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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mchi is a traditional Korean fermented vegetable probiotic food. The use of high quality ingredients and predominant

LAB (lactic acid bacteria)-whether it be ambient bacteria or adding starters, low temperature and facultative anaerobic

condition for the fermentation are important factors for preparing kimchi with better taste and functionality. The

predominated LAB genera are Leuconostoc, Lactobacillus, and Weissella in kimchi fermentation. The representative species

are Leu. mesenteroides, Leu. citrium, Lab. plantarum, Lab. sakei, and Wei. koreensis. Kimchi, especially the optimally

fermented kimchi, has various health benefits, including control of colon health, antioxidation, antiaging effects, cancer

preventive effect, antiobesity, control of dyslipidemic and metabolic syndrome, etc.; due to the presence of LAB, various

nutraceuticals, and metabolites from the ingredients and LAB. The kimchi LAB are good probiotics, exhibiting antimicrobial

activity, antioxidant, antimutagenic and anticancer effects, as well as immunomodualatory effect, antiobesity, and

cholesterol and lipid lowering effects. Thus, kimchi ingredients, LAB, fermentation methods, and metabolites are important

factors that modulate various functionalities. In this review, we introduced recent information showing kimchi and its health

benefits in Korean Functional Foods (Park & Ju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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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김치는 한국의 전통적인 유산균 채소 발효식품이다. 김치

의 종류로는 161-187종류가 알려져 있고 김치 중에 배추김

치가 70% 이상 소비되고 있어 배추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김치라고 할 수 있다(Son 1991; Park et al. 1994a).

김치 제조 시 배추 등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유산균이 발

효에 중요하게 작용하여 김치는 세계적인 프로바이오틱 식

품이다. 소금물에 절이는 동안 부패균들은 감소되고 소금에

잘 견디는 유산균이 스타터로써 성장하여 유산균 발효식품

이 된다(Yun et al. 2014).

김치의 맛, 품질, 건강기능성은 재료, 부재료, 발효방법, 특

히 온도, 미생물, 발효용기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김치는

발효되어 107~9 CFU/mL 또는 g의 유산균 수와 유기산, 비

타민, 맛 성분, 식물화합물 등이 만들어져 건강에 좋은 발효

식품이 된다. 즉, 채소나 양념, 유산균들에 의한 발효산물에

의해 결국 재료와 발효과정을 통해 발효건강기능성 식품이

된다(Park & Cheigh 2004).

김치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식물화합물 등의 영양을

긴 추운 겨울에 한국인들에게 공급해왔다. 한국인의 식단은

밥을 주식으로 반찬을 먹는다. 그 중에 김치는 매끼 마다 상

에 오르는 전통 식품인데 과거에는 하루에 300 g의 김치를 먹

었으나 이제는 60-100 g 정도 섭취한다. 김치는 건강기능성

뿐 아니라 맛, 조직감, 품질 등이 좋으며 발효산물과 유산균

함량이 높은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김치의 재료, 유산균발효, 발효산물, 유산균 등은 김치의

건강기능성을 높이는데 관여한다. 즉, 이들의 복합작용에 의

해 항암, 항산화, 항노화, 항비만, 면역증강 효과 등을 갖는

다(Park et al. 2014). 과거에는 집에서 주로 김치를 담아 먹

었지만 지금은 거의 50%가 산업체에서 제조된다. 김치의 맛

을 높이기 위해 공장김치들은 heterofermentative LAB를 종

균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Wei. koreensis, Lab. graminis,

Lab. sakei, Leu. gelidum과 Leu. mesenteroides가 주로 발

견되었다(Kim et al. 2016). 그래서 probiotic 김치유산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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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 품질과 건강기능성을 높이려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II. 김 치

1. 김치의 종류

사용된 재료, 제조방법, 계절, 지리적 지역 등에 의해 여러

종류의 김치가 있다. 배추와 무가 가장 중요한 주원료이며,

계절별, 지역별에 따라 여러 종류의 김치가 만들어진다. Jo

& Nam(1979)은 1959-1976년 동안에 발표된 data를 정리하

여 55종의 김치 중, 31개의 배추 및 무 유래김치, 8개의 장

아치, 4개의 깍두기, 2개의 동치미 6개의 다른 김치를 보고

하였다. 한편 Son(1991)은 161종류의 김치를 소개했다. 배추

김치(12종) 중에서는 통배추김치가 가장 유명하고 백김치, 보

쌈김치, 그리고 무김치(17종)중에서는 동치미와 총각김치가

가장 유명하다. 깍두기 군(25종)에서는 깍두기가 가장 유명

하며, 석박지와 나박김치 등 20종류가 있다. 녹색과 줄기채

소(27종)에는 갓 김치, 고들빼기김치가 있다. 과일 및 뿌리채

소김치(27종)에는 오이김치, 우엉김치 등이 많이 알려져 있

다. 파, 마늘, 부추김치 등(14종)에는 파김치, 부추김치가 많

이 알려져있다. 그외로는 meat, fish, shellfish와 seaweed

(19종)의 김치가 있다. 그러나 김치로는 배추김치가 한국인

의 가장 선호하는 김치이고 깍두기, 총각김치 등도 많이 먹

는 김치이다.

2. 김치의 재료

주원료는 배추, 무, 열무, 오이 등이 있다. 그러나 배추

(Brassica compestris sp. Pekinensis)와 무(Raphabus satirus

L.)가 가장 대표적인 주재료이다. 품종, 재배방법, 배추의 종

류와 타입은 다른 맛, 조직감, 발효특성, 건강기능성 등을 나

타낸다. Spices, seasoning 등 여러 양념류는 맛, 품질, 건강

기능성을 높인다. 양념류로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부추,

겨자, 후추, 양파, 계피 등을 사용한다. Seasoning(조미료)으

로는 소금, 새우젓, 멸치젓, 간장, 식초, MSG, 설탕, 깨소금,

참기름, 굴 등 그 외에 다른 채소, 견과류, 곡물류, 해산물,

육류, 생선 등을 첨가하여 김치를 제조할 수 있다(Park &

Cheigh 2004).

3. 제조방법 및 레시피

제조방법과 레시피는 사용원료, 가정에 따른 선호방법, 지

역특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제조방법은 재료준비, 전처

리, 혼합, 포장 및 발효 순 등이다. 배추를 2절 또는 4절을

하고 절이는데 줄기부위에 건염을 칠 수 있다. 배추는 세척

후 3시간 동안 물을 빼고 2.5%의 소금농도, 요즈음은 1.4-

1.8% 소금농도로 맞춘다. 배추김치의 제조를 자세히 보면, 2

절 또는 4절한 통배추는 간수를 뺀 천일염(10%)에 하룻밤

(10시간)절인다. 또는 건염처리도 할 수 있다. 절인배추는 물

로 적당히 씻고, 3시간정도 탈수한다. 레시피에 따라 준비된

양념과 부재료 혼합물을 배추 잎 사이에 넣는다. 양념을 넣

은 배추는 바깥 잎으로 잘 싸서 산소를, 즉 공기를 가능하면

제거한다. 항아리에 차곡히 넣고 누른다(위에 깨끗이 씻은 돌

로 눌러 놓는다). 발효에 참여하는 유산균은 통성혐기성균으

로 공기를 싫어하기에 유산균 발효를 위해 가능하면 공기를

제거한다. 맛배추김치는 배추를 3-5 cm 길이로 자른다. 소금

물(8-15%)에서 2-7시간 절이고 물로 씻고 탈수한다. 또 다르

게는 통배추김치와 같이 절인다음 3-5 cm를 자른다. 혼합된

부재료들과 혼합하여 통배추김치 제조 방법으로 담는다.

우리나라 김치제조방법(논문, 요리책, 공장, 가정마다의 전

통방법)을 총망라하여 부산대학교 김치연구소에서 표준화하

여 제조한 표준 레시피는 다음과 같다(Cho et al. 1997;

Cho 1999). 절인배추(100%)에 채썬 무(13%) 고춧가루(3.5%)

으깬 마늘(1.4%) 으깬 생강(0.6%) 발효멸치젓국(2.2%) 설탕

(1%) 파(2%)에 최종 소금농도 2.5%이다. 본 연구실에서 개

발한 항암김치의 레시피는 절인배추(100%) 고춧가루(2.5%)

으깬 마늘(2.8%) 으깬 생강(0.6%) 채썬 무(11%) 파(2%) 설

탕(1%) 갓잎(7.5%) 초피(0.1%) 배(2.8%) 시타케 버섯과 다

시마주스(5%), 겨우살이 추출물(0.05%) 종균으로 Lab.

plantarum (106 CFU/g) 최종 소금농도(2.2%)이며, 소금은 3

년 숙성 천일염, 세척탈수 천일염 또는 죽염을 사용한다(Kil

2004; Park et al. 2014; Lee 2016).

4. 발효와 유산균

김치는 좋은 재료로부터 온 유산균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효된다. 주재료안에 있는 유산균이 배추와 부재료의 포도

당과 과당 등의 당을 발효한다. 유산균(Lactic acid bacteria,

LAB)성장에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한다. 발효미생물, 소금

의 농도 및 종류, 발효용 탄수화물, 다른 여러 영양소, 저해

물질, O2，pH, 온도 등이 중요하다. 이 중에 온도, 소금농도,

pH가 특히 중요하다. 온도가 높아지고 소금농도가 낮으면 발

효가 빨리 된다. 김치발효에서는 소금, 산 등에 잘 견디고 혐

기적 조건, 재료에 있는 항균물질 등에 잘 견뎌야 하기에 부

패균 및 병원균은 제거되고 유산균이 우점균이 되어 선택적

으로 발효에 참여한다. 그러나 probiotic 김치유산균을 종균

으로 사용하면 일정한 맛과 품질 그리고 기능성을 갖는 김

치를 제조할 수 있다. 다른 부재료들에서 유래된 유산균들

보다는 주원료인 배추에서 유래된 유산균이 김치의 주 발효

균이 된다(Yun et al. 2014). 호기성 부패균 성장을 막기 위

해서는 김치발효는 혐기적 조건이 좋다(Park et al. 1994b).

김치 발효 과정은 pH, 산도, CO2양, 당 농도 등의 변화로

추척 할 수 있다. 첫 번째 과정은 pH의 빠른 감소와 산도와

CO2양의 증가에 있다. 이때 당의 농도는 떨어진다. 과당과

포도당의 감소와 함께 유산, 초산, CO2와 에탄올이 특히

heterofermentative과정에서 생성되고 많은 양의 만니톨도 생

성된다(Wisselink et al. 2002). 만니톨은 산뜻한 맛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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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에게도 좋다. 이는 pH의 변화와 미생물(LAB)의

성장과 연관을 갖는다(Jung et al. 2011). 다음 stage에서는

pH가 천천히 떨어지고 산도와 CO2는 계속 증가하고 당은 감

소된다. 마지막 stage에서는 pH의 변화, 산도, CO2, 당의 변

화가 거의 없다. 가장 김치가 잘 익었을 때는 pH 4.2-4.5이

며, 산도는 0.4-0.8%이다(Cheigh & Park 1994).

김치 발효는 산도에 따라 구별할 수도 있는데 초기단계

(<0.2%), 덜 익은 단계(0.2-0.4%), 잘 익은 단계(0.4-0.9%),

과숙성단계(>0.9%)이다. 덜 익은 단계와 잘 익은 단계에서

Leu. mesenteroides, 그리고 초기단계에서 과숙단계 사이에서

는 Lab. plantarum과 Lab. sakei 가 우점균이며, 또한 Wei.

koreensis는 과숙단계와 발효 끝에 주로 나타난다. 김치발효

는 3속의 유산균 발효에 의해 주로 발효가 된다. 즉

Leuconostoc, Lactobacillus, Weissella인데, Leu.속은 전체

김치발효에 관여하며 초기에 우점균으로 활동한다. 다음에

Lab와 Wei가 증가한다(Jung et al. 2011). 한국의 대표적인

9가지 김치상품(pH 4.3-4.7, 잘 익은 김치)에서 유산균은

1.3×107-1.6×109 CFU/g이었고, Wei. (52%) Lab. (28%) Leu.

(20%)를 나타내었다. Wei. koreensis (34.4%)가 가장 많았으

며 Lab. graminis (12.5%), Wei. cibaria (11.2%), Lab. sakei

(9.2%), Leu. gelidum (8.9%)들이 우점균들 이었다(Kim et

al. 2016). 9개 시료의 평균 pH는 4.4였고 유산균수는 7.7×108

CFU/g이었으며, 우점균들은 heterofermetative하여 저온에서

다양한 발효산물을 생산해서 맛을 내는 유산균들이었다. 최

근에는 우수한 유산균 종균을 첨가하여 일정한 맛과 품질이

우수한 김치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Leu. citreum

(Chang & Chang 2011), Leu. mesenteroides (Jung et al.

2012) probiotic효과가 좋은 Leu. mesenteroides와 Lab.

plantarum을 혼합한 균주 등이 사용되었다(Bong et al.

2013). 이 혼합균주를 종균으로 사용한 김치에서는 맛 뿐 아

니라 항산화 및 항암효과가 증진되었다. 과거에는(AD 2000

년 전) Weissella 속이 없었는데 그 후에 Leu.의 subsp.에서

Wei.가 재 분류되었다(Collins & Gibson 1999).

III. 김치의 건강기능성

김치의 주재료는 배추와 무이며, 부재료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등 한국의 민속 약으로도 쓰였던 양념들이다. 김치

가 제조될 때 다른 부재료로는 맛, 영양, 건강기능을 높이는

다른 부재료들을 첨가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김치는 생채소

가 없었던 겨울에 보호식품으로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맛과

저장성이 있는 식품으로 유산균이 109 CFU/g까지 들어있는

probiotic 식품이며 저칼로리 식품(18 kcal/100 g)이다. 김치는

특히 비타민(C, carotinoids, B-complex 등), 무기질(Na, Ca,

K, Fe, P 등), 식이섬유소(건조물당, 24%; 7.8% 수용성,

16.2% 불용성)와 여러 발효성기능물질을 갖는다(Park et al.

1996). 기능성물질로는 isothiocyanates, indole-3-carbinol,

allyl sulfur화합물(알리신, diallyl sulfide 등), β-sitosterol, 비

타민C, 카로리노이드, 플라보이드, 토코페롤, 셀레니움, 식이

섬유소, 불포화지방산, 유산균 등이다. 가정마다의 특성에 따

라 생선, 조개, 굴, 육류 등을 넣어 단백질이나 지방함량을

높일 수도 있다(Park et al. 2014).

우리 연구실에서 특히 항암 또는 항비만 효과를 가지는 기

능성 김치를 제조해 왔다. 김치의 맛을 좋게 하면서도 주재

료 및 부재료를 조절하여 항암효과가 높은 김치를 제조하였

다. 초피, 겨우살이 추출분말, 갓, 유산균종균 등을 이용하고

소금종류를 달리하고 유기농으로 제배된 배추를 이용하였

다. 또한, 발효조건 즉 온도와 용기 등을 조절하여 항암기능

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총설이나 외국 책의

김치chapter를 통해 여러 번 발표한 바 있다(Cheigh & Park

1994; Park 1995; Park & Cheigh 2004; Park & Rhee

2005; Park & Kim 2012; Park et al. 2014; Park &

Jeong 2016; Park et al. 2017; Park & Ju 2018). 지금까지

연구된 김치의 건강 기능성으로 유리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 Probiotics 유산균의 보고임.

• 대장건강을 증진시킴.

• 암 예방 및 항암효과.

• 체중을 조절하고 감소시킴.

• 혈중지질농도를 낮추고 대사증후군을 억제함.

• 항산화 효과 및 항노화 효과.

• 기타(면역을 높이고 식욕 촉진 등).

그러면 다음에서 최근에 연구된 김치의 새로운 기능을 소

개한다.

1. 대장 건강 증진

최근 일반 성인과 IBS (Irritable Bowel Syndrome)환자에

서 연구된 대장 건강과 관련된 김치의 효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Kim 2016). 일반성인 28명을 4주 동안 하루에 210

g의 김치를 한달 간 섭취한 후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일반김

치(standard kimchi, SK), functional kimchi (FK, 항암김치

레시피)를 먹인 결과 대변의 pH가 6.6±0.9에서 6.4±0.7

(SK), 6.8±0.7에서 6.3±0.79 (FK)로 감소되었다. 한편 IBS환

자(87명, 12주 김치섭취, 하루에 210g의 김치섭취) 대변의

pH는 7.1±0.5에서 6.7±0.4 (SK), 7.1±0.5에서 6.5±0.4 (FK)

로 감소하였다. 그래서 김치섭취는 대변의 pH를 정상인과

IBS환자 모두에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대장에서 암을 일으키는데 관여하는 효소인 β-

glucosidase와 β-glucuronidase의 함량을 정상인의 SK와 FK

섭취군 모두에서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Figure 1>. 대변 내

β-glucosidase (SK)는 4.8±0.4 units/g에서 2.1±0.5로, FK는

4.7±0.9에서 2.2±0.3으로 감소시켰다. 또한 대변의 β-glucu-

ronidase도 8.7±1.2에서 2.8±1.5 (SK), 6.8±2.0에서 2.1±0.4

(FK)로 감소시켰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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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BS환자인 경우에도 β-glucuronidase는 6.1±0.6에서

5.4±0.4 (SK), 4.4±0.8에서 3.7±0.4 (FK)로 감소시켰으며,

β-glucuronidase는 10.3±0.6에서 9.4±0.1 (SK)， 8.6±0.5에서

7.6±0.7 (FK)로 감소시켰다(p<0.05). 이런 감소효과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성을 보여 김치를 섭취하므로 유산균이 대장으

로 가서 pH를 낮추고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므로 암을 일

으킬 수 있는 효소들의 활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여 김치

유산균의 probiotic 효과가 김치의 섭취로 대장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유산균이 살아서 대장에서 산

을 생성하므로 유해균을 사멸하여 대장에서 독소물질의 흡

수를 막으므로 대장건강에 유리할 수 있다(Martineau &

Laflamme 2002). 유산균은 대장에서 식이섬유소를 분해하여

단쇄지방산(short-chain fat acid, SCFA)를 생산한다. SCFA

는 대장 내에서 면역작용을 하고 혈관을 확장하고 대장의 연

동운동을 증가시키고 상처치료에도 영향을 준다. 한편, 뷰틸

릭산은 IBD환자의 염증반응을 조절하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 Bengmark(2001)는 Lab. plantarum은 식이섬유소에서

SCFA를 생성하여 대장암세포의 apoptosis를 유도하고 대장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β-glucuronidase는 식

물로부터 독소 aglycone을 만들고 β-glucuronidase는 glucuronic

acid conjugate를 가수분해하여 독소물질을 장간 혈관에서 높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β-glucuronidase, nitroreductase,

azoreducrase는 주요 장관효소로 발암 전구물질을 발암물질

로 전환시키는 효소이다(Goldin & Gorbach 1976). 김치와

사우어크우트를 먹는 한국인과 독일인은 대변의 pH가 낮고

이 효소들이 활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Oh et al.

1993). 최근에 사균인 김치유산균 Lab. plantarum (nF1)은

동물실험에서 대장염과 대장암을 예방하여 IgA를 생성하게

하여 여러 염증성 사이트카인들을 감소시키며 NK세포를 증

가시킨다고 하였다(Lee et al. 2015a, 2015b). 그래서 김치섭

취는 대장건강을 유지해주며, 대장암도 예방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겠다.

IBS환자는 배가 아프거나 불편하고, 장의 연동운동이 잘

안되고, 변비, 또는 배가 부풀어 오른다. 이러한 증상이 김치

섭취 후(SK, FK) 모두 현저히 감소되었다. 이러한 증상이

2.2-2.6에서 1.3-1.4로 감소되었다<Table 1>. 한편 Kajander

et al.(2005)은 IBS의 이런 증상은 probiotics섭취로 감소됨을

보고 한 바 있다. 김치에 많이 들어있는 고춧가루로부터의

캡사이신은 위액분비를 증가시키고 위점막을 회복시키고, 멸

균효과 및 대장의 연동운동을 증가시킨다(Sohn 2002; Choi

<Figure 1> Fecal β-glucosidase- and β-glucuronidase activity changes of (a) normal healthy subjects and in (b) IBS patients who consumed

standardized kimchi (SK) and functional kimchi (FK). Data represent mean±SD.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week 0 value

(p<0.05).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week 0 value (p<0.01) (Ki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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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IBS환자에서는 IL-1β, TNF-α와 IL-6같은 염증성 사

이토카인(cytokine)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NF-

α와 IL-6는 배가 아프다던지 불편함 등과 연관이 있다

(Hughes et al. 2013). IBS환자에게서 12주 후 TNF-α는 크

게 감소(p<0.001) 하여 김치는 이런 염증성cytokine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인체 실험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또한 대장에서 미생물균총의 변화도 확실히 나타났는데 김

치섭취 후 Faecalibacterium, Roseburia, Phascolarctobacterium

속과 Lactobacillus와 Bifidobacterium종 같은 유익균들이 대

장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Escherichia종은 감소되었다. 이와

같이 김치섭취는 대장에서 미생물군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Lactobacillus종은 SK와 FK군에서 0.11%

에서 3.38%로 증가하였다. IBS군에서 김치소비 후 Bifido-

bacterium종이 많이 증가하였다. SK섭취 후 12주 후에

Bifidobacterium이 0.95%에서 16.8%로 증가하였다(Kim &

Park 2018; Kim 2016).

2. 항산화 및 항노화 효과

산화적 스트레스는(산소와 질소)혈관질환, 당뇨병, 알츠하

이머, 암 등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된다. 김치에서 항산화 화

합물은 수소를 공급하는 방법에 의해 신체에서 형성되는 유

리라디칼(free radical)을 제거할 수 있다(Hwang & Song

2000). 김치는 자연적으로 가지는 비타민C, 염록소, 페놀물

질, 카로티노이드, 식이섬유소 등 다른 식물화합물과 발효산

물, 유산균 등에 의해 항산화물질을 많이 가진다. 유산균에

의해 생성된 발효산물들은 산화물, 친산화물 또 다른 유리라

디칼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한다(Ryu et al. 2004).

DPPH radical, NO, O2
−, ·OH radicals 제거능을 발효기

간에 따라 측정해보면(1000 μg/mL 농도) 적당히 익은 김치

가 가장 좋고 다음이 익은 김치 그리고 생김치순이었다. 또

한 LLC-PK1세포에서 SNP (NO), pyrogallol (O2
−), SW-1

(ONOO−)로 유도되는 산화적 스트레스는 적당히 익은 김치

와 익은 김치가 억제하는 효과가 높았다 (Kim et al. 2014a).

김치는 SIN-1으로 유도된 COX-2, iNOS, NF-κB p65, IκB

의 mRNA 및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여 항염증 효과를 나타

냈다. SIN-1처리 LLC-pK1세포에서 COX-2와 iNOS의 발현

이 증가되었지만, 500 μg/mL 김치는 COX-2, iNOS, NF-

κB p65의 mRNA 및 단백질의 발현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더 익은 김치가 효과가 좋았다(Kim et al. 2014a).

항노화효과는 SAM (senescence-accelerated mice, 노화

촉진 마우스)의 뇌에서 유리라디칼 생성과 항산화 효소 활성

을 감소시켜 김치는 노화로 인한 유리라디칼 생성을 완화시

켰다(Kim et al. 2002) 특히 배추김치에 갓 잎 30% 첨가나

갓김치는 표준김치보다 뇌에서 훨씬 유리라디칼 생성을 더

억제했다. 김치의 항노화효과는 stress-induced premature

senescence (SIPS)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WI-38인체

fibroblasts는 H2O2로 처리하면 세포의 생존도를 잃게 된다.

또 지방 과산화가 증가되며 세포 생존시간도 감소되어 SIPS

의 유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적당히 익은 김치는 세포의 생

존력과 지방 과산화의 억제에 의한 세포성 산화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 또한 WI-38세포의 생존기간도 증가시켜 김치는

노화를 억제하는 식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Kim et al. 2011a).

김치의 항노화효과를 AIN-76 diet에 김치를 첨가하여 20

주 동안 무모쥐에서 평가해보았다. 16주 후에 표피와 진피에

서 형태적 변화를 측정하고 UV-유도 광노화와 유리라디칼

제거효과 등을 이용하여 20주 후에 항산화효과를 측정했다

(Ryu 2000). 배추, 갓, 부추김치를 이용해서 무모생쥐에서 대

조군에 비해 표피의 두께는 22-37% 두꺼웠으며, stratum

corneum (각질층)은 58-62% 얇아져 김치는 건강한 피부조건

을 유지해 주었다. 진피에서 collagen의 합성도 증가하였다.

이는 fibroblast (섬유아세포)에서 rough endoplasmic reticulum

(내형질세망)에서 김치 특히 갓김치를 먹은 군들은 type 4

collagen (basement membrane에 matrices를 지지하는 단백

질)이 대조군에 비해 52%나 증가되었다. 김치를 먹은 군은

간에서 지방산화(TBARS양)를 늦추는 효과가 있었고,

superoxide anion, hydroxyl radical 그리고 H2O2의 함량이

감소되어 유리라디칼 제거효과를 나타냈다.

Choi et al.(2014)은 마우스를 이용한 실험에서 김치의 기

억력 유지능력에 대해 연구했다. 알츠하이머 마우스모델에서

Aβ25-35에 의해 유도되는 기억력감퇴에 대한 연구를 했다.

ICR 마우스 뇌에 Aβ-25-35를 주사하고 적당히 익은 김치를

<Table 1> Comparison of irritable bowel symptom scores between IBS patients who participated in clinical studies

SK FK

W-0 W-12 W-0 W-12

Abdominal pain or discomfort 2.4±0.6 1.4±0.5a 2.5±0.6 1.4±0.4a

Urgent feeling to have bowl movement 2.2±0.9 1.3±0.5a 2.2±0.8 1.4±0.5a

Incomplete evacuation 2.5±0.8 1.4±0.5a 2.4±0.8 1.4±0.6a

Bloating 2.6±0.7 1.3±0.5a 2.5±0.6 1.4±0.6a

Data represent mean±SD. SK, IBS patients consumed standardized kimchi (n=30); FK, IBS patients consumed functional kimchi (n=29). IBS

score was based on the intensity of symptoms rated from 1 to 5: 1 for no symptoms, 2 for light to moderate symptoms, 3 for moderate symptoms,

4 for severe symptoms, 5 for extremely severe symptoms. a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week 0 value (p<0.001) (Ki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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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으로 2주간 투여했다. 목표인식능력(objective cognitive

ability), T-maze tests, 그리고 Morris water maze test에서

김치는 또한 Aβ-25-35에 의해 유도된 인지능력 파괴를 강력

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p<0.05). 그리고 김치는 Aβ-25-

35에 의한 뇌에서의 지방과산화를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냈

다. 결국 김치는 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화 관련 만성질병

을 예방하는 주요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암예방 및 항암효과

김치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우리 연구실에서 처

음으로 발표한 바가 있다(Park et al. 1995). Ames test와

SOS chromotest를 이용해 aflatoxin B1과 MNNG의 발암물

질에 대해 김치는 항돌연변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적

당히 익은 김치가 생김치 그리고 과숙한 김치보다 더 높은

항돌연변이 효과를 나타냈다. 김치추출물은 초파리 날개 실

험에서도 항돌연변이 효과가 있었다(Hwang et al. 1997). 또

한 in vivo supravital staining micronucleus assay를 이용한

MMC로 유도된 실험에서도 효과가 있었으며(Ryu & Park

2001), 김치추출물은 SRB와 MTT assay를 이용한 인체 암

세포(AGS위암세포, HT-29대장암세포, MG-63 osteocarcinoma

cells, HL-60 leukemia cells, Hep3B간암세포)에서도 항암효

과를 나타냈다. 더구나 김치는 여러 인체 암세포에서 apoptosis

(암세포 자살유전자 조절)를 유도하여 항암효과를 보였다(Cho

1997; Cho 1999; Park & Rhee 2005).

김치의 디클로로메탄 분획과 그 분획에서의 활성성분 β-

sitosterol은 세포주기에서 G2/M기를 억제하고 HL-60인체

leukemia cell의 아폽토시스를 유도하였다. 김치의 메탄올 추

출물과 dichloromethane (DCM)분획은 Rat2 fibroblast정상

세포에서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HO6암세포(Ras로

암화된 Rat2세포)에서는 항암효과를 나타냈다(Park et al.

2003). CK (Commercial baechu cabbage kimchi), OK

(Organically cultivated beachu cabbage kimchi), DCM분획

에서 23, 18, 8% 억제했으나 Rat2 fibroblast 정상세포에서

는 70%의 세포가 생존하였다. 이와 같이 김치는 정상세포에

는 영향을 미력하게 미치나 암세포에는 선택적으로 사멸시

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Jeong et al.(2015)

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김치는 정상

세포인 RGM-1 위점막 세포에서는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

았는데 인체 AGS위암세포에서는 높은 세포독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김치는 결국 선택적으로 암세포에만 독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7.5 mg/mL 처리군에서 표준

김치(SK)와 암예방김치(CPK, Cancer preventive kimchi)의

효과가 비교되었다<Figure 2a>. 차이점 중 하나는 세포를 보호

하는 유전자(cytoprotective gene)인 HO-1 (heme oyygenase-1)

의 발현을 검토해 보았다. RGM-1세포에서 HO-1발현이 차

이가 있었는데 CPK에서 발현이 크게 증가되어 HO-1의 발

현으로 정상세포에서는 세포독성이 방어되었음을 볼 수 있

다<Figure 2b>. 그래서 정상세포에서는 안전하고 암세포에

서는 아폽토시스(암세포 자살)를 유도(Bax, Caspase 3 등)하

여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CPK는 정상세

포에서는 아폽토시스 발현을 증가시키지 않았다<Figure 2c>.

결국 김치는 정상세포에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암세포에

만 선택적으로 관여하여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Figure 2c>.

본 연구실에서는 김치의 항암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보

완 연구를 하였다. 다른 부재료 첨가 중 유기농 배추 이용,

초피, 겨울살이 추출물, 소금의 종류, 고춧가루, 마늘, 생강,

갓잎 첨가, 종균 사용, 암환자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었다. 발효방법 또한 항암효과에 영향을 끼친다. 항암

효과 증진은 김치를 저온 발효했을 때 더 우수하다. 용기도

중요하며, 발효시간 역시 항암효과 증진에 중요하다. 적당히

익은 김치가 갓 담은 것이나 많이 익은 김치보다 항암효과

가 더 크다(Park & Ju 2018). 최근에 암예방김치를 이용해

Helicobacter pylori와 소금을 이용한 위암발생을 시키면서

억제효과를 연구하였다. C57BL/6 마우스를 이용하여 36주

동안 위암을 일으켰다. 24주 후에 위 내 홍반과 작은 마디

모양의 변화와, 점막의 궤양 및 침식적인 병변이 나타났다.

CPK는 이런 암 발생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Figure 3에

서는 CPK를 오랜 기간 섭취시켰는데도 위암의 생성이 예방

된 것을 볼 수 있다. 36주 뒤에는 심각한 만성위축성 위염과

현저한 위암병변이 발생되었다<Figure 3ab>. 중심궤양부에

서 작은 마디의 점막의 변화, 얇은 위점막, 선종의 용종, 종

양병변 등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심각한 만성 위축성위

염, 위궤양, 심부낭포(cystica profunda), 양성종양, 선암 등이

관찰되었다.

전체 병변 지표는 대조군에서 크게 증가했으나 CPK는 현

저히 감소하였으며, 병리학적인 관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

다<Figure 3a>. Figure 3b에서도 암 발생이 현저히 감소되었

다(p<0.01). CPK는 COX-2발현 및 macrophage infiltration

이 감소되었다. 또한 CPK는 위염과 위암에 연관되는 대식세

포 관련 염증 매개자들 IL-1β, VEGF, IL-6, MMP-2를 크

게 감소시켰다. 또한 김치는 위 염증에 관계되는 STAT3과

NF-κB도 현저히 감소시켰다.

김치가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었는데 AOM과 DSS로

유도된 마우스 대장암실험에서 김치는 대장의 길이를 증가

시키고 대장 무게/길이 비 및 종양의 숫자를 감소시키는 효

과를 나타내었다(Kim et al. 2014b). 특히 항암김치(ACK)는

pro-inflammatory cytokine인 TNF-α, IL-6, IFN-γ 등을

serum과 대장조직에서 크게 감소시켰고, iNOS, COX-2도 감

소시켰으며, p53과 p21을 유의적으로 증가시켰다(p<0.05). 결

국, 김치는 인체 암세포나 in vivo실험의 위암 및 대장암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겠다. 또한, 김치는 pro-

inflammatory cytokine의 발현, 염증, 대식세포 infiltration등

도 저해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항암 효과에 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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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3과 p21의 발현은 높이고 정상세포에서는 OH-1 유전자 발

현을 유도해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암세포만 선

택적으로 반응하여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항비만효과

김치는 체중을 조절하고 DIO(diet-induced obese, 식이유

도비만) 마우스의 간과 지방 조직의 지방세포의 관련 유전자

를 조절한다(Choi 2001; Choi et al. 2002; Yoon et al.

2004; Yoon et al. 2005; Ahn 2007; Kim et al. 2011b;

Cui et al. 2015; Lee et al. 2015d; Lee 2016). 김치의 고

춧가루 내의 켑사이신은 척수신경을 자극해 부신의 카타콜

아민의 분비를 자극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한다(Kim

1998). 그러나 김치 자체는 고춧가루 보다 더 체중을 감소하

는 효과를 갖는다(Choi 2001). 김치는 같은 수준의 고춧가루

양을 넣은 식이보다 더 체중감소 및 perirenal fat pad의 양

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지방감소효과는 여

러 부재료들 마늘, 무, 생강, 고춧가루, 발효산물들의 복합적

효과라 할 수 있다(Yoon et al. 2005).

항비만 효과는 김치뿐 아니라 고춧가루가 없는 백김치에

서도 있었다. 실제로 백김치가 배추김치보다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동물실험에서 더 비만억제효과가 컸었다. 김치 재료

중 고춧가루, 마늘, 생강, 무는 마우스에서 항비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늘과 생강이 고춧가루보다 더 항비만

효과가 컸었다(Yoon et al. 2005). 마늘과 생강 식이군은 간,

<Figure 2> Biological actions of standard kimchi (sKimchi) and cancer-preventive kimchi (cpKimchi); comparison in an in vitro H. pylori cell

model. (a) Cell survival by MTT assay. MTT assay was done in AGS cells (left) and RGM-1 cells (right) treated with 1, 2.5, 5, and

7.5 mg/mL concentration of sKimchi and cpKimchi soluble extracts, respectively. (b) Western blot of HO-1 after each kimchi

extract. (c) Western blot for Bax and cleaved caspase-3 (Jeong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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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조직 무게가 현저히 낮았으며 혈청, 간, 지방조직에서

TG와 TC의 함량이 매우 낮았다. 유산균과 다른 발효산물들

도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Moon et al. 2012;

Kang et al. 2015). 사람에서도 김치는 체중감소효과를 나타

내었다. 김치캡슐(3 또는 6 g의 냉동 건조 김치가루/일)과 일

주일에 한번 1시간 운동한 군에서 체중과 BMI가 현저히 감

소되었다. 이 경우 내장지방, 혈청 TG, LDL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HDL은 증가하였다(p<0.05, Ahn 2007). Kim et

al.(2011b)은 발효 김치를 섭취하면 비만인에서 체중, BMI,

체지방%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다시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는 D김치가 일반표준 김치와 함께 항비만 효과가 있

는지 연구하였다(Cui et al. 2015). <Table 2>에서 보듯이

정상 마우스의 체중은 24.7±0.9 g이었는데 HFD, S 김치군,

D 김치군은 4주 후에 고지방식이를 섭취하여 모두 29.1-

29.5 g이었다. 그 후, 10% 냉동 건조김치를 4주동안 다시 섭

취시킨 결과 김치처리군은 체중이 현저히 감소했다. HFD군

은 43.0±3.4 g으로 4주 동안 13.5 g이 증가했는데 S김치와

D김치는 32.8±2.5 g과 32.6±2.3 g으로 3.7과 3.3 g만 각각 증

가하고 HFD군에 비해 10 g 정도가 감소되었다. HFD군의

FER (Food Effeciency Ratio)는 13.9±1.7%였는데 S김치와

D김치는 3.9±0.1, 3.5±0.5%로 감소되어 고지방으로 인한 비

만이 억제된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마우스의 체중은 4주 동

<Figure 3> Prevention of H. pylori–induced gastric tumorigenesis with long-term intake of cpKimchi (36 weeks after H. pylori infection). (a)

Gross and pathological pictures and index according to group. On gross evaluation of resected stomach,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nodular mucosal changes, thinned gastric mucosa, adenomatous polyps, and tumorous lesion with central ulcer-

ations. The whole gross lesion index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control group, but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group

administered with cpKimchi (p<0.05). Severe chronic atrophic gastritis, gastric ulcer, gastritis cystica profunda, adenoma, and ade-

nocarcinoma were shown in control group (×100). The mean pathological score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control group, but

significantly decreased in group administered with cpKimchi (p<0.05). (b). The gastric cancer occurrence rate, according to group

gastric adenoma, and cancer occurrenc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control group, but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group

administered with cpKimchi (×100) (p<0.05) (Jeong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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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HFD 섭취로 비만이 되었는데 그 후, 김치 섭취 4주동안

체중이 급격히 감소되어 김치는 비만 마우스에서 비만을 억

제 또는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D 김치섭취는 체중 감소와 함께 TG, TC, LDL-C, insulin,

leptin 등은 감소하고 HDL-C와 adiponectin은 증가되었다.

김치 섭취는 간에서 지방 형성을 감소시키는데 간에서

adipogenesis 관련 유전자인 C/EBP-α, PPAR-γ, SREBP-1c

와 FAS는 현저히 감소되었고, 지방산 산화 관련 유전자

CPT-1의 발현은 높아졌다. 부고환 지방조직에서 지방세포의

크기는 HFD가 7.5±2.6 units에서 3.4±0.8 (S김치)로, 1.8±0.7

(D김치), 2.0±0.7 (정상쥐)로 감소하였다. D 김치를 섭취시킨

마우스에서 지방세포의 크기가 정상 쥐에서와 비슷하게 감

소되었다. 또한 MCP-1 mRNA발현(대식세포 활성의 중요 중

계자이며 지방조직에서 염증반응의 promotor) 과 IL-6발현이

8주 후 현저히 감소되었다.

우리 실험실에서는 항비만기능을 갖는 김치를 개발했다.

5% 녹차와 0.1% 초피, 배, 버섯, 다시마 우린 물, 죽염을 이

용해서 제조했다. 이러한 FK (Functional kimchi)에 혼합균

주(Leu. mesenteroides+Lab. plantarum)를 사용했다.

<Figur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FK와 MSFK (Mixed

starter-fermented functional kimchi)는 유의성 있게 체중을

감소시켰다. 8주 실험 기간 중 표준김치와 HFD군에 비해 유

의적으로 체중을 감소시켰다(p<0.05). 이들 김치의 경우 고

지방을 동시에 섭취시켰지만 거의 정상 쥐와 비슷한 수준으

로 체중이 감소되었다. FK는 SK (Standardized kimchi)에

비해 28-56일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을(p<0.05) 나타내며 체

중감소효과를 보였다. 56일 후 간과 지방조직에서 병리학적

실험을 했을 때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FK와 MSFK는 간

조직과 지방 조직에서 정상 쥐의 condition과 비슷한 건강한

병리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혈청의 TG, TC, LDL, leptin은

<Table 2> Body weights, food Intakes, food efficiency ratios, and tissue weights in DIO (Diet-Induced Obese) mice

NDa HFDb S Kimchic D kimchid

Body Initial 23.4±1.3e 23.3±1.3f 23.5±0.6 23.4±0.6

Weight(g) Fourth week 024.7±0.9(1.3)g 29.5±1.1(6.2) 29.1±0.7(5.6) 29.3±0.7(5.7)

Eighth week 27.2±1.2(2.5) 043.0±3.4(13.5) 032.8±2.5(3.7)h 032.6±2.3(3.3)h

Body weight gain (g/d) 0.1±0.1e 00.5±0.1 0.1±0.1 0.1±0.1

Food intake (g/d) 3.4±0.1 03.5±0.2 3.4±0.1 3.5±0.1

Food efficiency ratio (FER1,%) 2.7±0.8 13.9±1.7 3.9±0.1h 3.5±0.5h

aND: normal diet bHFD: high-fat diet cS kimchi: standardized kimchi dD kimchi: Korean commercial kimchi eNot significant f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SDs. gNumbers in parentheses mean increase in body weight. hSignificantly different (p<0.05) in the same raw compared to

HFD.
iFER is total weight gain/total food intake( Cui et al. 2015).

<Figure 4> Effects of standardized kimchi (SK), functional kimchi (FK) and mixed starter-fermented functional kimchi (MSFK) on changes in

body weight in HFD-induced obesity in mice. Symbols: normal=normal diet; HFD= high-fat diet; S=high-fat diet+standardized kim-

chi; FK= high-fat diet+functional kimchi; MSFK=high-fat diet+ mixed starter fermented functional kimchi. a-cMeans with different let-

ters on the same day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Le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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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되어 정상군과 비슷했고, HDL과 adiponectin 양은 증가

하였다. 간에서의 SREBP-1C, C/EBP-α, PPAR-γ 역시 감소

되었다(Lee 2016). 그래서 항비만김치 뿐 아니라 일반 상품

용 김치도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그 효능은 맞

춤용으로 더 잘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Hypolipidemic(HL)효과와 대사증후군 조절효과

김치는 여러 동물실험 및 인체실험연구에서 혈관의 지방

생성을 억제(hypolipidemic)하는 효과를 나타냈다(Kwon et

al. 1997; Kwon et al. 1999; Ahn 2007; Kim et al. 2011b;

Kim 2016; Lee 2016). 김치섭취는 혈장 중 TG와 콜레스테

롤 및 VLDL-C와 LDL-C는 감소시키고, HDL-C는 증가시

켰다. 간의 콜레스테롤, TG, 총지방과 apolipoprotein B는 감

소시켰지만 대변 내 총 지방, 콜레스테롤, TG, apolipoprotein

A1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Kwon et al. 1997). 발효된

김치가 부고환 지방 조직에서 총 지방, 콜레스테롤, TG의 양

이 갓 담은 김치에서 보다 더 낮았다(Kim et al. 2011b). 대

변에서의 TG양이 김치 섭취군에서 많아서 김치는 부고환 지

방 조직으로부터 또는 대변을 통해 지방의 제거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김치 내의 식이섬유소가 콜레

스테롤과 TG를 결합해서 대변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Ray & Bhunia(2008)는 유산균은 식이 콜레스테롤을 대사하

고 대장에서 담즙을 제거하면서 간에서 이들의 재흡수를 막

아 혈청에서 콜레스테롤 함량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우리

연구팀은 최근에 김치가 혈청 지질농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

는지 임상연구를 했다. 김치를 하루에 210 g 섭취하고 4주

후에 혈청 지질의 profile과 dyslipidemia의 지표들을 검사했

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혈청에서 TG, TC, LDL

은 감소되었고 HDL은 증가되었다. Adiponectin 양은 SK와

FK에서 모두 증가했는데 FK (Functional kimchi)는 특히 커

다란 변화를 일으켰는데, IL-6와 MCP-1의 양은 유의적으로

감소했다(p<0.05). 결국 김치를 섭취하면 혈청 지방 profile이

좋아지는데 기능성 물질이 들어있는 FK는 더욱 효과가 좋았

다(Kim & Park 2018).

다음의 5가지 증상 즉, 비만, 고혈당농도(당뇨병), 고혈청

TG, 고혈압, 감소된 HDL-C 중 3개 이상이 나타나면 대사증

후군이라 할 수 있다(Kaur 2014). 발효된 김치(pH 4.3±0.02)

는 갓 담은 김치보다 비만자를 이용한 실험에서 혈관질환과

대사증후군 위험군이 나타내는 여러 parameter에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Kim et al. 2011b). BMI가 25 kg/m2 이상

되는 비만환자를 2주 washout 기간을 가지면서 2번의 4주

식이 기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하루

에 갓 담은 김치와 잘 익은 김치를 각각 300 g씩 섭취하였

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중, BMI, 체지방이 유

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발효김치는 WHR (waist-hip

ratio)와 공복 혈당이 크게 감소했다. 발효 김치 섭취가 혈압,

체지방%, 공복 혈당, 총 콜레스테롤 감소효과가 갓 담은 김

치보다 현저히 좋았다. 김치, 특히 발효 김치 섭취는 공복 인

슐린 수준이 매우 낮았다. MCP-1과 다른 proinflammatory

사이토카인(CRP, TNF-α, IL-6 등은 동맥경화 발병에 관계)

이 발효김치 섭취군에서 크게 감소되었다. 비만세포에서

leptin 생성은 pituitary(뇌하수체)계에서 식욕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낸다. 혈청 leptin 양은 비

만인들에서 높았는데 이는 leptin 저항성을 나타낸다고 하겠

다. Ruige et al.(1999)은 leptin의 분비는 체지방양과 직접적

으로 연관을 가져 비만자에서는 이를 증가시키게 된다고 하

였다. 또한 체지방은 인슐린 저항성과 정의 관계를 가지므로

leptin의 수준은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leptin은 발효 김치의 소비 이후에 현저히 감소하

여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여러 인자 즉, 혈압, 체지방의 %,

공복 혈당, 총 콜레스테롤 양 등이 갓 담은 김치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다. 특히 발효된 김치는 비만, 지방대사, 염증 과

정 및 대사증후군 관련 인자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인체실험에서 젊고 건강한 사람 100명의 대상자를 이용하

여 각 50명씩 15 g/일와 210 g/일로 나누어 김치를 섭취시켰

<Table 3> Changes in serum lipid, metabolic, and inflammatory markers in healthy subjects consuming baechu kimchi for 4 weeks

SK FK

W-0 W-4 W-0 W-4

TG (mg/dL) 072.6±23.5 067.0±17.3 082.0±34.8 062.3±21.8a

TC (mg/dL) 167.5±30.5 164.1±25.8 171.2±21.8 153.3±16.3a

LDL (mg/dL) 104.9±22.4 082.1±13.4a 104.0±25.2 084.7±13.5a

HDL (mg/dL) 048.5±8.1 058.1±8.8a 050.9±7.8 067.3±11.2b

Adiponectin (ìg/mL) 006.6±1.1 008.8±2.3a 006.5±1.0 009.0±2.9a

IL-6 (pg/mL) 001.4±0.9 001.3±0.3 001.9±1.0 000.7±0.2a

MCP-1 ((pg/mL) 313.5±68.0 294.0±55.0 254.1±64.9 232.8±34.7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SDs. FK: functional kimchi; SK: standardized kimchi.
aSignificantly different (p<0.05) compared to that in W-0.
bSignificantly different (p<0.01) compared to that in W-0. (Ki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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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일 간 기숙사에 있으면서 김치의 섭취 양만 다르게 하

고 똑같은 식사를 하였다(Choi et al. 2013). 공복 혈당

(FBG), 총 포도당, 총 콜레스테롤, LDL-C은 7일 김치 섭취

후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FBG는 김치를 많이 먹은 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TG와 총 콜레스테롤은 양군 모두에

서 현저히 감소하였다. 혈청 총 항산화 상태(Total antioxidant

status, TAS mmol/L)는 모두 현저히 증가했는데 5.2%

(15 g/일)와 7.5% (210 g/일)였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김

치는 혈당을 낮추고 항당뇨효과를 보였다(Islam & Choi

2009). 냉동 건조 배추김치를 스트렙토조토신(STZ)과 고지방

식이를 먹여 제2형 당뇨를 유발시켰는데 김치 섭취는 4주 후

혈청 인슐린 농도를 높이고 췌장 β세포 기능을 활성화시켰

다. 그리고 혈액의 glycated Hb 농도는 감소시켰으며 김치

섭취는 FBG도 낮아졌고 내당능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는 고지방식과 함께 항당뇨효과를 보인 것으로 김치 제조 방

법과 섭취량을 조절하고 정상적이고 저지방식이였다면 항당

뇨효과 및 대사증후군은 더 크게 감소될 수 있다고 하겠다.

6. 김치유산균의 기능성

1) Probiotic 기능

김치 유산균은 여러 건강기능을 갖는 probiotic 균들이다.

일반적으로 위장(GI) 관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기능성을 갖

는다. Probiotic균은 ① 사람의 GI관을 통해 살아서 운반되어

대장에서 colonize를 한다. ② 위장의 어려운 환경(저산 pH

와 담즙)을 통과하는 동안 여러 스트레스 단백질을 encode

하는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면서 살아서 간다. ③ 항산화 활

성을 나타낸다. ④ 항균물질들을 생성한다. ⑤ 암 유발에 대

응하는 보호효과를 갖는다. ⑥ 숙주의 면역계를 증진시킨다.

⑦ 염증 또는 알러지반응을 감소시킨다. ⑧ 지방감소 효과를

갖는다. ⑨ 설사와 변비를 예방한다 등이다(Holzapfel 2006).

김치 Lab. plantarum KTCT3099는 Caco-2 장 상피세포에

잘 결합하는 능력이 보고된 바 있다(Lee 2005a). 세계적인

probiotic으로 알려진 Lab. rhamnosus GG보다 149% 더 높

은 결합능력을 보였다. 본 실험실 연구에서 김치에서 분리한

Lab. plantarum KCCM 11532p와 Leu. mesentesoides KCCM

11353p는 강력한 산, 담즙, 열 저항성을 나타내었으며 인체

대장상피세포에 접착력이 대단히 높았다.

최근 유산균의 세포벽물질인 peptidoglycan은 대장에서 뿐

아니라 간, 지방조직, 뇌 등의 다른장기에서도 염증, 대사과

정, 면역 및 여러질병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건강기능성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Wolf & Underhill 2018).

2) 항균작용

유산균은 유기산, CO2, ethanol, diacetyl, H2O2 및

bacteriocin을 생성하는데 이들은 항균효과를 갖는다. 김치유

산균인 Leu. mesenteroides, Leu. carnosum, Lab. pentosus,

Wei. kimchii, Wei. cibaria와 Ped. pentosaceus는 Bac.

subtilis, E. coli, Sal. enteritidis, Sal. paratyphi, Sal. typhi,

Staph. aureus, Shigella boydii와 Shi. sonnei 등에 항균효과

를 나타냈다(Ahn et al. 2003). 5개의 김치유산균 Lab.

curvatus, Lab lactis ssp. lactis, Lab. casei, Lab. pentosus

와 Lab. sakei는 Asp. flavus, Fus. moniliforme, Pen. commune

과 Rhi. oryzae 등 넓은 범위의 곰팡이에 대해 항곰팡이 효

과를 보였다(Kim 2005). Lab. plantarum AF1은 여러 곰팡

이 뿐 아니라 G+ 및 G-세균에 대해서도 항균효과를 보였다

<Table 4> Changes in metabolic parameters related to metabolic syndrome in obese subjects by kimchi intake

Fresh kimchi (n=22) Fermented kimchi (n=22)

Initiala Finalb Initialc Finald

Body weight(kg) 07.29±9.6 07.17±9.4e 073.0±10.1 071.5±9.7e

BMI (kg/m2) 027.4±2.2 027.0±2.2e 027.5±2.2 026.9±.22e

WHR 00.86±0.05 00.85±0.06 00.86±0.06 00.84±0.06e

Body fat (5) 031.9±4.0 031.6±4.0e 032.1±4.3 031.4±4.4e,r

Blood pressure, systolic (mmHg) 125.8±10.7 122.1±7.9 126.1±12.1 121.3±6.9f

Blood Pressure, diastolic (mmHg) 076.1±9.9 074.7±8.5 076.9±9.7 072.7±7.4f

Glucose, fasting (mg/dL) 101.0±11.1 096.6±10.5 100.0±10.2 094.1±11.3e,r

Insulin, fasting (µIU/mL) 015.0±6.9 013.4±5.3 014.9±6.2 011.0±5.6e

Totoal Cholesterol (mg/mL) 176.0±29.5 172.0±31.6 171.0±25.7 161.0±29.9e,r

MCP-1 (pg/mL) 170.0±59.4 157.0±48.9 167.0±50.9 154.0±41.0e

Leptin (ng/mL) 021.0±6.6 019.3±7.0 0202.±1.3 015.7±11.4e

aInitial data of fresh kimchi group were the means of data on week 0 of group 2 and week 6 of group 1. bFinal data of fresh kimchi group were the

means of data on week 4 of group 2 and week 10 of group 1. cInitial data of fresh kimchi group were the means of data on week 0 of group 1 and

week 6 of group 2. dFinal data of fresh kimchi group were the means of data on week 4 of group 1 and week 10 of group 2. eSignificantly

different from initial value (p<0.05). f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fresh and fermented kimchi groups (p<0.05) (Kim et al. 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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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 & Chang 2008). 또한 김치 Leu. mesenteroides

YML003은 조류독감바이러스 H9N2에서 항 바이러스 효과

를 보였다. 이 유산균을 섭취하였을 때 닭에서 IFN-γ의 생성

을 증가시켰다(Seo et al. 2012).

Lab. plantarum KC21은 bacteriocins을 생성하여 항균효

과를 갖는다. 이 균주는 산과 담즙에 잘 견디고 인체 장벽에

잘 접착하며, 강력한 bacteriocin은 병원성 세균에 대해 효과

를 나타낸다(Lim & Im 2009). 김치유산균은 발암성의 H.

pylori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Lee & Chang 2008; Ki et

al. 2010; Lee et al. 2010). 김치 Lab. plantarum NO1은

H. pylori KCCM 41756에 강력한 제거효과를 보였다. 이

유산균의 culture medium은 H. pylori의 urease활성을 33%

이상 억제했다. Lab. plantarum과 김치재료 중 마늘과 고춧

가루는 H. pylori감염에 상승적으로 작용해 H. pylori 감염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Jones et al. 1997; Iimuro

et al. 2002).

3) 항산화효과

김치 유산균 Lab. plantarum KCTC 3099의 활성산소종에

대한 저항력을 측정했다(Lee et al. 2005b). 이 유산균의 전

체 세포와 세포를 제거한 추출물(cell-free extracts)은 지방산

화를 감소시키는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KCTC 3099균주는

1 mM H2O2와 0.4 mM hydroxyl radicals과 그리고 paraquat

에 의해 발생된 superoxide anion 존재 하에서 8시간 후까지

생존했다. Chang et al.(2010)은 김치에서 분리한 4종류의 유

산균은 biological barriers (산과 담즙산)에 저항하는 효과를

보였다. 4균주 중 Lab. acidophilus KFRI 342는 가장 좋은

probiotic 효과를 보였는데 comet assay를 통해 세포파괴

(damage)에 높은 보호효과를 보였다. H2O2 유무에 따라 30

분 처리 후 HT-29세포의 형광 꼬리 DNA 강도 %는 영향을

받아 H2O2유도 세포파괴는 농도 의존적으로 그리고 유의적

(p<0.05)으로 억제되었다. 또한 DNA 파괴에 대한 KFRI 342

의 억제활성은 40과 400 μmol 처리에서 36.2±2.9%와 50.4±

4.2%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4) 항돌연변이 및 항암효과

김치유산균의 균체가 Ames test와 SOS chromotest에서

항돌연변이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했다(Park et al. 1998; Son

et al. 1998). 4-NQO, MeIQ, Trp-P2에 의해 유도된 돌연변

이 유발은 김치유산균들에 의해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p<0.01). Leu. mesenteroides는 다른 유산균들 보다 더 4-

NQO, MeIQ, MNNG에 대해 높은 항돌연변이 효과가 있었

다. 유제품에서 유래된 Lab. acidophilus도 김치유산균과 비

슷하게 항돌연변이 효과가 있었다. 그 활성은 cytosol 분획

보다는 세포벽 분획이 효과가 더 컸었다. 그래서 유산균의

생사와 관련없이 김치유산균 자체는 항돌연변이 효과가 있

다고 하겠다(Park et al. 1998). 또한 유산균의 glycopeptide

세포벽 분획이 항종양효과를 낸다고 알려져있다(Friend &

Shahani 1984). Peptidoglycan은 세포벽 조성 물질인데 이것

은 muramyl peptide와 결합되어 있다. Muramyl dipeptide

와 그 유도체들은 세포성 면역기능을 높이며, 이 물질이 처

리되면 대식세포에 의해 생성된 superoxide anion과 H2O2가

종양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gdanov et al.

1975). 열처리와 동결건조유산균을 살코마-180 암세포를 이

식시킨 ICR 마우스에 섭취시켰다. 특히 Lab. plantarum과

Leu. mesenteroides 처리 쥐에서 각각 유의적으로 암발생을

57%와 39% 억제 하는 효과를 나타냈다(p<0.05). 그리고

Lewis lung carcinoma를 C57BL/6 마우스에 처리하고 Lab.

plantarum과 Leu. mesenteroides를 섭취시켰을 때 각각 암의

성장을 42%와 44% 억제하였다(Kim et al. 1991). 김치의

재료, 김치유산균 혼합물, 김치 Lab. plantarum (cell lysate)

를 마우스에 40 mg/kg/day를 30일 동안 먹였다. 이 경우 종

양생성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Lab. plantarum을 처리한 마

우스에서는 수명 연장 효과도 있었는데, 60%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Shin et al. 1998).

5) 면역조절기능

김치유산균은 대장건강과 관련 면역계의 항상성을 유지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Choi et al. 2015). 유산균의

peptidoglycan과 다른 세포벽물질들이 장관에서 면역세포를

자극하며 유산균은 Th1과 Th2 반응사이의 균형을 조절하여

알러지 반응을 조절한다. 이런 균형은 IL-10과 TGF-β 같은

억제 cytokine을 생성하는 Treg cells의 특이한 subsets에 의

해 조절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Lab. plantarum을 ovalbumin

(OVA)으로 sensitized된 splenocytes에 첨가하면 Th1 활성은

높아지고 Th2활성은 억제되었다(Won et al. 2011). Lab.

sakei WIKIM-100도 비슷하게 IFN-α Th1 cytokine은 많이

생성시키고 IL-4, Th2 cytokine은 감소시켰다(Park et al.

2013).

김치 Lab. plantarum의 세포 lysate (용해물)을 Balb/c 마

우스에 먹이면 면역자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 splenocytes와 peyer’s patch cells의 성장속도를 증가시키

고 peritoneal 대식세포에 의해 생성된 NO 생성을 증가시키

고 장 분비 IgA, TNF-α와 혈중에 IL-2를 많이 생성시킨다.

김치Lab. plantarum의 cell lysate를 Ba1b/c마우스에 경구

투여하면 enteric (장관)과 systemic (전신의) 면역반응을 증

가시킨다(Chae et al. 1998). 김치 Lab. plantarum의 culture

broth를 투여하면 마우스에서 면역기능이 증가된다. 이 화합

물은 대식세포 활성을 증가시키고 superoxide anion과 H2O2

를 생성하여 종양세포를 사멸시킨다. 그리고 Lab. plantarum

은 Raw 264.7 대식세포에서 NO, TNF-α, IL-6 생성을 증

가시킨다. 특히 Lab. plantarum은 면역증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Hur et al. 2004).

김치유산균은 natural killer (NK)세포 기능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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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plantarum HY7712의 구강섭취는 면역억제마우스에서

NK세포와 cytotoxic T-세포의 cytotoxicity를 회복시켰다

(Jang et al. 2013) 이 균주는 γ-irradiated aging mouse 모

델에서 toll-like receptor (TLR)2/NF-κB 신호전달과정을 활

성화시키므로 NK세포의 기능을 높여주었다(Lee et al. 2014)

또한 Wei. cibaria WIKIM28 (갓김치에서 분리)은 dendritic

cell (DC)의 기능을 조절하는 효과를 보였다(Lim et al.

2017). 우리 실험실의 연구에서는 사균체인 김치유산균 Lab.

plantarum (nLp)은 유의적으로 proinflammatory cytokines

(TNF-α, IL-1β, IL-6, IFN-γ)의 발현을 감소시켰으며 Th1

면역반응은 유도하였으나 Th2 반응은 억제하였다. 또한 nLp

는 대장 내에서 IgA생성을 증가시키고, 마우스 비장세포의

NK 세포의 활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2016).

6) 항비만, 콜레스테롤 및 지방감소효과

HFD (high fat diet,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SD rat에 김치

유산균분말(KL)을 처리하였을때 지방 축적의 감소효과를 보

였다. 10%와 20% KL식이는 13%와 15%의 감량효과를 보

였다. 그러나 visceral fat (복부지방)는 42, 48%로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 혈장 TG, 콜레스테롤, LDL수준은 현저히 감

소되었으며 KL군의 분변에서TG와 콜레스테롤이 많이 제거

되었다고 하여 KL은 식이섬유소와 비슷한 역할을 보였다고

하였다(Kwon et al. 2004).

김치 Wei. koreensis OKI-6는 3T3-L1세포에서 항비만효과

를 보였다(Moon et al. 2012). 배양한 배지추출물과 세포질

(cytoplasmic) 분획은 TG와 세포 내 지방 축적을 감소시켰

다. 지방세포분화에 관여하는 주전사인자인 C/EBP-α의

mRNA 수준을 낮추었으며, aP2, 지방산합성효소(FAS)와

SREBP1유전자의 발현도 크게 낮추었다. 거기에 이 균으로

발효된 김치는 특히나 김치의 항비만효과를 크게 증진시켰

다(Park et al. 2012). 이러한 결과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probiotic을 기초로 한 영양의약물질과 김치산업에 잘 응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김치 Lab. plantarum KCTC 3928는 C57BL/6마우스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양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마우스에서 HFD

와 함께 2중으로 coat된 Lab. plantarum을 섭취시켰다. 생

유산균을 먹였을 때 LDL-C과 혈장 TG양이 각각 42%와

32%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분변에서 담즙산 분비

는 45% 증가되었다. 이 생 유산균은 분변으로 담즙산 배설

을 유도하고, 간의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으로 분해하는 것을

증가시키므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

다(Jeun et al. 2010).

IV. 요약 및 결론

김치는 발효된 채소 프로바이오틱 식품이다. 주재료는 십

자화과 채소(배추와 무)이며 부재료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젓갈 등이다. 전통적으로 김치를 담을 때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미생물들 특히 배추와 부재료에 있는 유산균들이

발효의 종균으로 작용한다. 좋은 품질의 재료, 특히 소금의

종류, 유산균, 저온발효, 통성혐기적 조건(항아리 사용) 등은

김치의 맛과 건강기능성 향상에 영향을 끼친다. 김치발효에

참여하는 유산균의 우점균들은 Leuconostoc, Lactobacillus,

Weissella 속 들이다. 대표적인 종은 Leu. mesenteroides,

Leu. citrium, Lab. plantarum, Lab. sakei, Wei. koreensis

등이다. Heterolactic(이형유산) 발효가 우수한 맛과 일정한

품질의 김치를 만들게 하여 상품용 김치에서는 이런 균들이

주로 분리 동정된다. 김치의 생화학적인 변화는 우점유산균,

재료들의 품질 및 양, 발효조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유

산균과 재료들로부터 발효대사산물이 만들어지고 이들로부

터 김치의 맛, 품질, 건강기능성이 영향을 받는다. 적당히 익

은 김치(발효 김치)가 대장건강, 항산화, 항노화, 항암, 항비

만, 대사증후군 등 여러 질병을 예방하고 조절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나타낸다. 유산균과 영양생리물질, 발효산물들이 이

런 질병 예방효과가 있고 김치의 맛도 좋게 한다. 김치에서

유산균 함량은 발효 후 109 CFU/mL 또는 g까지 증가된다.

김치유산균은 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틱균으로 항균작용, 항

돌연변이 및 항암효과, 면역조절, 항염증, 항비만, 콜레스테

롤 및 지방 감소효과 등을 갖는다. 그래서 김치재료, 유산균,

발효조건, 발효산물들은 여러 건강기능성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결국 김치는 필요에 따라 인종, 나이 그

리고 특별한 질병, 특히 항암, 항비만, 항알러지 등에 기능적

효과를 낼 수 있기에 이들 재료, 유산균, 발효조건 등의 조

절에 의해 맞춤형으로 제조될 수 있는 최고의 건강식품이라

할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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