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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
문 ·
화 ·
발 ·

개요

효 ·

김치종주국의 위상 제고와 글로벌 김치문화 창진을 위해 김치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김치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기여

● 기능

01 김치에 관한 종합적 연구개발
· 김치종주국의 위상제고와 글로벌 김치문화 창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수행
· 김치의 원료, 제조공정, 미생물 및 발효, 저장·유통·포장, 위생·안전성 등 고품질 상품김치
생산 기술 개발
· 김치 우수성의 과학적 구명 연구

02 김치글로벌화를 위한 연구 및 사업
· 김치의 수출 촉진, 해외 현지화를 위한 전략 개발, 마케팅 지원 및 홍보
· 김치문화 창진을 위한 정보, 통계, 학술 및 문화자원의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구축·운영

03 김치 관련 응용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지원
· 김치산업(김치제조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융합·혁신기술 연구개발
· 김치산업 현장애로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중소기업 지원
· 주요 임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술정책 수립 지원 등

04

학

● 연구소 설립목적

과 ·

Summary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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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
문 ·
화 ·
발 ·

연혁

효 ·

김치연구의 메카로!
세계적인 발효식품연구기관으로!
도약을 위한 성장의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2008 10.14.

세계 최고 수준의 절임류(발효식품) 연구기관 육성 의결(국무회의)

2009 09.15.

세계김치연구소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입지 선정 보고(농림수산식품부)

12.23.

산업기술연구회 제132회 정기 이사회 설립 승인

2010 01.01.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공식 설립

02.10.

초대 소장 취임

03.10.

세계김치연구소 개소식(한국식품연구원 내)

2012 05.04.
10.31.
2013 01.01.
10.30.
2014 07.07.

06

김치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주 청사 준공 및 이전

미생물 유전자은행 구축
2대 소장 취임

LMO(유전자 변형 생물체) 2등급 연구시설 승인

학

글로벌 김치문화와 발효과학의 중심,
세계김치연구소

과 ·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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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Vision
글로벌 김치 발효과학 전문 연구기관

경영
목표

김치산업 고도화를 위한 미래 선도형 기술 확보

글로벌 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

추진
전략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쉽 강화

08

성과 및 복지 중심
경영을 통한
연구생산성 제고

조직도

Organization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식품연구원

(부설)세계김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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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요사업 연구실적
1 김치의 글로벌화를 위한 선도기술 개발
● 김치 유래 미생물의 바이오소재화 기술 개발
● 김치의 우수성 구명 및 생리대사 네트워크 조절기술 개발
● 김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위생 안전성 강화기술 개발

W i K i m Re p o r t 2 014 ~ 2 01 5

김 ·

김치 유래 미생물의 바이오소재화 기술 개발

치 ·

연구책임자 이종희 박사(leejonghee@wikim.re.kr) 연구기간 2014. 1. 1. ~ 2016. 12. 31.

문 ·
화 ·
발 ·

● 연구목표

효

·기능성 김치유래 미생물의 장내 균총 개선효과 및 장내 유익균 증가 탐색을 통한 장기능 개선 효과를 구명하고 김치의 기능적 우수성 입증

·

·김치미생물의 기능성 분석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산업화 소재의 탐색과 산업적 응용 기술을 개발함

과

·김치유래 미생물의 표준화된 제제가공 및 피부건강 관련 소재를 발굴 구명하여 김치미생물의산업적 활용도를 증대시킴

·
학

● 주요 연구내용
구분

세부 연구내용
·Probiotics특성 분석을 이용한 우수 김치미생물 선발

Omics tool을 이용한 김치 유래 미생물의
Probiotics 생산 기술 개발

·김치미생물의 장내 환경적응 메카니즘 분석
·Metagenome 기법을 이용한 김치미생물의 장내 미생물 개선 효능 분석
·김치미생물 최적 배양 기술 개발
·김치미생물 안정성 향상 기술 개발
·김치미생물의 산업 지표 발굴 및 분석 기술 확립

HTS (High-throughput Screening)-Omics
기법을 이용한 김치 유래 미생물의
산업화 소재 개발

·김치미생물 특성 대량 고속(HTS) 분석 기술 개발
·LC-MS를 이용한 김치미생물 유래 신규 기능성 지표 물질 발굴
·미생물 유래 소재의 최적 발현 조건 및 생산 조건 분석
·김치 미생물 유래 산업화 소재 개발
·김치미생물 배양약의 피부/미용 관련 효과 분석

김치 유래 미생물을 이용한
피부건강 제품 기술 개발

·세포주를 이용한 피부/미용기능성 분석 모델 확립
·동물 모델을 이용한 피부/미용기능성 분석 모델 확립
·김치미생물 배양액의 다양한 제제화 방안 마련
·제제화 효능 분석 및 독성 평가

● 주요 연구성과
·특허출원 4건 ·특허등록 2건 ·논문(비SCI) 1건 ·학술발표 9건 ·언론홍보 1건

파급효과
·김치미생물의 장내 환경적응 메카니즘 분석 구명
·Metagenome 기법을 이용한 김치미생물의 장내 미생물 개선 효능 분석을 이용한 김치미생물 우수성 구명
·김치미생물 유래 신규 기능성 지표 물질 발굴 및 산업적 소재 개발
·세포주를 이용한 피부/미용기능성 분석 모델 확립 및 김치미생물 기능성 소재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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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연구실적

김치의 우수성 구명 및 생리대사 네트워크 조절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최학종 박사(hjchoi@wikim.re.kr) 연구기간 2014. 1. 1. ~ 2016. 12. 31.

● 연구목표
김치로부터 생체 생리대사(면역, 심혈관계, 비만)활성을 조절하는 인자를 omics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발굴하고 이들의 대사조절 메커니즘을 구명함
으로써 생리대사에 있어서 김치의 유익성을 홍보하고, 더 나아가 생리대사 기능성 강화 김치 소재 개발을 통해 김치의 세계화 촉진 및 국민행복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구분

세부 연구내용
·오믹스 기법을 통해 다양한 원부재료를 사용한 김치로부터 면역활성조절 인자/점액성 면역항원 및

김치의 생체방어
네트워크 효과 구명

면역제어 유산균 탐색
·신규 면역활성조절 인자 및 점액성 면역항원의 구조 분석
·김치 유래 우수 면역활성조절 인자 및 면역항원의 선천성·후천성 면역 네트워크 조절효과 분석
·동물모델을 이용한 김치 유산균의 이식편대숙주질환(GVHD) 완화 효과 구명

김치가 심혈관계조절에
미치는 효과 구명

·나트륨의 섭취가 심혈관계 및 생체대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치의 나트륨 및 칼륨의 최적 비율 확립 및 효능 확인
·최적 나트륨 및 칼륨비 김치의 섭취가 인체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영양유전체학적 접근을 통한 비만 관련 발현 유전인자 발굴 및 검증
영양유전체학적 접근을
통한 김치와 비만
유전인자의 상호작용 연구

·영양유전체학적 접근을 통한 김치 유래 다양한 원부재료 및 소재로부터 비만 억제 효능 및 비만
관련 유전인자 조절 소재 탐색
·비만모델에서의 선발 소재의 비만 효능 및 비만 관련 유전인자 네트워크 조절능 확인
·선발 소재의 독성 및 안전성 평가
·비만 유전인자 조절용 기능성 소재 및 식품첨가 소재 개발

● 주요 연구성과
·특허출원 8건 ·논문(SCI(E)) 2건 ·논문(비SCI) 1건 ·학술발표 14건 ·언론홍보 1건 ·동물실험동 국가공인 자격 획득 4건

파급효과
·신규 면역항원에 의한 질병 예방·치료 효과 규명에 따른 치료제 개발의 기술 근거 마련
·김치의 건강 기능성 데이터 제시에 따른 김치의 세계화와 김치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김치의 나트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및 김치의 세계화에 기여
·김치 유래 비만 조절용 자원 확보(3건) 및 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 소재 개발
12

W i K i m Re p o r t 2 014 ~ 2 01 5

김 ·

김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위생 안전성 강화기술 개발

치 ·

연구책임자 김성현 박사(shkim@wikim.re.kr) 연구기간 2015. 1. 1. ~ 2019. 12. 31.

문 ·
화 ·

● 연구목표

발 ·

김치 제조의 단계별 위해요소 저감 및 안전성 강화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SOP를 제공함으로써 김치의 수출 확대와 더불어 국내 김치 소비 확대로

효

김치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함

·
과

● 주요 연구내용

·

구분

세부 연구내용

학

김치 제조 단계별 맞춤형
안전성 강화기술 개발

재배환경 및 발효유래 위해물질 탐색
및 생성방지 기술 개발

수입김치 안전성 평가 및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

김치 유래 위해요소 안전성 평가 및
바이러스 효과 구명

(융합) 노로바이러스 신속검출 기술의
김치 적용평가

·김치 원부재료 및 완제품의 위해요소 조사
·김치 제조 과정 중 유입 가능한 위해요소 조사
·김치 발효가 위해요소 잔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맞춤형 위해요소 신속검출법 개발 및 안전성 강화기술 개발
·제조공정별 맞춤형 SOP 제작 및 현장적용
·재배환경에 따른 위해물질의 이행률 분석
·김치 원료 다양화에 따른 위해요소 탐색 및 분석법 검증
·위해물질 동시분석법 확립 및 분석법 표준화
·위해물질 생성방지 및 저감화 기술 개발
·현장 적용을 통한 기술 최적화 및 실용화
·수입김치의 위해요소 조사
·국내 및 수입 김치의 화학적, 생물학적 특이성 조사
·원산지 판별을 위한 지표물질 선정
·김치 원부재료 적용 연구
·원산지 판별법의 실용화 및 적용 연구
·김치 유래 독성 후보 물질에 따른 시험법 확립
·위해요소 독성학적 검사 및 노출량 평가
·위해요소 관련 안전성 및 생체 내 거동 평가
·국내산 김치와 수입김치의 안전성 비교 평가
·새로운 위해요소의 안전성 평가
·김치 노로바이러스 오염방지 및 저감화 연구
- 물리 화학적 방법을 통한 오염방지와 저감화 연구
- 노로바이러스 생성방지 기술 개발

● 주요 연구성과
·논문(SCI) 1건 ·논문(비SCI) 2건 ·학술발표 11건 ·언론홍보 2건 ·기술개발 2건 ·대외활동 1건 ·전문가 초청 세미나 2건 ·전시회 1건

파급효과
·김치 원료 및 제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DB 구축 및 위생방안 확립
·김치의 위해요소 저감화 기술 개발을 통한 안전성 향상 기술 확보
·국내 유통 김치의 위해물질 모니터링 자료 확보 및 공개로 안전성 확인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한 김치의 소비 촉진
·식중독 발생 등 김치 유래 식품사고에 따른 국민적, 산업적, 사회적 비용 감소 방안 마련 및 예방법으로 활용
·김치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통한 김치산업 활성화
※ 김치 수출액 확대 : (2013년) 90백만불 → (2019년) 120백만불(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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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연구실적
2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
● 김치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원료종합처리시스템 구축
● 김치문화의 자원화 및 산업화 기술개발
●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중소김치업체 지원 사업

W i K i m Re p o r t 2 014 ~ 2 01 5

김 ·

김치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원료종합처리시스템 구축

치 ·

연구책임자 정영배 선임연구원(ybchung@wikim.re.kr) 연구기간 2013. 1. 1. ~ 2017. 12. 31.

문 ·
화 ·
발 ·

● 연구목표
김치원료의 수집, 저장 및 절임과 절임원료의 저장 및 공급 등 제반과정을 산지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김치원료의 수급 안정을

효

강화하고 김치원료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방안을 확립하고자 함

·
과
·

● 주요 연구내용

학

구분

세부 연구내용
·배추 저장시스템 개발

김치 절임원료
저장 / 유통시스템 개발

·김치 절임원료 저장 시스템 개발
·김치 절임원료 연중 공급시스템 개발
·김치 절임원료 유통시스템 개발
·김치 절임원료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김치원료 종합처리장 표준모델 개발
·김치 절임원료 생산기술 개발

김치원료 종합처리시스템 구축

·김치 절임원료 생산정보 시스템 개발
·김치 절임원료 품질관리 기술 개발
·김치원료 종합처리장 통합운영 및 보완
·배추 절임염수 재사용 기술 및 폐기물 탈염기술 개발

김치원료종합처리장 폐기물

·배추 폐기물의 사료화 기술 개발

처리기술 개발

·배추 폐기물의 퇴비화 기술 개발
·배추 폐기물 처리시스템 개발

김치원료 종합처리장 경제성 분석
및 운영전략 수립

(융합)김치원료 수급안정을 위한
KLM 시스템 구축

·김치원료 종합처리장 경제성 및 타당성 구명
·김치원료 종합처리장 최적 입지 및 규모 산정
·김치원료 종합처리시스템 확산 마스터플랜 수립
·KLM 시스템 기본기능 개발
·KLM 시스템 세부기능 개발 및 RM연계
·KLM 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 자동화 설비 연계

● 주요 연구성과
·특허출원 9건 ·논문(비SCI) 3건 ·학술발표 17건 ·언론홍보 4건 ·행사개최 3건 ·기술지원 1건 ·인프라구축 6건

파급효과
·김치 절임원료 저장기술 개발을 통한 원료수급 안정화
·절임배추의 품질표준화와 위생방안 확립을 통한 김치 산업 활성화
·김치 절임원료 유통시스템 개발을 통한 안정적 원료 공급체계 구축
·배추 부산물 처리시스템 확립을 통한 김치산업의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KLM(Kimchi Life-cycle Management)시스템 개발을 통한 김치산업 고도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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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연구실적

김치문화의 자원화 및 산업화 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최은옥 선임연구원(eochoi@wikim.re.kr) 연구기간 2013. 1. 1. ~ 2017. 12. 31.

● 연구목표
김치를 문화 자산으로 인식하고 자원화 하여 김치 문화 확산 및 김치 세계화를 촉진 시키고, 문화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김치제조업뿐 아니라
관련식품산업, 관광산업, 교육산업 등 연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 주요 연구내용
구분

세부 연구내용
·김치관련 기록물 분류 및 체계화
·김치관련 기록물 발굴

국내·외 김치문화원형 발굴 및 디지털화

·국내외 김치문화 현지 조사
·김치문화원형 디지털 가공
·김치에 대한 국내외 영상 인류학적 DB 구축

김치문화 산업화 기술 개발

·김치문화자원 활용 산업화 방안연구
·김치문화아카이브 서비스 전략 개발

김치문화 확산 지원 및

·해외 행사 지원 및 글로벌 김치 문화 확산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김치소비촉진을 위한 식문화 연구
·김치정보서비스시스템 운용

김치정보서비스시스템 운용 및 개선

·김치정보서비스시스템 웹접근성 개선 작업
·영문버전 콘텐츠 보완 및 오픈
·김치정보서비스시스템 콘텐츠 제작

● 주요 연구성과
·논문(SCI) 1건 ·논문(비SCI) 2건 ·학술발표 3건 ·언론홍보 165건 ·지식재산권 37건(도서 6건, 멀티미디어콘텐츠 31건) ·행사개최 7건
·정책자료 1건 ·교육 13건 · 콘텐츠 및 기술정보 지원 60건 ·기타 저작물 활용 1,211건

파급효과
·김치문화원형 발굴 및 체계화를 통한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
·문화산업과 식품산업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 김치 상품 개발 및 외국산 김치와의 차별화
·김치문화 자원을 활용한 김치 문화서비스 상품 개발
·김치문화 확산을 통한 김치 세계화 촉진 및 김치소비인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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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 K i m Re p o r t 2 014 ~ 2 01 5

김 ·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중소김치업체 지원 사업

치 ·

연구책임자 김태운 박사(korkimchiman@wikim.re.kr) 연구기간 2014. 1. 1. ~ 2016. 12. 31.

문 ·
화 ·
발 ·

● 연구목표

효

중소김치업체 맞춤형 지원을 통해 김치산업이 수출과 일자리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경쟁력 강화 실현

·
과
·
학

● 주요 연구내용
구분

중소김치업체 위생안전성 강화
및 맞춤형 지원 사업

세부 연구내용
· 영세형 김치업체 HACCP 인증 취득 지원
· 중소·중견 김치업체 품질관리를 위한 분석 지원
· 실험 및 분석 장비 교육 지원

· 수출현장 애로 컨설팅 지원
· 김치수출국 소비확대를 위한 해외행사 지원
중소김치업체 활성화를 위한
수출 및 지식 지원 사업

· 현장 애로 수요조사
· 지식정보 DB화 및 지식 공유
· 김치산업 네트워크 구축
· 김치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중소김치업체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경로 분석 및 진입전략 개발

중소김치업체 현장 수요 기술
연구 및 지원 사업

· 현장수요기술 연구
· 현장 애로 기술·컨설팅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제품 품질 평가 지원

● 주요 연구성과
·특허출원 2건 ·언론홍보 13건 ·저작권 6건 ·프로그램개발 4건 ·수출국 다변화업체 수 4건 ·수출 컨설팅 연구개발 지원 12건
·기술이전 2건 ·애로사항지원 211건

파급효과
·김치 수출업체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맞춤형 지식·기술 지원을 통한 김치산업 활성화
·김치전문가 양성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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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연구실적
3 김치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
● 중소· 중견김치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종균 산업화기술 개발
● 김치종균 대량생산기술 및 중소기업형 공급시스템 개발
● 중소기업형 고품질 DIY 김치세트 생산기술 개발
● 김치의 품질표준화 및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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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연구실적

중소·중견 김치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종균 산업화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장지윤 박사(jychang@wikim.re.kr) 연구기간 2013. 1. 1. ~ 2017. 12. 31.

● 연구목표
김치발효가 자연발효에서 미생물 첨가에 따른 발효조절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우수 김치유산균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김치 종균으로 개발하여
연구 환경이 열악한 중소 김치업체에 보급함으로써 김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와 더불어 우수 김치유산균을 의약품, 식품, 화장품, 환경 등
기반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생물 소재로 응용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구분

세부 연구내용

김치 유래 미생물유전자은행
구축 및 운영

·김치 유래 미생물 자원 확보 발굴 및 군집특성 분석
- 지역별, 종류별 김치에서의 미생물 분리 및 동정
- 김치 발효과정에 따른 군집변화 특성 구명
· 미생물유전자은행(MGB) 설립 기반 구축
- 김치미생물 장기보존 및 관리체계 구축
- 미생물 유전자 분양시스템(온라인/오프라인) 구축

우수 김치종균 및 종균을
이용한 김치 발효공정 개발

· 김치 유래 유산균의 종균 특성 및 기능성 분석
- 기능성균주 개발 및 특성 분석
- 균주 특성 및 기능성에 따른 미생물 분류 및 database 구축
- 김치품질 향상 균주(관능적, 품질유지기한 연장, 위생성 향상 등) 균주 개발
- 김치종균의 식품적용에 따른 안전성 평가
· 종균김치 제조공정 최적화 기술 개발
- 최적균주조합 및 첨가량 설정
- 김치종균 활성화 기술 개발
- 첨가종균 모니터링 기술개발
· 김치종균 발효적합성 평가
- 종균첨가 김치 발효 특성 분석

산업체 적용기술 개발

· 중소김치업체 현장 적용 기술 개발
- Pilot scale에서의 종균 적용
- 시제품 생산을 통한 검증
· 원부재료 미생물 저감화 기술 개발
- Hurdle technology를 이용한 김치 원부재료의 미생물 저감화 기술 개발

● 주요 연구성과
·특허출원 1건 ·논문(SCI) 2건 ·논문(비SCI) 3건 ·학술발표 6건 ·교육지도 2건

파급효과
·다양한 김치시료로부터 우수 김치미생물 분리·동정 및 미생물 자원 확보
·김치발효과정에 따른 미생물군집 비교분석을 통한 김치발효 품질지표 미생물 구명
·특성별 김치종균 개발 및 이를 이용한 김치발효조절 기술 개발
·김치종균의 산업체 적용기술 개발을 통한 김치산업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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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 K i m Re p o r t 2 014 ~ 2 01 5

김 ·

김치종균 대량생산기술 및 중소기업형 공급시스템 개발

치 ·

연구책임자 박해웅 박사(haewoong@wikim.re.kr) 연구기간 2015. 1. 1. ~ 2019. 12. 31.

문 ·
화 ·
발 ·

● 연구목표
김치미생물 대량생산기술 및 공급시스템 개발을 통해 우수한 김치종균이 중소 김치제조업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효

김치산업 활성화 및 김치미생물 산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
과
·
학

● 주요 연구내용
구분

현장 수요에 따른
김치종균
대량생산체계 구축

김치미생물 활성유지
제형화 기술 개발

김치미생물 이용기술 개발

세부 연구내용

·균주별 최적배지조합 연구
- 우수 균주별 산업화 배지 선별, 가격 및 균체수율 경쟁력 확보
·고농도 발효방법 연구
- 균주별 고농도 균체생산법 개발
·실험공장 규모의 스케일 업 연구
- 상품김치생산량 5% 종균생산시스템 개발
·발효 후 공정 수립
- 효율적 균체회수 및 농축 공정 수립

·저장기간별 및 제제형태별 생존율 증진 기술 개발
- 용도별 보호제 개발 또는 보호제 조합비 결정
·현장 편의형 제품화기술 개발
- 제형별 안정성 극대화 포장기술 개발

·김치미생물 농업적 활용방안 개발
- 김치미생물 기반 생물방제활성 검정
- 김치미생물 생산부산물 활용법 개발

● 주요 연구성과
· 논문(SCI) 1건 · 학술발표 5건

파급효과
·김치미생물 생산최적화를 통한 산업적 생산시스템의 확립
·김치종균 공급기반 구축으로 인한 김치산업 활성화 및 김치품질향상
·김치미생물자원 고부가가치화
·김치미생물 유전자원 활용 관련 산·학·연 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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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형 고품질 DIY 김치세트 생산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서혜영 박사(hyseo@wikim.re.kr) 연구기간 2014. 1. 1. ~ 2016.12.31.

● 연구목표
맛과 위생, 건강에 관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 DIY김치세트 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식품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Na-K 균형화 절임기술 : Na/K 비율 <1.0
· 양념 생산 기술 : 염도 <2.0%
· DIY김치세트 품질유지기술 : 품질유지기한 >30일

● 주요 연구내용
구분

DIY김치세트용 절임원료 생산을 위한
Na-K 균형화 절임기술 개발

세부 연구내용

·김치원료의 Na-K 균형화 절임기술 개발
·Na-K 균형 절임원료의 품질유지기술 개발
·고품질 Na-K 균형 절임원료의 대량 생산기술 개발

·DIY김치세트용 양념 조성 확립 및 생산기술 개발
DIY김치세트용 양념 생산기술 개발

·DIY김치세트용 양념 베이스 품질유지 기술 개발
·DIY김치세트용 양념 제품 다양화

·표준 DIY김치세트 모델을 활용한 포장 기법 개발
DIY김치세트용 유통·포장 기술 개발

·DIY김치세트의 유통·포장 기술 개발
·DIY김치세트의 유통·포장 조건 확립 및 상품화 기술 개발

● 주요 연구성과
·특허출원 8건 ·특허등록 1건 ·논문(SCI) 1건 ·논문(비SCI) 3건 ·학술발표 13건 ·언론홍보 5건 ·교육지도 2건
·심포지엄 개최 2건 ·기술정보제공 18건

파급효과
·고품질 DIY김치세트 개발을 통한 김치산업의 신규시장 창출
·Na-K이 균형화된 고품질 김치 생산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고품질 DIY김치세트 생산기술 보급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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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 K i m Re p o r t 2 014 ~ 2 01 5

김 ·

김치의 품질 표준화 및 고부가가치화 기술 개발

치 ·

연구책임자 이미애 박사(leemae@wikim.re.kr) 연구기간 2012. 1. 1. ~ 2016. 12. 31.

문 ·
화 ·
발 ·

● 연구목표

효

김치의 고품질화와 김치업체의 니즈 부응 및 김치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김치의 품질 표준화 및 고부가가치화 기술을

·

개발하고자 함

과
·
학

● 주요 연구내용
구분

세부 연구내용
·김치맛에 영향을 주는 원부재료의 맛 지표물질 구명

김치의 품질 표준화

·김치 발효단계별 맛성분 변화 구명
·표준화된 김치 개발을 위한 품질 저하원인 구명
·현장 맞춤형 품질표준화 SOP개발

고부가가치화 김치 응용제품 개발

·김치를 이용한 건조가공제품 개발
·김치를 이용한 간편소스 및 천연조미료 개발

·외국인과 청소년 대상 김치에 대한 기호도 조사
김치소비 확산을 위한 맞춤형 김치 개발

·식생활과 김치 소비패턴과의 상관관계 도출
·외국인과 청소년을 위한 김치 개발

● 주요 연구성과
·특허출원 5건 ·특허등록 1건 ·학술발표 15건 ·기술지원 13건 ·교육지도 3건 ·정책지원 1건 ·발간자료 1건

파급효과
·새로운 김치와 김치원료의 품질규격에 대한 정책자료 제시
·다양한 소비자 기호도 반영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추구
·소비자 취향에 부응하는 다양한 제품의 개발 및 유통 실현
·김치의 다양화로 김치시장 활성화 및 새로운 수요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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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연구실적
4 김치산업 융합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 김치 제조업과 연관 산업의 융합 마스터플랜 수립

W i K i m Re p o r t 2 014 ~ 2 01 5

김 ·

김치 제조업과 연관 산업의 융합 마스터플랜 수립

치 ·

연구책임자 김재환 선임연구원(jhkim74@wikim.re.kr) 연구기간 2014. 1. 1. ~ 2016. 12. 31.

문 ·
화 ·
발 ·
효

● 연구목표

·
과

·김치제조업체와 전·후방 연관산업, 파생산업을 포함하는 “김치산업” 개념 정립 및 이론적, 실증적 기반 구축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융합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학

● 주요 연구내용
구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세부 연구내용
·김치시장 수급구조 분석

김치산업 수급분석 및

·김치 외 발효식품산업 정보 조사

산업부문 간 연관분석

·김치세계화지수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김치 등 발효식품산업의 기술현황 분석

융합연구 기획

·김치산업의 융합발전 과제 도출 및 기획

·김치산업(김치제조업 및 연관산업, 파생산업)의 발전방향 정립
융합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김치산업론(김치제조업 및 연관산업) 개념 정립 및 이론 구축
·김치산업 융합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 주요 연구성과
·논문(비SCI) 2건 ·저작권 2건 ·언론홍보 3건 ·언론보도 44건 ·피인용지수 7 ·심포지엄 개최 1건 ·협의회 개최 6건

파급효과
·“김치산업”의 개념 재정립 및 연구 영역 확장, 산·학·연·관 협동연구 확대
·융복합 과제를 도출하여 신산업 창출 및 김치산업의 균형적 발전 도모
·김치산업을 식품산업에서 복합산업으로의 인식 전환 발판 마련
·김치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통계량을 공포함으로써, 우리 연구소의 연구개발정책, 정부의 김치제조업 지원 대책 및 김치소비 증진
대책 등의 효과적인 개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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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수탁사업 연구실적
1 기초연구
● 수출용 김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아플라톡신 오염 방지 기술 개발
● 삼채식이소재의 대사증후군예방 효과 및 기전에 관한 연구
● 급속해동기를 이용한 냉동육의 해동기술 연구

W i K i m Re p o r t 2 014 ~ 2 01 5

김 ·

수출용 김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아플라톡신 오염 방지 기술 개발

치 ·

연구책임자 서혜영 박사(hyseo@wikim.re.kr) 연구기간 2012. 8. 8. ~ 2014. 8. 7.

문 ·
화 ·
발 ·
효

● 연구목표

·

수출용 김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용 김치의 원부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총 아플라톡신 오염 현황을 조사하고 오염 원인을 파악하여

과

김치 제품 중 아플라톡신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
학

● 주요 연구내용
세부 연구내용

·김치류 중 아플라톡신 분석법 확립
·수출용 김치의 원부재료 및 완제품 중 아플라톡신의 계절별 오염 현황 조사
·수출용 김치의 원부재료 및 완제품 중 아플라톡신 오염 원인 규명
·수출용 김치의 원부재료 및 완제품 중 아플라톡신 오염 방지 기술 개발
·수출용 김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아플라톡신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수출용 김치의 품질 보증을 위한 국가 품질안전인증제(안) 마련

● 주요 연구성과
·특허출원 1건 ·논문(비SCI) 1건 ·학술발표 5건 ·언론홍보 6건 ·수출용 김치 제조 매뉴얼 발간 1건 ·교육 및 지도활동 3건

파급효과
·한국산 김치의 아플라톡신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국내 김치산업 보호
·김치의 품질경쟁력 제고로 김치 시장 활성화 및 국제 시장으로의 수출 증대
·수출용 김치 중 아플라톡신 오염방지 기술 보급을 통한 김치업체의 안전관리 능력 확보
·아플라톡신에 대한 김치의 안전성 홍보자료로 활용
·식품(김치류) 중 곰팡이 독소 정책수립 및 기준설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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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채식이소재의 대사증후군예방 효과 및 기전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김현주 박사(hjkim@wikim.re.kr) 연구기간 2014. 1. 1. ~ 2016. 12. 31.

● 연구목표
·수입 및 국내 생산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삼채의 생리활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 확보가 필요하며, 수출 및 농가의 소득 증대 방안을 위한 제품
개발 전략이 요구됨
·삼채는 성분 분석에 관한 일부 연구만 이루어져 있고, 생리활성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음. 따라서 그 함유물질에 의한 기능성을
추정에 근거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리활성 기능 및 기전 구명을 통한 과학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삼채의 다양한 생리활성 구명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소재 및 가공식품 개발 연구가 필요함

● 주요 연구내용
구분
삼채식이소재 추출물 제조 및
당뇨 동물실험
혈액의 생화학적 분석

세부 연구내용
·삼채식이소재 열수추출물 제조 및 당뇨(db/db) 동물 모델에 삼채식이소재 8주간 경구투여
·혈액의 glucose, TC, TG, LDL-C, HDL-C, AST, ALT, BUN, Cr, ROS 측정

대사성질환 관련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 분석

·당질대사(G6pase, GCKR, GK, PCK) 및 지질대사(ACC, FAS, SREBP-1) 관련 단백질 발현 측정

산화스트레스 및 항산화관련
유전자 발현 분석

·염증관련 Cytokine(IL-6, IL-1β, TNF-α), iNOS 및 COX-2, p-ikB, NF-kB, 항산화관련
(Catalase, SOD, Gpx, HO-1, Nrf2), 산화스트레스관련(ERK, JNK, p38, c-fos, c-jun) 단백질
발현 측정

조직의 면역학적 염색 분석

· 췌장 및 간조직의 insulin, Nrf2 분석

● 주요 연구성과
·정성적 성과
- 삼채 증포숙성 및 발효소재(11종)의 열수추출물 제조
- 췌장 β-세포(HIT-15), 지방세포(3T3-L1), 대식세포(RAW264.7) 배양 및 적정농도(삼채추출물 50-500㎍/㎖) 선정
- 인슐린 측정, 지방 축적(ORO) 및 지방분해관련 유전자 발현 측정
- Cytokine(IL-6, IL-1β, TNF-α), iNOS 및 COX-2 단백질 발현 측정
- 산화스트레스 (ROS 측정) 및 항산화관련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 분석
·정량적 성과
- 논문(비SCI) 1건, 특허출원 3건, 학술발표 3건

파급효과
·삼채의 생리활성 및 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 구축
·생리활성이 우수한 삼채의 건강기능식품 소재 및 제품화 지원
·우리나라 농산물의 국내 소비 및 수출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
·삼채의 생리활성에 대한 과학적 구명 및 바른 홍보를 통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생리활성 우수한 삼채의 활용성 제고로 우리 농산물의 차별화 및 우수성 구명
·삼채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가 및 식품업체의 소득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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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급속해동기를 이용한 냉동육의 해동기술 연구

치 ·

연구책임자 천호현 박사(hhchun@wikim.re.kr) 연구기간 2015. 1. 1. ~ 2017. 12. 31.

문 ·
화 ·
발 ·

● 연구목표
산업용 급속해동기 상용화 모델 개발을 통해 농식품산업에 새로운 해동기술을 보급하고자 함

효
·
과
·
학

● 주요 연구내용
구분
산업적으로 활용중인
해동기의 종류 조사
급속 동결 및 해동성능 분석
산업적으로 활용중인
해동기의 경제성 분석

세부 연구내용
·국내외 상용 해동기 규격 및 성능 조사

·해동기를 이용한 선정된 냉동육의 해동 후 품질변화 분석

·편익-비용분석, 손익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활용중인 해동기의 경제성 분석

개발된 전자파 급속해동기의
성능평가

·개발된 radio frequency 급속해동기를 이용한 선정된 냉동육 (우육, 돈육, 및 계육)의 해동 후
품질 분석

개발된 전자파 해동기의 목표
성능별 경제성 분석

·개발된 해동기의 내구기간 동안 목표 성능별로 가동비용과 편익 비율 산출,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에
기초하여 경제성 분석

현장에 설치된 전자파 급속해동기의
성능평가

·해동 처리비용 및 처리용량, 전력 사용량, 기계적 성능, 식품(육류) 적용연구

● 주요 연구성과
·정성적 성과
- Radio frequency (RF) heating을 이용한 냉동육의 급속·균일해동
- RF 해동기술 적용에 따른 해동 중 냉동육의 품질변화 최소화
·정량적 성과
- 논문(비SCI) 2건, 학술발표 2건

파급효과
·RF 특성을 해동기술에 확장하여 발전시키면 현행의 완만 해동보다 진보된 국내 냉동 및 해동기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냉동·해동 가공식품산업체에 RF 급속해동기 보급으로 인한 식품 품질향상으로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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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용연구
● 김치 이취성분 탈취물질 발굴 및 친환경 비천공 필름의 김치 적용 최적화 연구

W i K i m Re p o r t 2 014 ~ 2 01 5

김 ·

김치 이취성분 탈취물질 발굴 및 친환경 비천공 필름의 김치 적용 최적화 연구

치 ·

연구책임자 유승란 박사(sryoo@wikim.re.kr) 연구기간 2014. 8. 1. ~ 2017. 7. 31.

문 ·
화 ·
발 ·
효
·

● 연구목표

과

김치 포장의 팽창과 이취 방지를 위해 비천공 레이저 가공 기술과 비석유계 천연 탈취 소재를 적용한 친환경 김치 포장 필름의 개발 및 상용화

·
학

● 주요 연구내용
세부 연구내용

·기존 무 가공 필름의 김치 포장재 적용 김치 발효에 따른 김치 포장재 내의 대기 조성 및 압력 변화 연구
·비천공 레이저 가공 필름으로 포장된 김치의 발효 패턴 연구
·탈취제 연구에 필요한 김치 고유 냄새의 구성 성분 파악 및 정량화 연구
·다양한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김치냄새 탈취 성분 물질 발굴
·탈취제 적용 소재의 냄새 중화도 측정 연구
·비석유계 천연물질 무 가공 필름의 김치 포장재 적용 김치 발효 특성 연구

● 주요 연구성과
·특허출원 1건 ·학술발표 3건

파급효과
·포장 김치의 유통과정 중 포장재 팽창에 의한 파손 등을 예방하고, 김치 냄새의 배출을 막을 수 있는 다기능 완제품 포장재를 제공 및 산업화
실현을 통해 포장 김치 산업 발전 및 관련 기업 이익창출 효과 기대
·비천공 숨 쉬는 필름 개발로 포장재의 새로운 기능성 원료로 상품화 할 수 있으며, 김치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포장, 기타 발효 식품의
포장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로 기대
·고급화된 가스 배출 기능 및 비석유계 천연물질 함유와 탈취 기능이 접목된 완제품 포장재로 즉시 적용 가능한 수준의 물성과 품질 특성을
유지할 수 있어 시장 진입이 가능한 포장재 완제품으로 산업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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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연구
● 전자코를 이용한 김치 품질관리 기술 개발
● 김치소스 생산 공정 및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 노로바이러스 신속검출 기술의 김치적용 평가
● 토양 방선균 유래 천연물 제초제 대량 생산 기술 개발
● 살선충 미생물의 대량증식기술 개발
● 종가 소장 조리서의 역주 및 조리과학적 해석
● 핵과류 주요 병해충 방제용 길항 미생물의 산업화 생산 공정 개발
● 김치 및 김치 유래 유산균의 소화기 질병 원인균에 대한 향균 효과 규명 및 천연 향균 제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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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코를 이용한 김치 품질관리 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김성현 박사(shkim@wikim.re.kr) 연구기간 2013. 7. 16. ~ 2015. 7. 15.

● 연구목표
김치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산 보급형 전자코 성능 평가 및 시료 전처리 방법의 최적화와 김치 저장기간의 변화에 따른 성분의
변화를 관찰하여 발효숙성 정도 예측을 통한 품질 최적화 및 지표를 선정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구분

세부 연구내용

·전자코 성능 비교 평가 및 최적화를 위한 시료 전처리 방법 비교 분석
김치 시료 전처리 방법의

(Headspace법, Dynamic Headspace법, Solod Phase Micro-Extraction법)

최적화 및 품질 지표 선정

·김치 저장기간에 따른 향기성분의 변화를 GC/MS와 비교 분석(냄새 품질관리)
·국내 보급형 전자코와 외산 고가형 전자코의 성능 비교 평가

현장 Test-bed를 통한
성능 검증 및 최적화

·패널 훈련을 통한 관능평가와 전자코 상관관계 비교 연구
·김치의 전체적인 제조과정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관리 체계 구축
·김치생산 업체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현장 test-bed 구축 및 성능평가

● 주요 연구성과
· 논문(비SCI(E)) 1건 ·학술발표 3건 ·센서형 전자코 개발 ·교육 및 지도활동 1건

파급효과
·김치 제조공정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김치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
·국내 보급형 전자코 개발을 통한 김치공장의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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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김치소스 생산 공정 및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치 ·

연구책임자 한응수 박사(hanakimchi@wikim.re.kr) 연구기간 2013. 12. 24. ~ 2015. 12. 24.

문 ·
화 ·
발 ·
효
·

● 연구목표

과

·고유의 향미조절이 가능한 김치기반의 다양한 소스류 6종 이상 개발

·
학

- 김치소스 4종, 김치양념 2종 이상 개발
·세계인의 미각에 조화될 수 있는 김치맛의 혁신적인 생산공정 개발
- 김치소스용 김치 생산공정 수립 및 품질관리 시스템 확립

● 주요 연구내용
구분

세부 연구내용

·김치소스 품질관리 기법 연구
김치소스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김치소스의 품질관리 기준 개발
·김치소스 6종의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김치소스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

·다양한 김치소스 6종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

● 주요 연구성과
·특허출원 1건 ·김치소스 12종 개발

파급효과
·세계 5대 주요 식품에 맞는 김치소스 6종 이상 제품 개발로 김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고객 특성에 적합한 세계 지역별 다소비 식품류에 김치소스를 이용한 조리법 개발 및 제시
·해외 식품전시회에서 개발된 김치소스를 활용한 요리 적용 레시피로 시식 및 해외 홍보
·김치소스 제품 6종을 참여기업에서 직접 생산 및 수출사업화
·현지인의 주식에 맞는 김치소스 수출로 김치의 세계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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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신속검출 기술의 김치적용 평가
연구책임자 김성현 박사(shkim@wikim.re.kr)

연구기간 2014. 12. 18. ~ 2015. 12. 17.

● 연구목표
·노로바이러스 고속 농축 및 검출을 이용한 김치 적용여부 검토
·감마선 조사 및 초고압 처리에 따른 김치의 품질특성 변화를 확인하여 노로바이러스를 저감화 할 수 있는 조건 탐색
·일반김치와 저염김치의 저장기간에 따른 노로바이러스의 저감화 효과 및 품질특성 변화 확인

● 주요 연구내용
구분

노로바이러스 고속추출 및

세부 연구내용

·신속검출 기술을 이용한 김치 적용 여부 검토

검출 장치를 이용한

·시판김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도 분석 및 모니터링

김치 적용여부 검토

·신속검출 기술의 김치 제조업체 현장 적용여부 검토

● 주요 연구성과
·검출시간 3시간 단축
·학술대회 홍보부스 운영 1회

파급효과
·검출기술은 보급화를 통해 향후 김치 위생안전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
·김치 내에서 노로바이러스를 신속 검출이 가능하여 김치의 위생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임
·감마선 조사 및 초고압 처리기술을 이용하여 김치 제품에 노로바이러스의 저감화 효과와 함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김치 제조업체에 홍보를 개시
·식품 산업 전반에 보다 안전한 제품 공급을 위한 연구를 진행 할 수 있는 계기
·식품 유통망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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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토양 방선균 유래 천연물 제초제 대량 생산 기술 개발

치 ·

연구책임자 박해웅 박사(haewoong@wikim.re.kr)

연구기간 2013. 12. 10. ~ 2015. 12. 9.

문 ·
화 ·
발 ·

● 연구목표

효

토양 방선균 유래 대사체 기반의 친환경 천연물 제초제 상업화를 위한 실용화 기술 개발

·
과
·

● 주요 연구내용

학

구분

제초 활성 Streptomyces
scopuliridis M40 균주 배양의
물리화학적 조건 확립

항세균활성 물질
대량생산 공정도 확립

세부 연구내용

·최적배지조합 연구
- 가격 및 균체수율 경쟁력 기반 산업화 배지 선발
- 탄소원/질소원 비율 결정
·5 L 생물발효기 수준 배양조건 최적화
- 배양 중 온도, pH, 교반속도 및 점도 등의 물리적 환경에 따른 제초활성물질(herbicidin A) 생산성 검정
- 발효인자 도출 및 상관관계 분석
- 균사형태에 따른 herbicidin A 생산성 상관관계 규명 및 최적형태 유도 배양조건 확립
- Herbicidin A 고농도 생산법 확립
·500 L pilot 수준 대량 발효공정 개발
- 스케일 업 인자 탐색
- 스케일 업 인자 적용

● 주요 연구성과
· 정성적 성과
- S. scopuliridis M40기반 제초활성물질 생산성 향상 인자 및 고농도 발효전략 개발
- 제초활성물질 생산극대화 형태적 특징 및 배양전략 수립
- 제초활성물질 대량생산을 위한 스케일 업 조건 확립 및 50 L, 500 L pilot 순차적 적용
· 정량적 성과
- 학술발표 1건

파급효과
·대량 생산 공정도 확립으로 친환경 작물보호제 생산에 관한 경제성 확보 및 신소재 창출 핵심기반 기술의 축적 및 향상
·선진 다국적 기업에 의하여 독과점 되어 있는 신규 작물보호소재의 순수 국내 기술에 의한 자체 개발 능력 확보
·천연물 제초제 개발 시 1,000억원/년의 매출효과 기대
·천연물 유래 천연 제초제 개발을 통한 글로벌 제초제 시장 진출로 국익 창출에 기여
·농약 원제 수입 대체효과 및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BRICS 농약시장에 주도적 진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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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선충 미생물의 대량증식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박해웅 박사(haewoong@wikim.re.kr) 연구기간 2014. 2. 1. ~ 2016. 12. 31.

● 연구목표
살선충 미생물 배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확립 및 살선충 유효물질의 pilot 수준 대량생산공정도 개발

● 주요 연구내용
구분

세부 연구내용

·균주별 최적배지조합 연구
살선충활성 균주 배양의

- 가격 및 균체수율 경쟁력 기반 산업화 배지 선발

물리화학적 조건 확립
(Aspergillus niger F22 &

- 탄소원/질소원 비율 결정
·5 L 생물발효기 수준 배양조건 최적화

Myrothecium roridum )

- 배양 중 온도, pH, 교반속도 및 점도 등의 물리적 환경에 따른 살선충활성 물질(oxalate/roridin) 생산성 검정
- 발효인자 도출 및 상관관계 분석

항세균활성 물질 대량생산

·500 L pilot 수준 대량 발효공정 개발

공정도 확립

- 스케일 업 인자 탐색
- 스케일 업 인자 적용

● 주요 연구성과
·정성적 성과
- A. niger F22 및 Myrothecium roridum 기반 살선충활성물질 생산성 향상 인자 분석
- 살선충활성물질 생산극대화 형태적 특징 및 배양전략 수립
- 살선충활성물질 대량생산을 위한 스케일 업 조건 확립 및 50 L, 500 L pilot 순차적 적용
- 살선충물질 고농도 생산전략 개발
- 단위시간당 살선충물질 생산성 개선
- A. niger F22 균주의 실험공장(pilot scale) 규모의 스케일 업 공정 개발
·정량적 성과
- 논문(비SCI) 2건, 학술발표 6건

파급효과
·친환경 김치원부재료 안정적 수급방안 구축
- 고품질 김치제조에 필수적인 배추원료의 뿌리혹선충병 방제기술 개발로 친환경 여름 및 가을배추 생산성 10% 이상 증가
·살선충활성물질 산업적 생산공정도 개발
- 대량발효공정 개발을 통하여 농업분야에서 진정한 생물공정 기술 도입 및 이를 통한 글로벌 친환경 작물보호제 개발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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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종가 소장 조리서의 역주 및 조리과학적 해석

치 ·

연구책임자 박채린 박사(cherrypark@wikim.re.kr) 연구기간 2014. 2. 1. ~ 2016. 12. 31.

문 ·
화 ·
발 ·

● 연구목표

효
·

·한식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우리 음식 원형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고조리서의 발굴과 현대적 해석 작업이 지속적으로 요구

과

되고 있음

·

·동일 시대의 고조리서간 비교 고찰을 통해 과거 음식의 조리과학적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통 조리기술의 유용한 측면을 계승하고

학

발전시킬 수 있는 현대적 활용이 절실히 필요함

● 주요 연구내용
세부 연구내용
·종가 조리서 2종의 원문 확보
·원문 이미지 파일화 및 전문(全文) 옛 한글화
·편찬 시기 조사 및 해제 작업
·내용 분석 및 조리과학적 특이성 규명
·원문 이미지・텍스트, 현대어 풀이 디지털콘텐츠화

● 주요 연구성과
·정성적 성과
- 종가 소장 미공개 조리서의 소개 및 가치 발굴
: 조리서 2종(신창 맹씨 / 은진 송씨 가문) 원문 이미지 파일화 및 텍스트 입력 작업
: 총 52가지 음식 항목의 조리과학적 역주
: 원문 이미지・텍스트, 현대어 풀이의 디지털파일화 작업
: 전통적 조리기술의 유용한 측면의 계승을 통해 한국 조리사 연구에 기여
·정량적 성과
- 논문(비SCI) 1건, 학술발표 1건, 영농활용 기관제출 1건

파급효과
·조선 중기 반가 음식의 기록 자산 확보
·현대 조리과학에 근거한 역주작업을 통해 전통음식의 조리과학적 특징 규명의 기초 마련
·조리서 소장 지역(충남 아산시, 대전광역시)의 전통문화 관광 자원과 결합하여 부가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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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류 주요 병해충 방제용 길항 미생물의 산업화 생산 공정 개발
연구책임자 박해웅 박사(haewoong@wikim.re.kr) 연구기간 2015. 8. 14. ~ 2018. 8. 13.

● 연구목표
핵과류에 발생하는 세균성구멍병을 효과적으로 방제하는 길항미생물의 산업적 생산공정을 개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구분

세부 연구내용

·균주별 최적배지조합 연구
- 가격 및 균체수율 경쟁력 기반 산업화 배지 선발
세균성구멍병 방제 활성

Bacillus velezensis G341

- 탄소원/질소원 비율 결정
·5 L 생물발효기 수준 배양조건 최적화

균주 배양의 물리화학적

- 배양 중 온도, pH, 교반속도 및 점도 등의 물리적 환경에 따른 항세균활성 물질(difficidin & oxydifficidin)

조건 확립

생산성 검정
- 발효인자 도출 및 상관관계 분석
- 항세균물질 고농도 생산법 확립

살선충활성 물질 대량생산

·500 L pilot 수준 대량 발효공정 개발

공정도 확립

- 스케일 업 인자 탐색
- 스케일 업 인자 적용

● 주요 연구성과
·B. velezensis G341 기반 항세균물질 고농도 생산조건 확립
- TSB 배지 기반 방제활성 대비 최소 200% 이상 증가

파급효과
·난방제 핵과류 세균성구멍병 및 진딧물 방제용 유기농업자재 상품화
·고품질 친환경 핵과류 농산물 생산 및 농민 소득 제고
·글로벌 제품 개발 및 제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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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김치 및 김치 유래 유산균의 소화기 질병 원인균에 대한 향균 효과 규명 및 천연 향균 제재 개발

치 ·

연구책임자 최학종 박사(hjchoi@wikim.re.kr) 연구기간 2014.11.28.~2016.11.27.

문 ·
화 ·
발 ·

● 연구목표

효
·

김치 및 김치 유래 유산균의 소화기 질병 원인균(장출혈 대장균, 헬리코박터균, 살모넬라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에 대한 항균효과를 규명함으로써

과

김치 및 유산균 섭취에 따른 소화기 감염 질환 예방 효과를 입증하고 이를 상품화하여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자 함

·
학

● 주요 연구내용
구분

세부 연구내용

표준김치/발효기간별

·표준김치/발효기간별 김치(초기, 적숙기, 과숙기)추출물을 시료로 하여 소화기 질병 원인균인 장출혈 대장균

김치의 항균 효능 규명

(E. coli O157:H7), Helicobacter pylori, Salmonella Typhmurium 및 Bacillus cereus 에 대한 항균활성 검증

김치 유래 유산균의

in vitro 항균 효능 검증

·세계김치연구소 보유 8,000 여종 유산균을 이용하여 내산성, 내담즙성, 장상피세포 부착능 등의 probiotics
특성을 검증/선발하고 선발 균주의 16S r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동정

● 주요 연구성과
·인력양성 3건 ·학술회의 발표 1건

파급효과
·한국인에게 최적화 된 유산균 제품 개발 경험을 토대로 당뇨, 비만 등 국내 성인병 예방을 위한 대사기능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천연항균 및 항바이러스 소재의 발굴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김치 유래 유산균을 활용한 항바이러스 효과 구명 및 유용 미생물
발굴은 시장에 새로운 소재로서 제품개발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선진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항바이러스제의 개발 및 산업화에 있어 국내 자체 기술력으로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수입대체 또는 기술력
수출을 할 수 있게 됨으로서 경제적 측면에서 기여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전통적으로 발효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국민 불안 감소 및 김치를 포함한 발효식품의 세계화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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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활동
●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및 지원
● 국내외 행사 개최 및 지원
● 업무협력협약(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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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발전 및 세계화를 위한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및 지원
김 ·
치
·
문
·
화
·
발
·
효
·
과
·
학

일반 국내 학술행사 등
•제4회 김치산업 발전 심포지엄 개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김치산업 발전전략”(광주시립미술관, 2014. 10. 7.)
•제1회 김치산업론 심포지엄 개최 “KIMCHI 2014 : 김치, 그 한계를 넘어”(서울시청 신청사, 2014. 11. 6.)
•2015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심포지엄(aT센터, 2015. 9. 16.)
•제5회 김치산업 발전 심포지엄 “ 중국 등 새로운 김치시장 개척을 위한 차별화 전략”(광주김치타운, 2015. 10. 26.)

국제 심포지엄 등
•제2회 김치학 심포지엄 개최 “김치의 인문학적 이해”(국립중앙도서관, 2014. 11. 26.)
•국제 김치 심포지엄 개최 “김치의 과학, 산업 그리고 세계화”(부산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 2014. 12. 5.)
•제3회 김치학 심포지엄 “김치에 대한 인지, 정서, 그리고 변화” (국립중앙도서관, 2015. 10. 29.)

산연관 워크숍
•제3회 중소·중견 김치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연·관 워크숍(변산 대명리조트, 2014. 3. 27. ~ 3. 28.)
•제4회 중소·중견 김치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연·관 워크숍(대전 호텔인터시티, 2015. 3. 31. ~ 4. 1.)

간담회 등
•2014 김치 생산현장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중소기업DMC타워, 2014. 9. 12. ~ 10. 17.)
•2015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1기(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중국상해, 2015. 7. 3. ~ 7. 31.)
•2015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2기(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중국상해, 2015. 10. 17. ~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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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치 ·

글로벌 김치 문화 확산을 위한
국내외 행사 개최 및 지원

문 ·
화 ·
발
·

국내행사

효
·

•2014 제3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세계김치연구소, 2014. 12. 24.)

과

•2015 제4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세계김치연구소, 2015. 12. 16.)

·
학

국외행사
•중소 김치업체의 對동남아시아 수출 지원을 위한 2014년 베트남 김치 비즈니스페어(베트남 하노이, 2014. 10. 9. ~ 10. 12.)
•항저우 김치홍보행사 “I love Korea, I love Kimchi”개최(중국 항저우, 2014. 10. 16. ~ 10. 18.)
•2014 한일 우호 자선한마당(일본 동경, 2014. 11. 15. ~ 11. 16.)
•일본 센다이 Kimchi Festival(일본 센다이, 2014. 11. 21.)
•홍콩 2015 LOHAS EXPO 김치 비즈니스 컨퍼런스 (홍콩 완차이, 2015. 2. 5. ~ 2. 7.)
•김치 문화 확산 지원을 위한 행사 “밀라노 엑스포”(이탈리아 밀라노, 2015. 5. 27. ~ 5. 30.)
•CKC 2015(Canada-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행사 (캐나다 카나나스키스 델타리조트, 2015. 7. 26. ~ 7. 28.)
•2015 AACC(Annual Meeting & Clinical Lab Expo)행사 (미국, 2015. 7. 26. ~ 7. 30.)
•런던 김치 현지화 촉진 행사 (런던 트라팔가 광장, 2015. 8. 9. ~ 8. 11.)
•칠레 김치 현지화 촉진 행사 (칠레 산티아고, 2015. 8. 29. ~ 8. 31.)
•상해 식품박람회 김치 비즈니스 컨퍼런스 (중국 상해, 2015. 11. 11. ~ 11. 13.)
•제3회 센다이배추로 만드는 Kimchi Festival(일본 센다이, 2015. 11. 18.)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협약(MoU)체결
•전라북도 순창군(2014. 2. 21.)

•목포대학교 천일염연구센터(2015. 3. 20.)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광주·전남지역센터(2014. 3. 24.)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15. 5. 12.)

•㈜마크로젠(2014. 4. 10.)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2015. 5. 19.)

•대상FNF㈜(2014. 5. 15.)

•농협식품연구원(2015. 5. 28.)

•베트남 ㈜김앤김(2014. 7. 1.)

•아이피알포럼㈜ HKTDC 한국대표부(2015.7.7.)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2014. 12. 23.)

•극지연구소(2015.7.9.)

•국가핵융합연구소(2015. 2. 16.)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2015.7.1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2015. 2. 24.)

•Texas A&M Engineering Experiment Station(2015.7.22.)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2015. 3. 9.)

•중앙대학교 식품안전연구센터(2015.10.15.)

•주식회사 지티티비(2015. 3. 13.)

•LG전자 어플라이언스연구소(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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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출원 특허
순번

발명의 명칭

출원일

1

분말김치용 김치제조방법

2014.03.24.

2

기계장치를 이용한 김치 제조에 적합한 유동상 김치 양념 조성물

2014.06.16.

3

락토바실러스플란타룸 WIKIM18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

2014.07.10.

4

배추김치 양념소넣기 장치

2014.07.28.

5

미생물 저감을 위한 김치원료 세척시스템

2014.07.29.

6

포화 산소수를 이용한 배추 절임 및 절임 배추를 이용한 김치 제조방법

2014.07.30.

7

절임채소 탈수장치

2014.10.01.

8

절임 배추 제조방법 및 저장방법

2014.10.07.

9

발효사료

2014.10.22.

10

내염성 및 단백질 분해 활성을 갖는 균주 및 이의 용도

2014.10.23.

11

락토바실러스플란타룸 WIKIM18을 포함하는 진세노사이드 생물전환용 조성물

2014.10.23.

12

절임시간 단축형 채소 절임장치

2014.10.30.

13

김치제조용 절임장치

2014.12.11.

14

김치소스 및 김치소소의 제조방법

2014.12.30.

15

아로니아 열매 추출액을 첨가한 김치 및 그 제조방법

2014.12.30.

16

김치를 이용한 김치맛 소금 및 그 제조방법

2015.02.25.

17

항비만 활성을 갖는 페디오코쿠스 이노피나투스

2015.03.03.

18

흰다리새우를 첨가한 김치 제조방법

2015.03.30.

19

유산균 발효 삼채 추출물 및 이의 제조방법

2015.05.08.

20

김치포장 부풀음 방지방법

2015.05.22.

21

숙성 삼채를 이용한 식이 소재 추출물 제조 방법

2015.06.02.

22

발효 삼채를 이용한 식이 소재 추출물 제조 방법

2015.06.02.

23

즉석 김치용 보관용기

2015.06.29.

24

살균기능을 갖는 식품혼합장치

2015.07.29.

25

김치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사케아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약학 조성물

2015.09.01.

26

절임 배추 제조 장치

2015.09.14.

27

미생물을 이용한 인삼 및 삼채의 복합 발효 추출액 및 캡슐 제조방법

2015.10.14.

28

김치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사케아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약학 조성물

2015.10.15.

29

동결보호제로서 찹쌀풀을 이용하는 생존율이 증진된 식품 발효용 미생물 첨가제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2015.10.26.

30

김치 유산균 와이셀라 시바리아(Weissella cibaria) WIKIM28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약학 조성물

2015.11.12.

W i K i m Re p o r t 2 014 ~ 2 01 5

순번

발명의 명칭

출원일

31

배추절임 염수를 재사용하기 위한 정화방법 및 정화장치

2015.11.30.

32

나트륨-칼륨 비율이 조절된 김치의 제조방법

2015.12.02.

33

DIY 김치 배송방법 및 이를 위한 DIY 김치 포장용 용기

2015.12.02.

34

김치공장 부산물을 활용한 유박 발효 퇴비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2015.12.03.

35

가스팽창을 방지하는 김치포장 방법

2015.12.09.

36

김치 보관 용기 및 제조 방법

2015.12.09.

37

이중 권취 방식의 김치 보관 용기 및 제조 방법

2015.12.09.

38

분리 방식의 김치 재료 보관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즉석 김치 제조 방법

2015.12.09.

39

김치원료 처리방법 및 이를 적용한 김치원료 처리시스템

2015.12.11.

40

채소 선별기

2015.12.11.

41

알파 글루코시다아제 저해능을 갖는 웨이셀라 컨퓨사 WIKIM29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

2015.12.30.

● 국내 등록 특허
순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1

배추 절임장치

10-1374808

2014.03.07.

2

장내생존율 및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신규한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드 Wikim009 및 이를 이용한 김치제조방법

10-1385690

2014.04.09.

3

이산화탄소 흡착기능이 부여된 마스터배치 및 이를 사출 성형하여 제조된 포장용기

10-1388992

2014.04.18.

4

닭발로부터 추출한 육수를 이용하는 김치의 제조방법 및 이에 따라 제조된 김치

10-1410276

2014.06.16.

5

고구마순 김치 제조방법

10-1425960

2014.07.28.

6

캐모마일 추출물을 함유하는 김치의 냄새제거제 및 냄새가 저감된 김치의 제조방법

10-1427319

2014.07.31.

7

양념 속 넣기 장치

10-1444761

2014.09.19.

8

피타아제를 대량 생산하는 신규한 락토바실러스 사케이 Wikim001균주 및 이를 이용한 발효현미 제조방법

10-1465547

2014.11.20.

9

이산화탄소 흡착능을 갖는 메조다공성 실리카/망상구조 폴리에틸렌이민 복합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포장용기 제조용 마스터 배치

10-1502109

2015.03.06.

10

흰다리새우를 첨가한 김치 제조방법

10-1559139

2015.10.02.

11

분말김치용 김치제조방법

10-1567320

2015.11.03.

12

유리 칼슘 함량이 향상된 곡물 조성물 제조방법

10-1575867

2015.12.02.

13

침지식 김치 양념소넣기 장치

10-1579620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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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홍보
순번

보도명

보도일자

1

작년 김치 무역적자 큰 폭으로 증가, 엔저와 한일관계 악화로 대일 수출액 22% 감소

2014.02.03.

2

이동식 배추절임 트레일러 개발 성공, 해남 산지에서 월동배추 절임 생산성 혁신 실증

2014.02.14.

3

세계김치연구소-순창군, 발효식품 및 6차산업분야 공동연구/학술교류 MOU체결

2014.02.21.

4

김치 중 이물혼입, 이제 걱정 없어요

2014.03.03.

5

세계김치연구소, 중소·중견 김치업체 지원사업 본격 가동하다

2014.04.02.

6

세계김치연구소-(주)마크로젠, 김치미생물 유전체 관련 연구개발 및 정보교류 MOU 체결

2014.04.10.

7

세계김치연구소-대상FNF(주), 김치 관련 연구개발 및 정보교류 MOU 체결

2014.05.15.

8

세계김치연구소와 ㈜김앤김, 베트남 김치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협약 체결

2014.07.03.

9

세계김치연구소, ‘김치 생산현장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운영

2014.09.05.

10

지능형 김치 포장 소재 적용 용기 개발

2014.10.02.

11

제4회 김치산업 발전 심포지엄 개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김치산업의 발전전략을 논하다

2014.10.08.

12

세계김치연구소, 중국 항저우에서 김치홍보행사 성황리 개최

2014.10.20.

13

세계김치연구소, 김치 생산현장 교육으로 중소 김치업체 지원 강화

2014.10.24.

14

소금 섭취 지나치게 줄이면 몸에 해로워

2014.11.07.

15

세계 음식문화 석학들과 김치학을 논하다

2014.11.11.

16

2014 국제 김치 심포지엄, 김치의 과학, 산업 그리고 세계화

2014.12.04.

17

세계 유명 석학들과 함께한 ‘2014 국제 김치 심포지엄’ 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

2014.12.09.

18

김치업체도 궁금해 하는, Kimchi FAQ - 현장형 위생·안전 관리 강화 위생수칙 자료 동시 배포

2015.01.13.

19

홍콩에서 한국 김치 우수성을 알린다, 홍콩 2015 LOHAS EXPO 김치 비즈니스 컨퍼런스 개최

2015.02.04.

20

세계김치연구소, 홍콩 완차이에서 김치 비즈니스 컨퍼런스 성황리 개최

2015.02.11.

21

세계김치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 융합연구 확대 및 신산업 발굴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15. 02.16.

22

세계김치연구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치산업 및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

2015.02.24.

23

국내산 김치의 아플라톡신 오염 걱정 없어요!

2015.03.02.

24

세계김치연구소와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 김치의 글로벌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

2015.03.09.

25

세계김치연구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전문업체인 (주)지티티비와 업무협력 협약 체결

2015.03.13.

26

세계김치연구소와 목포대학교 천일염연구센터, 김치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

2015.03.20.

27

제4회 중소·중견 김치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연·관 워크숍, 대중국 수출을 위한 활성화 방안 토론

2015.03.30.

28

세계김치연구소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

2015.05.12.

29

세계김치연구소와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발효 식품 산업 및 농식품 6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

2015.05.19.

30

세계김치연구소와 농협식품연구원, 김치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

2015.05.28.

31

세계김치연구소 CJ제일제당과 「2015 밀라노엑스포」에서 ‘김치 Brand Week’ 행사 개최

2015.05.29.

32

중소 김치제조업체를 위한 수출 실무 교육 개설 - 중국의 김치시장 개방에 대비

2015.06.10.

33

세계김치연구소, 김치관광콘텐츠 ‘남도김치투어’ 개발 및 시범운영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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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보도명

보도일자

34

세계김치연구소,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발판 마련 –세계김치연구소와 Texas A&M Engineering Experiment Station MoU 체결

2015.07.23.

35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 김치 현지화 촉진을 위한 행사 개최

2015.08.10.

36

칠레의 새내기 쉐프들이 탄생시킨 남미식 김치요리

2015.09.02.

37

2015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심포지엄 개최, “채소류 수급안정은 우리농촌과 김치업계의 희망입니다.”

2015.09.15.

38

세계김치연구소, 대중국 김치 수출 촉진을 위한 실무교육 제공 - 10월 17일 제2기 교육 개강

2015.09.15.

39

2015 김치산업 발전 심포지엄 개최, “중국 김치시장 진입으로 김치의 진정한 세계화를 이루자”

2015.10.23.

40

한국인 그리고 세계인에게 ‘김치’란 무엇인가? - 최초 음식인문학 학술행사 김치학 심포지엄

2015.10.26.

41

중국 상하이 식품박람회 김치 비즈니스 컨퍼런스 개최

2015.11.12.

42

김치학 총서 3. 「김치에 대한 인지, 정서, 그리고 변화」출간

2015.12.22.

● 업무협력협약 체결 현황
순번

기관명

체결일자

1

전라북도 순창군

2014.02.21.

2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광주·전남지역센터

2014.03.24.

3

(주)마크로젠

2014.04.10.

4

대상FNF(주)

2014.05.15.

5

베트남 (주)김앤김

2015.07.01.

6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2014.12.23.

7

국가핵융합연구소

2015.02.16.

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15.02.24.

9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

2015.03.09.

10

주식회사 지티티비

2015.03.13.

11

목포대학교 천일염연구센터

2015.03.20.

12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05.12.

13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2015.05.19.

14

농협식품연구원

2015.05.28.

15

아이피알포럼(주) HKTDC 한국대표부

2015.07.07.

16

극지연구소

2015.07.09.

17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2015.07.16.

18

Texas A&M Engineering Experiment Station

2015.07.22.

19

중앙대학교 식품안전연구센터

2015.10.15.

20

LG전자 어플라이언스연구소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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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논문 현황
순번 구분

논문명

학술지명

게재일

1

SCI

Effects of kimchi and smoking on quality characteristics and shelf life of cooked sausages prepared with
irradiated pork

Meat Science

2014.01.

2

SCI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reduced-fat frankfurters with pork back fat
replaced by dietary fiber extracted from makgeolli lees

Meat Science

2014.02.

3

SCI

Determination of minor and trace elements in aromatic spices by micro-wave assisted digestion and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Food Chemistry

2014.03.

4

SCI Halorubrum halophilum sp. nov., an extremely halophilic archaeon isolated from a salt-fermented seafood

Antonie van Leeuwenhoek

2014.03.

5

SCIE The Influence of High-pressure Processing on the Migration of Irganox 1076 from Polyethylene Films

Packaging Technology
and Science

2014.04.

6

salinum gen. nov., sp. nov., an extremely halophilic archaeon isolated from non-puriﬁed solar
SCI Halapricum
salt

Antonie van Leeuwenhoek

2014.05.

7

SCI Halolamina rubra sp. nov., a haloarchaeon isolated from non-puriﬁed solar salt

Antonie van Leeuwenhoek

2014.05.

8

SCI Halobellus rufus sp. nov., an extremely halophilic archaeon isolated from non-puriﬁed solar salt

Antonie van Leeuwenhoek

2014.05.

9

SCI

A comparative study of the analytical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seafood by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with fluorescence dete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Science & Technology

2014.06.

10

SCI

Preparation of eutectic substrate mixtures for enzymatic conversion of ATC to L-cysteine at high
concentration levels

Bioprocess and Biosystems
Engineering

2014.06.

11

SCI

Determination of mineral elements in milk products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Analytical Letters

2014.06.

12

SCI

High-glucose-induced CARM1 expression regulates apotosis of human retinal pigment epithelial cells via
histone 3 arginine 17 dimethylation : Role in diabetic retinopathy

Archives of Biochemistry
and Biophysics

2014.07.

13

methanol extract and the kimchi active compound, 3′-(4′-Hydroxyl-3′,5′-dimethoxyphenyl)
SCIE Kimchi
propionic acid, downregulate CD36 in THP-1 macrophages stimulated by oxLDL

Journal of Medicinal Food

2014.08.

T

14

genome sequence of Halorubrum halophilum B8 , an extremely halophilic archaeon isolated from
SCIE Draft
salt-fermented seafood

Marine Genomics

2014.08.

15

SCIE Draft genome sequence of Halolamina rubra CBA1107T, an agarolytic haloarchaeon isolated from solar salt

Marine Genomics

2014.09.

T

16

genome sequence of Halapricum salinum CBA1105 , an extremely halophilic archaeon isolated from
SCIE Draft
solar salt

Marine Genomics

2014.10.

17

Characterisation of the hypoglycaemic activity of glycoprotein puriﬁed from the edible brown seaweed,
SCI Undaria
pinnatiﬁda

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2014.10.

18

SCI

Thioredoxin-interacting protein mediates hepatic lipogenesis and inﬂammation via PRMT1 and PGC-1a
regulation in vitro and in vivo

Journal of Hepatology

2014.10.

Marine Genomics

2014.10.

T

19

genome sequence of the extremely halophilic archaeon Halococcus sediminicola CBA1101 isolated
SCIE Draft
from a marine sediment sample

20

antioxidant activity of mugwort herb and vitamin C in combination on shelf-life of chicken
SCIE Enhanced
nuggets

Korean Journal for Food
Science of Animal Resources

2014.10.

21

muscle tropoinin I(TnI) in animal fat tissues to be used as biomarker for the identification of fat
SCIE Skeletal
Adulteration

Korean Journal for Food
Science of Animal Resources

2014.12.

22

SCI

Draft genome sequence of the agarolytic haloarchaeon Halobellus rufus type strain CBA1103

FEMS Microbiology Letters

2015.01.

23

SCI

Phylogenetic analysis of microalgae based on highly abundant proteins using mass spectrometry

Talanta

2015.01.

24

SCI

Hyperglycemia-induced GLP-1R downregulation causes RPE cell apoptosis

International Journal of
Biochemistry & Cell Biology

2015.02.

25

SCI

Removal of N-nitrosamines in a membrane bioreactor and nanofiltration hybrid system for municipal
wastewater reclamation: Process efficiency and mechanisms

Bioresource Technology

2015.02.

26

SCIE Health benefits of lactic acid bacteria isolated from kimchi, with respect to immunomodulatory effects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2015.05.

27

SCIE Starter cultures for kimchi fermentation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2015.05.

28

SCI

Marine Genomics

2015.06.

Draft genome sequence of a denitrifying bacterium Paracoccus marcusii PAMC 22219 isolated from arctic
marine sediment

W i K i m Re p o r t 2 014 ~ 2 01 5

순번 구분

논문명
High-pressure processing of milk alleviates atopic dermatitis in DNCB-induced balb/c mice

학술지명

게재일

Dairy Science & Technology

2015.06.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2015.06.

Food Chemistry

2015.08.

29

SCI

30

SCIE Extending the shelf life of kimchi with Lactococcus lactis strain as a starter culture

31

SCI

32

Effects of brown rice diets inoculated with Lactobacillus sakei Wikim001 having phytase activity on the
SCIE osteoporosis
in ovariectomized mice model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2015.08.

33

SCIE Occurrence of viable, red-pigmented haloarchaea in the plumge of captive flamingoes

Scientific Reports

2015.11.

34

SCI

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2015.11.

35

of kimchi, vegetable and fruit consumption trends among Korean adults : data from the Korea
SCIE Analysi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1998-2012)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2015.12.

36

Protective effect of soy powder and microencapsulation on freeze-dried Lactobacillus brevis WK12 and
SCIE Lactococcus
lactis WK11 during storage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2015.12.

Detection of ochratoxin A(OTA) in coffee using chemilumin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CRET)
aptasensor

Effects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on microbial inactivation and quality of kimchi paste during storage

● 발간 자료
순번

자료명

1

김치 품질평가 이화학 시험방법 매뉴얼

2

2013년 김치시장 동향

3

이동식 배추절임장비 운전매뉴얼

4

김치 수출 라벨링 가이드북 2014 미국편

5

김치 수출 라벨링 가이드북 2014 일본편

6

김치, FAQ 2014

7

김치학 총서 2. <김치의 인문학적 이해>

8

김치학 자료집 1. 일제강점기 김치기록 모음집

9

Kimchiology serise No.1 Humanistic Understanding of Kimchi and Kimjang Culture

10

김치 수출 라벨링 가이드북 2015 홍콩편

11

수출용 김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아플라톡신 관리 매뉴얼

12

김치학총서 3. <김치에 대한 인지, 정서, 그리고 변화>

13

Kimchiology Series No.2 The Humanistic Understanding of Kimchi

14

거가필용 역주 음식편

15

김치, FAQ 2015

16

종부의 손맛을 기록하다_한국 종가의 내림 발효 음식

등록일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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