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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건     영

부산 학교 식품 양학과  김치연구소

김치는 약 2000년 전부터 한국에서 섭취되어져 왔으며, ‘김치’란 예부터 소금에 절여지고, 발효된 채소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김치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과거의 김치는 무가 주 재료였던 것으로 보이며, 후

에, 배추, 고춧가루를 비롯한 다른 재료들이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대에 섭취하고 있는 배추김치는 

17-18세기 이후에 만들어 진 것으로 짐작되며,1,2 김치는 전통적으로 집에서 만들고, 식사 시에 주 반찬으로 

섭취해 왔다. '김치'라는 단어는 '침채(沈菜)'라는 소금에 절인 채소라는 뜻을 가진 중국 단어로부터 기원되었

으며, 후에 '딤채', '딤치', ‘김치’로 변형되어 불리어졌다.3

김치의 맛과 건강 기능성은 김치 재료, 발효조건, 발효에 관여하는 주요 유산균에 의해 좌우된다.4-6 배추

와 무는 김치의 가장 대표적인 주 재료이며, 암을 억제하는 십자화과 채소이다. 또한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의 양념의 부재료도 중요한 항암 활성을 갖는다. 김치 종류는 약 167가지 이상이며, 이들은 주재료, 지역, 

만드는 방법 등에 따라 다르다.7 배추김치는 김치 섭취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현대에 한국에서 가장 대중

적인 김치이다. 

김치는 다량의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기능성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다. 많은 선행 연구에 의해 김치의 

항암, 항산화, 항동맥경화, 항당뇨, 항비만 효과 등이 보고되었으며,8-11 다양한 재료들에 존재하는 생리활성 

물질로부터 오는 생화학적 효과와 기능성 들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보통, 발

효된 김치는 다량의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으며(107-109 CFU/g), 이들 유산균과 이에 의한 발효는 김치에 중

요한 기능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김치를 섭취하면 십자화과 채소와 마늘 등의 앙념류, probiotic 인 유산균, 

김치 발효산물 등을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치의 건강 기능성은 최근들어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김치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증가하

여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식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김치에 함

유된 소금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존재하고 있다. 김치는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의 주요 원인이며, 하

루 동안 섭취하는 나트륨의 16-28%의 나트륨이 김치로 부터 섭취된다.12 그러나 이러한 소금의 위험성은 소

금의 종류와, 발효 과정 및 건강 기능적 작용을 통해 상쇄될 수 있으며, 따라서 김치의 건강 기능성, 특히 

소화기계 암 예방에서의 역할 등이 보다 널리 강조되고 알려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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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paration of baechu kimchi. 

배추김치의 제조법은 지역이나 개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Fig. 1과 같은 방법을 

따른다. 즉, 배추를 다듬고 수세한 후, 약 10% 정도의 소금물에 담가 하룻밤정도 절인다. 절여진 배추는 깨

끗한 물로 수 차례 헹군 다음 물기를 빼고 여러 가지 재료가 혼합된 양념과 함께 버무린다.4 이때 양념에 사

용되는 부재료로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등이 있으며, 지역, 계절, 김치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야채나 해산물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각 부재료들은 채썰거나, 갈아서 혼합한 후 절여진 배추에 버무

리거나 켜켜이 속을 채워 넣어 김치를 만들게 된다.13 이렇게 제조된 김치의 최종 염도는 약 2.0-2.5% 정도

이며 일반적으로 5℃ 이하의 낮은 온도에 보관, 발효하면서 섭취하게 된다. 

본 연구실에서는 김치의 항암 기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몇가지 부재료를 첨가하고, 죽염, 스타터 등을 사

용하여 항암 기능성 김치를 제조하였다.14 항암 기능성의 증진을 위해 사용된 부재료로는 갓, 초피, 겨우살이 

추출물 등이 첨가되었으며, 관능적 측면의 보완을 위해 배, 버섯, 다시마 육수 등을 사용하였다. 최종 염도

는 2.2%로 조정하였으며 절임과 염도 조정을 위해서 제간수 천일염 및 구운소금, 죽염 등의 소금을 이용하

고,14-17 그리고 김치에서 분리한 Lacobacillus plantarum을 스타터로 사용하였다.18 이렇게 제조된 김치는 HT- 

29 인체 대장암 세포에서 일반 김치보다 높은 암세포 성장 억제율을 나타냈으며, 마우스를 이용한 동물 시

험에서도 일반 김치보다 대장암의 억제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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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김치 발효는 산도(acidity)에 따라 initial stage (acidity <0.2), immature stage (acidity 0.2- 

0.4), optimum-ripening stage (acidity 0.4-0.9), over-ripening 또는 rancid stage (acidity >0.9)의 총 4단

계로 나눈다.19 김치 발효기간 동안 김치 발효를 주도하는 유산균의 종류 또한 pH와 산도에 따라 변하는데, 

Leuconostoc mesenteroides는 발효 초기(pH 5.64-4.27, acidity 0.48-0.89)에 나타나고, Lactobacillus sakei, 

Lab. plantarum 는 발효 후기(pH 4.15, acidity 0.98)에 많이 나타난다. 김치 발효와 관련한 다른 종류의 유

산균은 발효 온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Lab. sakei 는 김장김치(겨울동안 오래 저장된 김치)에서 우점종이

며, 이는 낮은 발효 온도(5-9℃), 저장 온도(-2℃)에 적합하다.20

Leu. mesenteroides 와 Lab. plantarum 이 김치의 대표적인 우점종으로 밝혀졌으며,21 이 외에도 다양한 

Leuconostoc 속, Lactobcillus 속 미생물 즉 Leu. citreum, Leu. gasicomitatum, Leu. gelidum, Lab. sakei, 

Lab. brevis 등이 김치안에 존재하고 있음이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통해 밝혀졌다.22-24

최근 김과 천25은 Weissella koreensis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김치의 대표적인 우점종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이 등26도 Weisella confusa, Leu. citreum, Lab. sakei, Lab. curvatus 등이 김치 발효 과정 

동안의 우점균종이라고 보고하였다. 최근에는 유산균을 비롯한 미생물의 발견, 분류, 동정 등의 방법이 형질

학적, 생화학적, 면역학적, 분자생물학적 등의 다양한 방법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므로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

했던 다양한 균종들이 발견되거나, 우점종으로 밝혀지고 있다.27

최근 본 연구실에서도 적숙기 상태에 있는(pH4.2-4.4) 13종의 대표적인 상업용 김치의 유산균 구성을 pyro- 

sequencing법을 통해 조사하였는데, Wei. kprieensis (27.2%)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그밖에도 Lab. sakei (14.7%), Weissella cibaria (8.7%), Lab. gramminis (13.8%), Lab. gelidum (6.3%), 

Leu. mesenteroides (7.8%), Leu. inhae (1.2%), Leu. gasicomitatum(1.2%), Wei. confusa (0.3%), Leu. kimchi 

(0.3%) 등의 다양한 유산균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배추김치)는 저칼로리 식품(18 kcal/100 g)이며, 유산균 발효식품이다. 또한 여러 가지 비타민과 무기

질이 풍부하고 식이 섬유 함량도 높다. 배추를 비롯한 김치 재료로부터 오는 capsaicin, allyl compounds, 

gingerol, isothiocyanate, chlorophyll,β-sitosterol 등의 다양한 건강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

로 인해 항암효과, 항비만 효과, 항동맥경화 효과 등의 다양한 건강 기능성을 가지는 사실이 많은 연구를 통

해 증명되었다.3,28,29

김치는 Ames test와 SOS chromotest를 통해 aflatoxin B1과 N-methyl-Nnitro-N-nitrosoguanidine (MNNG)

에 대해 항돌연변이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증명되었다.3,30,31 특히, 적숙기에 있는 김치는 덜 익은 김치나 과

숙된 김치에 비해 항돌연변이 효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1 이러한 항돌연변이 효과는 Drosophila 

wing test 등의 in vivo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된 바 있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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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kimchi on protein (a) and mRNA (b) expression of Bax and Bcl-2 in

HT-29 human colon cancer cells.

Fresh: Fresh kimchi, OpR: Optimally ripened kimchi, OvR: Over-ripened kimchi

AGS 인체 위암세포, HT-29 인체 대장암 세포, MG-64 골암세포, HL-60 혈액암 세포, Hep 3B 간암세포 등

의 다양한 cancer cell line을 사용하여 sulforhodamine B (SRB) assay, MTT assay 등을 실시한 결과 김치 

추출물은 이들 암세포의 생존과 증식을 억제 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13,30

김치 제조시에 사용되는 소금의 농도 및 종류는 김치의 항암 효과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고염도(약 

9.5% 이상)의 김치는 오히려 보돌연변이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2.5-3.0% 정도의 염 농도일 때 김치는 가장 

우수한 항돌연변이 및 항암 효과를 나타내었다.33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제염에 비해 구운소금 또는 

죽염을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였을 때 그 항암 효과가 보다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4

김치의 이러한 항암 효과는 암세포의 apoptosis 유도 및 염증의 억제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적숙기의 김치는 HT-29 인체 대장암세포에서 암세포의 apoptosis를 유도하는 

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즉 pro-apoptotic Bax 유전자의 mRNA 및 단백질 발현은 증가되었으며, anti- 

apoptotic Bcl-2 유전자의 mRNA 및 단백질 발현은 크게 억제되었다.35 또한 이러한 김치의 항염증, 항암 

효과는 동물실험을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즉 azoxymethane (AOM)과 dextran sulafate sodium (DSS)에 의

해 유발된 마우스 염증성 대장암 모델에서 김치 추출물을 투여한 군의 경우 대장내 발생한 종양의 개수가 현

저하게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Fig. 3). 그밖에도 이 실험동물 모델에서 김치 추출물을 투여한 군의 경우 

염증성 cytokine의 혈청내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대장조직내에서 염증관련 인자인 iNOS, COX-2

의 발현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36 이러한 현상은 특히 갓, 겨우살이, 초피 등의 기능성 부재료를 첨

가하여 제조한 항암 김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김치는 첨가하는 부재료에 따라 그 기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in vivo 실험을 통해 확인하

였다. Balb/c male mouse에 표준화 김치(SK), 시판 김치(CK), 암예방 김치(CPK), 항암 김치(ACK) 메탄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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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umor numbers in the colons of kimchi treated AOM and DSS-induced colitis-associated colon

cancer (CAC) mice. CK: Commercial kimchi, SK: Kimchi prepared with standard kimchi recipe, 

CPK: Kimchi prepared with cancer preventive kimchi recipe, ACK: Kimchi prepared with antican- 

cer kimchi recipe.

Data represent mean±SD.
a~f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출물을 한 달간 경구투여하여 AOM/DSS로 유도된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김치를 투여한 모든 군에서 대장 길이가 길어지고, 대장 길이/무게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종양 개수

도 현저히 감소되었다(p<0.05, Fig. 3). 대장 조직의 병리학적 관찰에서 김치 처리군들은 장 조직의 변형과 

염증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항암 김치(ACK)군은 정상군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또한 대장 조직 

중 염증성 사이토카인(TNF-α, IL-6, IFN-γ)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염증 인자인 iNOS와 COX-2, 종양 

형성 억제 및 세포주기 조절 유전자인 p53과 p21의 mRNA 및 단백질 발현도 현저히 감소되거나 높아졌다. 

김치들 중에서도 기능성 부재료를 첨가한 김치, 특히 항암김치에서 그 효과가 가장 높았다.

김치는 첨가되는 부재료 외에도 주재료를 절이는 소금과 유산균 스타터도 항암 기능을 높이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앞선 연구에 이어서 항암 기능성을 증진시키는 김치 레시피에 소금을 죽염으로 대체하

여 건염법으로 절이고, 스타터로서 본 연구실에서 분리한 김치 유래 유산균인 Lactobacillus plantarum PNU

를 첨가한 김치의 in vitro 및 in vivo 대장암 예방 효과를 평가하였다. 김치 샘플은 표준화 김치(SK), 항암

김치(ACK), 죽염절임 항암 김치(ACBK), 죽염절임에 스타터를 첨가한 항암김치(ACBSK)로, 총 4가지 김치

를 시험에 사용하였다. 김치 메탄올 추출물을 HT-29 인체 대장암세포에 48시간 동안 처리한 후 mRNA 발현

을 확인한 결과, 모든 김치군에서 apoptosis관련 인자인 Bcl-2 감소, Bax 증가를 보였으며, 염증인자 iNOS, 

COX-2의 발현 감소, p53 및 p21의 발현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김치 처리군들 중에서도 특히 ACBSK군이 

다른 군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in vitro 항암 활성을 보였다. 

이들 김치를 사료에 혼합하여 C57BL/6J male mouse에 공급하여 AOM/DSS로 유도된 대장암 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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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n length and colon weight/length ratio in the colon tissues of kimchi treated AOM and 

DSS-induced colitis-associated colon cancer (CAC) mice.

SK: Kimchi prepared with standard kimchi recipe, ACK: Kimchi prepared with anticancer kimchi 

recipe, ACBK: Kimchi prepared with anticancer kimchi recipe and bamboo salt, ACBSK: Kimchi pre-

pared with anticancer kimchi recipe, bamboo salt and starter (L. plantarum PNU).

Data represent mean±SD.
a-d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를 확인하였다. 김치 제공군들은 대조군에 비하여 대장 길이는 길어지고, 대장 길이/무게 비율(Fig. 4)은 낮

아지고 종양 개수는 적게 나타났으며, 이들 중에서도 ACBSK 군이 가장 대장암 억제 효과가 높았다. 또한 

모든 김치 제공군들은 대장 조직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IL-1β, IL-6, TNF-α, IFN-γ, 염증인자 iNOS, COX- 

2의 발현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죽염 절임과 유산균을 첨가한 군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김치 제조 방법에 따라 대장암 예방 억제 효과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차병원 내과: 함기백 교수 연구 공동 연구)

정상 위점막세포인 RGM-1 세포에서 표준화 김치(SK)와 항암 김치(ACK) 메탄올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이들 두 군은 대조군보다 항산화효소 HO-1의 발현이 증가되었고, iNOS, TNF-α 발현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ACK군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였다. 또한 AGS 인체 위암세포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COX-2 및 VEGF 발현이 

감소되었고, 24시간 후에 Bax, cleaved caspase-3 발현 증가 및 PARP 단편화를 나타내어 apoptosis가 증

가하였다.

Invasiveness가 강한 위암세포인 MKN-28 세포를 이용하여 migration assay를 수행한 결과, wound 처리 

18시간 후 대조군에서는 80% 이상의 세포에서 migration이 일어났으나, 김치 처리군에서는 migration이 거

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특히 ACK군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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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istological pictures of H. pylori infected stomach tissues.

HP: H. pylori treated group, HP+ES: H. pylori and ecabet sodium treated group, Kimchi 100: H. pylori

and kimchi (kimchi MeOH extract with water- 100 g kimchi for body weight 60 kg adult per day) 

treated group, Kimchi 300: H. pylori and kimchi (kimchi MeOH extract with water- 100 g kimchi for

body weight 60 kg adult per day)treated group.

In vivo 수준에서 기능성 김치의 Helicobacter pylori 에 의한 염증 및 발암과정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C57BL/6 mouse에 H. pylori 와, 균을 잘 감염되게 하기 위해 proton pump inhibitor (20 mg/kg)

를 함께 이용한 동물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군 구성은 ACK 메탄올 추출물을 음수에 희석하여 체중 60 kg 인 

성인이 하루 100 g 섭취하는 양으로 환산하여 투여한 군(김치 100), 300 g 섭취하는 군(김치 300), 비교 약

물로서 임상에서 사용되는 ecabet sodium을 투여하는 군(ES)으로 하였다. 실험동물은 사육 37주 후에 부검

하였다. 부검시 적출한 위에 대한 육안 소견으로는, H. pylori 감염 그룹에서는 ulceration과 장형화생, 그리

고 염증반응을 나타내는 적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항암김치 처리군 특히 100 g 보다 300 g 처리군에

서 정상 그룹과 같이 위 상태가 좋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적출한 위에 H&E staining을 하여 pathology를 

관찰한 결과(Fig. 5), 헬리코 박터 그룹에서는 염증세포들의 침윤, erosion, ulceration 등의 병변을 관찰하

였고, 임상에서 쓰이는 ecabet soduim 처리 그룹도 비슷한 정도로 헬리코 박터에 의해서 위손상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김치 처리군에서 그러한 병변이 호전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저농도 보

다 고농도 처리 김치 그룹에서 확연한 호전을 관찰하였다. 위 조직을 COX-2 antibody로 염색하여 염증반응

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서 COX-2 발현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COX-2 발현이 김치 처리 

저농도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농도에서는 정상 수준으로 떨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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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을 관찰하였다. 

위 조직에 macrophage를 염색할 수 있는 F/80 염색을 통하여 염증 반응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

에서 macrophage infiltration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염증세포의 침윤이 김치 처리 그

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세포 성장 확인을 통하여 조직의 손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BrdU 염색을 통해 대조군에서 조직의 손상이 현저히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세포 손상이 김

치 처리 그룹에서 현저히 감소함을 관찰하였다.

김치는 probiotic 유산균으로 발효되는 한국 전통 발효식품으로 항암, 항산화, 항비만 등의 다양한 건강기

능성을 가지는 것이 선행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특히 김치는 배추 및 부재료로부터 오는 다양한 식물화

합물 등의 활성 물질과 발효 그리고 김치 유산균에 의해 우수한 항암 기능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항암 기능

성은 대장 및 위 소화기관에서 여러 가지 in vitro 및 in vivo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그리고 김치가 가지

는 항암 기능성은 암세포의 apoptosis 및 염증 관련 유전자의 조절 등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

다. 이러한 기능성은 배추 및 부재료의 선택이나 제조 방법, 특히 소금 및 스타터 이용 등에 의해 더 증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김치에 사용되는 소금, 질산염 때문에 김치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김치를 잘 

조절하여 제조하면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소화기암 예방 식품으로 대두될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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