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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된장 속성 및 제품 간 중요도 산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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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ttributes of purchasing soybean paste and calculate the 
priorities among the attributes focusing on traditional soybean paste in the Jeju region. To achieve this goal, 
the priorities was analyzed through a survey for restaurants and housewives with AHP methodology. The 
result showed that soybean paste made in B company was most preferred among domestic products, followed 
by one made in A company and traditional Jeju soybean paste. As a result of the sensitivity analysis, 
traditional Jeju soybean paste is considered to have a high market share if its price can be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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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비자의 소득 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

라 농산물과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도 건강성과 과학성이 담긴 전통 생활 문화에 대

한 발굴과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식품은 국내 농산물의 수요 확대, 

농업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으로

서 이용되어 왔으며, 면역 증강, 항암 효과, 항고

혈압 효과, 항산화 효과 및 콜레스테롤 저하 등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Oh & Kim 
2007; Kim 1998; Hwang 1997). 또한, 소비 연령

층의 변화와 음식문화의 세계화에 따라 전통식품

도 점차 다양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
비자의 기호성에 맞는 전통음식 소비 패턴이 급속

히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각 식품

업체들이 된장을 포함한 장류 식품들을 최근에 시

장에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서울경제신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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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이와 관련하여 Jung HS 등(2009)은 한식당의 세

계화를 위한 실질적인 연구를 제안하고 있으며, 
Ha DH과 Kwon MY(2009)은 다양한 전통음식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된장 식품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실질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된장을 구매

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 및 그 요

인 간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된장의 선

택 속성 간 중요도를 산출한 후 이에 기반하여, 각
된장 식품 간 선호도를 측정하였고, 이를 통해 최

종적으로는 제주 재래된장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된장 관련 선행 연구

된장은 청국장, 간장 등 콩을 주원료로 한 전통

발효 식품으로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

심 증대로 건강식품 중의 하나인 된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Lee HT 등 2009). 된장

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두 발효식품 중의 하나로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아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도 매우 우수한 식품으로 우리 조상들의 식생활

에 널리 애용되어져 왔으며, 제조 방식에 따라 재

래식 된장은 소규모 가족형의 생산 형태이며, 개
량식 된장은 대기업형과 중소기업형으로 과점시

장형태를 취하고 있다. 발효균, 원료, 담금 방법

에 따라 재래된장과 개량식 된장은 차이가 있으

며, 재래된장은 지방, 단백질, 당질이 개량식 된

장에 비하여 적으나, 섬유소나 회분은 많은 차이

를 나타낸다(Oh 등 2009). 
이러한 된장의 원료인 콩의 경우, 전국 콩 재배

면적은 2008년에 전년보다 1.3% 줄어든 7만 5,242 
ha로 도시 개발, 논콩 차등 수매제 폐지, 연작 피

해를 줄이기 위한 돌려짓기 등으로 파악하고 있

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우리나라 콩 생산

량 13만 2,674톤으로 콩 수입량 30만 3,613톤에

비해 자급율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낮은 자급

률은 10 ha당 콩 생산량이 170 ㎏을 밑돌고, 농가

의 콩 재배 규모가 영세하고 기계화 비율이 21%
로 낮은 등 전반적인 다수확 재배 여건 부족이 주

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농촌진흥청 국립식량

과학원 2008).
최근 연구(Oh 등 2009)에서는 제주 전통된장은

유기산 중에서 lactic acid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된장 시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

면, Kang CY 등(2000)은 전통장류의 시장 규모를

추정하고, 생산․유통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

고 있으며, 이정원(2004)은 30대 이하 주부들이

개량식 된장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통식 된장

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근 된

장 시장이 성장하면서 된장 시장을 둘러싼 판매

경쟁은 중소기업 간의 업소용 제품 중심에서 대

기업 간의 가정용 제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된장 시장의 뚜렷한 경향은 제품의 고급화

와 다양화 현상을 들 수 있는데,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차별화를 통한 제품 고급화와 조리의

편의성을 강조한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Sun JK & 
Baek JH 2008). Kim KH와 Chou MS(2002)의 연
구는 제주 전통음식을 개발하기 위한 결정 요인

을 추출하였다. 그러나 재래된장과 관련된 소비

실태 조사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된장 

시장 전체와 제품별 시장 변화를 분석하고, 된장

을 제주 재래된장과 개량형 된장 등으로 구분하여

소비자 패턴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2. 속성 간 중요도 산출을 위한 AHP 개요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 및브레인 스토밍등

을 통하여 된장 식품들 간의 분야별 중요 요소를

도출하여 된장 식품들 간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

기 위하여 사용된 AHP 방법론의 특징과 유용성

그리고 적용사례 등을 점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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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소(element)는 속성(attribute)이라고도 하며, 계층에 따라 전략이될수도 있고평가항목또는평가기준이될수도 있음.

특히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여건이 복

잡해지고 의사 결정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증가하면서, 전략적 목적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대안들을 선택하는일이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수량적인 데이터와 인간의 직관

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 요소들이복합될 경우 의

사 결정은 그만큼 더 어려워지며 비합리적인 결

정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의사 결정 여건이 복잡해짐에 따라, 

Saaty(1980)는 인간의 의사 결정시 두뇌가 계층 구

조설정, 상대적 중요도 추정, 논리적일관성 확보

등의단계를거쳐이루어진다는점에착안하여, 계
층분석적 의사 결정 방법(Analytic Hierarchy Pro-
cess)을 창안하였다. 즉, 인간의 인식 능력이 가장

최근에 검토한 7～9개 정도의 요소에 한정된다는

점에착안하여계층설정을통한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와같이 AHP는 다수의 대안에 대한 의사 결

정에 있어 다면적인 평가 기준과 다수 주체에 의

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방법론으로

서, 의사 결정 과정을 여러 계층(hierarchy)으로

나눈 후, 각 계층 구성요소
1)
간의 쌍대비교를 통

해 다수 주체(전문가)의 지식, 경험 및직관을 포

착할 수 있는 의사결정방법론이다. 

<Table 1> Comparisons of analysis results

Criteria Contents Index
Overall 
ranking

Place of origin
Whether the origin of soybean is the Jeju region, a domestic region, 
or a foreign country

0.108 4

Price Each price level of the food 0.033 8

Period of circulation Each level of circulation period of the food 0.095 6

Food diversity Possibility of the application of a recipe 0.047 7

Quality level Quality level of soybean paste 0.172 2

Stability Stability level when soybean paste is applied to foods 0.272 1

Smell and color Smell and color level of soybean paste 0.103 5

Nutrition Nutrition of soybean paste 0.169 3

AHP는 다수의 평가 기준 하에서 다수 대안들

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 의
사결정이론측면에서 다 속성 의사결정분석(multi- 
attribute decision making) 중선호보정이있는 모형

(compensatory preference model)에 속하고 있다.

Ⅲ. 분석 결과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자료의 수집을 위해 된장 식품들 간의 중요도

관련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AHP를
활용하여 9점 척도를 통해 쌍대비교를 실시하였

다. 특히 제주 재래된장과 국내 3사 제품 및 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 대안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관련 전문가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선정하였다.
여기서는 제주 지역 식당 관련 관계자와 주부

등 총 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취지와 AHP 
방법에 대한설명을 하고난후직접방문을 통하

여 AHP 방법과 응답방법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08년 12월 11일부터 14

일까지 4일간총 16부를 현장에서직접수거하여

응답에 문제가 있는 2부를 제외하고 전문가의 최

종 응답 결과인 14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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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로 본 연구에서는 Kim KH와 Chou MS(2002) 연구를 참조하였음.
3) 일관성지수의 기준 값은 0.1임. 즉 0.1보다 낮으면 응답자들의 답변이 일관성을 가진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음.

본 연구에서 사용된프로그램은 AHP의 전 소프

트웨어인 Expert Choice Version 11.0과 Microsoft 
Office Excel 2007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현재 식품과 관련하여 AHP 방법론을 적용한

사례를찾을 수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 방법은 의

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1차 수준 분석 결과

1차 분석 결과, 된장 식품들 간의 중요도 및 우

선 순위 요인은 기존 연구2) 및 브레인 스토밍에

의거하여 크게 원산지, 가격, 유통기한, 조리 또

는 상품 적용 다양성, 품질 수준, 안정성, 냄새및

색깔 정도, 영양 정도 측면으로 대분류하였으며, 
된장 식품들 간 가중치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3. 1차 판단 기준들에 대한 평가

위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판단 결과를 통합한

결과는〈Fig. 1〉과 같다. 즉, 목표(된장 식품들 간

중요도 산출)에 대한 1차 판단 기준들의 중요도

에 대한 판단을 통합하게 된다. 
먼저 “안정성”이 27.2%의 가중치로 가장 중요

한 판단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품

<Fig. 1> Evaluation result on the criteria of the first step.

<Fig. 2> Result of preference among the soybean foods.

질 수준”이 17.2%, “영양 정도”가 16.9%, 원산지

10.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정성” 요
인을응답자들은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대안 간 평가

아래와같이 본 연구에서는앞서 제시한바대

로 6가지 된장 식품들 간의 중요도에 의거한 대

안 간 선호도를 산출하게 된다.
지표 간 가중치 분석 결과, 과정을거쳐마지막

단계의 최종권역 가중치를 살펴보면 국내산 B사
된장이 된장 식품 분야별 선호도에서 가장 선호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국내산 A사 된장, 
제주산 재래된장, 국내산 C사 된장 등으로 나타

났으며,〈Fig. 2〉와 같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일관성지

수(consistency index)를 검토해야 하는데, 본 연

구에서는〈Fig. 1〉 및〈Fig. 2〉에서와같이 0.02로
나타나 응답의 일관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3).

5. 민감도 분석

위 선정 기준들의 중요도의 변화가 최종 결과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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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의사 결정 과정의 합리성

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탈루나오류의

발견, 수정 및 신중한 판단으로 의사 결정 결과에

대한 확신과 설득력을 제고할 수 있다.
〈Fig. 3〉은 연구 결과에서 나온된장 식품 관련

주요 속성 간 중요도를 나타내었으며, 연구에서

도출된 1차 판단 기준들을 대상으로 그 값을 변

환시켰을 때 된장 식품들 간의 중요도 산출을 위

한 우선 순위가 어떠하게 영향을받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를바탕으로 하여 제품 담당자 및

관련 회사들이 된장 상품 관련 속성들의 변화가

된장 식품의 성공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

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된장 식품들과 관련된 중요 요소들의

어떤 점을 강조했을 때보다 바람직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분류된 8가지 1차
판단 기준을 변화시켰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

<Fig. 3> Sensitivity and preference among the soy-
bean foods: A.

나는지 민감도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ig. 3〉에서 된장 식품들 간 중요도를 살펴보

면 안정성(27.2%), 품질 수준(17.2%), 영양 정도

(16.9%), 원산지(10.8%), 유통기한(9.5%), 상품

적용 다양성(4.7%), 가격(3.3%) 등의순으로 나타

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선 순위를 살펴보면 국

내산 B사 된장(21.0%)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국내산 A사 된장(20.3%), 제주 재

래된장(20.0%), 국내산 C사 된장(16.3%) 등의 순

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

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4〉에서, 민감도는평가 기준에 대한 가중

치를 자유롭게 변화시킬수 있으며,〈Fig. 4〉에서

보듯이 가격을 3.3%에서 11.9%로 가중치가 증가

한다면 제주 재래된장 선호도가 1순위로 가장 높

으며, 국내산 B사 된장, 국내산 A사 된장, 국내산

C사 된장순위가바뀌게 되었다. 즉, 가격(3.3%→
11.9%) 가중치를증가시키고, 안정성(27.2%→25.1%), 

<Fig. 4> Sensitivity and preference among the soy-
bean food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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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수준(17.2%→14.4%), 영양정도(16.9%→16.5%), 
원산지(10.8%→9.6%), 유통기한(9.5%→9.3%), 상
품 적용 다양성(4.7%→4.6%) 감소한다면 제주 재

래된장 선호도는 가장 높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제주 지역 식당업소와 주부들이 된

장 식품을 선택할 때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선

택과 관련된 속성 평가 요소들에 대하여 중요하

게 생각하는 상대적인 중요도를 계층적 분석과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하여 소

비자가 된장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평가요소들의 상대적인 비중과 우선순위를 산출

하였다. 
먼저 요소 선정을 위해 브레인 스토밍을 걸쳐

8개의 기준 요소를 선정하여 AHP 분석을 하였

다. 즉, 브레인 스토밍을 통하여 8개의 항목의 기

준을 “원산지”, “가격”,  “유통기한”, “조리 또는

상품 적용 다양성”, “품질 수준”, “안정성”, “냄새
및 색깔 정도”, “영양 정도”로 분류하였다. 

최종 가중치 분석 결과를 통하여 상기 여덟가

지 요소의 순위가 1순위 “안정성(27.2%)”, 2순위

“품질 수준(17.2%)”, 3순위 “영양 정도(16.9%)”, 
4순위 “원산지(10.8%)”, 5순위 “냄새 및 색깔 정

도(10.3%)”, 6순위 “유통기한(9.5%)”, 7순위 “조
리 또는 상품 적용 다양성(4.7%)”, 8순위 “가격
(3.3%)” 등으로 결정되었다. 

분석결과, 제주지역내식당업소와주부들을대

상으로된장식품들간의최종우선순위를분석한

결과, 1순위국내산 B사된장(21.0%), 2순위국내산

A사 된장(20.3%), 3순위 제주 재래된장(20.0%), 4
순위 국내산 C사 된장(16.2%)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B사 된장인 경우, 가격과 품질의 경

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 제주 재래된장은 가격이 비싸다

는 인식이 높으므로 가격을좀더 낮출 수 있다면

제주 재래된장을 가장 선호할 수 있다는 분석 결

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 재래된장이 품

질 측면에서 국내산 재래된장 및 시판 개량식 된

장에 비해 우수하게 나타난연구 등(신근명 2004)
이 있다는 점에서 가격요인을좀더 보완이 된다

면 기존 시장점유율에서 향상될 수 있다고 사료

된다. 그러므로 제주 재래된장 경쟁력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제주 지역 된장 식품 관련 중소기

업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가장 적합한 속성을

찾아내어 우선 순위를 도출하여 기업의 이익 창

출과 식당업소 및 주부들에게 최선의 선호식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된장을 구매하고자 할 때 우선

적으로 고려하는 요인 및 그 요인 간 중요도를 정

량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이에 기반하여, 여러 된

장 식품 간 선호도 측정치를 통해 제주 재래된장

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는 AHP 분석을 통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점

에서 타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고볼 수 있으

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제주 재래된장은

가격적인 측면을 보완한다면, 식당업소 및 주부

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결론이 제시되었으며, 향
후 된장 식품들이 경쟁력 우위 확보 연구에도 도

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 또한 다음과같이 한계와 제약

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객관성을 밝히는 정량적 분석

보다는 브레인 스토밍을 통한 다양한 견해들을

통합, 우선순위 결정을 내리는 정성적 방법에 의

존하였다. 
둘째, 식당업소 및 주부 등총 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일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Tam & Tummala(2001)은 AHP 기법

이 설문의 수량보다는 대상 목적에 부합되는 전

문가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물론, 설문수

량이 많다고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없지만 보다

객관적인 중요도 분석을 위해서는 좀더 많은 식

당업소 및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제주 지역 된장 식품의 비교우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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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 분야에서는 Kim CW 등(2004) 연구를 참조할 것

품 추정, 된장 식품 다변화와 고급화 지수 측정

등 정량적 분석을 가미할 때 더욱현실적이고 통

찰력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 또한 공급자와 소

비자를 구분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다른 연구 방향으로서 재래된장의 소비

자 요구와 기술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구체적

인 개발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 기법

4)
을 활용할 필

요가 있다. 

한글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된장 식품 구매 시 가장 우

선적으로 고려하는 속성을 탐색하고, 그 속성 간

중요도를 도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목

적을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주 지역 식

당업소와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된장

식품 구매 시 가장 선호하는 요인을 탐색하고 가

장 선호하는 된장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국내산 B사 된장을 가장 선호였으며, 국내

산 A사 된장, 제주산 재래된장 등의순으로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감도 분석 결과, 제주

산 재래된장이 가격적인 측면을 보완하면 시장점

유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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