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치종주국...김치세계화!!!

누대에 걸쳐 내려온 조상의 얼이 고스란히 

담긴 김치는 우리의 자존감 그 자체입니다. 

국민 모두가 김치종주국 위치에서 김치 세계

화에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인이 지구촌 곳곳에서 김치를 즐겨먹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함께 나갑시다.

더 많은 김치업체와 손잡고 더욱 사랑받는 김치를 만들겠습니다.

김치협회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대한민국김치협회 회장 이 하 연

김치협회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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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종주국
김치협회와 
함께

지켜갑시다.

회원가입특전
•김치산업 관련 정책, 규정, 정보 수시 제공

•김치 자조금사업에 참여하여 김치산업 발전 동참

•김치산업 워크숍, 세미나 등 참석

•분과위원회 활동 등을 통한 대정부 건의

•회원간 정보교류 및 사업 기회 제공

•기타 협회가 준비 중인 공동구매, 검사비 할인 등 참여

회원가입자격
(정 회 원)

• 국내에서 제조, 가공, 유통, 수출 등 김치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

•  국내에서 연구, 교육, 언론, 학술 등의 김치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

(특별회원)

•국내 또는 외국에서 김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외국에서 김치 사업, 연구, 교육 등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개인

제출서류
•회원가입신청서(김치협회 홈페이지 참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허가증(신고증) 사본 1부

가입비 및 연회비
•가입비 : 30만원 

•연회비 : 법인 100만원, 개인 50만원 

•계   좌 : 농협은행 317-0004-2962-21(사단법인대한민국김치협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aT센터) 1107호

전 화 : 02-6300-8777~8

설립목적

•김치를 과학화·현대화·세계화로 김치종주국 위상 제고

•김치산업 진흥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및 국가경제 발전 기여

•김치협회 회원사의 화합과 복리 증진

관련법률

•김치산업진흥법(2011.7.21.)

주요사업

•김치자조금 사업

•배추, 무 고추, 마늘, 생강 등 김치원료 등 공동구매 사업

•김치문화 세계화 등 홍보 사업

•김치수출지원 사업

•연구개발 및 교육지원 사업

주요연혁

•2011.11.3. (사)대한민국김치협회 창립총회

•2012.1.11. (사)대한민국김치협회 법인설립 허가

 (농림수산식품부)

•2012.1.18. 법인설립 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 (사)대한민국김치협회 출범

•2012.5. 2.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2.11~ 김치자조금사업 

미 션 회원업체 복리증진과 김치문화 세계화

비 전 세계 김치종주국 위상 견지

목 표 상품김치 : (’22) 2.0조원 김치수출 : (’22) 1.5억불

가 치 회원업체 이익 ⇒ 김치산업 발전 ⇒ 국가경제 견인 

전 략

협회업무 공정투명

업체의견 소통교류

회원업체 복리증진

정부정책 적극수행

자조사업 참여확대

김치수출 목표달성

김치나눔문화정착

김치산업가치공유 

회원업체활로개척 

김치자조금

•근거법령 : 김치산업진흥법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조성비율 : 정부 50%, 김치업체 50%

•자체조성 : 김치업체 연 매출액의 1%이내

•주요사업

- 김치재료 계약재배사업

- 김치수급·가격안정사업

- 내수 및 수출용 김치유통상자 구매사업

- 김치 위생·안전강화지원

- 김치 소비촉진 홍보사업

- 국산김치인증사업

- 세계화를 위한 해외시장개척

-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추진

- 김치자조금관리위원회 의결 및 농식품부 승인(4월) 

- 자체조성액 거출 및 사업추진(5월~12월) 

김치협회 비전·전략

국내외 김치 시각은?

문화재청 「김치 담그기」 국가무형문화재 제133호(2017.11.15) 지정 

•역사적으로 상당기간 한국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

•현대 사회까지 협동과 나눔이라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있고 지속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전통지식을 담음

•세대 간 전승에 모든 한국인들이 직간접 동참

세계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열처리를 하지 않는  

발효식품 김치를 미래의 식품으로 인정하는 추세

•2001년 CODEX 세계규격 

   - 세계적으로 발효식품인 김치의 가치를 높이 평가

•2013년 UNESCO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2006년 미국 건강전문지 ‘헬스’는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

김치종주국 위치에서 
다른 나라 절임류와 차별화 인정

우리 김치의 발효작용은 배추, 무, 고추, 마늘, 

생강 등 다양한 채소재료가 버무려져 젖산균이 

번식하면서 해로운 세균들을 제거하거나 성장을 

억제하고 상큼한 맛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장내 

세균에 이로운 환경을 조성해 주고 면역증강 

작용을 하는 물질을 생성



구 분　 회원사 대 표 주    소 전  화

회  장
봉우리

영농조합법인
이하연

(12202)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래산로 215-8 
031-521-9052

수  석

부회장
대상(주) 최정호

(02154)

서울 중랑구 면목로 470 대상빌딩 3층
02-2220-9520

부회장 다솜식품 김영채
(17127)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로 138
031-334-7223

감  사

영농조합법인

신덕식품
하태열

(55900)

전북 임실군 신덕면 수월로 553-5
063-644-9002

(주)김장독 문성호
(54046)

전북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157-5
063-453-2724

이  사

농가식품 김치은
(21943)

인천 연수구 청량로 68번길 9
032-832-5813

(주)임진강김치 강정복
(11023)

경기 연천군 청산면 학담로 81
031-835-6102

농업회사법인

풍미식품(주)
유정임

(16631)

경기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503번길 27
031-296-8168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
류도경

(36617)

경북 안동시 풍산읍 미내길 127-4 
054-858-8232

경기농협식품조합

공동사업법인
이우복

(11023)

경기 연천군 청산면 평화로 283
031-832-0983

도미솔식품 박미희
(10839)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여울길 251
031-954-1600

한국김치절임식품

공업협동조합
김경배

(05545)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509 대종빌딩 601
02-2203-6567

농업회사법인(유)

일품김치
홍택선

(17563)

경기 안성시 공도읍 진사2길 34-29
031-655-4567

(주)호텔리어쿡 최석민
(10009)

경기 김포시 통진읍 고척로 251
031-997-8585

농업회사법인(주)

대일
홍금석

(26356)

강원 원주시 흥업면 승안동길 92
070-8858-3800

회  원

(주)한성식품 김순자
(14447) 

경기 부천시 오정로 134번길 9-10 (내동)
032-681-3830

푸드원텍(주) 오원택
(08591)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906호
02-2027-3148

농업회사법인(주)

한울
백창기

(33317)

충남 청양군 비봉면 작은한술길 42
041-943-6681

(주)늘푸른 안상교
(18583)

경기 화성시 장안면 한천3길 26-11
031-351-2286

구 분　 회원사 대 표 주    소 전  화

회  원

(주)청원오가닉 안익진
(28147)

충북 청원군 내수읍 초정약수로 606
043-213-4611

농업회사법인(주)

김치나라
고영진

(27453)

충북 충주시 노은면 솔고개로 712 
043-855-7477

풀무원식품 

주식회사
박남주

(06367)

서울 강남구 광평로 280, 7층
02-2040-4464

CJ제일제당(주) 강신호
(04560)

서울 중구 동호로 330 CJ제일제당센터
02-6740-0517

순천농협

남도식품
조금훈

(58027)

전남 순천시 녹색로 1404-6
061-741-8283

화원농협

김치가공공장
정재경

(59002)

전남 해남군 화원면 관광레저로 1255
061-530-8800

건식무역(주) 윤용철
(50408)

경남 밀양시 무안면 사명대사생가로 115
055-351-4100

(주)대광에프앤지 안광수
(50968)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530-2
055-323-4121

유한회사 야생초 남우영
(36328)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호월1길 172
054-781-1561

농업회사법인(주)

예소담
윤병학

(28138)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길 40
043-266-5233

(주)참푸드 유보형
(23042)

인천 강화군 선원면 고식이길 208
032-565-5750

농업회사법인 

늘만나식품(주)
권인순

(3124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신덕길 57-26
041-553-3340

농업회사법인(주)

제이엠푸드
김경희

(51126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남로114번길 11
055-292-4121

영농조합법인

아라김치
이재수

(24722)

강원 고성군 거진읍 포남길 56
033-681-0900

(주)태백김치 윤혜숙
(18325)

경기 화성시 안녕길 39
031-226-8246

(주)동강레저

딤채식품
김현수

(32925)

충남 논산시 성동면 산업단지로 2길 30
041-980-5270

(사)명품김치산업화 

사업단
황권주

(54994)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063-287-6302

농업회사법인(주)

남양식품
김한철

(54670)

전북 익산시 오산면 군익로 374-24
063-855-9195

(주)글로벌푸드 이용진
(14451)

경기 부천시 삼작로95번길 46-10
032-675-1068

구 분　 회원사 대 표 주    소 전  화

회  원

남현식품(신제주점) 고성수
(63147)

제주 제주시 아연로 180
064-753-8744

농업회사법인 

영동농업유통

(주)횡성명품배추

김성규
(25267)

강원 횡성군 둔내면 노동로 285
033-345-6688

농업회사법인

(주)태성김치
이주영

(17927)

경기 평택시 오성면 교포1길 139
031-647-6760

농업회사법인

(주)모아
김종수

(38896)

경북 영천시 도동구역길 113
054-331-8030

(주)뜨레찬 윤경미
(61683)

광주 남구 봉선2로 6, 1층
062-672-3388

(주)정민서 

농업회사법인
정민서

(25330)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200-8
033-333-8837

자연지락 

유한회사
김진태

(59502)

전남 고흥군 동강면 청정식품단지길 80, 1층
061-832-5957

농업회사법인

(주)해주물산
김해주

(59063)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로 153
061-534-3755

(주)신세계

조선호텔 김치
이용호

(04783)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44, 103호
02-461-1579

선농종합식품(주) 전기성
(18573)

경기 화성시 우정읍 포승향남로 940-5
031-358-3811

참식품주식회사 이재우
(55440)

전북 진안군 진안읍 거북바위로3길 38
063-433-9155

태양농산(주)

농업회사법인
이상근

(27134)

충북 제천시 단양로6길 87, 1층
043-652-8943

개 인

회 원

백송 

발효음식연구소
곽은주

(61978)

광주 서구 죽봉대로 25, 4층
010-4389-8584

하담원연구소 김문경
(25487)

강원 강릉시 성덕포남로200번길 10, 지하층
033-647-7077

워커힐 수펙스김치 이선희
(12121)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19
02-450-4702

특 별

회 원

세계김치연구소 하재호
(61755)

광주 남구 김치로 86
062-610-1701

한국컨테이너풀(주) 서병륜
(0415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601
02-3669-7313

김순옥(평양김치) 김순옥
중국 상해 거주

국내연락: 이상봉 010-5262-3215
86-138-1880-

0839

(주)에스지아이

시스템
김지태

(08512)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32. A동 602호
02-3667-5626

계 57

김치효능? haccp 시설로 안전을 신뢰받는 회원사 연락처

김치의 유산균

김치 발효 중 아세틸 콜린을 생합성하여 

장내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시키며 유산을 

생성하여 미생물의 분포를 정상화 시킨다. 

또 유산균 생성 덱스트란 식이섬유소로서 장내 

소화물질의 이동을 도와준다. 김치 유산균이 생성하는 

향균 펩타이드인 박테리오신은 장내 유해미생물의 

저해 작용을 나타내며 또한 최근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저해효과를 나타낸다. 

발효 과정 중 비타민 B군 및 C를 생합성하여 인간에 필요한 비타민을 

공급한다. 여러 ‘김치의 항암 작용’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각종 암에 

유산균의 효과가 입증돼 있으며, 이 효능은 유산균 세포벽 성분인 

펩티드글리칸에 의한 것으로 일부 밝혀졌다. 김치 유산균 중 특히 

L. plantarum 균주는 섭취 시에 혈액 내의 고콜레스테롤을 저하하는 

기능이 우수하다.

김치의 영양이야기
김치는 독특한 향미를 지닌 건강 발효식품으로 원료 채소와 발효

현상에 의하여 영양 및 생리학적 측면에서 우수한 식품으로 인식

되고 있다.

  원료 유래 영양

김치는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우, 오이 등의 여러 가지 채소에 

젓갈류, 양념 및 향신료 등을 가미하여 만든 식품으로, 채소에 

함유된 칼슘, 구리, 인, 철분, 소금 등의 무기질 성분과 풍부한 

식이섬유(dietary fiber)를 섭취할 수 있고, 동물성 젓갈로부터 

아미노산과 칼슘을 섭취할 수 있으며, 카로틴(carotene), 비타민 

B 복합체와 비타민 C 등 각종 비타민이 원료 채소에 함유되어 

있거나, 김치발효 중 미생물에 의해서 생성되어 인체에 흡수된다. 

또한 김치는 당과 지방 함량이 낮아 저칼로리 식품으로 현대

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젖산 발효식품

김치는 자연의 젖산발효식품으로, 살아있는 젖산균이 풍부하여, 

맛있게 익은 김치의 경우 우유발효 제품보다 10배 내지 100배의 

많은 젖산균을 섭취할 수 있다. 

또한 김치 발효 중 이들 젖산균에 의해 생성되는 

젖산, 구연산 등 각종 유기산은 칼슘, 철 등 

무기질 성분의 인체내 대사를 도와준다.

항암 작용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비타민 작용

항균/항바이러스 작용

정장 작용

효 과

“100% 국산김치 사용 음식점 

「인증마크」달아드립니다”

       ▲ 국산김치 사용 자율표시 인증마크 표장과 엠블럼

■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식진흥원, 대한민국김치협회 등 

5개 민간단체

■   (지정대상) 100%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식당)

•  100% 국산재료를 사용한 김치생산업체에서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음식점

•100% 국산재료로 직접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   (지정신청) 전국의 음식점(식당) 사장 

•신청서 제출(김치협회) → 신청서류 접수(사무국)

☞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 신청서 : 김치협회 홈페이지 참조

•심사 :   서류 및 현장심사(사무국) → 심사보고서 작성(사무국) 

→ 국산김치자율표시업소 지정(위원회)

•인증 : 표시사용 관련 약정체결(음식점, 위원회) → 표장 제공

☞ 국산김치자율표시 인증마크 표장을 제작하여 무상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