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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빛 머금은 콤콤한 향의 중독성 강한 맛, 단풍콩잎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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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김치 앰배서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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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_AI 푸드테크가 김치산업을 바꾼다
세계김치연구소 2022 상반기 연구 성과

2022년 세계김치연구소
월간 뉴스레터 <HELLO KIMCHI>
<Hello Kimchi>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자 아이콘인 김치와 관련된
다양한 읽을거리로 매달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상반기를 마무리 하며 8월호 <HELLO KIMCHI>를
특별판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치 섭취에 관한 해외 언론 기사의 오류를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시정 요구한 사례를 담은 <WiKimpedia>,
김치에 대한 편견 중 하나인 김치 내 나트륨 관련 오해와 진실을
과학적으로 풀어낸 <K-Science>와 함께
글로벌 김치 앰배서더 선정 및 연구논문, 기술이전, 특허와 같은
세계김치연구소의 상반기 성과 등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HELLO KIMCHI> 8월호 메인 테마는
‘발효과학의 결정체 김치, 김치 효능의 과학적 근거와 만나다’입니다.

김치가 ‘건강한 식품’이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됐지만,
한편으로는 나트륨이 많아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김치에 대한 다양한 오해를 바로잡고, 진실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김치에 대한 편견 없는 그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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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섭취에 관한
해외 언론의 오류 시정
세계김치연구소는 폴란드 언론에 실린 김치 정보의 오류를 확인하고 김치 효능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자료를 제시했습니다.
※WiKimpedia(위킴피디아) : 우리 모두의 김치백과사전

처리 절차

해외 언론 오류 확인
(민원인 신고)

세계김치연구소
설명자료 제공

해외 언론 시정 요구
(해외문화홍보원)

폴란드 언론에 실린 김치에 관한 오류와
세계김치연구소의 설명자료
폴란드 언론기사

불행히도, 이 요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화기 문제, 위산
역류, 과민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됩니다.

시정 요구 내용

김치 섭취와 소화기 문제,
위산 역류, 과민대장증후군의
상관관계에 관한 내용은
‘김치의 영양적, 기능적
이점’에 관한 내용으로 정정 필요

모유 수유 시 김치의 영향에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게도 김치는

관한 내용은 ‘김치는 임산부에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엽산을 제공하는 식품’으로 문구
정정 필요

김치 내 나트륨과 고혈압의
김치는 염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상관관계에 관한 내용은 ‘김치
섭취에 관한 부작용’이 아닌
‘김치 섭취의 이점’에 관한 내용으로
정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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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문화홍보원
신고 접수 및
협조 요청

기사 수정 및 근거자료
언론기사 내용

기사 수정 제안

불행히도, 이 요리로 인해 피해를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

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화기

통 발효식품으로 코로나 시대에 웰빙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적으

문제, 위산 역류, 과민대장증후군이

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으로 발효

있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됩니다.

과정을 통해 원·부재료의 영양학적 가치를 더 높이고, 다양한 생리활
성 물질과 발효 대사산물에 의한 건강기능성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한국인의 김치 적정 섭취량은 하루 평균 약 60g으로 과민성 대장증
후군, 임산부 및 신장 질환자들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김치 섭취 시
대장 내 유해효소 활성을 낮추고, 장내유익균 증가 및 유해균 증식
억제를 통해 과민대장증후군 개선 효능이 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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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①

(Na, Ca, K, Fe, P 등), 식이섬유소, 유산균, capsaicin, allyl compounds, gingerol, isothiocyanate, chlorophyll, indole
compounds, 대사산물 등의 기능성 물질을 함유합니다.
F
 unctional foods from fermented vegetable products: Kimchi (Korean fermented vegetables) and functionality (Park KY et al.,
Asian Functional Foods, CRC Press Inc., 2005)

●

최근 한국인의 하루 평균 김치 섭취량은 약 60g*이며, 김치의 건강기능성은 김치 원재료, 유산균, 발효 대사산물들
연구내용

②

에 의해 항암, 항비만, 콜레스테롤 저하, 항산화, 항노화, 면역 및 피부 건강 증진, 변비 예방, 대장 및 뇌 건강 증진 효
과를 가집니다.
국
 민영양통계(2008~201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H
 ealth benefits of kimchi (Korean fermented vegetables) as a probiotic food (Park KY et al., J Med Food, 2014)

●
●

김치를 섭취하면 건강한 성인과 과민대장증후군 환자에서 혈중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대장의 유해 효소 활성을 낮
연구내용

③

추고, 장내 유익균 증가 및 유해균 증식 억제를 통해 대장 건강을 증진시키며 과민대장증후군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합니다.
E
 ffects of kimchi intake on colon health of Korean young adults and irritable of Korean young adults and irritable (Kim HY, 2016)

●

김치는 포드맵(Fermentable Oligosaccharides, Disaccharides, Monosaccharides, And Polyols)이 풍부한 식품으
연구내용

④

로 한국인의 과민대장증후군 발생률과 상관관계가 낮습니다.
포
 드맵(FODMAP):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아 과민대장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종류의 탄수화물
H
 igh-fat foods and FODMAPs containing gluten foods primarily contribute to symptoms of irritable bowel syndrome in Korean adults (Na
W et al., Nutrients, 2021), An Asian perspective on irritable bowel syndrome (Jung KW et al., Intestinal Research, 2022)

●
●

W i K i m p e d i a

김치는 저칼로리 식품(18 kcal/100g) 식품이며 다양한 비타민 (비타민 C, β-carotene, 비타민 B 복합체 등), 무기질

언론기사 내용

기사 수정 제안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게도 김치는

김치에는 임산부의 필수적인 영양소인

권장하지 않습니다.

엽산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유 수유 시 ‘김치의 영향’
한국에서 모유 수유하는 여성이 김치의 매운맛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연구내용
모유를 먹은 아이들은 모유 수유하는 여성이 먹은 음식에 의해 거의 반응하지 않으며, 모유 수유하는 여성에게 카페인이나 김치와 같은 매운
음식 등을 피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모유 수유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안내하는 <대한모유수유의
사회>도 모유 수유 시 식단과 관련하여 음식을 가릴 필요가 없고, 적당한 김치 섭취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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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nal food restrictions during breastfeeding (Goun Jeong et al., 2017)

●

독일 뮌헨 공대의 로만 랭 연구팀은 모유 수유하는 여성이 먹는 매운맛 성분은 모유에 거의 전달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유 수유
하는 여성이 먹는 식단에 따라 모유의 맛과 향에 영향을 주며, 매운맛 성분에 자주 노출되면 향후 아이들의 입맛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내용
모유 수유하는 여성에게 후추, 생강, 고추 등이 포함된 매운맛이 나는 커리를 먹인 후에 모유 성분을 분석한 결과, 커리에서 진저롤
(6-Gingerol), 피페린(Piperine), 캡사이신(Capsaicin), 디하드로캡사이신(Di-hydrocapsaicin) 등 다양한 매운맛 성분이 나왔지만, 모유에서는
피페린만 소량 검출됐습니다. 검출량 또한 사람이 맛을 느낄 수 있는 최소 농도인 미각 역치(혀가 구분할 수 있는 맛 성분의 최저 농도) 대비
매우 낮게(70~350배) 나타났습니다. 모유 수유 시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지나치게 잦은 횟수와 높은 매운맛의 강도가 아닌 이상, 아이에게 거
의 전달되지 않아 유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Dietary Piperine is Transferred into the Milk of Nursing Mothers (Katharina N’Diaye et al., 2021)

●

임산부의 김치 섭취에 관한 의견
우리나라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엽산 보충에 기여하는 식품을 조사한 결과, 배추김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배추김치 60g을 먹으면 임신
부 1일 권장섭취량(620㎍)의 약 5.3%만 섭취할 수 있지만, 단일 식품으로는 엽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임산부의 태아 기형 예방에도 기여
할 수 있습니다.

연구내용
서울·광주·구미 등 한국에 거주하는 건강한 성인 254명을 대상으로 엽산 섭취에 기여하는 식품을 조사한 결과, 배추김치(22.7%)가 1위를 차
지했고 이어 2~5위는 백미(6.3%), 시금치(6.0%), 계란(5.5%), 김(3.9%)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엽산 섭취량은 남성
587.4㎍, 여성 499.2㎍으로, 하루 권장섭취량 400㎍ 이상의 엽산 섭취량을 기록했으며, 엽산은 DNA와 아미노산 합성에 필수적인 수용성 비
타민으로서 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는 유아기, 성장기와 여성의 임신기, 수유기에 필요량이 증가합니다. 섭취가 부족하면 기형·빈혈·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Folate food source, usual intake, and folate status in Korean adults (Kim YN et al.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2018)

●

W i K i m p e d i a

모유 수유 시 ‘매운맛의 영향’

언론기사 내용

기사 수정 제안

김치는 염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또한, 김치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칼륨 상호작용’을 통한 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섭취해서는

트륨 배출효과로 정상 혈압을 유지하며 고혈압 및 신장질환 발생과

안 됩니다.

상관성이 낮다는 연구가 보고됐습니다.

우리나라 김치가 한국인 나트륨 섭취의 주범이라는 오해가 있었지만 잘못된 편견이며, 김치 섭취와 고혈압 발생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김치 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 고혈압과 신장질환 발생을 완화하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도 김치를 섭취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189.3mg으로, 이 중 김치로 섭취하는 나트륨은 약 10%(336.3mg)에 불과합니다. 또
한 김치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 칼륨과 나트륨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영양소 간의 상호 비율이 낮습니다.**
조사내용

보
 건복지부 『2020 국민건강통계』.

●

* 칼륨-나트륨 상호작용 :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정상 혈압을 유지하게 함
** 배추김치의 나트륨-칼륨 상호 비율은 2.0으로 햄(3.6), 베이컨(4.1), 라면(5.5)과 비교하면 25~50% 정도 낮은 수준임  

연구내용

Salt-sensitive Rats)의 혈압 및 신장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57%의 소금이 함유된 사료를 섭취한 A

①

그룹에 비해 염도 2.57%의 발효된 배추김치를 섭취한 B그룹에서 혈압 상승률이 12%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금 섭취와 김치 섭취의 차이 비교), 신장기능장애의 주요한 핵심지표인 단백뇨도 52% 감소했습니다.
※ 출처 :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16800

2017년 가천대학교의 이해정 교수 연구팀이 성인 5,932명의 대상자를 총 12년간 추적조사(코호트 연구)한 결과, 소
연구내용

②

금으로 발효시킨 김치 섭취와 고혈압 발생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비만 남성
의 경우 국물 위주의 물김치 섭취량 증가가 고혈압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
 igh consumption of salt-fermented vegetables and hypertension risk in adults: a 12-year follow-up study (Hong Ji Song et al.,
『Asia Pacific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2017)

●

W i K i m p e d i a

2017년 세계김치연구소 김현주 박사 연구팀에 따르면, 염도 2.57%의 발효된 배추김치가 나트륨 민감성 쥐(Da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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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의 염분은 건강에 나쁠까?
김치에 관한 오해와 진실
한국인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김치는 2001년 CODEX 국제표준을 인정받은 데 이어 2021년 식
품 최초의 법정기념일인 ‘김치의 날’ 제정, 2013년에는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됐다. 미국 일간지 뉴욕포스트에서도 김치의 건강 기능성을 소개할 만큼 해외서도 김
치가 건강식품이자 웰빙식품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 같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김치가
나트륨의 급원 식품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과연 김치의 나트륨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까?

김치,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
2020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평균 3,189.3mg으로 이는 세계
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
량이 2000mg인 것에 비하면 1.5배 높은 수치다.
2017년 기준 김치를 통해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
은 약 388mg으로 전체 섭취량의 10% 수준에 불
과했다(그림1). 나트륨의 절대량보다 중요한 요소
가 있다. 바로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다. 칼륨은
체내에서 나트륨과 상호작용해 나트륨의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1대1
에 가까울수록 고혈압 개선과 예방에 좋다는 사실

9

이 앞서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혈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추
김치의 나트륨 함량은 100g당 646mg, 칼륨은
327mg으로 김치 속 나트륨-칼륨 비율은 약 2.0
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다른
가공식품의 나트륨-칼륨 비율이 햄 3.6, 베이컨
4.1, 라면 5.5인 경우에 비해 2~3배 정도 낮은 수

륨 배출을 촉진해 나트륨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김치,
혈압과 신병증의 발생을 완화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팀은 나트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염 민감성

준이다. 김치의 풍부한 칼륨 때문에 오히려 나트

쥐’를 만들어 8주간 실험을 진행했다. 쥐를 두 그
(그림1) 세계김치연구소 분석 결과

룹으로 나누어 한 쪽에는 사료에 2.57%의 소금을
섞어주고, 다른 한쪽에는 같은 양의 소금을 넣은

단위 : mg
4,000

적숙기로 발효한 김치를 섭취시켰다. 그 결과, ‘김

3,389

3,500
3,000
2,500
2,000

치 섭취 쥐’의 혈압 수치가 ‘나트륨 섭취 쥐’의 약

2,000

19% 수준으로 나타나, 잘 숙성된 김치가 혈압 상

1,500
1,000
500

408

408

김치를 통한
하루 나트륨
섭취량

나트륨

241

승을 억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장 기능 장

칼륨

애의 주요한 지표인 단백뇨 역시 실험 4주째부터

WHO 나트륨
하루 섭취
권고량

우리나라 평균
하루 나트륨
섭취량

연구팀이 시판 배추김치 20종의 염도를 분석
한 결과 평균 염도가 1.56%라는 것을 확인했다.
소금(NaCl) 속 나트륨(Na)의 함량은 약 39.3%,
하루 김치 섭취량이 66.5g 임을 고려하면 매일
408mg의 나트륨을 김치에서 섭취하는 셈이다.

줄어들기 시작해 8주째에는 52% 낮아졌다. 따라
서 발효 김치를 통한 나트륨의 섭취는 염 민감성
쥐에서 혈압 및 신병증의 발생을 완화시킬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부한 칼륨과 함께 식이섬유, 비타민C, 유산균
등 다양한 기능성 성분도 들어 있어 각종 성인병
을 방지하는 김치. 나트륨 다량 섭취의 주범이라
는 오명에서 벗어나 한국인을 넘어 세계인 모두가
김치의 효능을 제대로 알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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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김치연구소 김현주 박사 연구팀의 ‘김치와 고

‘밭의 소고기’라고 불리는 ‘콩’만큼 ‘콩잎’ 또한 여러 생리활성물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식재료다.
무더위가 한풀 꺾인 가을의 시작, 영양 가득 ‘단풍콩잎김치’를 식탁에 올려보자. 콤콤한 향의 중독성
강한 맛이 보통의 식탁을 풍부한 식탁으로 만들어줄 테니.

콩잎

장미목 한해살이풀인 콩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는 식용작물이다. 콩 자체로서도 다양한 요리에 사용
되지만 두유, 두부, 된장, 청국장 등 가공형태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콩은 사포닌과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가 풍부한데, 콩의 잎을 말하는 콩잎 역시 콩만큼이나 다량의 영양
소를 함유하고 있다. 콩잎은 경상도 지역과 제주도에서 한정되어 사용되던 식재료지만, 최근 이소플라본 외 16종
의 생리활성 물질들이 비만, 성인병, 유방암 등의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새로이 관심받고 있다. 주로 소
금물에 삭혀둔 콩잎에 멸치액젓, 국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등의 양념을 해서 김치로 먹지만 된장에 박아
넣어 장아찌로 먹기도 하고 물김치, 쌈, 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입추(立秋)와
단풍콩잎김치

입추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후이다. 이날부터 입동(立冬) 전까지를 가을이라고 한다.
곡식이 여무는 시기인 입추부터 가을 준비가 시작되는데, 김매기도 끝나가고 농촌도 한가해지는 이 시기 경상도
지역에서는 노랗게 단풍이 든 콩잎으로 김치를 담가 먹었다. 콩은 논과 밭의 가장자리 자투리땅에 아무렇게나
심어도 잘 자라기 때문에 농지가 부족한 산간이나 경상도 지역에서 김치 재료로 사용됐다. 서리가 내린 늦가을,
콩잎을 따서 한 달 이상 소금물에 절인 삭힌 콩잎을 사용하는데 맹물에 삭히면 콩잎의 노란색이 더 선명해진다.
삭힌 단풍콩잎은 삶아서 사용한다. 거칠고 뻣뻣한 콩잎을 부드럽게 만드는 비법이다. 양념을 콩잎 한 장 한 장 정
성스레 발라주고 일주일가량 숙성시켜 먹으면 감칠맛이 더욱 좋아진다.

10
김 치 보 감

황금빛 머금은 콤콤한 향의
중독성 강한 맛
단풍콩잎김치

Mini Interview
단풍콩잎김치 장인
<수정소반> 이영욱 대표 인터뷰

Q

대표님만의 비법을 소개해주세요.

김치를 담글 때는 멸치액젓과 태양초 고춧가루를 넣는데, 모두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사용합니다.  특히 모든 김치에 보릿가루로
풀을 쑤어 넣는데, 이건 친정어머니의 비법이기도 해요. 어머니는
열무김치를 담글 때 보리쌀을 박박 문질러 씻은 뒤 그 물을 끓여

요리에 필요한 쌀과 채소는 직접 기르고 화학조미료 대신 천연발

열무김치 국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깔끔한 맛과 구수한 맛이

효 식초와 천연당을 만들어 사용해 건강한 한정식을 제공하고 있

함께 어우러지더라고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김치를 담글 때

는 <수정소반>. 이곳에 가면 맛보기 쉽지 않은 경상도 대표 별미

는 꼭 보릿가루 풀을 넣고 있습니다.

김치인 ‘단풍콩잎김치’를 만날 수 있다. 전통방식을 고수하며 어르

<HELLO KIMCHI> 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

신들에게는 추억을, 젊은이에게는 새로운 미식의 즐거움을 선사

Q

하고 있는 <수정소반> 이영욱 대표를 만나 ‘단풍콩잎김치’에 대

기가 있다면?

한 이야기를 나눴다.

콩잎김치는 많은 분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냄새가 고
약하기도 하고,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아 일반 가정집에서는 만들

김치를 만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Q

어 먹기 부담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거친 콩잎이 발효과정을 거쳐
김치로 완성되면 어느 김치에서도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맛을 냅니

지요. 시댁이 경북 경주 문중 씨족 중심의 마을에 있어서 명절이

다. 할머니의 맛, 고향의 맛, 추억의 맛이 탄생하는 거죠. 짭조름한

되면 50명이 넘는 가족과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김치가 최고의

맛과 구수한 풍미에 재피의 알싸함이 더해져 밥 위에 하나 얹어 먹

밑반찬이었기 때문에 배추김치부터 고들빼기김치, 깻잎김치, 동

으면 없던 입맛도 되살아납니다. 지금껏 이 맛을 보지 못한 분들께

치미, 단풍콩잎 김치 등 계절에 따라 수십 가지의 김치를 담갔습

밥도둑인 ‘콩잎김치’를 꼭 한번 맛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니다.

Q

콩잎김치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다면?

시어머니께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던 게 바로 콩잎김치 덕분이었
어요. 시어머니가 담그는 방식에 친정엄마의 비법인 재피를 넣어

이영욱 대표 경력

만들었는데, “며느리가 내가 쓰는 양념에 다른 무언가를 하나 추

- 2017년 신라전래전통음식대회 금상

가했는데, 맛이 아주 일품이다”라며 동네 어른들께 제 자랑을 하
셨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뿌듯함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수정소반> 이영욱 대표가 알려주는
단풍 콩잎김치 담그는 법

재료 삭힌 단풍콩잎 5개비, 보릿가루 4큰술, 다시국물 300ml,
멸치액젓 70ml, 간장 약간, 고춧가루 200g, 통깨, 쪽파, 마늘,
당근, 양파효소 70ml, 재피 1t
다시국물 만들기 디포리, 멸치, 양파껍질, 북어, 다시마를 넣고
강불로 30분가량 끓인다.
보리풀 만들기 다시국물 300ml에 보릿가루 4큰술을 넣고
약불에서 풀어준 뒤 강불로 한소끔 끓인다.  
1 삭힌 단풍콩잎을 물로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10분간 데친 뒤
물에 하루 동안 담가 놓는다.  
2 보리풀과 채 썬 쪽파, 당근 등 재료를 버무려 양념을 만든다.
3 단풍콩잎을 한 장씩 떼어내 양념을 발라주고 차곡차곡 쌓으면
완성.

- 2018년 신라전래전통음식대회 대상 등 4차례 수상
- 2018년 발효관리교육사 자격 취득
- 2018년 경주 농가맛집 <수정소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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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에 본격적으로 김치를 만들게 됐어요. 벌써 40년이 넘었

Global Kimchi Ambassador

글로벌 김치 앰배서더 선정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의 무한한 가치와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6인의 ‘글로벌 김치 앰배서더’를 선정했다.

글로벌 김치 앰배서더는 세계김치연구소에서 올해 최초로 도입한 명예직 홍보대사로, 기관의 연구개발 성과는 물론 김
치의 과학·문화적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된 총 6인의 ‘글로벌 김치 앰배서더’
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각 분야의 유명 인사들로 구성됐다. 앰배서더를 통해 김치에 관한 정보를 보다 전문적이고 객
관적인 시각으로 전달해 김치 세계화 선도자로서 역할 수행과 김치 홍보에 대한 파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파고 시나씨

(미국)

(튀르키예)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동아시아
언어문명학)

●

*아시아 내 정책, 인문학, 과학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국제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싱크탱크

 <아시아엔>, <매거진N> 편집장 겸
기자(정치학)
 유튜브 ‘알파고 대한중동놈’ 운영
(6만 명 구독)

●

●

 국토부 산하
(사)미래도시환경연구원 사무총장

●

잔테 클레이

칼리다스 셰티

(영국)

(인도)

 The World’s 50 Best Restaurants
Academy 소속
 영국 <The Telegraph>
칼럼니스트 겸 셰프
 영국 Leiths School of Food and
Wine 졸업

 미국 노스다코타 주립대학교
교수(식품과학)
국제식품과학연구소 소장

●

●

●

●

●

조티 프라카시 타망

마틴 뤠니

(인도)

(캐나다)

 인도 중앙시킴대학교
교수(미생물학)
 인도 국가생명과학상 수상,
발효식품 35년 연구

 캐나다 서스캐처원대학교
교수(식물생리학)
캐나다 농무부 지질이용 분야 의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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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AI 푸드테크가
김치산업을 바꾼다
※ 내일신문 기고(2022. 8. 11.)

그러나 김치는 표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미지)
만으로 품질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발효
현상에 영향을 주는 환경 데이터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 다시 말해 김치 레시피와 발효 온도는 물론
장지윤 단장
발효조절기술연구단

발효 단계별 김치의 수소이온농도지수(pH)와 산
도 변화, 김치의 발효를 주도하는 유산균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하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

능 로봇이 서빙을 하는 시대다. 인공지능 기반 자

관인 ‘세계김치연구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김치

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날도 멀지 않았다. 이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구

럼 우리 일상에 스며든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중이다. 김치 7종(배추포

송두리째 바꿀 미래기술로 주목받는다.

기 배추맛 총각무 깍두기 파 갓 동치미)에 대한 발

특히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문명사적

효영상과 이미지, 발효환경·품질 데이터에 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인공지능 연

막대한 양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

구가 닿지 않는 곳이 있다. 바로 김치와 같은 전통

다. 이와 함께 관련 인공지능 모델도 새롭게 만들

발효식품 분야다.

어나갈 방침이다.

전통발효식품, 아직 인공지능 사각지대

김치 품질·생산성 높이고 비용도 절감

인공지능은 이미지와 영상을 빠르게 인식하고 학

실제 김치를 사진 촬영해 프로그램에 적용하면 인

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새로운 이미지를 스

공지능이 해당 김치 발효 단계와 품질을 결정하

스로 만들거나 보정해 인간이 접할 수 있는 이미

는 다양한 요소(pH, 산도, 총균수, 유산균수 등)를

지 세계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한다. 이미지 세

인식하게 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할 AI 기반

계에서 인공지능이 활약하는 영역은 크게 2가지

발효품질 예측 모델은 김치 제조업체에서 활용하

로 나눌 수 있는데 이미지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면 제품 품질에 대한 손쉬운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영역과 이미지를 생성·변환하는 영역이다.

될 것으로 점쳐진다. 또 김치 품질과 생산성을 향

그렇다면,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상시키고 신제품 개발을 위한 소요 시간과 비용도

매일 먹는 ‘김치’를 위한 인공지능 개발은 어떠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역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김치는 식품

대형마트에서 김치를 고를 때 고민되는 순간들이

내·외부에서 다양한 미생물의 생장과 사멸이 일

한 번쯤 있었을 것이다. 어느 김치가 맛있을지 고

어나는 과정을 거치며 이때 식품 표면의 변화가

민하다가 결국에는 대기업 김치가 카트 위에 놓여

생긴다. 즉 발효식품을 위한 인공지능은 발효과정

있는 경험 말이다. 요즘 세대는 합리적인 '가치소

에서 발생하는 식품 표면의 미세한 변화를 세밀하

비'를 지향한다. 앞으로 소비자가 김치를 고르는

게 탐지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

기준 역시 ‘브랜드’보다 '맛과 품질'이 될 가능성이

는 비슷한 수준의 이미지에서 좀 더 세밀한 영상

높다. 김치를 생산할 때 AI로 똑똑하게 품질관리

으로 발효 정도의 차이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

를 했는지 여부도 김치 선택의 중요한 정보가 될

다. 민감한 알고리즘 선택이 중요한 이유다.

것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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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Focus :
2022 상반기 연구 성과

●

논문

17

건
Impact
Factor

게재일

1

Effect of storage conditions on the shelf‑life extension of fungus‑colonized
substrates based on Metarhizium anisopliae using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포장내 기체조성 변화가 녹강균의 저장안정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

Scientific Reports

4.996

2022.01.10.

2

Effect of various seasoning ingredients on the accumulation of biogenic
amines in kimchi during fermentation
(다양한 양념 재료가 김치 발효 중 바이오제닉 아민류 축적에 미치는 영향)

Food Chemistry

9.231

2022.01.23.

3

Comparison of fermentation characteristics of kimchi made with fresh and
stored spring kimchi cabbage
(신선배추와 저장 봄배추로 만든 김치의 발효특성 비교)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3.231

2022.01.25.

4

Immunomodulatory effects of Companilactobacillus allii WiKim39 and
Lactococcus lactis WiKim0124 isolated from kimchi on lipopolysaccharideinduced RAW264.7 cells and dextran sulfate sodium-induced colitis in mice
(김치에서 분리한 Companilactobacillus allii WiKim39와 Lactococcus
lactis WiKim0124가 마우스의 지질다당류 유도 RAW264.7 세포와 덱스트란
황산나트륨 유도 마우스 대장염에 미치는 면역조절 효과)

Journal of Functional
Foods

5.223

2022.02.01.

5

Long-term population dynamics of viable microbes in a closed ecosystem of
fermented vegetables
(발효채소 폐쇄 생태계의 초장기 생존 미생물 군집 변화 연구)

Food Research
International

7.425

2022.02.19.

6

Effect of ultraviolet-C light-emitting diode treatment on disinfection of
norovirus in processing water for reuse of brine water
(재사용 절임염수 중 UVC-LED 처리를 이용한 노로바이러스 제어 기술 효과)

Frontiers in
Microbiology

6.064

2022.03.22.

7

Characterization of kimchi by ultra-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UPLC)
and high-resolution mass spectrometry (HR-MS) with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and partial least squares-discriminant analysis (PLS-DA)
(PCA, PLS-DA를 이용한 초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와 고분해능 질량 분석에
의한 김치 특성 분석)

Analytical Letters

2.267

2022.03.24.

8

Evaluation of virucidal efficacy of human norovirus using combined sprayed
slightly acidic electrolyzed water and ultraviolet C-light-emitting diode
irradiation treatment based on optimized capture assay for quantitative RTqPCR
(최적화 RT-qPCR 정량적 분석 기반 약산성 전해수 입자와 자외선
C-발광다이오드 조사를 이용한 인간 노로바이러스의 살균 효능 평가)

Frontiers in
Microbiology

6.064

2022.04.25.

논문명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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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연번

Impact

연번

논문명

학술지명

9

Effect of ultraviolet-C light-emitting diode irradiation on inactivation of white
colony-forming yeast in kimchi seasoning
(김치 양념 중 골마지 효모 불활성화를 위한 UVC-LED 처리 기술 효과)

Food Control

6.652

2022.06.07.

10

Brachybacterium kimchii sp. nov. and Brachybacterium halotolerans subsp.
kimchii subsp. nov., isolated from the Korean fermented vegetables, kimchi,
and description of Brachybacterium halotolerans subsp. halotolerans subsp.
nov.
(김치 유래 신규 미생물 Brachybacterium kimchii subsp. kimchii ,
Brachybacterium halotolerans subsp. kimchii 의 다상분류학적 특성 분석 및
기 발굴종 Brachybacterium halotolerans subsp. halotolerans의 학명 변경)

Journal of
Microbiology

2.902

2022.05.24.

11

Role of combinated lactic acid bacteria in bacterial, viral, and metabolite
dynamics during fermentation of vegetable food, kimchi
(김치 발효과정 중 세균, 바이러스 및 대사체 역학에서 복합 유산균의 역할 구명)

Food Research
International

7.425

2022.07.01.

12

Sala cibi gen. nov., sp. nov., an extremely halophilic archaeon isolated from
solar salt
(천일염 유래 신규 호염성 고균 Sala cibi 의 다상분류학적 특성 분석)

Factor

게재일

15
2.902

2022.07.14.

13

Alliin, capsaicin, and gingerol attenuate endoplasmic reticulum stress-induced
hepatic steatosis in HepG2 cells and C57BL/6N mice
(Alliin, capsaicin, gingerol의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해 지방간이 유도된 HepG2
세포와 마우스에서 지방간 개선 효과)

Journal of
Functional Foods

5.223

2022.07.14.

14

Enhancement of the functional properties of vegetable sponge beverage
fermented with Lactobacillus plantarum isolated from Korean dongchimi
(동치미 유래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김치유산균을 이용한 발효 수세미 음료의
기능적 특성 강화)

LWT-Food Science
and Technology

6.056

2022.07.25.

15

Kimchi intake alleviates obesity-induced neuroinflammation by modulating
the gut-brain axis
(장-뇌축 조절을 통한 김치의 비만성 신경염증 개선 효과)

Food Research
International

7.425

2022.08.01.

16

Root-knot nematode (Meloidogyne incognita ) control using a combination of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WiKim0090 and copper sulfate
(락티플랜티바실러스 플란타룸 WiKim0090과 황산구리의 조합을 이용한
뿌리혹선충(Meloidogyne incognita ) 방제)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3.277

2022.08.04.

17

Effect of fermentation stages on glucosinolate profiles in kimchi: Quantification
of 14 intact glucosinolates using ultra-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김치 발효단계가 글루코시놀레이트 프로파일에 미치는 영향: 초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탠덤 질량분석기를 사용한 14종의 온전한 글루코시놀레이트
정량분석)

Food Chemistry-X

6.443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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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Micro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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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허

건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

1

페닐락틱산 생성능이 우수한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룸 WiKim18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

10-2347583

2022.01.03.

2

황련해독탕의 김치유산균 발효물을 함유하는 여드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10-2350437

2022.01.07.

3

땅콩새싹의 종자껍질 제거장치 및 이를 이용한 땅콩새싹 세척방법

10-2364436

2022.02.14.

4

배추무름병균 진단용 마커 조성물과 진단장치

10-2373489

2022.03.07.

5

항비만 및 면역증진 활성을 동시에 갖는 신규한 락토코커스 락티스 WiKim0124 및 이의 용도

10-2381353

2022.03.28.

6

락티플란티바실러스 파라플란타룸 WiKim0130을 포함하는 암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10-2390694

2022.04.21.

7

류코노스톡 시트리움 WiKim0129를 포함하는 암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10-2390715

2022.04.21.

8

웨이셀라 파라메센테로이데스 WiKim0137 균주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10-2390755

2022.04.21.

9

류코노스톡 슈도메센테로이데스 WiKim0138 균주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10-2390775

2022.04.21.

10

류코노스톡 홀잡펠리 WiKim0132를 포함하는 암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10-2390998

2022.04.21.

11

락토코커스 락티스 WiKim0133을 포함하는 암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10-2391017

2022.04.21.

12

클로스트리디오이데스 디피실 억제용 유사균 복합 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장염증 예방, 치료 또는 개선용 조성물

10-2391832

2022.04.25.

13

산소제거 및 항균·항곰팡이 복합 기능성 친환경 필름 및 이의 제조 방법

10-2398376

2022.05.17.

14

락토코커스 락티스 아종 호르드니아에 균주 및 이의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예방, 개선 또는 치료 용도

10-2404016

2022.05.26.

15

페디오코쿠스 이노피나투스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지방간 질환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10-2406639

2022.06.02.

기술이전

2

건

순번

기술명
피부개선 기능성 유산균 3종

1

2022.04.19.

김치 및 양배추에서 분리한 유산균 3종은 피부염증 질환을 일으키는 균에 대한 항균 활성 및 항염 활성을 갖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피부
항균 또는 항염증 조성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화장품 제조회사인 D사에 이전했다.
신선도 유지 기능성 식품포장기술

2

계약체결일

2022.05.16.

기존에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 대체를 위하여 천연물을 이용한 식품 포장 소재 및 이를 이용한 포장재 제조기술로 H사에 이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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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명칭

●

언론홍보
구분

보도자료

기고

인터뷰

건

연번

보도명

보도일자

매체

1

‘기능성 표시 김치’ 일본으로 수출된다

2022.03.31.

동아일보 등 108건

2

김치 종주국의 위상 제고…김치 리더가 이끈다!

2022.04.13.

전자신문 등 14건

3

김치의 위생 안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치연-HACCP인증원’ 손잡는다

2022.05.11.

전자신문 등 37건

4

세계김치연구소, 세계 인정의 날 기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2022.06.20.

전자신문 등 14건

5

김치연, 김치 발효 심포지엄 개최…전문가 교류 통한 연구역량 강화 기대

2022.06.22.

헤럴드경제 등 7건

6

한중일 채소발효식품 전문가 교류의 장...김치연, 국제심포지엄 개최

2022.07.06.

천지일보 등 9건

7

세계김치연구소, 글로벌 홍보대사에 한국 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 위촉

2022.07.11.

전자신문 등 40건

8

이제 김치도 AI 활용해 똑똑하게 품질관리한다

2022.07.14.

전자신문 등 22건

9

김치연, 「We-키움」 연수 프로그램 개최…김치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연구역량
증진

2022.07.27.

전자신문 등 6건

10

‘종주국 자존심 지킬 김치 고수를 찾아라’ 제29회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2022.08.29.

헤럴드 경제 등 14건

11

中 파오차이 딛고 해외서 잘나가는 ‘김치’

2022.07.25.

머니S

12

‘알몸 절임’ 쇼크 잊었나… 한국 식당선 여전히 중국산 김치

2022.07.25.

머니S

13

태극마크 김치에 중국산 고춧가루?

2022.07.25.

머니S

14

“中 김치 공정 역이용, 우리 김치 전세계 알릴 기회”

2022.08.15.

전남일보

15

광주 지난해 김치 수출액 4500만원… 7년새 80% 뚝

2022.08.15.

전남일보

16

밀물처럼 몰려오는 저가 중국산 김치

2022.08.15.

전남일보

17

블록체인으로 꿈꾸는 김치의 미래

2022.03.27.

무역경제신문

18

김치 세계화, 스마트 생산공정이 첫발

2022.05.02.

농민신문

19

김치, 남극으로의 여정

2022.05.03.

헤럴드경제

20

글로벌 공급망 위기, 김치는?

2022.05.19.

무역경제신문

21

AI 푸드테크가 김치산업을 바꾼다

2022.08.11.

내일신문

22

토요포커스 277회 “세계가 주목한 K-푸드, 김치”

2022.01.01.

MBN

23

[금요초대석] 세계김치연구소 박채린 박사

2022.01.21.

KBS라디오

24

[소년중앙] 천년에 걸쳐 한국인의 밥상 지켜온 김치① 과거·현재·미래를 맛보다

2022.01.24.

중앙일보

25

Korean kimchi winning hearts globally, including in Malaysia

2022.02.20.

BERNAMA
(말레이시아
관영뉴스통신)

26

천년의 기억, 김치 전(傳)

2022.02.24.

LG유플러스 IPTV

27

[한류에빠지다 K컬처TV]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 김치

2022.03.05.

KTV

28

[테마스페셜] 나를 깨우는 비건 라이프

2022.04.06.

KBC광주방송

29

천기누설 <구멍 난 면역! 여름 김치로 채워라>

2022.05.27.

MBN

30

K-농산어촌 한마당, 천일염과 김치 관심 높았다

2022.06.07.

경향신문

31

[뉴스와이드] 인공지능 기술로 관리한 김치

2022.07.19.

KBC광주방송

32

‘김치 종주국’ 위상 되찾았다, 지난해 수출액 역대 최대-세계김치硏, 각고의 노력 결실

2022.07.27.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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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32

K-Quiz

OX 문제 풀고
음료 한 잔 하고!
HELLO KIMCHI 8월호에서는 김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콘텐츠로
폴란드 언론에 실린 기사에 대한 오류 시정 요구 및 근거들
그리고 김치의 염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번 호 뉴스레터를 꼼꼼히 읽어보셨다면 OX 퀴즈를 풀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음료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1

김치에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9p 참고

O

2

단풍콩잎김치는 경상도 지역의 대표 김치이다. 10p 참고
3

김치의 무한한 가치와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1인의 ‘글로벌 김치 앰배서더’를 선정했다.

X

12p 참고

7월호 K-Quiz 정답

이벤트 기간

8월 31일(수) ~ 9월 16일(금)

① 열무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력에 좋다. (O)

당첨자 발표

9월 20일(화), 개별안내 예정

이벤트 경품

스타벅스 음료 모바일 교환권(20명)

참여 방법

카카오톡 채널에서 <응모하기>를 눌러 답변 제출.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소금은 하루 5g 이상 섭취하는 게 좋다. (X-하루 5g 미만 섭취 권장)
③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세계김치연구소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
됐다. (O)

카카오 채널 구독 안내

WiKim과
카카오톡 친구되는

첫째
1. 카카오톡 우측 상단 검색 탭을 터치한다.
2. 검색창에서 ‘세계김치연구소’를 찾는다.
3.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다!

두 가지 방법

둘째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고 간편하게
채널을 추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