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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우리 고유한 발효식품이자 한식 제1의 반찬인 김치는 천년이 넘는 역사를 함께

해온 우리 삶의 일부이다. 채소를 오래 보관하여 먹기 위한 절임 음식으로 시작된

김치는 양념을 버무리고 숙성시키는 우리만의 발효과학 식품으로 변신하고, 김장은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다. 다른 나라에도 소금 등에 채소를 절

이는 절임음식이 존재하지만, 절임 후 양념으로 2차 침채와 발효시키는 음식으로는

우리 김치가 유일하다. 김치는 발효과정을 통해 원재료보다 영양이 한층 더 풍부하게

변신하며, 암과 노화, 비만 등의 예방과 억제에 효과적인 기능성을 보유한 슈퍼

발효 음식으로 탄생한다.

김치는 지역마다, 철마다, 또 특별한 의미를 담아 다양하게 변신하여 300가지가

넘는 종류로 탄생하는데, 기후와 지역 등에 따라서 팔도팔색의 다채로운 맛을 담은

김치들이 있으며, 주재료로 채소뿐만 아니라 수산물이나 육류를 이용한 독특한 김치도

있고, 같은 김치도 사람에 따라 특별한 김치로 재탄생되기도 한다. 지역과 집안마다

저마다의 비법으로 담그기 때문에 유서 깊은 종가마다 독특한 비법으로 만든 특별한

김치가 전해오며, 김치를 담그고 먹는 일도 수행의 연속이라 여기는 사찰에서는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은 특별한 김치가 존재한다.

우리의 얼이 담긴 김치는 현대에 들어 문화와 전통이 결합된 복합산업으로 펼쳐지고

있다. <원재료 산업> 김치에 들어가는 수많은 재료들의 생산 관련 산업의 생산액은

3.3조원이 넘으며, <생산․유통 산업> 주로 배추김치로 형성된 김치 생산은 약

2.3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시판 김치의 경우 대기업의 시장 주도력이 증가하고

있다. <포장 및 김치냉장고 산업> 소비자 요구에 맞춘 다양한 포장 김치가 등장하고,

김치냉장고는 1.1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문화․관광 산업> 정성과 기다림을

상징하는 김치는 문화산업의 소재로 활용되며, 김치 문화는 관광 관련산업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기능성 식품 산업> 김치의 영양 기능성과 김치유산균을 활용한

여러 기능성 제품이 개발되고, <외식산업> 부식뿐 아니라 새로운 요리의 식재료로서

김치는 39조원의 외식산업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제는 (1) 김치를 식품산업의 일부라는 인식에서 복합산업으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김치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2) 또한 김치에 대한 재평가와

발굴된 가치의 활용전략을 재설정 하여 적극적인 김치산업 육성을 도모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3) 김치 후방산업의 지역특화 산업 지정을 통한 산업 활성화와

(4) 문화관광 및 기능성식품 등 새로운 전방산업 창출, (5) ‘김치산업육성법’ 등

내실과 외연확대를 위한 양수겸장의 제도 지원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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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리의 슈퍼푸드, 김치

한식 제1의 반찬

□ 김치는 우리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식의 하나로,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온 전통 채소발효식품

○ 김치란, 배추, 무 등 채소를 소금에 절인 뒤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등의 다양한 양념, 젓갈과 버무려 발효시킨 음식

- 주재료인 배추, 무, 오이, 해조류 등에 양념용 부재료로서 고춧가루,

생강, 마늘과 과실, 젓갈류 등을 첨가

○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에게 김치는 최초의 ‘밥도둑’이자 겨울철

채소를 먹을 수 있게 해주었던 최고의 반찬

- 절임채소류인 김치는 전분질이 대부분인 곡물의 소화를 돕고 맛을

내는 데에 탁월하여 필수 반찬으로 자리매김

□ 지역별․시대별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한국인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들어 밥상의 기본이 된 음식

○ 우리 민족은 채소 종류와 양념의 배합, 천일염 농도, 젓갈 종류,

숙성법 차이에 따라 수많은 김치를 탄생시킴

* 김치의 종류는 300여 가지가 넘으며, 김치를 이용한 요리는 무궁무진

○ 반찬 수에 따라 3첩, 5첩, 7첩 등으로 구분되는 한식 상차림에서

‘밥, 국, 김치’는 가짓수에서 제외할 만큼 우리 밥상의 기본

반찬을 셀 때 김치를 빼는 이유

▷ 한식 전통 상차림은 반찬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김치는 밥, 국과 함께 반찬 개수에서 제외

- 김치는 밥이나 국처럼 밥상의 기본 요소로 여긴 것

- 3첩 반상에는 김치가 한 종류, 5첩, 7첩 반상에는 두

종류, 9첩 반상에는 무려 3종류의 김치가 올라감 7첩 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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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김치의 탄생

□ 우리 조상들이 채소를 오래 먹기 위해 절임 음식으로 만들면서부터

김치의 역사가 시작

○ 중국은 3,000여년 전부터 ‘저(菹)’라는 절임 채소류를 먹었으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초기 형태의 김치를 먹은 것으로 추정

* 삼국시대의 익산 미륵사지, 경주 황룡사지 유적에서 대형 독이 발견

○ 하지만, 초기 김치는 소금 등에 채소류를 절여 저장성을 높인

절임채소류로서 김치보다는 장아찌에 가까운 식품

* 고려 중엽 ‘무를 장에 담가 장아찌를 만들고 소금물에 담가 염지(鹽漬)를

만든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단순한 절임 채소였을 것으로 추정

□ 절임 채소였던 김치는 고려시대를 거치며 다양한 양념으로 2차

침채(沈菜)를 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발효과학 식품으로 발전

○ 고려시대에 생채를 소금에 절여 저장성을 높이는 절임 기법에

양념을 첨가하여 한 번 더 침채를 시키는 담금법이 개발

- 양념이 절임 채소에 침투되어 발효되면서 유산균이 증가하고

기능성 물질들이 탄생하는 등 발효과학 식품으로 진화한 것

○ 조선시대에 여러 담금법이 개발되고, 주재료가 다양화되며 김치

종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

- 고추 사용은 비린내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젓갈 사용이 본격화 되어

김치 발효가 획기적으로 발전

* 고추의 기원에 대해서는 ‘자생식물설’, ‘일본 도입설’ 등 정립되지 않음

* 현재와 같은 배추김치는 100여 년 전 중국으로부터 통배추가 도입되며 탄생

딤 ㅣ와 디히 → 짐치(짐 ㅣ, 짐츼) → 김치

▷ 김치를 뜻하는 한자 ‘저(菹)’의 발음 변화는 두시언해와

훈몽자회의 기록으로 유추

- 딤채가 구개음화하여 짐채로, 짐채가 다시 역 구개음화하여

김채로 변한 뒤, 현재의 김치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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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짓달의 축제, 김장

□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담그는 김장은 우리 민족의 1년 생활사 중

가장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로 지금까지도 유지

○ 11월 말에서 12월 초면 힘든 노동이 필요한 김장을 이웃끼리

품앗이를 하면서 정겨운 축제로 승화

○ 김장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가족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가을의

풍성함을 나누고 겨울을 준비

- 남자들은 배추를 수확하고 여자들은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며,

어르신들은 비법을 전수하고, 아이들은 김치 간을 보는 등

○ 오늘날에는 본래의 의미를 넘어 각계각층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겨울을 나기 위한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도 변신

□ 맛있는 김치를 담그고 겨울철을 나기 위해 이를 저장하는 일은

오랜 기간 우리 선조의 지혜가 축적된 과정

○ 품앗이를 통해 담근 김치는 겨울철을 나기 위한 저장에 들어가며

일정한 온도 유지를 위해 장독을 주로 땅에 묻어서 숙성

- 이 과정에서 신 맛을 내는 유기산과 톡 쏘는 이산화탄소 등이

발생하여 감칠 나는 맛을 완성

* 2～5℃에서 3～4주간 숙성시켰을 때 가장 맛이 좋으며, 발효가 계속되어

산도가 높아지면 신맛이 강해지고 유산균이 사멸

김장의 풍경 김치 나누기 행사 땅에 묻힌 장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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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ly, 세계 유일!

□ 세계적인 무형 문화유산인 김치는 여러 채소저장방법 중에서도

유일무이한 우리만의 발효 식품

○ 전 세계에는 소금, 식초, 장 등에 절이는 방법을 이용한 다양한

채소절임 식품이 존재

- 오이를 식초에 절인 피클, 양배추를 젖산 발효시킨 독일의 사우어

크라우트(Sauerkraut)와 터키의 투루슈(Tursusu)

- 우리 백김치와 비슷한 중국의 파오차이(泡菜)와 일본의 츠게모노

(漬物), 동남아시아의 아차르(Acar) 등

사우어크라우트 투루슈 파오차이 망고 아차르

○ 하지만, 절임 이후 갖은 양념으로 2차 침채과정을 거치며 발효를

시키는 채소 저장식품으로는 우리의 김치가 유일

- 일본의 ‘기무치’가 먼저 알려지며 김치와 경쟁하였으나 이 둘은

영양과 기능성, 맛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수준의 식품

* CODEX에서 김치의 규격명을 ‘kimchi'로 규정, 세계 각국 절임류와는 차별화된

우리 김치의 특성이 인정되었고, 기무치란 이름은 사용할 수 없게 됨

김치와 기무치의 비교

김 치 기무치

발효 자연발효된 젖산발효 음식 자연발효가 아닌 겉절이 음식

유산균 107～109 CFU/ g 105～106 CFU/ g

기능성
부재료 발효를 통해 기능성성분,
유산균 유래 대사산물 다량 함유

젖산발효과정이 없어 기능성 성분
함량이 김치보다 적음

맛
젖산의 신맛과 고춧가루, 마늘
등의 조화로운 매운맛

단맛과 화학첨가물에 의한 신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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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세계 최고!

□ 주로 채소를 주재료로 하며 갖은 양념을 부재료로 하는 김치는

본래 훌륭한 원재료의 영양을 한층 더 풍부하게 가공

○ 김치는 식이섬유, 비타민B군, C, 칼슘, 철, 인 등이 풍부하며, 부재

료로 사용되는 마늘과 고추, 생강 등은 모두 우수한 기능성 식품

- 마늘의 알린, 알리신은 항균 및 항암, 동맥경화 억제의 효능을

지니며, 고추의 캡사이신은 비만 예방 및 항산화 효과를 보유

○ 파, 마늘 등 천연재료가 발효를 거치면서 유산균과 다양한 기능성

생리활성물질, 맛을 좋게 하는 유기산 등이 탄생

□ 슈퍼 발효 음식으로 불리는 김치는 현대인들의 고민거리인 암과 노화,

비만 등의 예방과 억제에 효과적인 기능성을 보유

○ 비타민과 무기질,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는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와

비만 예방효과, 피부노화 방지효과를 보유

- 식욕촉진, 다이어트, 변비 및 대장암 예방, 항동맥경화, 항산화/

항노화, 암세포 증식 억제, 면역활성 증강 등

* 2008년 미국 건강전문지 「Health」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올리브

기름, 콩, 요구르트, 렌틸과 함께 김치를 선정

○ 한국인이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강한 것은 김치 때문이라는 속설이

과학적으로 입증(‘08, 서울대)

- 동물실험 결과, 김치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억제효능 확인

잘 익은 김치는 다이어트에도 좋다!

▷ 생김치보다 잘 익은 김치가 비만 억제와 혈압 강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11.11.6., 농촌진흥청, 아주대병원)

- 김치의 섭취는 과체중과 비만환자에게서 체중, 체지방, 혈압, 콜레스테롤 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숙성김치를 섭취할 경우 감소율이 더 큼

- 이는 숙성된 김치가 대사증후군과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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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ood, 신토불이!

□ 김치의 영양학적 가치와 감칠맛은 신선하고 질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

○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 기능성 생리활성물질 등의 품질은 원

재료의 품질에서 결정

○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김치가 유명한 이유도 가장 맛있는 김치는

가장 신선하고 구하기 쉬운 재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

- 지역마다 풍부한 김치 종류와 계절별 김치들은 모두 원재료의

신선함을 추구한 로컬푸드 정신의 결정체

□ 김치 맛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첨가물로 소금을 들 수 있는데,

예로부터 김치의 제 맛을 내기 위해 천일염을 사용

○ 천일염이란, 바닷물을 염전에 가두어 태양과 바람 등 자연적으로

증발시켜 결정화하여 만든 소금

- 특히 우리나라 천일염은 세계 0.1%에 불과한 갯벌 천일염으로,

서해 갯벌의 풍부한 미네랄이 소금에 고스란히 담김

* 서해 갯벌 염전은 염도가 낮고 미네랄이 풍부하여 세계 최고 천일염을 생산

○ 천일염으로 김치를 담그면 천일염의 미네랄이 식물의 조직감을

아삭거리게 유지해주며, 유산균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

- 정제염으로 배추를 절일 경우, 김치 저장 중 식물조직이 빨리

물러져 품질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작용

종가집 김치 맛의 비밀

▷ 맛깔스러운 음식과 정성이 깃든 맛으로 유명한

종가집 김치에는 특별한 천일염이 첨가

- 우리나라의 갯벌 천일염만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3년 이상 묵혀 간수가 완전히 빠진 천일염을 사용

- 쓴 맛이 없고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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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300가지 얼굴의 김치

김치 본국(本國)의 다양한 김치

□ 김치는 오랜 기간 우리 문화 속에 자리 잡으며, 철마다, 지역마다,

또 특별한 공간마다 독특한 김치로 변신

○ 원료와 담그는 법, 발효시키는 법 등에 따라서 김치의 종류는

총 300여 가지 이상이 존재

○ 우리의 다양한 김치는 계절별로, 또 지역별로 다양하게 분화하며

궁중과 종가, 사찰 등 특별한 곳의 특별한 김치도 존재

팔도팔색(八道八色) 다채로운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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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경기 지방은 밭농사와 논농사가 고루 발달하여 풍부한 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김치를 즐김

○ 국물이 많거나 뻑뻑하거나,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서해의 해산물과

동쪽 산간지방 산채가 어우러져 맛과 종류가 매우 다양

- 젓국은 새우젓, 조기젓, 황석어젓 등 담백한 것을 쓰며, 생새우,

생태, 생갈치 등을 함께 넣기도 하고 멸치젓도 많이 사용

○ 통배추김치, 장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총각김치, 나박김치, 보쌈

김치 등이 유명

□ 강원지역은 산악지역과 해안지역의 환경이 크게 달라 두 지역의

특색 있는 재료를 모두 이용한 김치가 존재

○ 태백산맥 줄기 산악지역에서는 갓으로 김치를 담고, 동해안 지역은

싱싱한 명태와 오징어를 넣은 김치를 즐김

○ 배추김치에도 생오징어채와 꾸득하게 말린 생태조각이 들어가며,

해물김치와 창란젓 깍두기, 서거리김치 등이 유명

총각 김치 풋고추 열무 김치 배추포기 김치 갓 김치

□ 충청지역은 다양한 곡식과 채소, 서해안의 해산물이 풍부하나, 음식은

사치스럽지 않고 양념도 적게 사용한 것이 특징

○ 김치를 ‘짠지’라 하여 배추짠지, 무짠지라 부르며 통으로 담그고

간을 층층으로 하여 한 번에 여러 독을 담금

○ 서울 지방 깍두기와 달리, 양념을 적게 넣어 시원한 맛의 총각김치서울 지방 깍두기와 달리, 양념을 적게 넣어 시원한 맛의 총각김치서울 지방 깍두기와 달리, 양념을 적게 넣어 시원한 맛의 총각김치와

굴 섞박지, 열무김치, 가지김치 등이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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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는 다른 지방보다 풍부한 곡식과 해산물, 산채를 이용하여

음식이 매우 호화로우며, 정성을 들여 다양한 김치를 담금

○ 기후가 따뜻해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맵고 짠 편이지만 찹쌀풀을

넣어 국물이 진하고 감칠맛이 나는 것이 특징

○ 배추포기김치, 고들빼기김치, 갓김치, 전라반지, 나주 동치미 등

□ 경상도는 바다의 좋은 어장과 남부의 기름진 농토에서 얻어지는

풍부한 농산물을 이용하며 맵고 세게 간을 하는 특징

○ 배추는 짜게 절이고, 젓국을 많이 넣은 소로 국물이 없게 담그며,

젓갈은 잘 삭아 불그스레하고 맑은 간장 같은 멸치액젓을 사용

○ 무말랭이김치, 깻잎김치, 콩잎김치, 우엉김치, 부추김치 등

□ 제주도는 겨울철에도 싱싱한 채소가 생산되어 김장이 따로 없고,

김치 종류는 적으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이한 김치들이 존재

○ 음력 정월에 밭에 남아있던 배추로 담그는 동지김치와 톳으로

담그는 김치, 여름김치인 양배추 포기김치와 청각김치 등

* 동지김치란, 망울 맺은 노란 배추 꽃을 재료로 하여 만드는 독특한 김치

□ 이북지역에는 산악지대인 함경도의 맵지만 짜지 않은 김치와 평야가

넓은 평안도의 풍부한 김치 등이 존재

○ 함경도는 채칼김치, 무청김치, 대구깍두기 등이, 평안도는 평안도

통배추김치, 동치미, 지름섞박지, 백김치 등이 유명

콩잎 김치 동지김치 백김치 섞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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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특별한 김치들

□ 김치는 채소류를 주재료로 하나 지역에 따라, 독특한 재료를 넣은

특별한 김치들이 존재

○ ‘어딤채’는 일반 김치에 전복, 낙지, 문어, 홍어, 명태, 가자미,

멍게, 소라 등 질 좋은 수산물을 10% 이상 넣은 특별한 김치

- 향긋한 바다향이 어우러져 맛도 좋고, 양질의 단백질과 수용성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영양도 뛰어남

* ’10년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어딤채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어딤채 40종의

레시피를 정리한 「어딤채보감」을 발간

○ 꿩 등의 육류를 넣은 김치와 과일로 만든 향긋한 김치도 존재

멍게김치 멸치 김치 소라김치 꿩김치

□ 같은 종류의 김치라 하더라도 먹는 사람에 따라, 만드는 이의 솜씨에

따라 특별한 김치들로 재탄생

○ 벌어진 석류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석류김치’와 입을 많이

벌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게 작게 만든 임금님용 ‘송송이’

○ 노인도 먹을 수 있도록 무를 삶아서 무르게 한 뒤 담근 ‘숙깍두기’,

건더기만 곧게 세워 담는 제사상의 ‘나박김치’

석류김치 송송이 숙깍두기 나박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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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와 사찰의 남다른 김치 비법

□ 오랫동안 전통을 지켜온 종갓집에서는 그윽한 장맛뿐만 아니라

김치 제조법도 음식 만드는 비법의 하나로 대대로 전수

○ 강릉의 창녕 조씨 종가엔 생선포와 찹쌀밥을 넣어 익힌 부드러운

김치, 포식혜와 명태 아가미를 사용한 서거리 김치가 유명

○ 아산의 예안 이씨 종가엔 삭힌 조기와 생태를 넣어 진한 맛이

일품인 김치가, 논산의 파평 윤씨 종가엔 나박 장김치가 존재

○ 담양 장흥 고씨 종가엔 전통식품명인의 죽염간장으로 담근 담백하고

깔끔한 간장김치가 전래

□ 담백한 맛으로 유명한 사찰 김치는 마늘, 젓갈 등의 양념 대신 찹

쌀풀을 이용하며 약 50여 종이 알려짐

○ 사찰에서는 김치를 만드는 일과 먹는 것까지도 수행으로 여겨

불살계(不殺戒) 원칙에 따라 동물성 재료와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음

- 각종 산나물과 들나물, 재배 채소, 젓갈 대용의 잣즙, 들깨즙,

땅콩즙, 호박죽, 보리밥, 밀가루죽, 감자 삶은 물 등을 사용

* 오신채(五辛菜): 불교에서 금하는 다섯 가지 채소(파, 마늘, 부추, 달래, 무릇)

○ 합천 해인사의 상추불뚝김치, 경주 불국사의 연근 김치, 양산

통도사의 가죽김치, 김제 금산사의 돌미나리 김치 등이 유명

서거리 김치

나박 장김치

간장김치

상추불뚝 김치

연근 김치

가죽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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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김치산업 들여다보기

김치가 만들어 내는 관련 산업

□ 김치산업은 김치생산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후방관련

산업, 전방관련 산업 등과 연계

○ 김치의 후방관련 산업에는 배추, 무 등의 주재료, 고추, 마늘,

파, 양파, 생강, 젓갈, 소금 산업 등의 부재료 산업 등이 포함

- 배추, 무를 비롯한 조미채소류 산업은 우리나라 채소 생산액의

34%를 차지할 만큼 산업적으로 중요

○ 김치의 전방관련 산업에는 김치를 활용하기 위한 유통, 포장재,

김치냉장고, 문화·관광, 건강 기능성식품, 외식산업 등이 포함

- 김치제조의 외부화가 진행되면서, 유통, 포장재, 외식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기능성과 문화를 이용한 산업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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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재료 산업

□ 김치는 다양한 농산물과 수산물이 융합된 상품으로서, 수많은 재료

산업과 관련해 부가가치 및 고용을 창출

○ 김치 후방관련 산업에는 배추, 무, 조미채소류의 농산물만 아니라

젓갈류, 소금산업이 포함되며, 약 3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정

- 주재료에 해당하는 배추 및 무 산업은 생산액 1조 2천억 원,

부재료인 조미채소류의 경우는 1조 9천억의 규모

- 젓갈류 산업은 관련 종사자 수가 5,700명 이상, 생산액 1,929억 원이며,

소금 산업은 물량 23만 톤, 생산액은 802억 원 규모

* 원칙적으로는 김치 투입재로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련자수, 생산량,

생산액을 구성해야 하나 세부자료의 부족으로 전체 규모를 제시

김치의 후방 관련 산업 (’10년)

산업 구분 관련자 (천명)* 생산량 (천톤) 생산액 (억 원)

전체 33,621

배추 1,663 1,783 7,392

무 1,495 1,039 4,700

조미

채소

고추 1,922 310 8,322

마늘 1,024 272 4,341

생강 n.a. 25 894

양파 277 1,412 4,071

파 448 417 1,170

젓갈류 6 98 1,929

소금 n.a. 231 802

* 관련자 수 : 농산물은 품목별 농가인구수, 젓갈류 및 소금은 종사자 수 기준

○ 김치의 원료 농산물인 배추, 무, 조미채소류는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의 농업 투입재 산업과도 연계

- 이와 관련해 ‘10년 현재, 종자 2,418억, 비료 2,778억, 농약

1,375억, 농기계 1,012억 등 9,533억원 규모의 시장이 창출

*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의 산업은 독과점화 수준이 높고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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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및 유통산업

□ 우리에게는 수백 가지의 김치와 그에 포함되는 원료로서의 농수산물이

존재하나 오늘날 우리가 먹는 김치의 70%는 배추김치

○ 김치 생산업은 생산량 124만 톤, 2.3조원의 시장을 형성하며,

연간 19만 톤이 수입

- 종류의 획일화로 인해 배추가격 변동이 김치가격에 직접 관련

○ 식생활의 서구화와 다양한 식품의 출현 등으로 우리나라의 김치

소비량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

* 연간 1인당 김치 소비량 (kg) : ('91) 35 → ('02) 26 → ('06) 34.4 → ('10) 27.4

□ ‘제조의 외부화’가 진행되어 시판김치와 수입김치가 가정내 제조

김치를 대체하며, 대기업의 시장 주도력이 증가

○ 자가제조 김치 비율은 매년 감소하여, 김장문화가 사라질 우려

- 국내 김치생산량 중 시판김치의 비율은 ‘05년 29%에서 ’10년

39%에 이르고, 소수 업체(전체의 9%)가 물량의 50% 이상을 담당

○ 시판김치의 대표적인 유통경로는 직판장의 영업소, 대리점을

통하는 경우와 직거래를 하는 경우로 구분 (KREI, 2010)

- TV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 등의 유통경로 비율이 증가 중

□ 김치수입은 거의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반 수입업체에

의해 식당 및 외식업체로 85~90%가 유통

○ ’10년 김치 수입량은 19만 3천 톤으로 ‘00년 대비 385% 증가

* 수입김치의 최종 구매자는 일반 식당 60% 이상, 대량수요처 및 구내식당

25～30%, 가공공장 및 군납이 5% 내외, 반찬가게 등이 5～10%임

○ 수출은 국내와 교포사회를 중심으로 소비되던 김치의 우수성이

알려져 증가하나 지역이 일본에 치우쳐 세계화는 걸음마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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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김치냉장고 산업

□ 시판김치의 시장이 성장 하면서, 소비자의 수요 패턴 변화에 맞춘

다양한 포장재가 개발 중

○ 김치포장과 관련되는 합성수지 포장재업은 5.2조원으로 추정

* 합성수지 포장재업은 전체 포장재 산업의 40% 수준이며, 연 성장률은 3%

○ 핵가족화 등 사회 변화로 인해 간편하고 편리한 소포장, 눈을

끄는 도시적인 디자인 등 포장 개선에 대한 수요가 급증

- 소포장 제품에 적합한 다양한 포장기법들이 개발․이용 중

* 누름틀을 이용한 포장법(하선정김치), 환경호르몬이 없고 맛․선도가 오래

유지되며 항균 및 호흡력을 가진 포장재료인 Mirafresh를 활용한 포장법 등

선물용 김치꾸러미 사각포장 김치 컬러풀한 김치포장

□ 김치 냉장고 산업은 아파트 거주율 증가, 주부의 가사노동 절약에

대한 요구로 등장하여, 가정내 김장 부담을 덜어주며 빠르게 성장

○ 김치 냉장고 시장은 ‘11년 110만대, 시장규모 1.1조원으로 성장

- 김치 냉장고의 가구당 보급률은 90.4%로 TV와 냉장고의 보급률

80%를 넘으며, 이는 가정 내 김치의 위상이 높음을 시사

○ 아파트 거주율이 42%에 이름에 따라 기존의 옹기를 대신할

저장수단과 김장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

옹기의 대체자, 김치냉장고의 등장

▷ 김치 맛을 보존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온도에서 오래 저장할 수 있게 온도

조절장치와 형태를 갖춘 특화된 냉장고

- 빌텍이 처음 개발(’93년), 위니아만도가 ‘딤채’ 상품화 출시(‘95.12.)

* 위니아만도,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참여로 시장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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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관련 문화·관광 산업

□ 김치는 오랜 기간을 함께 한 우리 문화의 정수이자 자존심이며,

슬로푸드로서 정성과 기다림을 상징

○ 허영만 作의 만화 「식객」과 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 ‘식객2:

김치 전쟁’ 등 김치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인기

* ‘어머니’, ‘정성’, ‘기다림’, ‘자연’ 등 김치가 지닌 상징성들은 맛깔난 이야기

전개가 가능하여 예술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기에 훌륭

○ 어린이용 도서 등에서는 우리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 김치를 이용하는

한편,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소재로도 김치가 활용

김치 없으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 ‘독도는 우리 땅’과 함께 우리 민족 대표 노래로 자리 잡은 ‘김치 주제가’

-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 김치 없으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라는 가사로 이루어진 정광태의 ‘김치주제가’는 우리네 입맛과

식문화를 고스란히 반영하여 큰 인기를 끌었음

□ 김치는 우리네 문화를 즐기고 대표하는 축제 및 관광 소재로 급

부상하며 다른 한류의 원동력으로 작용

○ 광주에서는 ‘세계김치문화축제’가 개최되어 올해(‘11년)로 17회를

맞이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김치문화 홍보를 달성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김치 관광 상품이 개발되는 등 우리 고유한

문화로서 김장을 통한 관광 산업이 확대되는 중

* 송정분식품에서는 김치체험을 통해 1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약 10억 원의 매출을 달성(’09년)

아동용 만화 연극 ‘김치’ 김치문화축제(광주) 외국인 김장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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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성 식품산업

□ 최근 우수 김치 유산균 선발 및 건강 기능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건강기능성 제품이 개발

○ 김치유산균의 다양한 기능성과 친숙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1조

691억원 규모의 우리나라 건강 기능성 식품을 부분 대체 가능

* 김치유산균은 면역력 증강,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 항암작용의 기능성 보유

비타민(Leu. kimchii 함유) 제품 김치유산균 캔디 김치유산균 블랜드

김치를 이용한 외식산업

□ 김치는 단순한 부식으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요리의 식재료이자

외식산업의 주요 콘텐츠로서 활용이 가능

○ 김치관련 외식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총 39조 규모로 전체 외식산업의

매출액 70조원의 55%를 차지

- 김치와 관련된 외식업체 수는 전체 외식업체 수의 50%가 넘는

32만개소에 이름

○ 최근 김치를 응용한 다양한 음식이 개발되어, 용도가 더 다양화

* 김치요리 관련 각종 축제와 요리연구가들의 많은 시도로 퓨전화

김치 파스타 김치 두부말이 김치 샐러드 삼겹살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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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식품산업에서 복합산업으로의 인식 전환

□ 김치산업을 식품산업과 한식세계화의 일부분으로만 취급하던 시각을

전후방 산업을 고려한 종합적 산업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시급

○ 김치산업 자체만으로도 문화, 건강, 식품 산업 등 다양한 특성을

겸비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컬(glocal) 푸드로서의 높은 가치가 존재

- 식품산업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취급되므로 해서 오히려 김치

자체의 가치가 발견되지 못하여 산업발전이 저해

○ 단순한 농산물 생산업으로 여겨지던 후방산업을 김치의 문화적

정체성과 연결하여 지역 김치로의 특화사업 등을 진행

○ 김치냉장고로 대표되는 가전산업, 건강 기능성식품, 지역 관광

상품 등 다양한 분야로 전방산업의 확대가 기대

김치에 대한 문화적 재평가를 통한 가치 발굴 및 이용

□ 세계화 등을 목표로 획일화, 과학화되는 과정에서 간과된 김치

고유의 문화적 다양성과 스토리를 재강조하여 전략적으로 활용

○ 8도마다 다양하게 발달된 김치를 식생활에서 나아가 그 지역

농업과 기후, 풍습과 문화가 어우러진 집합체로서 재평가

○ 김치의 전통을 보존한 명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여

다양한 김치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

- 종가, 사찰 등의 특수한 여건에서 발달한 김치, 종가에서 내려온

대물림 김치, 계절, 지역 등으로 나누어 선발

* ‘10.4. 기준으로 식품명인 39명 중 김치 명인은 단 2명에 불과하며, 도제식

수업을 통해 기술 전수뿐만 아니라 문화 전승의 필요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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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후방산업의 지역특화 산업 지정

□ 김치 재료의 생산을 직접적으로 그 지역 김치의 정체성과 연계하는 등

지역특화 산업을 실시하여 지역의 농업 활성화를 도모

○ 지역 특화된 김치는 지역 특산물과 연계하여 지역 전통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김치 지리적 표시제 등을 마련

- 김치의 지역 특화 산업을 통해 우리 김치의 세계화가 직접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

* 예를 들어, '김치(Kimchi)에는 한국산 천일염이 필수'라는 등의 홍보 전략

○ 김치의 지역 특화를 위하여 지역별 김치 명인을 선정하고 그

지역 대표 김치를 공인화 해주는 등의 제도를 마련

- 김치 명인이 선정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화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지역의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 봄철 알타리 무, 얼갈이 배추, 여름의 갓 등 농산물 고정 수요 창출이 가능

발굴된 김치와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방산업을 창출

□ 기존 유통, 포장재 산업 외에 김치의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여 문화

관광, 건강기능성 식품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

○ 최근떠오르는 김치 문화관광 산업은 한류의세계화, 한식의 세계화를

통한 국내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활용이 가능

- 전통 김치를 주제로 삼은 테마마을, 농가 맛집, 김장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지원

○ 김치 유산균을 국가대표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개발하여 다이어트,

고지혈증 등에 좋은 건강보조식품으로 개발

○ 유명 연예인 위주로 판매되던 포장김치 분야에서도 지자체별로

특화된 다양한 김치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블루오션을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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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과 외연 확대를 위한 양수겸장(兩手兼掌)의 제도 지원

□ ‘김치산업육성법’에 기초하여 김치 산업과 한식세계화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전통김치의 발굴 및 산업화 지원방안을 마련

○ 성공적 세계화의 첫걸음으로서, 지역 및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김치의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규격화

* 김치의 매운맛을 표준화하여 상품에 표기하고, 다양한 전통 김치를 규격화하여

풍부한 문화적 전통과 함께 적극적으로 세계화

○ 현재의메뉴위주진출전략에서 우리 문화가 결합된 식문화패키지의

세계화 전략으로 확장

- 김치의 우수성과 우리의 풍부한 문화가 복합된 패키지의 세계화를

통해 국가 홍보 및 관광 산업 활성화 도모

* 김장 축제 및 김장 관광 상품 등을 지역별로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한식

세계화와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구

이제는 매운맛을 예측한다!

▷ 한식세계화를 위해서는 외국인들에게 먹어보지 않고도 매운맛을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를 제공할 필요

- 캅사이시노이드 함량에 따라 순한맛부터 매우 매운맛까지 5단계로 제시 권고

* SHU (Scoville Heat Unit, 스코빌지수): 고추의 매운맛을 표현하고자 만든 지수

SHU 정도: 파프리카 0, 피망 300, 청양고추 4,000～10,000, 졸로키아 200만～450만

□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을 연결한 김치문화 콘텐츠 수집 및 보존

전략의 추진으로 김치문화의 다양성 DB를 구축

○ 향토문화, 특산물, 발효와 관련된 환경연구 등을 통해 과학적인

김치문화 DB를 구축하여 문화적 유산을 보존

○ 지역 특산물과 연관이 깊은 김치의 경우, 지역문화산업 모델로

개발하여 농가맛집이나 지자체 공식맛집을 지정하여 보급

* 강화도의 순무김치는 강화도의 특산물 순무에 젓갈, 강화도의 물이 결합된

특산물로 방문객이 꼭 구입하는 상품이므로 표준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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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우리나라 김치산업, 한 눈에 보기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가치사슬 (’10년)

□ 국내 김치시장 규모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김치시장(억원) 20,877 21,002 22,806 22,681 23,321

- 상품김치시장 8,608 9,560 10,741 10,767 11,239

․ 가정용 2,018 2,179 2,253 2,194 2,495

․ 업소용 6,590 7,381 8,488 8,573 8,744

- 가정(자가제조) 12,270 11,442 12,065 11,914 12,082

* 자료 : 식품유통연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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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한 번 먹어볼 만한 특선 별미김치 30선

번호 김치 주재료 주 요 특 징

1 감태(가시파래)

김치

감태, 풋고추,

멸치액젓

감태는 바다에서 생육하는 다시마과의 갈조식물이며,

12월부터 2월까지 주로 채취되는 겨울철의 별미

2 갓물김치 붉은 갓, 무, 배 재래종인 붉은 갓을 사용하여 김칫국물이 보라색이 나는

향기 좋은 물김치

3 개성보쌈김치 배추, 무, 미나리,

갓, 쪽파, 낙지,

전복

개성배추는 다른 지방의 배추보다 길이가 길고 허리가

잘록하면서 잎이 넓은 씨도리배추로 보쌈김치에 적합

4 게국지김치 능쟁이, 늙은호박,

배추잎, 무

갯벌에 사는 조그만 회색 게, ‘능쟁이’를 서해안의 각종

해산물과 함께 넣어 만든 지져 먹는 매우 구수한 김치

5 고구마줄기

김치

고구마줄기, 부추 여름장마때 배추가 부족할 때 담가먹는 전라도 지방의

별미로 고구마 줄기를 살짝 익혀 부추를 듬뿍 넣고 담는

여름철 별미, 단기숙성김치

6 고들빼기김치 고들빼기, 밤채,

실파

고들빼기는 잘 삭혀야 쓴 맛이 빠지는데, 삭힐 때 대나무

잎을 덮고 돌로 잘 눌러주며, 전라도에서는 겨울 김장

김치로 이용

7 구강태김치 구강태, 양파 전남 강진지역에서 구강태를 멸치젓에 담가 간장으로

간을 하는 김치

8 깻잎김치 깻잎, 실파,

미나리, 밤

삭힌 깻잎을 양념하여 담그며, 요즘에는 즉석양념으로

고기와 함께 먹음

9 꼴뚜기무김치 꼴뚜기, 무 늦은 봄, 또는 가을철에 젓갈을 담기 전에 무와 함께

버무려 삭혀 먹는 계절 별미 김치

10 꿩김치 꿩 1마리,

동치미무

『음식디미방』에 수록. ‘생치 침채’라 하여 “오이지와

같이 썰어 따뜻한 물에 소금을 알맞게 넣어 나박김치

같이 담가 삭혀서 먹는다”고 하며, 물김치에 속함

11 늙은호박김치 늙은 호박,

고춧가루, 멸치젓

김치를 담글 때 무청, 배추 우거지를 넣어 담그기도 하고,

익은 김치는 찌개를 끓일 때 넣으면 구수함

12 달래김치

(꿩마농김치)

달래, 멸치액젓 달래는 꿩마농이라고 하며 ‘들의마늘’을 뜻하는 말로

특히 3월의 달래는 더욱 향이 강하고 맛이 있음

13 머위김치 머위잎, 쪽파 쌉쌀한 머위를 소금에 절여 김치를 담아 먹는, 여름철

입맛을 돋궈주는 별미김치

14 멍게김치 멍게, 쪽파 싱싱한 멍게로 담그어 2~3일 내에 먹어야 하는 경상도
별미 김치

15 명란채김치 무, 명란, 양파,

쪽파, 부추,

풋고추

명란과 각종 채소를 버무려 살짝 삭혀서 먹는 강원도

별미 김치

* 농촌진흥청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http://koreanfood.rda.go.kr)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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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김치 주재료 주 요 특 징

16 반지김치 배추, 무,

양지육수

‘반지’는 국물이 많은 동치미도 아니고 고춧가루를 많이

넣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김치로 양지육수를 사용한 깊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 전라도 지방의 별미

17 비늘김치 동치미무, 배추잎 무비늘에 양념을 채워 넣고 배춧잎으로 싼 다음 배추

김치 사이에 켜켜로 넣어 시원하게 익은 맛이 특징

18 생태나박김치 생태, 무 싱싱한 생태를 무와 버무린 김치로 해안지방에서 먹는

별미김치

19 우엉김치 우엉, 무, 멸치젓 멸치젓을 많이 사용하는 전라도, 경상도 지역의 김치로

이눌린 성분이 있어 칼슘의 섭취를 도와주며, 무를 같이

넣어 담그면 시원한 맛이 일품

20 이천게걸무

김치

게걸무, 실파, 갓 게걸무는 이천 지역에서 재배되어 온 토종무로, 육질이

단단하여 몇 년이 지나도 무르지 않고 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 먹으면 입맛을 돋우어 줌

21 장김치 석이버섯, 건표고,

배, 배추, 무

달고 고소한 무, 배추를 간장으로 간하여 먹을 만큼만

담가 먹는 것으로 빨리 익기 때문에 오래 두고 먹기는

어려우며, 떡국상, 면상과 곁들임

22 전복김치 전복, 배, 무,

유자껍질

마른 전복을 미지근한 물에 불려 사용하며, 기운을

북돋아주는 해산물 김치

23 창란채김치 무, 창란, 부추,

양파

창란과 각종 채소를 버무려 살짝 삭혀서 먹는 강원도

별미 김치

24 채김치 무, 생태, 배추,

미나리, 갓

『조선요리제법』에 ‘조기젓국을 잘 끓여서 체에 밭쳐

식혀 간이 맞도록 부어서 두었다가 겨울에 먹나니

노인을 위하여 매우 적당 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강원도는 동태 젓갈류를 많이 넣어 김치를 담가먹음

25 초롱무김치 초롱무, 쪽파,

찰보리

찰보리쌀을 삶은 물에 담가먹는 구수한 맛의 여름김치

26 콩나물김치 콩나물, 무,

배춧잎

김칫국은 날젓국이 맑은 것이 좋으며 탁한 것은 맑게

받쳐 쓰고, 간은 삼삼하게 하며, 시원한 맛이 일품

27 콩잎김치 콩잎, 소금 가을철에 누렇게 단풍이 든다 하여 단풍콩잎이라 하며,

소금물보다 물에 삭히면 색깔이 더 선명하다. 된장에

박기도 하고, 삭힌 콩잎을 양념장에 버무리기도 한다.

28 콩잎물김치 콩잎, 풋고추 콩잎을 삭히지 않고 양념을 해서 버무려 시원하게 익혀

먹는 경상도 별미김치

29 퍼데기김치 퍼데기배추 제주의 퍼데기배추는 요즘의 개량배추와 달리 집 울타리

또는 노지에서 추위를 이겨 내는 것으로 요즘 배추보다

질기며 씹을수록 맛있는 멸치젓국으로 담은 김치

30 풋고추열무

김치

열무무청, 소금물,

국간장

전라도 지역에서 여름에 풋고추와 식은 밥을 갈아서

담근 담백하고 초록색이 나는 무잎김치나 열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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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손쉽게 담가봐요 - 김장김치 7선 -
김 치 담그는 방법 (양념소 레시피표 참조)

배추김치
◦ 통배추는 4등분하여 15%의 소금물에 8시간 정도 절인 후 물로

2～3회 씻어 소쿠리에 바쳐 물기를 뺀다. ⇒ 절임배추
◦ 미나리, 쪽파, 부추, 갓 등 푸른잎 채소와 무는 채 썰어 레시피

양념과 버무려 절임배추에 잘 발라 겉잎으로 말아 마무리한다.

갓김치
◦ 갓에 소금을 뿌려 절인 후 씻어, 레시피 양념대로 잘 섞어 절인

갓과 쪽파를 섞어 버무린 후 한줌씩 정리해서 꼭꼭 눌러 담는다.
* 갓 특유의 향으로 향신채소는 적게, 젓갈은 많이 넣는 것이 특징.

총각김치(알타리)
◦ 알타리 무는 연한 무청만 남기고 잘 손질해서 통째로 5%의 소금물

(무 무게의 1/2의 물)에 2시간 절인 후(무가 잠기도록), 2~4등분
하여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뺀 다음,

◦ 레시피 양념대로 섞어 만든 양념을 절인 알타리에 잘 버무린다.

깍두기
◦ 무는 깨끗이 씻어 2×2cm 크기로 깍둑썰기를 한 뒤 4%의 소금에

2시간 정도 절인 후 물에 행구어 물기를 뺀다.
◦ 레시피 양념대로 섞어 만든 양념을 절임무에 잘 버무린다.

깻잎김치
◦ 깻잎은 한 장씩 깨끗이 씻은 다음 물기를 빼놓는다.
◦ 생강, 당근, 양파를 곱게 채썰어 나머지양념과 함께 잘 섞은 후

준비해 놓은 깻잎 1~3장 마다 켜켜로 양념을 넣어 마무리 한다.

동치미
◦ 무는 단단한 것이 좋으며, 실파, 갓은 절인 후 두세가닥씩 말아둔다.
◦ 청각, 풋고추, 배와 마늘, 생강 얇게 저며 거즈 주머니에 넣는다.
◦ 소금물을 만들어 고운체에 밭친다.(물 1, 소금 0.03 비율)
◦ 항아리에 차곡차곡 담은 후 소금물을 부어 익힌다.

백김치
◦ 배추김치와 동일하게 손질 ⇒ 절임배추
◦ 쪽파, 미나리는 3cm, 무, 배, 밤, 마늘, 생강은 채썰어 놓는다.
◦ 재료에 액젓을 넣어 버무린 다음 절임배추에 켜켜로 소를 넣고,
◦ 차곡차곡 담고 김칫국물(물 1, 소금 0.025)을 자작하게 붓는다.

○ 김치 종류별 양념소 레시피 (g/절임재료 100g)

구 분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깨 설탕 간장 찹쌀풀
*

기타

배 추 김 치 4.5 2.0 1.0 5.0 0.5 0.5 8.5 무 10, (미나리, 쪽파, 갓 등) 5

갓 김 치 3.0 2.0 0.5 6.0 0.3 0.5 - -

총각김 치 3.5 3.0 1.5 4.0 0.5 1.5 - 4.0

깍 두 기 3.0 3.0 1.5 4.0 1.0 2.0 - 5.0

깻잎김 치 20.0 5.0 25.0 - 10.0 15.0 70.0 - 당근 35, 양파 100

동 치 미 - 0.5 0.2 - - - - - 무 10kg일 때 (실파, 청각, 갓, 고추) 200g

백 김 치 - 3.0 1.0 1.5 - 2.0 - - (무, 미나리, 쪽파, 배, 밤) 5, 김칫국물 15
*
찹쌀풀 (찹쌀 : 물 = 1 : 10으로 끓여서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