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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삼 김치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개선된 인삼 김치 제조방법을 개시한다. 

본 발명은 배추를 염수에 절여 염수가 2%선을 유지하도록 세절된 상태의 절임배추로 가공하는 단계와; 통
상의 김치속 양념재료들을 준비하는 단계와; 인삼을 벌꿀 등이 가미된 된장혼합물 및 간장혼합물 등의 장
류에 염장시켜 인삼장아찌로 가공하는 단계와; 이 인삼장아찌를 세절하여 인삼장아찌편으로 가공하는 단
계와; 상기 양념재료들과 인삼장아찌편에 조미료를 첨가하여 혼합하는 단계와; 절임배추와 인삼장아찌편
이 포함된 양념혼합물을 70:30%의 비율로 혼합하여 총 절임염도가 2.4중량%로 유지되도록 김치를 가공하
는 단계와; 이 김치를 15℃에서 6시간 방치시켜 숙성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은, 종래와 같이 김치에 별도의 첨가제를 투입하거나 또는 특정재료를 과도하게 투입하
지 않아도 염장에 의해 인삼의 쓴맛이 확실히 제거되어 섭취시 인삼의 쓴맛을 거의 느끼지 못하며, 이에 
따라 인삼이 혼합된 김치를 그 본연의 상큼한 맛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으면서도 인삼의 약효를 직접적으
로 인체에 섭치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의한 인삼 김치 제조방법을 개략적으로 보인 블록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김치 제조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김치에 인삼장아찌(ginseng pickle)를 혼합하여 인
삼 김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김치는 배추와 무를 주원료로 하여 파, 마늘, 생강, 미나리등 여러 가지 부재료와 고춧가루 
및 조미료 등의 갖은 양렴류를 혼합하고, 식염농도를 조절한 뒤 젓갈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우리민족 고
유의 대표적인 전통 발효식품으로서, 매우 독특만 맛과 풍미를 지닌다. 이러한 김치는 무기물과 비타민
(vitamin)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익한 유산균이 매우 풍부하여 우리 식생활에서 없
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음식이라 할 수 있으며, 인체의 강장작용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건강식품
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인삼은 주지하다시피 우리 인체에 갖가지 탁월한 약리적 효능을 발휘하는 우리 고유의 신비의 명약
으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예컨대 인삼은 피로회복과 스트레스(stress)안정 및 체력증진에 매우 우수한 
효과가 있음은 물론 노화방지, 혈중 알콜(alcohol)농도 감소 및 분해작용, 혈액 순환 촉진작용, 위장 기
능 촉진작용, 항암 및 암 예방작용, 간기능 보호 및 부활작용, 기억력 증진, 강장 및 장기능 촉진작용, 
동맥경화 예방작용, 성인병 예방작용, 갱년기 장애 억제작용 등 수많은 효능이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도 
성인병 예방효과와 비만방지 다이어트에 최적 효능을 갖는 등 계속해서 새로운 효능들이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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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삼은 인체의 치료효과는 물론 건강을 보강하는데에도 매우 유익한 약재로 사용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식품가공제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건강식품으로서의 인삼의 이용형태로는 한약제의 구성약
제로서의 이용과, 인삼차를 비롯하여 인삼엑기스를 이용한 각종 드링크류(drink)류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종래에는 인삼을 여러 가지 부가적인 재료를 혼합한 음료용으로 주로 가공하여 그 약효를 간접
적으로 섭취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식품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 인삼 자체를 직접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가공된 식품은 거의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삼이 가지는 본래의 약효가 인체에 효과적으로 흡수될 지
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래에는 한국 특허공보 제 93-2177 및 2179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인삼을 주원료로하여 전통
의 김치와 같이 인삼혼합김치를 제조하여 평상시에 인삼을 반찬으로서 직접 섭취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공
되어 있으며, 또한 한국 특허공보 제 91-8900 호 및 한국 공개특허공보 제 94-23380 호에 기재된 바와 같
이 배추를 주원료로 한 김치에 인삼을 편(片)으로 썰어 양념류와 함께 혼합함으로써 평상시 인삼을 직접 
섭취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공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방법들은 인삼 그 자체를 단순히 김치에 혼합한 것에 불과한 바, 인삼 약효의 효과
적인 섭취는 가능하지만 인삼이 갖는 특유의 쓴맛이 김치에 그대로 스며들어 김치 본연의 상큼한 맛을 떨
어뜨릴 뿐 아니라 오랜 전통의 맛에 길들여진 소비자의 기호에 거슬려 식품으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한국 특허공보 제 93-2177 및 2179 호에 기재된 방법은 인삼의 쓴맛을 4-6%의 설탕과 소금의 배합으
로 중화시켜 식감(食感)을 향상시킨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경우 김치의 당분이 지나치게 많아져 반찬
으로서의 김치 본연의 맛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에 거부감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매우 많았다. 또한 
인삼의 쓴맛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높은 단맛에 의해 인삼의 쓴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
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소비자에 따라서는 여전히 쓴맛을 느낄 우려도 있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종래의 제반 문제들을 감안하여 섭취자가 인삼의 쓴맛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
로 인삼이 갖는 쓴맛만을 확실히 제거함으로써 인삼이 혼합된 긴치가 그 본연의 상큼한 맛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으면서도 인삼의 약효가 직접적으로 인체에 섭치될 수 있도록 하는 인삼 김치 제조방법을 제공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인삼의 쓴맛을 억제하기 위해 별도의 첨가제를 투입하거나 또는 특정재료를 과도
하게 투입하지 않고서도 인삼의 쓴맛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인삼 김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인삼 김치 제조방법은, 배추를 염수에 절여 염도가 2%
선을 유지하도록 세절된 상태의 절임배추로 가공하는 단계와; 김치속 양념재료들을 준비하는 단계와; 인
삼을 벌꿀 등이 가미된 된장혼합물 및 간장혼합물 등의 장류에 염장시켜 인삼장아찌로 가공하는 단계와; 
이 인삼장아찌를 세절하여 인삼장아찌편으로 가공하는 단계와; 상기 양념재료들과 인삼장아찌편에 조미료
를 첨가하여 혼합하는 단계와; 절임배추와 인삼장아찌편이 포함된 양념혼합물을 70:30%의 비율로 혼합하
여 총 절임염도가 2.4중량%로 유지되도록 김치록 가공하는 단계와; 이 김치를 소정온도대에서 일정시간동
안 방치함으로써 숙성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본 발명의 한 바람직한 특징에 의하면, 김치의 총량에 대한 양념재료 및 조미료들의 양의 합이 15 
내지 27%이고, 인삼장아찌편이 3 내지 15%로 설정된다.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특징에 의하면, 혼합완료된 김치를 포장하여 탱크에 넣고, 15℃의 상온하에서 6
시간동안 방치시킴으로써 숙성시킨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은, 종래와 같이 김치에 별도의 첨가제를 투입하거나 또는 특정재료를 과도하게 투입하
지 않아도 염장에 의해 인삼의 쓴맛이 확실히 제거되어 섭취시 인삼의 쓴맛을 거의 느끼지 못하며, 이에 
따라 인삼이 혼합된 김치를 그 본연의 상큼한 맛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으면서도 인삼의 약효를 직접적으
로 인체에 섭치할 수 있게 되므로 인삼 김치의 품위와 신뢰성 향상 등에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와 같은 본 발명의 구체적 특징과 다른 이점들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한 이하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설명
으로 더욱 명확해 질 것이다.

제1도에서, 본 발명에 의한 인삼 김치 제조방법은 종래와 달리 인삼을 먼저장아찌 상태로 가공한 뒤, 이 
인삼 장아찌를 김치에 혼합함으로써 달성되는데, 이러한 인삼 장아찌는 한국 공개특허공보 제 95-23850 
호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은 인삼 장아찌 가공공정과, 절임배추를 준비하는 공정과, 통상의 김치속을 구성하는 
양념재료들을 준비하는 공정 및 위의 요소들을 혼합하여 김치를 제조하는 공정으로 대별된다.

먼저 인삼 장아찌 가공공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단계(110)에서 장아찌로 가공할 인삼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인삼은 4년생 이상의 수삼을 엄
선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단계(120)에서 준비된 인삼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물로서 세척하게 되는데, 바람직하기로 이 
세척공정은 복수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단계(130)에서 준비된 인삼을 세척기에 의해 인삼에 붙어 있는 
흙 등을 1차로 제거한다. 다음, 단계(140)에서 1차로 세척된 인삼의 머리부분과 실가지 등을 자른 뒤,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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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등으로 뿌리와 뿌리사이 등에 잔존하는 흙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세척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2차 세척
된 인삼을 단계(150)에서 선별한 뒤, 단계(160)에서 선별된 인삼들만 깨끗만 물로 다시 세척한다.

다음, 단계(170)에서 3차로 세척된 인삼 표면의 수분을 탈수기에 의해 완전히 건조시킨다. 이때 건조라 
함은 인삼 자체가 갖는 수분의 건조가 아니고, 세척에 의해 그 표면에 존재하는 물기를 제거하는 것을 의
미한다.

다음, 단계(180)에서 건조된 인삼을 일본된장에 벌꿀등이 첨가된 혼합물과 배합한 뒤, 염장탱크에 넣고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밀폐시킨 뒤 일정기간, 예를 들어 30일 정도 유지시킨다.

다음, 단계(190)에서 염장탱크로부터 용기를 꺼내 인삼과 된장을 서로 완전히 분리시킨 뒤, 1차 염장된 
인삼을 다시 물로써 깨끗하게 세척한다.

다음, 단계(200)에서 세척된 1차 염장 인삼을 다시 벌꿀등이 가미된 간장 등의 혼합물에 넣고 외부공기와 
완전 차단되도록 염장탱크에 투입하여 2차로 염장시켜 장아찌로 제조한다.

다음, 단계(210)에서 2차 염장된 인삼 장아찌를 염장탱크로부터 취출한 뒤, 그 길이방향을 따라 세절함으
로써 김치에 혼합될 인삼 장아찌를 준비한다.

이와 같이 염장처리된 인삼장아찌는 씹으면 인삼이 갖는 특유의 쓴맛은 확실히 제거되어 쓴맛을 거의 느
끼지 못하면서도 쓴맛을 제외한 그외의 인삼 고유의 맛은 그대로 살아 있어 십취자가 인삼이라는 인식을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념재료 준비공정을 살펴보면, 먼저, 단계(220)에서 김치속을 구성할 통항의 양념재료, 즉 무, 미
나리, 마늘, 생강, 대파 및 양파 등을 준비한 뒤, 단계(230)에서 사용가능한 것들만 정선한 것을 통상의 
김치속 양념재료의 형태로 절단 또는 마쇄하여 준비한다.

다음, 단계(240)에서 준비된 양념재료들과 인삼 장아찌를 고춧가루, 액젓, 새우젓, 설탕 등의 조미료와 
함께 배합기에 넣고 배합함으로써 김치속을 준비한다. 이때 기타 양념류와 인삼 장아찌의 배합비율을 완
성된 김치의 총량을 기준으로 양념류가 15 내지 27%, 인삼 장아찌가 3 내지 15% 범위 내에서 선정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배추 70.15%, 인삼 장아찌 5%, 무채가 8%, 고춧가루 2.2%, 마늘 2%, 생강 0.2%, 대파 1.8%, 양
파 1%, 미나리 1%, 액젓 1.7%, 새우젓 1.9%, 소맥분풀 5%, 설탕 0.7%, 조미료 0.1%, 볶은깨 0.15% 등으로 
배합될 수 있다.

한편 절임배추 가공공정을 살펴보면, 먼저 단계(250)에서 주재료인 배추를 가능한 싱싱한 것으로 준비한 
뒤, 단계(260)에서 배추를 하나 하나 잘 다듬어 절단한다.

다음, 단계(280)에서 세절된 배추를 11%의 염수에 적신 뒤 건져서 소금을 뿌려 절인다. 이때 절임시간은 
8∼12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다음, 단계(280)에서 절인 배추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 뒤, 단계(290)에서 세척한 절임배추를 탈수기에 의
해 물기를 제거함으로써 일정한 염도를 갖는 절임배추를 가공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가공된 절임배추의 염
도는 탈수 후의 배추의 절임염도가 2%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단계(300)에서 절임배추와 인삼 장아찌가 포함된 양념류를 김치의 총랑을 기준으로 70:30% 비율로 
섞어 골고루 버무림으로써 인삼 김치를 제조하게 되는데, 이때 앙념류를 포함한 김치의 절임 염도는 2.4%
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이와 같이 제조된 인삼 김치를 단계(310)에서 포장단위에 따라 포장하여 숙성시킨다. 그러면 쓴맛
이 제거된 상태의 인삼 특유의 향과 맛이 김치 전체에 골고루 침투되어 김치 고유의 맛에 더하여 독특한 
새로운 맛을 갖게 된다. 이때 김치의 숙성도는 섭취하는 사람에 따라 각기 취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
상적인 숙성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예를들어 15℃의 상온에서 6시간동안 방치시켜 둠으로써 
적절한 숙성도를 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김치의 소망하는 숙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단계(320)에서 김치를 소정의 용기에 담아 냉장보관
함으로써 신선한 맛을 장기간 유지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본 발명 방법에 의해 제조된 인삼 김치는 염장처리에 의해 인삼의 쓴맛을 제거한 인삼 장아찌
를 원료로 사용하므로 섭취시 종래와 같이 인삼에 의한 쓴맛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김치가 갖는 고유의 
상큼한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 있어 누구나 어떠한 거부감도 없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게 된다. 따라
서 일상의 식생활에서 김치의 섭취와 더불어 신비의 약효를 갖는 인삼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바, 건
강식품으로서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섭취자가 인삼의 쓴맛은 거의 느끼지 못하고 그외의 인삼 
고유의 맛만을 확연히 느끼면서 인삼이 혼합된 김치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김치가 갖는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음은 물론 김치의 맛에 인삼의 맛이 새롭게 가미된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삼의 약효가 직접적으로 인체에 섭취되어 그 약리작용의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
게 된다. 

또한 인삼의 쓴맛이 확실히 제거될 뿐만 아니라 인삼의 쓴맛을 억제하기 위해 별도의 첨가제를 투입하거
나 또는 특정재료를 과도하게 투입하지 않고서도 인삼의 쓴맛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김치 본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 누구나 거부감 없이 통상의 김치와 마찬가지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인삼 김치의 품위와 풍미 및  신뢰성 등을 크게 향상시키는 매우 우수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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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배추를 염수에 절여 염도가 2%선을 유지하도록 세절된 상태의 절임배추로 가공하는 단계와; 통상의 김치
속 양념재료들을 준비하는 단계와; 인삼을 벌꿀등이 가미된 된장혼합물 및 간장혼합물 등의 장류에 염장
시켜 인삼장아찌로 가공하는 단계와; 상기 인삼장아찌를 세절하여 인삼장아찌편으로 가공하는 단계와; 상
기 절단된 양념재료들과 인삼장아찌편에 조미료를 첨가하여 혼합하는 단계와; 상기 절임배추와 상기 인삼
장아찌편이 포함된 양념혼합물을 70:30%의 비율로 혼합하여 총 절임염도가 2.4중량%로 유지되도록 김치를 
가공하는 단계와; 상기 김치를 숙성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삼 김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김치의 총량에 대한 상기 양념재료 및 조미료들의 양의 합이 15 내지 27%이고, 상
기 인삼장아찌편이 3 내지 1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삼 김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김치를 포장하여 탱크에 넣고, 15℃의 상온하에서 6시간동안 방치시킴으로써 숙성
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삼 김치 제조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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