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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ntake patterns and preferences for Kimchi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included 361 male and 325 female students in Masan City. For the frequency of Kimchi intake, 
the largest group consisted of students who ate Kimchi at every meal, with 51.6%, and the majority of them 
had seven or more pieces of Kimchi per meal. In addition, 50.4% viewed Kimchi as an indispensable dish; 
and of those who consumed Kimchi at every meal, two kinds of Kimchi would be served. Ggodeulppaegi- 
Kimchi and Yangbachu-Kimchi were the least preferred types, while Baechu-Kimchi was most preferred, fol-
lowed by Kakduki and Dongchimi. Furthermore, ripe Kimchi was considered more preferred by 44.9% of the 
students, and the males had greater preferences for fresh Kimchi (36.0%) as compared to the females (26.8%). 
Regarding their favorite portion of the Kimchi, students who ate Kimchi at every meal were fond of every 
part; while 36.6% of the males preferred the top portion and 42.5% of the females preferred the whole por-
tion of Kimchi. The degree of ripeness (39.9%) was selected as the most crucial factor in determining taste, 
and 49.1% of the subjects preferred a spicy taste. The students who ate Kimchi at every meal liked properly 
seasoned Kimchi (56.6%), of which 79.4% preferred spicy Kimchi; although they did not like excessively hot 
Kimchi products. Finally, 37.5% of the subjects identified salted shrimp as their favorite fish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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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습관은 그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요인과 관계가 

있으며,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기본
이라 할 수 있다. 잘못된 식생활은 영양부족, 영양과
잉 및 영양편중을 초래함으로써 여러 질병을 유발하
게 될 뿐 아니라, 비만증, 동맥경화증, 당뇨병, 고혈압
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병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박건영 2000; 최홍식 & 송영옥 2000; 최홍식 2002). 
김치는 변비 예방, 간 및 혈중 지질 농도 저하,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저밀도 지단백의 산화적 변형 억제, 
혈전 억제, 생체에서 지질의 과산화 방지 및 항노화 
효과 등을 갖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한국인의 건강유
지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Park 1995; 
Kim 2002; Yoon 2005).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가장 중
요한 부식으로 이용되어 온 김치는 우리나라의 대표
적 전통 채소 발효식품으로서 우리 민족의 식생활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전통음식이라 할 수 있다(Lee 
등 1995; Lee & An 1995; 이성우 1988; 이수성 1998). 
또한 김치는 신선한 채소류의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겨울철에 비타민, 무기질 및 식이섬유소를 공급할 수 
있는 저장식품으로 매우 중요하였고, 김치의 감칠맛
과 상쾌한 신맛은 식욕을 촉진시키며 어떤 음식과 같
이 먹어도 개운한 입맛을 되살려 준다고 보고되고 있
다(손경희 1991; 윤서석 1992; 조재선 2000). 김치의 
맛과 효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채소를 멀리하고 가공식품
이나 육류군 위주로 식사를 함으로써 김치를 잘 먹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청소년 학생 일
수록 인스턴트식품이나 서구음식을 선호하게 되므로 
어려서부터 김치를 접하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실
정이다(김혜영 2002; 최홍식 2002). 청소년기는 신체
적 성장과 더불어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음식
에 대한 기호 및 식습관의 변화가 가능한 시기에 있
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균형 잡힌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서구화된 식생활로 치우치기 쉬운 청소년들의 식생활

에서 부족되기 쉬운 채소류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
록 지도하여야 한다(Kim 1998; Kim & Yoon 2002; 
Kim 2003).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우리
의 전통음식, 그 중에서도 김치를 꺼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섭취하게 된다면 식생활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을 것이
다(Joo & Han 1998; Moon & Lee 1999; Lee & Jang 
2000; Park & Lee 2000). 청소년들이 김치를 좋아하도
록 하고 많이 섭취하게 하기 위해서는 김치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기호를 
파악하여 이를 적절히 개선하여 적용하는 일이 필요
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기초 작업으로 
경남 마산지역의 일부 중학생을 대상으로 김치에 대
한 인식, 섭취 실태 및 선호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자는 경남 마산지역의 중학교(4개교)에 재

학 중인 1, 2, 3학년 학생 800명 대상 중에서 2학년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식품기호도와 식습관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Kim 1998; Moon & Lee 1999; Kim & 
Yoon 2002)에서 사용된 내용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
자가 김치와 관련된 설문지로 재작성하여 사용하였
다. 설문조사는 학생들에게 작성방법을 충분히 설명
한 후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
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총 686부(85.6%)가 통계처
리에 사용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2006년 11월 1일에
서 11월 20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1) 일반적 사항 및 신체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 학년, 가족형태, 어머니의 직업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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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Gender
Male 361 ( 52.6)

Female 325 ( 47.4)

Grade

1st year  73 ( 10.6)

2nd year 555 ( 80.9)

3rd year  58 (  8.5)

Family type
Large family 174 ( 25.4)

Nuclear family 512 ( 74.6)

Mother’s 
occupation status

Yes 451 ( 65.7)

No 235 ( 34.3)

Living with 
grandparents

Both of grandparents  86 ( 12.5)

One of grandparents  88 ( 12.8)

Not living with grandparents 512 ( 74.6)

Income level

High  52 (  7.6)

Middle 579 ( 84.4)

Low  55 (  8.0)

Total 686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Bodyweight 
classification

Male
(n=361)

Female
(n=325)

Total
(n=686) Test 

Underweight
(BMI<18.5) 132 (36.6) 143 (44.0) 275 (40.1)

x2=18.841

P=0.000

Normal Bodyweight
(BMI 18.5~24.9) 205 (56.8) 180 (55.4) 385 (56.1)

Overweight
(BMI>25.0)  24 ( 6.6)   2 ( 0.6)  26 ( 3.8)

BMI: Body Mass Index (kg/m2)

Table 2. Physical characteristics by sex. N (%)

무,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 및 생활 정도를 조사하였
다. 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을 직접 측정하여 BMI 
[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 체중(kg)/신장(m)2]
를 구하였으며, BMI에 따라서 저체중, 정상체중, 과
체중의 3군으로 분류하였다(Kim & Yoon 2002).

2) 김치의 섭취 실태 및 선호도
김치의 섭취 빈도, 섭취량, 섭취 이유, 섭취 경험

이 있는 김치의 종류, 김치를 이용한 음식에 대한 섭
취 경험(성별), 김치를 이용한 음식의 좋아하는 정도, 
선호하는 김치 맛, 양념의 양, 매운 맛 정도, 김치 종
류별 남녀 학생간의 선호도 비교를 조사하였다. 선호
도 평가에서는 Likert 5점 척도로 나타내었는데 ‘매우 
싫어함’ 1점, ‘싫어함’ 2점, ‘보통임’ 3점, ‘좋아함’ 4
점, ‘매우 좋아함’ 5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3. 통계처리 및 분석
조사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빈
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BMI 지수, 김치의 맛은 빈
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종류 및 김치를 이용한 음
식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성별, 가족형태,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유의차를 x2-test로 검증하였다. 김치의 선호 이유와 
내용, 김치에 대한 의식 등의 여러 사항에 대하여서
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x2-test로 성별에 따
른 차이를 알아보았다.

결 과
1. 일반적 사항 및 신체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Table 1과 같이 남학생

과 여학생의 비율을 비슷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400명
씩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미회수되거나 불량한 응
답지를 제외한 후의 비율은 남학생이 약간 높았다. 중

학교 2학년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므로 1학년
(10.6%)과 3학년(8.5%)의 비율은 아주 낮았다. 74.6%의 
가정이 핵가족이었으며 나머지 25.4%만이 조부모 두 
분 또는 한 분과 동거하는 가정이었다. 어머니들 중 
65.7%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생들이 판정한 생
활정도는 ‘중’인 가정이 84.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BMI에 따라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의 3군
으로 나누어서 각 군에 속하는 남녀학생들의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저체중군은 여학
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데 비하여 과체
중군은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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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ex

Total
(n=686) TestMale

(n=361)
Female
(n=325)

Kimchi eating frequency

Every meal 204 (56.5) 150 (46.2) 354 (51.6)
x2=15.649

p=0.001***

Twice a day  89 (24.7)  77 (23.7) 166 (24.2)
Once a day  46 (12.7)  53 (16.3)  99 (14.4)
Nearly not eating  22 ( 6.1)  45 (13.8)  67 ( 9.8)

Eating amount of Kimchi 
at each meal

Never eat  12 ( 3.3)  27 ( 8.3)  39 ( 5.7)

x2=14.073

p=0.007**

1~2 pieces at a meal  46 (12.7)  60 (18.5) 106 (15.5)
3~4 pieces at a meal  84 (23.3)  67 (20.6) 151 (22.0)
5~6 pieces at a meal 109 (30.2)  79 (24.3) 188 (27.4)
More than 7 pieces 110 (30.5)  92 (28.3) 202 (29.4)

Necessity of Kimchi at 
table

Essential 185 (51.2) 161 (49.5) 346 (50.4) x2=0.342

p=0.843
Need once a day 151 (41.8) 143 (44.0) 294 (42.9)
Not nearly necessary  25 ( 6.9)  21 ( 6.5)  46 ( 6.7)

Frequency of preparing 
Kimchi at home 

Every meal 308 (85.3) 284 (87.4) 592 (86.3)
x2=3.484

p=0.323

Depend on diet type  48 (13.3)  34 (10.5)  82 (12.0)
Only in special case   2 ( 0.6)   2 ( 0.3)
Not nearly prepared   5 ( 1.4)   5 ( 1.5)  10 ( 1.5)

Type of Kimchi at diet

Nearly none   4 ( 1.1)   3 ( 0.9)   7 ( 1.0)
x2=8.100

p=0.044*

1 type 131 (36.3)  87 (26.8) 218 (31.8)
2 types 196 (54.3) 197 (60.6) 393 (57.3)
More than 3 types  30 ( 8.3)  38 (11.7)  68 ( 9.9)

Reasons for eating Kimchi

Good Taste 166 (46.0) 138 (42.5) 304 (44.3)

x2=18.129

p=0.011**

Nutritionally superior  28 ( 7.8)  16 ( 4.9)  44 ( 6.4)
Good for Health  49 (13.6)  31 ( 9.5)  80 (11.7)
Parents’ suggestion  25 ( 6.9)  27 ( 8.3)  52 ( 7.6)
Habitually eating food  53 (14.7)  76 (23.4) 129 (18.8)
Traditional food  20 ( 5.5)  10 ( 3.1)  30 ( 4.4)
Low calorie food   2 ( 0.6)   2 ( 0.3)
Others  20 ( 5.5)  25 ( 7.7)  45 ( 6.6)

* p<0.05, ** p<0.01, *** p<0.001

Table 3. Frequency of Kimchi eating, amount and reasons for eating Kimchi. N (%)

2. 김치 섭취 실태
1) 김치 섭취 빈도, 섭취량, 섭취이유
Table 3은 조사대상 중학생들의 김치의 섭취 빈도, 

섭취량, 반찬으로서 김치가 꼭 있어야 하는지의 여
부, 김치가 식사 때마다 나오는지, 식사 시 차려지는 
김치의 종류, 김치의 섭취이유에 등에 대하여 조사하
였으며, 그 결과가 성별, 가족형태별,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보았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51.6%가 끼니마다 김치를 먹
고 24.2%는 하루에 두 번씩 먹는다고 하여 전체의 
75.8%가 하루에 두 번 이상씩 김치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학생 열 명 중 거의 
한 명 정도(9.8%)는 김치를 잘 먹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끼 김치를 먹는다는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거의 먹지 않는다는 비율은 남
학생(6.1%)보다 여학생(13.8%)이 더 높게 나타나 남
학생이 여학생보다 평소에 김치를 더 많이 먹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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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Male
(n=361)

Female
(n=325)

Total
(n=686) x2 P

Baechukimchi 353 (97.8)1) 318 (97.8) 671 (97.8)  0.003 0.956

Kkakdugi 353 (97.8) 314 (96.6) 667 (97.2)  0.867 0.352

Chonggakkimchi 315 (87.3) 288 (88.6) 603 (87.9)  0.296 0.586

Dongchimi 330 (91.4) 303 (93.2) 633 (92.3)  0.793 0.373

Yeolmukimchi 325 (90.0) 293 (90.2) 618 (90.1)  0.003 0.956

Baekkimchi 278 (77.0) 268 (82.5) 546 (79.6)  3.131 0.077

Green perilla leaf Kimchi 216 (59.8) 229 (70.5) 445 (64.9)  8.477 0.004

Cucumber sobagi 239 (66.2) 261 (80.3) 500 (72.9) 17.212 0.000***

Welsh onion Kimchi 235 (65.1) 234 (72.0) 469 (68.4)  3.768 0.052

Leaf mustard Kimchi 196 (54.3) 197 (60.6) 393 (57.3)  2.793 0.095**

Cabbage Kimchi 128 (35.5)  77 (23.7) 205 (29.9) 11.297 0.001

Korean leek Kimchi 169 (46.8) 192 (59.1) 361 (52.6) 10.315 0.001***

Korean lettuce Kimchi  71 (19.7)  87 (26.8) 158 (23.0)  4.866 0.027*

Nabakkimchi 148 (41.0) 160 (49.2) 308 (44.9)  4.686 0.030*

Sweet potato vines Kimchi  83 (23.0)  91 (28.0) 174 (25.4)  2.266 0.132
1) As the multiple responding question, the percentage indicates the ratio of response from total 686 respondents (Male 361, Female 325) 
* p<0.05, ** p<0.01, *** p<0.001

Table 4. Kinds of Kimchi tasted before. N (%) 

는 것으로 생각된다(p<0.001). 
1회 식사 시 김치 섭취량이 7조각 이상인 비율이 

29.4%로 가장 높았으며 대체로 여학생에 비하여 남
학생의 1회 김치 섭취량이 더 많았다(p<0.01). 남학
생의 1회 식사량이 여학생에 비하여 더 많고 그에 
따른 반찬의 양이 많아지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식사 때 식탁에 차려지는 김치의 가짓수는 2가지
인 비율이 57.3%, 1가지가 31.8%였으며 3가지 이상
인 비율도 9.9%나 되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2가
지라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1가지라는 응답이 남학
생(36.3%)가 여학생(26.8%)보다 더 많아 차이를 보였
다(p<0.05). 이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적은 
반찬에도 밥을 잘 먹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김치를 자주 먹는 이유는 맛이 있어서, 늘 먹는 식
품이라서, 건강에 좋으므로 등의 순이었다. 맛이 있
어서, 건강에 좋아서 등의 이유에서는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높았고, 늘 먹는 식품이라서, 부모님의 권유
로 등의 이유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p<0.05 수

준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식사 때마다 김치
가 꼭 필요하다는 비율이 50.4%, 식사 때 김치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절반가량이었으며, 매끼 식
탁에 김치가 차려진다는 비율은 86.3%로 나타났다.

2) 섭취 경험이 있는 김치의 종류
일상적으로 담가 먹고 있는 김치의 종류를 모두 

제시하고 조사 대상자들의 섭취 경험을 조사하였다. 
각 김치에 대한 섭취 경험의 비율을 성별에 따라 
비교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섭취 경험이 90% 이상인 김치는 배추김치, 깍두
기, 동치미, 열무김치의 순이었으며, 고들빼기김치의 
섭취 경험이 가장 적었고, 다음으로 고구마줄기김치, 
양배추김치, 나박김치의 순으로 섭취 경험이 50% 
이하였다. 오이소박이와 부추김치(p<0.001), 깻잎김치
(p<0.01), 고들빼기김치와 나박김치(p<0.05)의 섭취경
험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았으며, 양배추김치
의 섭취경험은 남학생이 더 높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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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Male
(n=361)

Female
(n=325)

Total
(n=686) x2 P

Kimchijjigae1) 355 (98.3) 323 (99.4) 678 (98.8) 1.626 0.202

Fried rice with Kimchi 353 (97.8) 319 (98.2) 672 (98.0) 0.117 0.732

Roasted Kimchi 319 (88.4) 301 (92.6) 620 (90.4) 3.552 0.059

Kimchi jeon 325 (90.0) 313 (96.3) 638 (93.0) 10.365 0.001***

Kimchi gimbap 304 (84.2) 285 (87.7) 589 (85.9) 1.708 0.191

Kimchi mandu 337 (93.4) 311 (95.7) 648 (94.5) 1.791 0.181

Kimchiguk 239 (66.2) 245 (75.4) 484 (70.6) 6.937 0.008**

Kimchi pork jorim 259 (71.7) 251 (77.2) 510 (74.3) 2.698 0.100

Kimchi gukbap 213 (59.0) 196 (60.3) 409 (59.6) 0.121 0.728

Kimchi guksu 175 (48.5) 196 (60.3) 371 (54.1) 9.640 0.002**

Kimchi naengmyeon 111 (30.7)  81 (24.9) 192 (28.0) 2.879 0.090

Kimchi japchae  88 (24.4)  71 (21.8) 159 (23.2) 0.615 0.433

Kimchi hamburger 159 (44.0) 129 (39.7) 288 (42.0) 1.330 0.249

Kimchi pizza  66 (18.3)  67 (20.6) 133 (19.4) 0.596 0.440

Kimchi spaghetti  59 (16.3)  72 (22.2) 131 (19.1) 3.737 0.053
1) As the multiple responding question, the percentage indicates the ratio of response from total 686 respondents (Male 361, Female 325). 
5 Point is the full score and higher point represents higher likeness of Kimchi 
** p<0.01, *** p<0.001

Table 5. Kind of foods made with Kimchi that tasted before (sex). N (%) 

3) 김치를 이용한 음식에 대한 섭취 경험
김치를 이용하여 만드는 여러 가지 음식을 제시하

고 먹어본 경험을 조사하였다. 각 음식별 섭취 경험 
비율을 성별에 따라 비교해본 결과를 Table 5에 나타
내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먹어본 김치 이용 음식은 
역시 김치찌개와 김치볶음밥이었고 다음이 김치만두, 
김치전, 볶은 김치의 순이었다. 김치스파게티, 김치피
자, 김치잡채, 김치냉면의 섭취경험은 매우 적었다. 
거의 대부분의 김치 이용 음식의 섭취경험에서 여학
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김치
전(p<0.001), 김치국과 김치국수(p<0.01)에서 여학생의 
섭취경험 비율이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4) 김치를 이용한 음식의 좋아하는 정도
조사대상자들의 김치 이용 음식에 대한 선호도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Table 6과 같다. 김치를 이용한 
여러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Likert의 5단계 척도법으
로 조사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내어 성별 간의 차

이를 t-test로 검증하였다. 조사결과, 김치를 이용한 
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김치볶음밥(4.77)이었으
며, 다음은 김치찌개(4.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으로는 김치만두(4.56), 김치전(4.54), 볶은 김치(4.43), 
김치김밥(4.38), 김치돼지고기조림(4.24) 순이었으며, 
가장 선호도가 낮은 음식은 김치스파게티(3.44)와 김
치피자(3.45)이었지만 이들 음식의 선호도도 보통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싫어하는 음식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김치볶음밥
(p<0.05), 볶은 김치와 김치전(p<0.001)은 여학생의 선
호도가 남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김치햄버거(p<0.05)
에 대한 선호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다.

3. 김치에 대한 선호도
1) 김치에 대한 선호도
일상 식품으로서 김치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도를 

5단계 척도(‘매우 싫어함’ 1점, ‘싫어함’ 2점,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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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Male
(n=361)

Female
(n=325)

Total
(n=686) T P

Kimchijjigae1) 4.66±0.61 4.74±0.59 4.70±0.60 -1.732 0.084

Fried rice with Kimchi 4.72±0.66 4.82±0.50 4.77±0.59 -2.154 0.032*

Roasted Kimchi 4.29±0.88 4.58±0.72 4.43±0.82 -4.770 0.000***

Kimchi jeon 4.42±0.83 4.66±0.65 4.54±0.76 -4.197 0.000***

Kimchi gimbap 4.37±0.89 4.39±0.85 4.38±0.87 -0.342 0.733

Kimchi mandu 4.56±0.77 4.56±0.73 4.56±0.75  0.094 0.925

Kimchiguk 3.66±1.13 3.78±1.00 3.72±1.07 -1.508 0.132

Kimchi pork jorim 4.25±0.95 4.22±0.95 4.24±0.95  0.381 0.703

Kimchi gukbap 3.66±1.16 3.71±1.07 3.68±1.12 -0.671 0.502

Kimchi guksu 3.70±1.08 3.82±1.04 3.76±1.07 -1.372 0.170

Kimchi naengmyeon 3.60±1.12 3.48±1.05 3.54±1.09  1.459 0.145

Kimchi japchae 3.47±1.09 3.44±1.02 3.45±1.05  0.422 0.673

Kimchi hamburger 3.63±1.23 3.40±1.14 3.52±1.19  2.502 0.013*

Kimchi pizza 3.50±1.19 3.41±1.06 3.45±1.13  1.010 0.313

Kimchi spaghetti 3.42±1.20 3.46±1.10 3.44±1.15 -0.489 0.625
1) Mean±S.D
5 Point is the full score and higher point represents higher likeness of Kimchi 
* p<0.05, *** p<0.001

Table 6. Preference level of foods made with Kimchi.

Variables Mean±S.D T P

Sex
Male 3.80±0.92

-2.201 0.028
Female 3.95±0.83

Family type
Large 3.90±0.91

 0.503 0.615
Nuclear 3.86±0.87

Mother’s 
occupation

Yes 3.86±0.89
-0.529 0.597

No 3.90±0.87

Total 3.87±0.88

5 Point is the full score and higher point represents higher likeness 
of Kimchi

Table 7. Comparison of preferences for Kimchi.임’ 3점, ‘좋아함’ 4점, ‘매우 좋아함’ 5점)로 조사하
여 성별, 가족형태,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차
이를 비교해 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전체 조사
대상자들의 김치에 대한 평균 선호도는 3.87로 나타
나 조사대상 중학생들의 김치에 대한 선호도는 보
통 정도보다는 높게 나타나 대체로 김치를 좋아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5단계척도로 조사한 결
과 중학생들의 김치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은 아니
지만 싫어한다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미루어 
대체적으로 김치를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치에 대한 남학생의 기호도
는 3.80인데 비하여 여학생의 기호도는 3.95로 남학
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2) 선호하는 김치 맛, 양념의 양 및 매운 맛 정도
조사대상 중학생들이 선호하는 김치의 맛과 양념의 

양, 매운 맛 정도, 좋아하는 젓갈이 성별에 따라 차이
를 나타내는지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조사대상자들
이 가장 선호하는 김치의 맛은 매운 맛이었으며(49.1%) 

다른 응답에 비해 훨씬 많았고, 짭짤한 맛(18.7%), 약
간 달콤한 맛(12.2%), 담백한 맛(12.2%)의 순이었다. 성
별에 의한 차이로서는 매운 맛을 선호한다는 응답을 
남학생(53.7%), 여학생(44.0%)로 조사되었다.

적정한 양념의 양은 보통 양이라는 응답이 56.6%
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많은 양에 35.6%의 응답을 
하여, 양념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을 선호함을 볼 
수 있었으며, 선호하는 매운 정도는 아주 맵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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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ale
(n=361)

Female
(n=325)

Total
(n=686) x2 P

Preferred taste

Slightly sweet  45 (12.5)  39 (12.0)  84 (12.2)

11.201 0.048*

Hotness 194 (53.7) 143 (44.0) 337 (49.1)

Simple plain  33 ( 9.1)  51 (15.7)  84 (12.2)

Not salty   4 ( 1.1)   4 ( 1.2)   8 ( 1.2)

Salty  60 (16.6)  68 (20.9) 128 (18.7)

Others  25 ( 6.9)  20 ( 6.2)  45 ( 6.6)

Preferred amount of 
spices

Very large  16 ( 4.4)  11 ( 3.4)  27 ( 3.9)

0.643 0.958

Large 127 (35.2) 117 (36.0) 244 (35.6)

Usual 203 (56.2) 185 (56.9) 388 (56.6)

Small  14 ( 3.9)  11 ( 3.4)  25 ( 3.6)

Very small   1 ( 0.3)   1 ( 0.3)   2 ( 0.3)

Preferred level of 
hotness

Very hot  34 ( 9.4)  24 ( 7.4)  58 ( 8.5)

1.188 0.552Hot 286 (79.2) 259 (79.7) 545 (79.4)

Not hot  41 (11.4)  42 (12.9)  83 (12.1)

Preferred type of 
salted fish

Salted shrimp 143 (39.6) 114 (35.1) 257 (37.5)

7.156 0.307

Salted anchovy  20 ( 5.5)  14 ( 4.3)  34 ( 5.0)

Salted sand lance  15 ( 4.2)  22 ( 6.8)  37 ( 5.4)

Salted hairtail fish   1 ( 0.3)   3 ( 0.9)   4 ( 0.6)

Dislike any types of salted fishes  71 (19.7)  64 (19.7) 135 (19.7)

Like all types of salted fishes  84 (23.3)  90 (27.7) 174 (25.4)

Others  27 ( 7.5)  18 ( 5.5)  45 ( 6.6)

Preferred level of 
aging

Just prepared Kimchi 130 (36.0)  87 (26.8) 217 (31.6)

13.478 0.004**
Well aged Kimchi 155 (42.9) 153 (47.1) 308 (44.9)

Sour Kimchi  49 (13.6)  38 (11.7)  87 (12.7)

Do not care  27 ( 7.5)  47 (14.5)  74 (10.8)

Preferred part of 
cabbage Kimchi

Leafy part 132 (36.6)  92 (28.3) 224 (32.7)

7.222 0.027*Stem part 108 (29.9)  95 (29.2) 203 (29.6)

Like all parts 121 (33.5) 138 (42.5) 259 (37.8)

* p<0.05, ** p<0.01

Table 8. Preferring taste of Kimchi, the amount of spices and level of hot taste. N (%)

지만 매운 맛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79.4%로 가장 
많았다. 좋아하는 젓갈은 새우젓이 37.5%로 가장 많
았고, 다음은 아무 젓갈이나 좋다가 25.4%였으며, 
젓갈이 싫다는 응답도 19.7%로 나타나 일부 학생들
이 젓갈이 들어간 김치를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양념의 양, 매운 맛 정도 및 좋아하는 젓갈의 
종류에서는 남, 여학생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좋아하는 김치의 익은 정도는 잘 익은 김치(44.9%)

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갓 담근 김치(31.6%)를 좋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성별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남, 여학생 모두 잘 익은 김치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여학생의 응답(47.1%)이 남학생(42.9%)
에 비해 더 많았고, 남학생은 갓 담근 김치를 선호한
다는 응답(36.0%)를 여학생(26.8%)에 비해 더 많이 하
였다(p<0.01).

배추김치의 선호하는 부위는 전체를 다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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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Male
(n=361)

Female
(n=325)

Total
(n=686) x2 P

Baechukimchi1) 4.22±0.87 4.36±0.75 4.29±0.82 -2.265 0.024*

Kkakdugi 4.10±0.96 4.06±0.96 4.08±0.96  0.480 0.631

Chonggakkimchi 3.83±1.01 3.95±0.95 3.89±0.98 -1.519 0.129

Dongchimi 3.99±1.03 4.06±0.96 4.02±0.99 -0.875 0.382

Yeolmukimchi 3.75±1.07 3.92±0.96 3.83±1.02 -2.171 0.030*

Baekkimchi 3.58±1.11 3.83±1.03 3.70±1.08 -3.100 0.002**

Green perilla leaf Kimchi 3.35±1.17 3.66±1.05 3.50±1.12 -3.602 0.000***

Cucumber sobagi 3.25±1.14 3.42±1.15 3.33±1.15 -1.965 0.050*

Welsh onion Kimchi 3.08±1.16 3.22±1.15 3.15±1.16 -1.532 0.126

Leaf mustard Kimchi 3.03±1.18 3.22±1.10 3.12±1.14 -2.160 0.031*

Cabbage Kimchi 2.90±1.13 2.75±0.97 2.83±1.06  1.778 0.076

Korean leek Kimchi 3.00±1.18 3.16±1.14 3.08±1.16 -1.843 0.066

Korean lettuce Kimchi 2.68±1.05 2.82±1.06 2.74±1.06 -1.808 0.071

Nabakkimchi 2.86±1.06 3.11±1.01 2.98±1.04 -3.186 0.002**

Sweet potato vines Kimchi 2.66±1.07 2.80±1.00 2.73±1.04 -1.707 0.088
1) Mean±S.D
5 Point is the full score and higher point represents higher likeness of Kimchi
* p<0.05, ** p<0.01, *** p<0.001

Table 9. Comparison of preference for Kimchi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지만, 잎 부분(32.7%)과 
줄기 부분(29.6%)이라는 응답도 많이 나타나 사람마
다 좋아하는 부위가 다름을 알 수 있었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은 잎 부분에 36.6%의 가장 많은 응
답을 하였고, 여학생은 전체를 다 좋아한다는 응답을 
42.5%로 가장 많이 하여 차이를 보였다(p<0.05).

3) 김치 종류별 선호도
평소 식생활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

류의 김치를 제시하고 각 김치에 대하여 좋아하는 정
도를 5단계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9에 나타낸 바
와 같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김치는 배추김치(4.29)였
으며, 다음으로 깍두기(4.08), 동치미(4.02), 총각김치
(3.89), 열무김치(3.83), 백김치(3.70) 등의 순으로 기호도
가 높았다. 고구마줄기김치(2.73), 고들빼기김치(2.74), 
양배추김치(2.83), 나박김치(2.98) 등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깍두기와 양배
추김치를 제외한 모든 김치에서 여학생의 선호도가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특히 배

추김치,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갓김치(p<0.05), 깻잎김
치(p<0.001), 백김치와 나박김치(p<0.01)에 대한 선호도
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 찰
마산지역 중학생들의 김치 섭취실태 조사에서는 

전체의 75.8%가 하루에 두 번 이상의 김치를 먹는 것
으로 매끼 식사 때 김치가 빠짐없이 나오는 가정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Kim & Yoon (2002)의 
77.0%의 비율과 비슷하였고 Kim(1998)의 중학생 65%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섭취경험이 있는 
15 종류의 김치에서도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배추
김치의 섭취가 가장 높았는데, Ku & Kim(1998), Moon 
& Lee(1999), Kim & Yoon(2002), Kim(2003)의 연구에
서도 중 · 고등학생 · 대학생의 김치 기호도는 배추김
치, 깍두기 순으로 높았고 Kim(1998)의 조사에서는 대
학생들의 95.1%, Kim 등(2000)의 보고에서도 성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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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부분이 역시 배추김치를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를 이용한 음식 및 좋아하는 
정도의 척도에서 5점을 최고점으로 조사한 결과 김치
볶음밥(4.77)과 김치찌개(4.70)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
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Park & Lee(2000) 등의 조
사에서도 김치볶음밥(4.52)과 김치찌개(4.44)가 4점 이
상으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으며 Kim(1998)의 대
학생들의 조사에서도 김치볶음밥(93.4%), 김치찌개
(91.9%)의 선호도가 높게 보고되어, 본 조사의 대상자
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 결과를 보면 
섭취 경험이 낮은 음식에 대해서는 선호도 역시 낮게 
나타났으므로, 평소 학교 급식 등을 통하여 김치를 이
용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김치를 섭
취할 기회를 자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
러 김치를 이용한 새로운 요리법이 지속적으로 개발
되어서 학교 급식에 많이 이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김치의 선호도에서 김치의 맛, 양념의 양, 매운 
맛, 좋아하는 젓갈, 김치의 숙성 정도 및 배추김치에
서 선호하는 부위를 종합하였다. 김치의 맛에 있어서
는 매운맛과, 양념의 양은 보통, 매운 맛의 정도에서
는 매운맛으로 조사되었는데 남녀 중학생의 경우 
Kim & Yoon(2002)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Song 등(1995)의 연구에서는 약간 
달콤한 맛(48.4%)으로 맵지 않고(37.4%), 젓갈의 과다
한 사용으로 인한 비린내가 강하지 않은 것을 원하였
다. 본 연구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김치의 냄새가 싫
고, 입맛에 맞지 않아 먹지 않는다는 응답을 보였는
데, 이러한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맛의 김치를 
개발하여 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섭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조사대상자의 42.9%가 
잘 익은 김치를 선호하고 있었으며 이는 Kim(1998)의 
연구(중학생 62.5%, 대학생 68.7%)와도 같은 경향이
었다. Park(1995)의 보고에 의하면 김치가 발효 중 알
맞게 익었을 경우 정장작용과 변비 예방 및 대장암 
예방효과가 크며 당과 콜레스테롤흡수를 저하시켜 당
뇨병, 및 혈관질환에 관련된 성인병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경남 마산지역 중학생 686명을 대상으

로 김치 섭취실태 및 선호도에 대한 지식 등을 조
사 분석하였다.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인 김치의 모
든 것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청소년기 
학생들에 대한 식생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면 
매우 의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이 전통식품인 김치를 더 많이 섭취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서 보다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김치 섭취 실태 조사에서, 중학생들의 김치의 섭

취빈도는 끼니마다 먹는다는 응답이 51.6%로 가
장 많았으며, 1회 식사 시 김치의 섭취량은 7조각 
이상이 가장 많았고, 식탁에 김치가 꼭 필요하다
는 인식을 가진 학생이 50.4%로 나타났다. 식사 
때 놓이는 김치의 종류는 2가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김치를 자주 먹는 이유로는 맛이 있어서
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
추김치, 깍두기, 동치미, 열무김치, 총각김치를 섭
취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섭취경
험이 가장 적은 김치는 고들빼기김치와 양배추김
치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김치는 배추
김치였고, 다음은 깍두기, 동치미 순이었다.

2. 김치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좋아하는 김치는 잘 
익은 김치(44.9%)가 가장 많았고, 남학생은 갓 담근 
김치를 선호한다는 응답(36.0%)을 여학생(26.8%)에 
비해 더 많이 하였다. 배추김치의 선호하는 부위는 
전체를 다 좋아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남학
생은 잎 부분(36.6%), 여학생은 배추김치 전체
(42.5%)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차이를 보였다. 
김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가장 많
이 응답된 것은 익은 정도(39.9%)였으며, 선호하는 
김치의 맛은 매운 맛(49.1%)이 가장 많았고, 적정
한 양념의 양은 보통량(56.6%)이 가장 많았으며, 
선호하는 매운 정도는 아주 맵지는 않지만 매운 맛



J Korean Diet Assoc 14(3):291-301, 2008 |  301

(79.4%)이 대부분이었고, 좋아하는 젓갈은 새우젓
(37.5%)이었다. 남녀 성별에 따른 김치종류별 선호
도는 깍두기와 양배추를 제외한 모든 김치에서 여
학생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마산지역 중학생들의 김치의 섭취
실태 및 선호도는 매우 양호하나 학교 급식 차원에서 
김치를 제공할 때 제조 방법에 있어서 약간 매운맛, 중
간 정도의 양념, 비린내가 심하지 않은 젓갈을 사용하
고, 중간 정도의 숙성과정을 거친 김치를 공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김치찌개와 김치볶음밥 이외
에도 청소년들의 입맛에 맞는 잘 숙성된 김치를 이용
한 김치 가공 식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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