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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서의 절임배추 이용 실태 및 구매 촉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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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consumers have become used to products geared toward a more convenient lifestyle, thus, the demand

for salted-cabbage, for use in preparing Kimchi is increasing.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purchasing factors, the

satisfaction and demands of salted-cabbage, and to ascertain a marketing strategy for expanding the use of salted cabbage

in food-service departments of schools.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131 buying agents who

manage food materials for schools, and statistical data analysis was completed using the SPSS V.14.0 program. 46.9% of

the participating respondents were from elementary schools, 27.7% from middle schools, and 25.4% were from high

schools.. Most of the subjects (67.9%) recognized the salted cabbage retailed for foodservice, but 62.3% of these had not

purchased them, due to both their lack of trust in the sanitation and raw material handling of the food product, and the high

price. Respondents considered different factors when deciding whether or not to purchase: the origin (local or imported) of

the cabbage, hygiene, and taste, as well as characteristics such as the cabbage weight, package weight, and package

materials. The score of post-behavior intentions as well as overall satisfaction was rather high. Also, they perceived the need

of strategic promotion for enlarging the market portion of salted-cabbage. These results will done the guidelines for

diversifying the salted-cabbage market and for creating an added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s in rural areas.

Key Words: salted cabbage, school foodservice, purchasing

I. 서 론

1980년대 후반 이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소득이 증가

하면서 우리나라의 식품 소비는 양적인 성장단계에서 질적

인 성장 단계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식품섭취패

턴은 건강지향, 고급화, 다양화, 간편화, 합리화 등의 특징

을 띄게 되었으며, 일반 식품보다는 신선편의 식품, 전처리

식품, 가공식품을 선호하고, 특히 채소류의 경우 간편화 경

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또

한 일반 소비자 뿐 아니라 단체급식소에서도 인력절감, 조

리시간 단축, 이용의 편리성 등의 이유로 전처리된 식재료

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식품저널 2001).

일반적으로 전처리 식재료는 세척, 탈피, 또는 절단 등 간

단한 물리적 조작을 거친 식재료를 지칭하고, 현재 전처리

식재료 관련 시장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Lee & Lee

2006). 이러한 식재료의 이용은 조리과정의 편리성과 조리

인력의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조리과정의 단축으로 인해 식

재료 반입, 재료의 저장과 보존, 전처리 등의 단계와 이어

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의 발생도 줄일 수

있으며(Bryan 1990; Chong & Kwak 2000), 학교급식 등

의 단체급식에서 이용되는 세척 당근, 깐 감자, 내장을 제

거한 생선 등이 이에 속한다(Son 등 1996).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전처리 식재료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전처리 식재료 이용 후 인건비, 음식물 처리비는

절감되었고 급식 생산성 및 고객 만족도는 증가된 것으로 나

타났다(Yun & Chang 2009). 전북 및 대구 지역 영양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전처리 식재료가 주로 노동시

간 절약, 학생들의 기호도 충족, 인건비 절감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나타났으며(Rho 등 2007), 이는 Park 등

(2004)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경기지역 소재 학교급

식소에서의 전처리 식재료 이용에 대해 조사한 Lee &

Lee(2006)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전처리 식

재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64.2%는 앞으로 전처리

식재료의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부산지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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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급식소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75.9%가 전처리된 채소류의 구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Lyu & Lee 2001), 전처리 식재료 혹은 가공식품의 수요

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절임배추에 대한 수요 증가도 이러한 식품 소비 패턴을 반

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절임배추는 김치를 담글 때 편

의를 돕기 위하여 배추다듬기, 세척, 절임 등의 과정을 모

두 거쳐 판매되는 상품으로(한 2009), 식품 분류에서는 가

공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형태 상 전처리 식품과 가공 식

품의 중간에 위치한다.

농협과 김치업계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국내 절임배추 시

장규모는 약 15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85% 이상이

하나로 클럽과 하나로 마트 등의 농협 계통으로 조사되어,

절임배추 시장 규모와 유통경로의 폭이 좁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김치를 담글 때 일손을 절약하기 위하여 절임배

추를 이용하는 비율이 늘고 있고, 절임배추의 주 소비처가

될 수 있는 국내 김치소비량이 연 100만톤 정도(2007년 기

준 약 2조억원)임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절임배추 시장의 성

장 가능성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한 2009). 하지만 절임배

추는 산지배추의 가격에 따라 국내산 절임배추의 수요량이

급변하게 되고 일인당 소비할 수 있는 김치의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 성장에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판매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김장

철인 가을·겨울에만 판매량이 치우친 상태로는 가격의 불

안정 요인을 해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인력절감, 조리시간 단축, 이용의 편리성 등의

이유로 단체급식소에서의 전처리 식재료 및 가공식품의 요

구 및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학교급식 식

단의 절임배추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절

임배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채널을 다양하게 하기 위

한 목적으로, 학교급식의 경우 2007년 12월 기준 전체 학

교의 99.7%인 11,106개교, 760만 명이 공급받고 있고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8),

학교급식 식단 중 제공빈도가 높은 김치의 주재료로 절임배

추가 쓰일 수 있어 대량 구매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가능해진다. 또한 급식용 식재료의 무분별한 수입농

산물 이용, 식재료 품질 기준 부재, 위생 문제로 인한 질병

유발 등의 문제로 안전성을 의심 받고 있으므로(Yoo & Youn

등 1997; Kim 등 1997; Lee 등 1999, Kim 2000) 따라서

급식업체에서의 절임배추 이용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급식에서의 전처리 및 가공식품 이용 관련 연구 중

절임배추에 관한 연구는 없으며, 절임 농도, 침지 온도 등

절임 조건과 품질 특성 변화 연구(Kim 등 1995; Han과

Noh 1996; Ku 등 1997; Lee 등 2002; Park 2004), 절임

배추 세척, 냉각, 포장, 부재료 첨가, 폐염수 특성 등 가공

특성에 따른 품질 특성 변화 연구(Koh & Choi 1996; Han

등 1996; Han 1998; Kim 등 2000; Park 2000; Yoon &

Kim 2002; 안 등 2003; Kim 등 2009)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배추 재배 방법과 품종에 따른 생육

및 절임 특성(Lee 등 1994; Lee 등 2008), 김치공장의 배

추 절임공정 개선 및 절임배추의 저장성(Han 1996) 등의

연구가 있지만 학교급식에서의 절임배추 이용실태 및 인식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절임배추의 이용실태를 파

악하고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의 초·중·고등학교 급

식 식재료 구매담당자를 모집단으로 규정한 후 편의표본추

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여 전국 초등학교 91

개교, 중학교 56개교, 고등학교 48개교 총 195개교의 급식

식재료 구매담당자(영양(교)사, 조리사 등)에게 사전에 동의

를 받아 우편과 이메일로 설문지를 송부하였다. 설문조사는

2009년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31

부의 설문지를 회수(응답률 67.2%)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교 급식소에서의 절임배추 이용 실태 및

관련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법을 이용하였다. 본 설

문은 기존의 문헌(Jin & Choe 2001, Lyu & Lee 2001,

Lee & Lee 2006, Kim & Joo 2007)을 기초로 문항을 개

발한 후, 개발된 설문문항에 대하여 연구진들의 토의를 거

쳐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일반사항, 절임배추 인지 및 구매현황, 절

임배추 이용현황, 절임배추 이용 만족도, 학교급식에서의 절

임배추 이용 증대 방안 총 5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사

항’에서는 조사대상교의 소재지, 학교급식 분류 형태, 운영

형태, 생산 및 관리 유형, 급식 학생수, 식재료 구매 담당자

의 지위 및 근무경력 등을 조사하였고, ‘절임배추 인지 및

구매현황’에서는 담당자의 절임배추 인지도 및 인지 경로,

절임배추 구매 경험 및 구매·비구매 이유, 현재 이용여부

를 조사하였으며 ‘이용현황’에서는 구매 시기, 이용 용도,

구매한 절임배추의 제품 특성과 선호하는 제품 특성, 절임

배추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 등에 대해 조사하였

다.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 문항은 Likert 7점 척

도(1=전혀 중요하지 않음, 4=보통, 7=매우 중요함)를 이용

하여 제조기간, 유효기간, 수입/국산여부, 산지, 품종, 소금

원산지, 염도, 보관방법, 배추 포기수, 친환경재배 여부, 기

능성표시, 맛, 아삭한 정도, 절임상태, 위생 및 안전성, 브

랜드, 외관, 포장상태, 가격 등 19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절

임배추 이용 만족도’에서는 Likert 7점 척도(1=전혀 만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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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 4=보통, 7=매우 만족함)를 이용하여 절임배추 속

성별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 절임배추를 이용하여 담근 김

치에 대한 본인 만족도와 고객(학생) 만족도, 재구매 의도와

추천 의도로 구성하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에서의 절임배

추 이용 증대 방안을 홍보 강화, 요리법 개발, 판매처 확대,

품목 다양화, 직거래망을 통한 계약, 가공업체 개발, 브랜

드화, 부재료 세트 판매, 절임 농도 다양화 등 9항목에 대

해서 식재료 구매 담당자의 의견을 파악하였다.

3. 통계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전 설문문항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현재 이용 중인 절임배추와 선호하는 절임배추 제품 특성 간

차이를 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절임배추 구

매시 고려 속성과 절임배추 이용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t-

test를 실시하여 이용교와 비이용교간 인식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였으며, 속성별 절임배추 만족도와 행동의도와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교와 학교급식 식재료 담당자의 일반사항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총 131개교 중 초등학교 61

(46.9%)곳, 중학교 36곳(27.7%), 고등학교 33곳(25.4%)이

었으며, 조사대상교의 소재 지역은 서울·경기도에 위치하

고 있는 곳이 26.7%(35개교), 강원도 3.1%(4개교), 충청도

16.8%(22개교), 전라도 27.5%(36개교), 경상도 23.7%(31

개교), 제주도 2.3%(3개교)로 나타났다. 이는 절임배추 이

용여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절임배추 이용교

가 비이용교에 비하여 전라도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가 많았

고 충청도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가 적었다(p<0.001). 학교

급식 분류형태에 따라서는 도시형 62.8%(81개교), 농어촌

형 35.7%(46개교), 도서벽지형 1.6%(2개교)으로 구분되었

으며, 절임배추 이용교와 비이용교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

여 절임배추 이용교의 경우 농어촌형(64.5%, 20개교), 절

임배추 비이용교는 도시형(71.4%, 70개교)인 학교가 많았

다(p<0.01). 급식 운영형태는 직영인 경우가 96.1%(123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chool meal service & dietitian

Items
 N(%)

χ
2

User Non-user Total

School types
Elementary school 9(29.0) 52(52.5) 61(046.9)

5.305Middle school 11(35.5) 25(25.3) 36(027.7)
High school 11(35.5) 22(22.2) 33(025.4)

School district

Seoul · Gyeonggi 1(03.2) 34(34.0) 35(026.7)

39.867***

Gangwon 0(00.0) 4(04.0) 4(003.1)
Chungcheong 0(00.0) 22(22.0) 22(016.8)
Jeonla 20(64.5) 16(16.0) 36(027.5)
Gyengsang 8(25.8) 23(23.0) 31(023.7)
Jeju 2(06.5) 1(01.0) 3(002.3)

Geographical distribution
Urban 11(35.5) 70(71.4) 81(062.8)

15.008**Rural 20(64.5) 26(26.5) 46(035.7)
Remote country 0(00.0) 2(02.0) 2(001.6)

Type of operation Self-operation 29(96.7) 94(95.9) 123(096.1) .034Contracted 1(03.3) 4(04.1) 5(003.9)

Production Method
Conventional 28(93.3) 85(87.6) 113(089.0)

1.024Commissary 2(06.7) 10(10.3) 12(009.4)
Co-management 0(00.0) 2(02.1) 2(001.6)

Number of meals1)

Below 200 8(25.8) 14(14.3) 22(017.1)

5.051
201-500 5(16.1) 13(13.3) 18(014.0)
501-800 8(25.8) 19(19.4) 27(020.9)
801-1000 1(03.2) 11(11.2) 12(009.3)
Over 1000 9(29.0) 41(41.8) 50(038.8)

Status of dietitian
Nutrition teacher 12(44.4) 52(55.9) 64(053.3)

2.275Dietitian 3(11.1) 14(15.1) 17(014.2)
Others 12(44.4) 27(29.0) 39(032.5)

Period of work experience (months)1) 118.55±76.581
Total 31(23.7) 100(76.3) 31(100.0)

*p<.05, ***p<0.001
1)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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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로 대부분이었으며 위탁이 3.9%(5개교) 이었다. 급식의

생산 및 관리유형은 단독조리가 89.0%(113개교)로 가장 많

았으며, 공동조리 9.4%(12개교), 공동관리 1.6%(2개교)로

나타났다. 하루 급식수는 1000명 이상인 학교가 38.%(50

개교)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501-800명(20.9%,27개교)이

었으며 200명 이하인 경우도 17.1(20개교) 있었다. 식재료

구매 담당자의 지위의 경우 영양교사인 경우가 53.3%(64개

교), 영양사 14.2(17개교), 기타 32.5%(39개교)였으며, 회

계직, 계약직 영양사, 위생원, 조리사 등이 기타에 속했다.

평균 근무연수는 9년 10개월로 나타났다.

2. 절임배추 인지 및 구매현황

급식용 절임배추에 대한 인지 여부 및 구매 경험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67.9%(89

명)가 급식용 절임배추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

다고 응답했으며. 인지경로는 식재료 납품업체(53.9%, 48

명), 슈퍼마켓 등 소매점(51.7%, 46명), 주변인의 추천

(48.3%, 43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면대면 경로가 아

닌, 인터넷(39.3%, 35명)이나 TV(30.3%, 27명)을 통해 급

식용 절임배추를 접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수 있어 미디

어를 통한 홍보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급식용 절임배추 판매를 인지하고 있는 89명을 대상으로

절임배추 구매 경험을 알아본 결과, 이 중 34.5%(30명)만

이 절임배추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절임배추를 구

매한 이유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93.3%, 28명)

가 가장 많았고, 간편하기 때문에(66.7%, 20명), 배추 절

일 공간이 협소해서(46.7%, 14명), 배추 절이는 과정이 어

려워서(43.3%, 1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격이나 맛에 대

한 응답은 비교적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급식

에서 절임배추를 이용하는 주 이유가 김치를 직접 담글 때

소요되는 인력이나 협소한 장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기 때문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급식용 대량 조리과정에서

편의성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Lee & Jang

(2008)의 연구에서도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을 이용하는 가

장 큰 이유가 구매의 용이성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절임배추를 인지하고 있는 89명의 응답자 중 과반수이상

(63.2%, 55명)은 절임배추에 대하여 인지는 하고 있지만 구

매해 본 적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구매를 하지 않는 주 이

유로는 제조 공정의 위생 및 안전성 문제(67.3%, 37명)와

원재료에 대한 낮은 신뢰도(24.6%, 62명)를 들어, 식재료

구매 담당자들은 급식용 식재료 선택에 있어 원재료 및 가

공 과정의 위생을 중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절임배추에 대한

이러한 불신을 없앨 대안 마련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3. 절임배추 이용현황

1) 절임배추의 구매시기와 이용용도

절임배추 이용교를 대상으로 하여 절임배추의 구매시기를

조사해본 결과<Table 3>, 사계절 구매하여 이용하는 학교

가 41.9%(13개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여름 또는 겨울

에 구매하는 학교가 각 12.9%(4개교)이었으며 봄에 구매하

는 학교가 9.7%(3개교)이었다.

구매한 절임배추는 주로 배추김치(96.8%, 30개교)를 담그

는 데 이용되고 있었고 다음은 겉절이(41.9%, 13개교), 백김

치(25.8%, 8개교), 물김치(19.4%, 6개교) 등의 용도로 이용

하고 있어, 현재 절임배추의 이용이 배추김치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절임배추가 배추김치 외 백김치, 물

김치, 쌈 등 김치류에도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김치에 더

욱 알맞은 품목용 절임배추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Table 2> Recognition and purchase experience of salted 

cabbage for foodservice 

Items  N(%)

Recognition
of Salted
cabbage

for school
foodservice

Yes 89(067.9)
Routes of recognizing salted cabbage1)

TV 27(030.3)
Radio 4(004.5)
Internet 35(039.3)
Newspaper 6(006.7)
Magazine 2(002.2)
Retailer 46(051.7)
Recommendation of others 43(048.3)
Supplier 48(053.9)
Others 8(009.0)

No 39(029.8)
No answer 3(002.3)

Total 131(100.0)

Purchasing
experience
of salted
cabbage

for school
Foodservice2)

 Yes 30(034.5)
Reason for purchasing salted cabbage1)

Comfortable 20(066.7)
Saving time 28(093.3)
Scarcity of work space 14(046.7)
Delicious 8(026.7)
Difficult in salting cabbage 13(043.3)
Reducing the amount of food waste 6(020.0)
More cheaper 1(003.3)
Others 2(006.7)

No 55(063.2)
Reason for NOT purchasing salted cabbage1)

More expensive 26(047.3)
Tasteless 6(010.9)
Low quality of cabbage 4(007.3)
Distrust in raw material 36(065.5)
Sanitation of processing 37(067.3)
Short shelf life 10(018.2)
Difficult to guess quantity of item 3(005.5)
Unknown supplier 6(010.9)
Concern about return 8(014.5)
Others 14(025.5)

I used to purchase salted cabbage, but not now. 2(002.3)
Total 87(100.0)

1)Number of choice for three items
2)N=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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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임배추 제품 특성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절임배추의 배추 규격, 포장 단위, 포

장재 등 제품 특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Table 4>에 나

타내었다. 절임배추 이용자의 대부분은 ‘중’(60.0%, 18개교)

혹은 ‘대’(36.7%, 11개교) 규격의 제품을 이용하고 있었으

며, 특대 규격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었고, 포장단위의 경우

10 kg을 이용하는 경우가 46.7%(14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선호하는 포장단위도 10kg이 46.7%(14개교)로 가장 선호

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선호 특성은 이용하고 있는 특성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

재 특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김치의 이용실태 및 촉진방안을 조

사한 Kim & Joo(2007)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1 kg 포장

단위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Kim(2000b)의 연구에서

도 200~500 g의 소포장단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난 반면, 본 연구 결과 학교급식에서는 이보다 훨씬 큰 10 kg

의 절임배추 포장단위가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포장 단위 뿐만 아니라 절임배추의 제품 특성에 있어 일반

소비자용과 다른 급식용 절임배추의 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포장재는 비닐 포장과 종이 포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12

개교, 41.4%)로 가장 높았고, 선호되는 포장재의 경우 현재

주로 이용하는 종이박스, 비닐포장의 선호가 높았지만 스티

로폼이나 플라스틱 박스를 선호하는 경우도 다소 있었다.

Kim & Joo(2007)는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김치의 선호

포장재를 알아본 결과 폴리에틸렌 포장을 가장 선호하고 플

라스틱 포장을 다음으로 선호하고 있어, 비닐 포장의 선호

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절임배추 또한

김치와 같이 발효식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제품의 숙성 정

도가 품질 및 안전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빛, 온

도, 습도 등을 조절해줄 수 있는 포장재의 역할이 중요하

며, 현재는 이에 대한 연구가 Han 등(2000), Kim 등(2009)

의 연구 결과 이외에는 미비한 실정이므로 포장재 및 유통

과정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절임배추 구매 속성별 중요도

식재료 구매담당자가 절임배추를 구매할 때 고려하는 속

성 중요도와 절임배추를 이용하지 않는 조사대상자의 구매

를 예측하여 각 속성 중요도를 리커트 7점 척도로 비교 분

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급식용 절임배추를 이용하는 응답자의 경우 절임배추 구

입 시 절임배추에 사용된 배추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여

부를 7.00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 다

음은 위생 및 안전성(6.89), 맛(6.88), 절임상태(6.78), 포

장상태(6.62), 염도(6.58), 유통기한(6.56), 제조일자(6.56)

순으로 속성 중요도가 높아, 이들 속성의 우선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절임배추를 이용하지 않

는 응답자는 절임배추를 구매하게 된다면 위생 및 안전성

(6.90)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

은 배추의 수입/국내산 여부(6.89), 유통기한(6.75), 맛

(6.72), 제조일자(6.72), 절임상태(6.66), 소금의 원산지

(6.53) 순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하였다.

절임배추 구매 시 속성 중요도를 절임배추 이용 여부에 따

라 비교해본 결과, 절임배추 이용하는 응답자가 이용하지 않

는 경우에 비하여 배추의 수입/국내산 여부를 중요한 속성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1). 또한 절임배추 비이용교는 이용

교와 비교하였을 때 기능성 효과, 가격, 유통기한, 제조일

자 등의 속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절임

<Table 3> Buying season and use of salted cabbage

Items  N(%)

Buying
season

Spring 3(009.7)
Summer 4(012.9)
Autumn 0(000.0)
Winter 4(012.9)
Four season 13(041.9)
No answer 7(022.6)
Total 30(100.0)

Use of salted
cabbage1)

Baechu-Kimchi 30(096.8)
Baek-Kimchi 8(025.8)
Mul-Kimchi 6(019.4)
Ssam 3(009.7)
Geotjeori 13(041.9)
Others 2(006.5)

1)Number of choice for three items

<Table 4> Cabbage weight, package unit and package material of

salted cabbage

Items
 N(%)

Using item Preference χ
2

Cabbage 
weight

Over 4 kg 0(000.0) 0(000.0)

0.633
3~4 kg 11(036.7) 14(046.7)
2~3 kg 18(060.0) 15(050.0)
Below 2 kg 1(003.3) 1(003.3)
Total 30(100.0) 30(100.0)

Package
unit

Below 5 kg (1~3 head) 2(006.7) 1(003.3)

0.726

10 kg (4~5 head) 14(046.7) 14(046.7)
10~20 kg (7~10 head) 7(023.3) 9(030.0)
20~30 kg (10~15 head) 4(013.3) 3(010.0)
Others 3(010.0) 3(010.0)
Total 30(100.0) 30(100.0)

Package 
material

Vinyl 12(041.4) 8(027.6)

2.677

Paper 12(041.4) 11(037.6)
Styrofoam 1(003.4) 3(010.3)
Plastic 3(010.3) 5(017.2)
Others 1(003.4) 2(006.9)
No answer 1(003.4) 1(003.4)
Total 29(100.0) 2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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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를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19개의 속성 중 수입

/국내산 여부와 더불어 맛, 포장, 보관방법 등을 비교적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절임배추의 구매 시 속성 중요도 결과는 Kim & Joo(2007)

의 연구에서 김치 구매 시 고려속성을 일반 소비자를 대상

으로 조사했을 시 과반수이상이 맛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응

답한 것과는 상이한 결과로, 단체급식의 경우 일반소비자에

비해 맛 이외에도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김치 완제품

구매 및 비구매 이유를 조사한 You 등(2007)의 연구에서는

완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인공 조미료를 많

이 이용할 것 같아서’, ‘재료의 품질을 믿을 수 없어서’ 등

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완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급식 학

교를 위해 절임배추의 위생적인 면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이용 확대를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

되었다.

4. 절임배추 이용 만족도

1) 절임배추 이용 만족도

급식용 절임배추를 구매해 본 조사대상자에 한해 이용 만

족도를 Likert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Table 6>, 맛, 질

감, 절임상태, 외관, 포장, 가격, 편리성 등 7가지 속성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편리성(5.82), 절임상태(5.61)

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가격(4.04)에는 비교적 만족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본인의 절임배추

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5.53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으

로 나타났으며 응답자가 인식하는 학생들의 만족 수준은 다

소 높은 5.83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절임배추를 계속 구

매할 의도가 있는 편이며(5.97),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할 의

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73).

2) 속성별 절임배추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 대상별 만

족도, 행동의도와의 관계

절임배추의 7가지 속성별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 대상

별 만족도, 구입 후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았다<Table 7>.

식재료 구매 담당자의 절임배추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식

감, 절임정도, 맛(p<0.001)의 만족도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 외관(p<0.01), 편의성, 포장(p<0.05) 등과도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고객 만족도의 경

우 다른 속성과 비교하여 맛(p<0.01)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록 고객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 편

의성, 아삭거리는 질감, 절임정도(p<0.05)와도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구입 후 재구매 의도와 속성별 만족도 간 상

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맛, 포장, 절임정도, 외관, 아삭거리

는 질감 등과 고르고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p<0.05), 추천의도는 포장, 맛(p<0.01), 아삭거리는 질감,

발효정도(p<0.05)의 만족도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

이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추천의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격이나 편의성 속성에 대한 만족도는 절임배추

의 전반적 만족도, 대상별 만족도, 구매 후 태도에 큰 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맛, 아삭거리는 질감, 절임상태가 전반

적 만족도, 대상별 만족도, 재구매 의도, 추천 의도 등을 결

정짓는 주요 속성이라 유추할 수 있으므로 이들 속성에 대

한 우선적인 주의 및 품질 유지가 필요할 것이다.

5. 절임배추 이용 증대방안

학교급식에서 절임배추의 이용을 증대시키기 방안으로 조

<Table 6> Satisfaction with salted cabbage1) M±SD

Items  N(%)

Satisfaction with
each factor1)

Taste 5.46±1.07
Texture 5.54±0.96
Salting degree 5.61±1.10
Appearance 5.68±0.82
Package 5.57±1.03
Price 4.04±1.23
Convenience 5.82±1.44

Satisfaction of 
respondents1)

Satisfaction of respondents 5.53±0.86
Satisfaction of customers 5.83±0.91

Post-behavioral 
Intention2)

Repurchase intentions 5.97±1.07
Recommendation intentions 5.73±1.02

1)Seven-point Likert scale: 1-Strongly unsatisfied, 7-Strongly satisfied
2)Seven-point Likert scale: 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Table 5> Consideration in purchasing salted cabbage

M±SD

Items User Non-user t-value
Manufactured date 6.56±0.89 6.72±0.68 -1.029
Shelf life 6.56±0.85 6.75±0.62 -1.113
Imported/Domestic (cabbage) 7.00±0.00 6.89±0.38 2.952**
Growing area 6.22±1.12 6.32±1.06 -0.426
Species of cabbage 5.77±1.21 5.91±1.23 -0.535
Origin of salt 6.33±1.07 6.53±0.97 -0.894
Salinity 6.58±0.86 6.52±0.76 0.355
Keeping method 6.48±0.85 6.23±1.02 1.177
Quantity of cabbage 5.27±1.19 5.38±1.30 -0.403
Eco-friendly 5.42±1.42 5.57±1.34 -0.496
Functionality 4.58±1.53 5.13±1.45 -1.691
Taste 6.88±0.33 6.72±0.57 1.912
Texture 6.50±0.99 6.56±0.72 -0.393
Fermentation degree 6.78±0.51 6.66±0.61 0.943
Hygiene 6.89±0.32 6.90±0.34 -0.095
Brand Image 5.46±1.36 5.50±1.16 -0.144
Appearance 6.12±1.03 6.18±0.91 -0.306
Package 6.62±0.57 6.41±0.78 1.282
Price 5.89±1.53 6.31±0.92 -1.372

**p<0.01
1)Seven-point Likert scale: 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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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상자의 의견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8>

과 같다. 절임배추를 이용하는 학교에서는 직거래 망을 통

한 계약(48.4%, 15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

으로 절임배추 홍보강화(41.9%, 13명), 절임배추 판매처 확

대(38.7%, 12명) 등이 절임배추 이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

이 될 것이라 하였다. 직거래망을 통한 계약의 경우 절임배

추를 이용하지 않은 곳에서는 다소 낮은 응답을 보였으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05).

절임배추를 이용하지 않은 학교의 경우 절임배추의 홍보

강화(58.0%, 58명)를 절임배추 이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

우선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임배추

품목 다양화(37.0%, 37명), 브랜드화를 통한 고급이미지 구

축(36%, 36명), 고객 취향에 맞는 절임농도 다양화(32.0%,

32명), 절임배추를 이용한 요리법 개발(31.0%, 31명) 순으

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절임배추의 이용 증대를 위하여 유

통 경로의 개선과 홍보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중

국산 식재료의 유입, 멜라민 파동 등으로 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 절임배추로 김치를 직

점 담금으로써 김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홍

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 밖에 Kim & Joo(2007)

의 연구에서 일반소비자의 김치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는 특성김치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소비자들은

향후 지역특색 김치, 저염도 김치, 유산균 김치 등의 특성

김치가 개발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

절임배추 이용 증대 방안으로 절임배추 품목 다양화, 절임

농도 다양화의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

로 절임배추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전국 16개 시·도의 195개 초·중·고

등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2009년 9월 15

일부터 10월10일까지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31부의 설문지를 회수(응답률 67.2%)하여 분석에 이용하

였다.

조사대상 학교 중 서울·경기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는

26.7%, 강원도 3.1%, 충청도 16.8%, 전라도 27.5%, 경상

도 23.7%, 제주도 2.3%로 나타났고, 급식 운영형태는 직

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급식의 생산 및 관리유형은 단

독조리가 89.0%로 가장 많았다. 하루 급식 수는 1000명 이

상이 38.%로 가장 많았다.

급식용 절임배추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조사

대상자의 69.5%가 급식용 절임배추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

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 중 34.5%만이 절임배추를 구매 경

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임배추를 구매한 이유로는 시

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으며, 구매한 절임

배추의 96.8%는 배추김치를 담그는 데 이용되고 있었다. 반

면, 조사대상자 중 63.2%는 절임배추에 대하여 인지는 하

고 있으나 구매해본 적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입을 하

지 않는 주 이유는 제조 공정의 위생 및 안전성 문제와 원

재료에 대한 낮은 신뢰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임배추 이용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절임배추의 구

매시기를 조사해본 결과<Table 3>, 사계절 구매하여 이용

하는 학교가 41.9%(13개교)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배추김

치(96.8%, 30개교)로 이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중’ 혹은

‘대’ 규격의 제품을 이용하고, 이용 포장단위의 경우 10 kg

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용 포장형태는 비닐

포장과 종이 포장인 경우가 많았다. 선호하는 제품규격, 포

장단위, 포장형태는 현재 이용 제품과 차이가 없었다. 절임

배추 구매시 속성별 중요도를 리커트 7점 척도로 조사해본

결과, 절임배추 이용자들은 절임배추에 이용된 배추가 수입

/국내(7.00)> 위생 및 안전성(6.89)> 맛(6.88)> 절임상태

<Table 7> Cor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factors, satisfaction, and post-behavioral intention

Items Price Convenience Taste Texture Appearance Fermentation
degree Package

Overall Satisfaction 0.367* 0.465* 0.621*** 0.639*** 0.540** 0.633*** 0.405*
Customer Satisfaction 0.430* 0.431* 0.498** 0.461* 0.271 0.412* 0.310
Repurchase intentions 0.102 0.224 0.467* 0.416* 0.423* 0.453* 0.463*
Recommendation intentions 0.050 0.234 0.473** 0.428* 0.327 0.392* 0.476**

*p<.05, **p<0.01, ***p<0.001

<Table 8> Utilization methods for salted cabbage1) N(%)

Items User Non-user χ
2

Promotion 13(41.9) 58(58.0) 3.367
Recipe development 10(32.3) 31(31.0) 0.001
Supplier expand 12(38.7) 22(22.0) 3.147
Product diversification 11(35.5) 37(37.0) 0.070
Direct network establishment
(between consumer and the 
farmers)

15(48.4) 24(24.0) 6.315*

Support for food processors 4(12.9) 12(12.0) 0.007
Brand image improvement 9(29.0) 36(36.0) 0.677
Set-item development for 
making Kimchi 3(09.7) 17(17.0) 1.099

Salinity diversification 9(29.0) 32(32.0) 0.168
Others 0(00.0) 4(04.0) 0.981
1)Number of choice for thre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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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포장상태(6.62)> 염도(6.58)> 유통기한(6.56)> 제

조일자(6.56)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절임배추의 전반적 만족도는 리커트 7점 척도 기준 5.53

으로 ‘만족’ 수준으로 나타났다. 속성별로는 편리성, 절임상

태에 비해 가격 만족도는 ‘보통’ 수준에 그쳤다. 절임배추로

담근 김치에 대해 학생들의 만족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

되었다(5.83). 또한 절임배추를 계속 구매할 의도가 있는 편

이며(5.97),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5.73). 속성별 절임배추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 대

상별 만족도, 행동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격이나

편의성 속성에 대한 만족도는 절임배추의 전반적 만족도, 대

상별 만족도, 구매 후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맛,

식감, 절임상태가 전반적 만족도, 대상별 만족도, 재구매 의

도, 추천 의도 등을 결정짓는 주요 속성으로 도출되었다. 절

임배추 이용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거래 망을 통한 계

약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절임배추 비이용자의 경

우 절임배추의 홍보 강화를 절임배추 이용을 증대시킬 수 있

는 최우선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자의 30.5%가 급식용 절임배추의 판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절임배추의 홍보가 가장 우선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절임배추의 구매, 비구매 이

유에 원재료와 제조공정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절임배추 구매시 배추

의 수입/국내 산지, 위생 및 안전성이 가장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근 멜라민 파동과 중국산 식재료 수입 등으

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절

임배추를 통해 김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을 홍보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절임배추 이용에 대한 조사에서 구매된 절임배추의

대부분이 배추김치용으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나타났으므로,

포기김치 외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

다. 예를 들어 쌈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기존 배추에는 없

는 부드러운 질감과 소화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이용제품 특성과 선호 제품 특성이 일치하며, 이용

규격, 이용포장단위가 각각 중 혹은 대, 10 kg 이상으로 조

사된 것을 고려하여, 기존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되던 제품과는 차별화된 외식·급식업체를 위한 큰 규격의

제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미 보편화 되어 있는 김치

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쌈용 절임배추 시

장을 개척할 경우를 대비하여 1/4포기나 1/8포기 등의 소포

장 단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절임배추 이용을 증

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임배추 이용자들이 직거래 망을 통

한 계약, 절임배추 판매처 확대 등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

을 보아 85% 이상이 농협 계통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유

통방식에서 벗어나 제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모든 유통업체

를 중간상인으로 활용하는 개방적 유통형태가 소비자 접근

성을 좋게 하고 절임배추의 판매에 적합할 것이며, 따라서

유통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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