구원(☏ 062-610-1736, jhyang@wikim.re.kr)

▶ 위생 허가
l

중국에서는 제품 종류별로 인증 취득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위생허가는 보건식품과 특수
식품에 해당되며, 보건식품은 한국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합니다. 만약 유기농을 광고하
거나 유기농식품은 중국품질인증센터(CQC)의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 일반
식품은 수출상 등록, 중국어라벨 제작 등이 필요합니다.

▶ 중국 식품안전법 관련 기준
l

제62조: 수입식품 및 식품첨가제와 식품 관련 제품은 반드시 중국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만족해야 한다.

l

제63조: 위생부 신고

l

제65조: AQSIQ 기업 등록
-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상 혹은 대리상은 반드시 국가출입국검험검역국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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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원 위생 행정 부처는 본 법 제 44조 규정에 의거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즉시 관련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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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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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제66조: CIQ 중문 라벨링
- 수입한 포장 전 제품은 중문 라벨 및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라벨, 설명서는 본 법규 및
중국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및 식품안전 국가기준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식품
원산지 및 국내 대리상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을 명기하여야 한다. 포장 전 식품에 중문
라벨 혹은 중문 설명서가 본 법규에 부합되지 않을 시 수입할 수 없다.

▶ 중국 수입 통관 주기 단축 가능성
l

동일한 제품으로 최초 동일한 수입 항구에서 정상통관 이력이 있으며 2차 수입 통관도
동일한 항구로 입항하였을 때는 통관 간소화가 되지 않으나 3~4차 수입 통관 시 통관
간소화가 가능합니다. 세관마다 적용 기준이 모호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국 특혜 관세 적용 방법
l

HS코드: 2005.9999.90
- 품목명은 기타 미냉동 채소, 식초 혹은 산 이외의 방법의 제조 혹은 저장한 제품의 기타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 한중 FTA 관세를 적용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우대 관세율은 21.5%입니다. 중화인민공화
국 해관 수출입 세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과 관세호혜조항을 규정한 무역 조약 또는 협정을 맺은 국가의 수입 화
물은 최저 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
2. 중화인민공화국과 관세호혜조항을 규정한 무역 조약 또는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의 수
입 화물은 보통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
3. 증치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 개념이며, 생산․유통과정에서 부가가
치를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17% 또는 13%가 부과됨
4. 소비세는 해당 상품을 소비하는 최종 단계의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5. 관리감독코드 A는 입경화물통관단(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을
뜻하며 발급기관은 국가질량감독검역기구
* 자료원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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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식품라벨 규정
l

2012년 4월 20일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GB 7718-2011) 실시
- 이 기준은 모든 식품 라벨에 적용됨
- 식품을 저장·운송하는 과정 중 보호하기 위한 포장, 벌크 식품 및 즉석판매식품은 예외
- 정량 포장 식품: 정량 포장되거나 포장재 및 용기 속에 담긴 식품, 그리고 일정량의 범위
내에서 통일된 품질 혹은 부피 표기를 지니고 있는 식품

l

2013년 1월 1일 《정량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GB 28050-2011) 실시
- 이 기준은 모든 식품에 적용되나, 보건식품과 특수음식용식품은 제외
- 영양라벨: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영양정보와 특성에 대한 설명이며 영양성분표, 영양성
분명 및 기능성 성분명을 정량포장식품라벨에 포함

l

수입 포장식품 라벨관리시스템 운영(2012년 6월 1일부터)
- 검사에 합격된 최초수입: 포장식품 라벨에 대하여 검사검역기구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해 관련 정보를 라벨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라벨 신고번호 부여
- 최초 수입한 포장식품: 2011년 6월 11일 식품 라벨관리시스템 운영 이후 라벨관리시스템
신고번호를 취득하지 못한 포장식품은 모두 최초 수입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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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중국 라벨링 표시사항 상세

1

항목

설 명

표기 언어

중문 간체, 외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해당 중국어와 대응
관계가 있어야 함(상표, 수입식품의 제조자 및 주소, 해외 판매자의 명
칭 및 주소, 웹사이트 제외)

2

글자 크기

3

제품명 또는 설명

4

구성 성분

모든 외국어 표기는 외국어에 상응하는 한자보다 커서는 안됨(상표
제외)
식품 라벨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식품의 속성을 반영하는 전용
명칭을 분명하게 표기해야 함
첨가량이 많은 순서로 하나씩 나열함. 첨가량이 2%를 넘지 않는 배합
원료는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아도 됨
액체 식품은 리터(L, l), 밀리리터(mL, ml)를 사용하거나 또는 질량 단
위인 그램(g), 킬로그램(kg)을 사용함. 고체 식품은 질량 단위인 그램

5

순 중량

(g), 킬로그램(kg)을 사용함.
반고체 또는 점성 식품은 질량 단위인 그램(g), 킬로그램(kg)을 사용
하거나 부피단위인 리터(L, l), 밀리리터(mL, ml)를 사용함

6

7

제조자, 수입자, 포장자 또는
유통자의 상호 및 주소

원산지

중국에 등록된 대리업체, 수입업체 또는 중개 판매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를 표시해야 하고 생산자 명칭, 주소 및 연락처는 표시하지
않음
수입 식품은 원산지 국가명 또는 지역명을 표기함
식품의 생산일자 및 품질 보증 기간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함. 만일 ‘포
장재 어떤 부분을 참조하세요’의 형식이라면 해당 포장재의 구체적인

8

포장일자, 유통기한

9

보관 조건

10

식품 생산허가증 일련번호

사전포장 식품 라벨은 식품 생산허가증 일련번호를 표시해야 함

11

제품 표준코드

수입 식품의 경우 표준코드 및 시퀀스 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

12

표시 위치

위치를 표시해야 함
일자 표시는 절대 별도의 스티커 부착, 보충인쇄, 수정을 할 수 없음
식품 라벨은 보관조건을 표시해야 함

포장 용기에서 쉽게 눈에 띄는 면을 표시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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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중국 식품 수입통관 절차

▶ 주의사항
l

중국 수출이 처음일 경우에는 수출 시 비관세장벽 분야에 대해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특히 중국 위생표준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품에 적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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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사항(식품 등의 표시기준)

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면류, 김치 및 두부제품에 “보존료 무첨가” 등의 표시
나.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가공의 과정을 하지 아니한 원래의 식품
에 해당 영양성분 함량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합성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
림, 사진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합성향료․착색료․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
에 포함되어 있거나, 비식용부분의 제거 또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친 식품인 경우에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100%”의 표시를 할 수 없다. 다만,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하여 사용하
는 제품의 경우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이상이면 제품내에 식품첨
가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고시한 명칭 이외의 명칭을 표시하
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MSG”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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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2.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첨가물의 명칭

용

도

삭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감미료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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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색료

식용색소황색 제4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 제5호
식용색소황색 제5호 알루미늄레이크
동클로로필
동클로로필린나트륨
철클로로필린나트륨
삼이산화철
이산화티타늄
수용성안나토
카르민
β-카로틴
동클로로필린칼륨

2018

β-아포-8‘-카로티날

소르빈산

보존료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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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부틸히드록시아니졸
몰식자산프로필
에리쏘르빈산
에리쏘르빈산나트륨

산화방지제

아스코르빌스테아레이트
아스코르빌파르미테이트
이·디·티·에이이나트륨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표백용은 “표백제”로, 보존용은

차아황산나트륨

“보존료”로, 산화방지제는

무수아황산

“산화방지제”로 한다.

메타중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고도표백분

살균용은 “살균제”로,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용은 “표백제”로 한다.

아질산나트륨

발색용은 “발색제”로,

질산나트륨

보존용은 “보존료”로 한다.

질산칼륨
카페인

향미증진제

L-글루타민산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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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부록

Ⅶ-3. 김치류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 기준 및 규격)
김치류
1) 정의: 김치류라 함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 혼합 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가공한 것으로 김칫속, 배추김치 등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 요건
3) 제조·가공 기준: 원료로 사용되는 채소류는 이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
4) 식품 유형
(1) 김칫속: 식물성 원료에 고춧가루, 당류, 식염 등을 가하여 혼합한 것으로 채소류 등에
첨가, 혼합하여 김치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추김치: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 혼합 과정 등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3) 기타김치: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 혼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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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된다.
(4) 보존료: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5) 대장균군: 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6) 시험 방법
(1) 납 및 카드뮴: 제7. 일반시험법 10.1 중금속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2) 타르색소: 제7.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3) 보존료: 제7.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제2016-149호(2016.12.27.)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17-57호(20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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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장균군: 제7.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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