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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한국의 경제성장과 김치의 우수성이 규명됨에 따라 세계인의 김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김치가 세계적인 식품이 되기 

위해서는 김치문화의 세계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치의 기능성 홍보 동영상 

제작 사례를 통해 식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Ⅰ. 서론

  세계 각국은 현재 자국의 음식을 산업화하고 세계화하

기 위한 전략적 사업을 육성 중에 있으며1) 우리나라의 경

우도 한식세계화 사업을 통해 우리 음식에 대한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수대에 걸쳐 형성되는 식문화는 인류의 생활 요소 중 가

장 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에 해당한다. 하나의 음식이 다

른 식문화권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음식에 대한 동경

이나 호기심의 유발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식

문화 확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식문화와 함께 

식품이 전파 되었을 때 그 식품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연계 상품에 대한 수요까지 기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식문화 전파를 위한 다양한 문

화콘텐츠 개발과 함께 활발한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김치의 기능성 홍보 동영상 제작 사례를 

통해 식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프로세스를 제안하

고자 한다.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영상의 형식, 영상의 논

리 구조, 표현 방법론, 타깃 분석 등 여러 분야별로 검토 

및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여기에서는 영상 제작의 목적이 

“김치의 기능성에 대한 논리적 설득” 이므로 영상의 서술 

단계별 논리 구조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및 결과

1. 김치의 기능성 홍보영상 제작 기획

1) 사례 : 일본의 ‘일식인구 배증 계획’, 태국의 ‘kitchen to the 
world’ 

1.1 이론적 배경

  홍보(Public Relations PR)란 한 조직체가 그의 다양한 

공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수단을 뜻하기 때문에 하

나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 할 수 있다.[1]

1.2 김치의 기능성 홍보 영상 주제 선정

  김치는 소금에 절인 배추, 무, 오이 등의 채소에 젓갈류, 

양념, 향신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기간 발효시킨 식품으로

서 우리나라의 전통식품을 대표하고 있다[2]. 

  식품의 기능성으로는 생명 유지를 위한 영양소 공급의 1

차 기능, 관능적 특성에 의한 기호성인 2차 기능, 질병을 

예방하는 생리적 기능인 3차 기능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

고 있다. 김치의 식품생화학적 특성은 다양한 재료, 복잡

한 발효과정, 여러 형태의 이화학적 반응에 의한 것이다. 

김치의 생화학적 특성에 의한 김치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치의 기능성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 국내외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검색하

였다.2)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논문 및 연구보고서의 수가 

항산화, 항암, 혈관건강, 면역, 항비만, 영양성분, 뇌건강 

등의 순으로 나타나 김치의 기능성 홍보 영상 주제로 선정

하였다. 또한 김치의 기능성의 유래와 타 발효식품과의 차

별성을 보여주는 주제 3가지를 포함하여 “Discovering 

Kimchi” 시리즈로 총 10편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http://scholar.nds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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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김치 기능성 홍보영상의 주제

연번 제목 주제

1 자연의 선물, 김치 발효 식품의 우수성

2 탁월한 발효미학, 김치 김치의 발효 특성

3 영양의 보고, 김치 김치의 기능성(영양성분)

4 혈관을 지켜라 김치의 기능성(혈관 건강 개선)

5 미인을 만드는 김치 김치의 기능성(항산화)

6 김치 다이어트 김치의 기능성(항비만)

7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김치 김치의 기능성(스트레스저하)

8 김치의 항암효과 김치의 기능성(항암효과)

9 식탁위의 백신, 김치 김치의 기능성(면역증강)

10 위대한 유산, 김치 김치의 세계화

1.3 김치의 기능성 홍보 영상 서술 구조 설정

  김치의 기능성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막연하게 습

득되거나 전혀 김치에 대한 정보가 없는 국내외 일반인들

이 김치의 기능성을 신뢰하고 김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를 갖게하여 김치의 소비를 확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김치의 기능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신뢰를 높이는 자

료로 관련 논문이나 연구보고서가 있지만 전문적인 내용

이라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낮다. 따라서 해당 논문을 인용

하기위해 핵심내용을 도식화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요약하여 표현하였다. 위와 같이 정리된 

논문의 내용은 각 영상에서 시청자를 설득 시키고 김치 기

능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하지

만 논문 내용만 전달하게 되면 홍보의 목적인 공중의 인식

전환의 효과가 낮기 때문에 시청자의 공감을 기반으로 암

묵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설득을 위해 니콜스의 다큐메

터리 ‘수사학적 과정’을 이용하여 영상의 서술 단계별로 논

리 구조를 설정하였다.[3]

표 2. 김치 기능성 홍보영상의 서술 단계별 논리 구조

서술단계 논리전개 중점사항 인식론

도입 문제제기 공감성 이성+감성

설명 문제심화 구체성 이성

주장 해결방안제안 정확성 이성

논증 증거 신뢰성 이성

요약 강조 명료성 감성

2. 김치의 기능성 홍보영상 제작

  니콜스의 다큐메터리 ‘수사학적 과정’에 따라 시나리오

를 작성한 후 영상을 제작하였고 10개의 영상 중 “혈관을 

지켜라(혈관 건강 개선)”의 내용을 예로 표3에 제시하였

다.

표 3. 김치 기능성 홍보영상의 서술 단계별 내용

(예시: 혈관을 지켜라)

서술
단계 내용 설명 영상

도입 혈관이 막히면 
건강에 위험

혈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으로 시선 

유도

설명 혈관 질병 
나열

질병명과 발병 
환자 영상을 

나열하여 집중도 
상승

주장
식습관과 

심현관 질환의 
관련성

패스트 푸드 등은 
혈관진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건강 식품인 

김치를 먹어야 함

논증

김치 섭취와 
콜레스테롤 및 
호모시스테인 
수치 관계

관련 논문과 연구 
보고서 인용으로 
신뢰성을 확보함

요약
혈관 지킴이, 
심장지킴이, 
건강지킴이

기능성을 
다시하면 

명료하게 강조

Ⅲ. 결론

  김치의 타 연구분야의 홍보 콘텐츠를 만드는데 적용 가

능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1] Grunig, James E. and Todd T. Hunt “Managing 

Public Relation” Fort Worth, TX: Harcout Brace 

Collage Publications, 1984.

[2] 세계김치연구소, 2011 김치산업동향, pp. 24, 한국학술

정보(주), 2011

[3] Nichols, B.(이선화 역), 다큐멘터리 입문, 한울, 20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