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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utritional value of kimchi is gaining global focus along with new possibilities and uses for the various salts used in

making kimchi.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nduct research on the uses of various salts and investigate the consumer

recognition of salt use in kimchi preparation. The findings are from 824 consumers over 19 years old from 15 locations who

participated in this questionnaire via one-to-one interviews from September 23rd to October 14th, 2009.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how that when customers cooked, 71.9% used solar salt, 62.2% used flower salt (refined salt), 27.4% used

Hanju salt (purified salt), 59.0% used processed salt (roasted salt), 47.4% used bamboo salt, 69.4% used Mat salt (table salt),

and 18.2% used low sodium salt. The most preferred origin of salts was domestic. Most customers salted Chinese cabbage

while preparing kimchi. Consumers showed low perceptions of different salts used in kimchi production, and did not exactly

recognize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salts. The preferences for domestic and solar salts were very high, while the preference

for sea salts was low. In conclusion, various types of salts could improve the quality of kimchi. This study hopes to help

consumers produce better kimchi to match different needs. Theref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promoting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salts influencing the quality of k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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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소금은 염화나트륨을 함유한 화학물질의 총칭으로 조리에

없어서는 안 될 짠맛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식품의 저장성

과 풍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Park 1995; Ha 1997), 우

리나라의 발효식품 중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 등에 첨가되

어 제조 및 저장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내에서 생산

되고 있는 소금은 천일염과 정제염으로 나누어지며 정제염

은 기계염과 가공염으로 분류된다. 천일염(solar salt)은 서해

안의 염전에 해수를 유입하여 태양열과 바람에 의해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결정 석출시킨 것이며, 천일염을 물세척하

여 불순물과 간수를 제거한 후 원심 분리 하여 해수오염과

쓴맛이 있는 간수를 제거하여 생소금 또는 꽃소금을 만들며

이를 재제염(refined salt), 혹은 꽃소금이라고 하며 천일염을

녹여서 여과한 깨끗한 소금물을 평부에서 재결정한 소금이

다. 고도로 정제된 기계염(purified salt)은 약 3.5%의 해수를

이온 교환막이 장착된 전기 투석조를 거쳐 16~18%의 염수

를 만들고 이를 증발 농축시켜 염화나트륨만을 추출한 소금

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가공염(processed salt)은 정제염

에 글루타민산소다의 액체 또는 분말을 코팅하여 첨가 가공

한 것으로 맛소금(table salt)이 있다(Gil 1999). 시중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가공염 중에 천일염을 세라믹 반응로에서

800oC 이상 고온으로 2번 구원 불순물과 간수, 유해성분을

제거한 구운소금(roasted salt)과 이보다 높은 온도인 1,300oC

이상 고온으로 3번 구운 것(생금)이 있다. 사찰등지에서 제

조되어 오던 가공염의 일종인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 속에

다져넣고 대나무 입구를 진흙반죽으로 봉한 후 가마에서

1,000~1,300oC에서 8번 가열한 후 9번째는 송진가루를 장작

위에 뿌려 1,300~1,700oC로 가열하면 소금은 융용되고 식으

면 죽염의 결정이 된다(Kim 1999). 이와 같은 가공염은 여

러 성분을 첨가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소금의 종류에 따라

Ca, Mg, K 등과 같은 미네랄의 존재여부와 함량의 차이를

보이며(Jo & Shin 1998), 주요성분인 NaCl의 함량과 Ca,

Mg과 같은 다가 양이온들은 펙틴과 복합체를 형성하여 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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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채의 저장기간이나 품질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Park

& Park 1998). 이러한 소금의 성분차이는 식품의 맛과 조직

감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김치의 제조 시에 첨가되

는 다양한 재료인 고추, 젓갈 및 소금의 농도가 김치의 맛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Jang 2000;

Park & Lim 2003; Lee 등 2008).

김치는 채소류를 소금에 절인 무, 파, 미나리, 고춧가루, 마

늘, 생강 등 여러 가지 부원료와 젓갈류로 양념을 하여 발효

와 숙성과정을 거치는 동안 독특한 향미를 만들어고 이들 주

재료와 부재료 및 양념류의 성분에 의해 김치 맛이 달라지

게 된다(Lee 등 1994; Park 등 1994). 배추를 소금에 절이

면 삼투압 현상으로 유해한 미생물이 사멸하고 젖산균과 같

은 비교적 소금에 잘 견디는 내염성 미생물이 생육하여 김

치의 맛과 향을 내게 되며, 그 중에서 소금의 농도와 온도는

김치의 발효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 시켜서 적절한 가식기간

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연구 된 바 있다(Mheen

& Kwon 1984; Ko 등 1994.). 소금의 종류에 따른 김치 품

질 연구에서는 천일염과 저염(low Na salt)은 김치 유산균의

생육저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제염

과 죽염은 생육저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Park 등

2001; Hahn 2003). Park & Park(1998)의 연구에서는 천일

염으로 담근 오이지의 pH가 재제염과 정제염으로 담근 것보

다 높았으며, 씹을 때의 아삭한 텍스쳐가 천일염으로 담근

것이 가장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김치에 첨가되는 다양한 재료인 고추, 젓

갈 및 소금의 농도가 김치의 맛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는 더러 진행되고는 있지만 절임과정에서 소금의 종류에 따

른 김치의 맛과 품질에 대한 연구와 김치에 사용된 소금에 관

한 조사는 매우 미미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식생

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소금의 이용실태와 김치에 사용되고

있는 소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하여 식생활에서 활

용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설문조사와 내용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통계청 행정구역분류 기준 전국

15개 시/도 지역 만 19세~6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

으며, 표본 크기는 1,000명으로 다단계 층화 무작위 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였으며 표

본 오차는 ±3.1%(신뢰수준 95%)이었다. 설문조사의 실시는

2009년 9월 23일~10월 14일까지 22일간 이었으며, 전문 면

접원에 의한 1:1 면접조사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된 질문지 중 20% 이상을 무

작위 추출하여 검증원이 전화 검증을 통하여 응답의 허위기

재,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 면접원의 질문지 전부를 무효

로 하고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설문지 1,000부 중 824

부(82.4%)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설문 문항은 소비자

의 소금에 대한 일반적 소비현황과 김치 절임 시 소금의 사

용 현황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소금의 종류와 소금의 원산지,

소금의 종류별 특성, 품질에 대한 인식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2. 분석 방법

조사된 자료는 AMD sempron 3400+를 사용하여 SAS

9.1 프로그램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시도

별, 성별, 연령별로 모집단(2009년 8월 주민등록 인구통계,

통계청) 분포를 반영하여 가중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분포

조사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824명이었으며 남자의 경우 336

명(40.8%), 여자는 488명(59.2%)이었고 20대 20.1%, 30대

는 21.8%, 40대는 22.7%, 50대는 16.5%, 60세 이상은

18.9%이었다<Table 1>.

2. 소비자들의 소금에 대한 일반적 소비 현황

조사 대상자가 사용 해 본 소금을 종류별로 살펴 본 결과

천일염(solar salt)은 71.9%, 꽃소금(재제염-refined salt)은

62.2%, 한주소금(정제염-purified salt)은 27.4%, 구운 소금(가

공염-roasted salt)은 59.0%, 죽염(bamboo salt)은 47.4%, 맛

소금(table salt)은 69.4%, 저염 소금(low Na salt)은 18.2%

순으로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천일염과 맛소금의

사용률이 가장 높았고, 저염 소금의 사용 비율은 낮은 것을

<Table 1> Respondents distribution N(%)

Gender
Male 336(40.8)

Female 488(59.2)

Age

 20s yr. 165(20.1)

 30s yr. 180(21.8)

 40s yr. 187(22.7)

 50s yr. 136(16.5)

 >60 yr. 156(18.9)

<Table 2> Types of salts used

Types of salts
Used

(%)

Never used

(%)

Not none

(%)

Solar salt*** 71.8 26.1 1.9

Flower salt (Refined salt) 62.2 35.3 2.3

Hanju salt (Purified salt) 27.4 59.7 12.80

Roasted salt 59.0 38.9 2.0

Bamboo salt 47.4 50.2 2.3

Mat salt 69.4 29.7 0.8

Low Na salt 18.2 70.8 10.90

Etc. 00.6 99.4 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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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주었다<Table 2>.

주로 사용하는 소금의 원산지는 전체 대상자의 91%가 국

내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자 94%가 남자 86.9%보다 유의

적으로 국내산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p<0.001), 국내산

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비율은 60세 이상에서는 94.6%, 50대

96.4%, 40대 92.8%, 30대 90.5%, 20대 81.4%를 나타내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국내산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p<0.001)<Table 3>.

소금의 사용량을 측정하는 방법<Table 4>으로는 조사 대

상자의 76.8%가 눈대중으로, 20.8%가 숟가락으로 측정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저울로 계량하는

경우 0.3%, 손 대중 0.2%, 조금씩 여러 번 0.2%, 맛보면서

0.1% 등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소금 사용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남녀 간의 유의적인 차이나 연령별 차이도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생각하는 소금 종류별 소금의 특성<Table 5>에

서, 소금의 짠맛, 좋은 맛, 미네랄 함량, 건강을 도움, 불순물

함량 등의 항목에서 소금 고유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

고 생각되는 소금의 종류를 세 가지만 순위로 조사하였으며,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 짠 맛을 내는 소금으로는 천

일염 31.3%, 꽃소금(재제염) 27.7%, 한주소금(정제염) 20.4%

의 순으로 나타났고, 좋은 맛을 내는 소금으로는 구운 소금

5.8%, 죽염 20.6%, 천일염 16.1%로 나타났다. 미네랄 함량

에 대해서는 천일염 23.1%, 죽염 21.2%, 구운 소금 18.4%

순으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소금으로는 죽염 27.9%, 구운

소금 23.5%, 천일염 17.6% 순으로, 불순물이 높은 소금으로

는 천일염 26.9%, 꽃소금(재제염) 24.9%, 한주소금(정제염)

16.3%순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는 천일염은 가장 짜지만

미네랄 함량이 높으며 불순물이 높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죽염은 좋은 맛을 가지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금이라고 인

지하고 있었다. 천일염의 나트륨 함량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

고 있는 결과를 감안해 볼 때 소비자는 천일염의 염도, 맛,

건강성에 대한 평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금 종류별

<Table 4> Measuring methods for salt while cooking

N 
Measuring 

scale (%)

Spoon

(%)

By eye

(%)

By hand

(%)

Drip-feed

(%)

By tasting

(%)

None

(%)

Total (824) 0.3 20.8 76.8 0.2 0.2 0.1 1.7

GenderNS Male (336) 0.4 22.0 74.6 0.4 0.0 0.0 2.6

Female (488) 0.1 20.0 78.4 0.0 0.3 0.1 1.0

AgeNS  20s yr. (152) 0.0 25.2 72.5 0.4 0.0 0.0 1.9

 30s yr. (184) 0.8 23.3 73.7 0.0 0.0 0.3 1.8

 40s yr. (188) 0.0 22.9 74.5 0.4 0.7 0.0 1.6

 50s yr. (138) 0.0 14.4 85.6 0.0 0.0 0.0 0.0

 >60 yr. (162) 0.4 16.7 79.8 0.0 0.0 0.0 2.7

NS: Not Significant

<Table 5> Customers’ opinion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salts

Most salty Good taste Contents of mineral Good for health Impurities

Solar salt*** 31.3 16.1 23.1 17.6 26.9

Flower salt (Refined salt) 27.7 11.9 12.7 06.0 24.9

Hanju salt (Purified salt) 20.4 07.9 11.3 07.2 16.3

Roasted salt 05.8 22.1 18.4 23.5 03.9

Bamboo salt 06.7 20.6 21.2 27.9 03.0

Mat salt 05.3 13.7 02.5 01.5 11.3

Low Na salt 01.2 05.7 08.4 14.2 08.2

Etc. 00.0 00.1 00.1 00.1 01.6

Missing 01.7 01.9 02.3 02.0 02.0

***p<0.001

<Table 3> Customers’ recognition for origin of various salts

N(%)

N
Korea

(%)

Imported

(%)

Not none

(%)

Total

(%)

Total (824) 91.1 0.6 8.2

Gender*** Male (336) 86.9 0 13.10 100

Female (488) 94.0 1.1 4.9 100

Age***  20s yr. (152) 81.4 0 18.60 100

 30s yr. (184) 90.5 0.8 8.7 100

 40s yr. (188) 92.8 0.8 6.5 100

 50s yr. (138) 96.4 1.1 2.5 100

 >60 yr. (162) 94.6 0.5 4.9 10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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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Table 6>에서는 소비자들의 천일염과 정제염(한주소금)의

차이 인지도를 조사하였는데 천일염과 정제염(한주소금)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 경우 1점, 매우 잘 알고 있는 경우 5점

으로 측정하였고, 조사 대상자 전체에서 42.4%가 인지도 평

균 2.72점으로 천일염과 정제염(한주소금)과의 차이를 모르

고 있었다. 20대의 경우 60.2%, 30대 40.0%, 40대 34.7%,

50대 34.6%, 60대 44.2%가 천일염과 정제염(한주소금)의 차

이를 매우모르거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연령별

로 천일염과 정제염(한주소금)의 차이 인지도가 통계적인 유

의성으로 발견되지는 않았다.

3. 김치의 배추절임 시 소금의 사용 현황

<Table 7>은 배추김치를 담글 때 사용하는 배추를 직접 절

이는지 여부에 대한 결과 분석으로 직접 김치를 담근 경험

이 있는 응답자 769명을 대상으로 조사 되었으며, 응답자의

89.4%가 직접 배추를 절이며, 남자(82.9%)보다는 여자

(95.7%)가 배추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직접 절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40대 91.3%, 50대 92.4%, 60대 96.0%가

배추를 직접 절이는 것으로 나타나 4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90%이상이 20대(76.5%), 30대(88.8%) 연령층에 비하여 김

치를 담글 때 직접 김치를 절이고 있었으며(p<0.001)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김치를 구매하는 비율이 높다

는 연구결과(Lee & Lee 1999)와 김치를 직접 담가먹는 비

율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다는 결과(Kim 등 2000)와 일치되

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배추를 절이는 방법으로는 배추에 직접 소금을 뿌린다는

39.4%, 소금을 뿌린 후 소금물에 반쯤 담근다가 38.2%, 소

금물에 배추를 담근다 16.2%, 소금물에 담근 후 소금을 뿌

린다 1.2%로 나타나 배추에 소금을 뿌리는 방법이 소금물에

담그는 방법에 비하여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

별의 차이에서는 배추에 직접 소금을 뿌리는 방법의 경우 남

자 45.6%, 여자는 34.2%로 나타났고, 소금을 뿌린 후 소금

물에 반쯤 담근다는 남자 32.2%, 여자 43.2%로 응답 되었

다. 또한 소금물에 배추를 담근다는 남자 11.4% 여자

20.2%, 소금물에 담근 후 소금을 뿌린다는 남자 0.4% 여자

1.8%로, 소금물에 담그는 방법이 배추에 먼저 소금을 뿌리는

방법에 비하여 적게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또한 20대의

48.9%는 배추에 직접 소금을 뿌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60대 이상의 40.8%는 소금을 뿌린 후 소금물에 반쯤 담그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금

과 소금물을 함께 사용하여 배추를 절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Table 8>.

김치에 사용하는 채소 절임용(배추, 무 등) 소금 종류의 경

우에서 천일염의 사용이 전체의 92.1%였으며, 남자는 87.9%

로 여자의 95.7% 보다 천일염 사용이 낮았지만 채소 절임으

로 천일염을 사용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남자 11.2%, 여자

3.4%로 나타났다<Table 9>. 또한 연령별로 20대에서는 절임

용 소금으로 천일염의 사용이 72.6%였고, 천일염 사용을 모

르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도 24.7%나 되었다. 그러나

3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92% 이상이 천일염으로 김치용

채소에 절임용 소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 무

등의 김치에 사용하는 채소 절임에 그 소금을 사용하는 이

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가설명으로는 잘 절여진다가 16.6%,

습관적으로 평소에 사용한다가 13.3%, 맛이 좋다가 12.9%,

김치 맛을 위해서가 3.1%, 빨리 절이기 2.6% 등으로 조사되

<Table 6> Customers’ recognition for difference with solar salt and purified salt

N
Most not known

(%)

Not known

(%)

Moderate

(%)

Known

(%)

Most known

(%)

Total

(%)
Ave. score

Total (824) 18.5 23.9 29.8 22.2 5.6 100 (2.72)

GenderNS Male (336) 19.8 26.0 27.1 21.6 5.6 100 (2.67)

Female (488) 17.7 22.5 31.6 22.7 5.6 100 (2.76)

AgeNS  20s yr. (152) 33.1 27.1 27.6 10.5 1.7 100 (2.21)

 30s yr. (184) 13.7 26.3 31.9 22.9 5.3 100 (2.80)

 40s yr. (188) 15.6 19.1 36.9 23.9 4.5 100 (2.82)

 50s yr. (138) 11.4 23.2 29.6 26.0 9.8 100 (3.00)

 >60 yr. (162) 19.9 24.3 21.4 27.3 7.2 100 (2.78)

NS: Not significant

<Table 7> Salting Chinese cabbage while preparing Kimchi

N

Do 

oneself

(%)

Not

done

(%)

Not 

known

(%)

Total

(%)

Total (769) 89.4 3.8  6.8 100

 Gender*** Male (376) 82.9 5.2 11.90 100

Female (393) 95.7 2.4 1.9 100

 Age***  20s yr. (144) 76.5 4.8 18.80 100

 30s yr. (124) 88.8 2.8 8.4 100

 40s yr. (178) 91.3 4.3 4.4 100

 50s yr. (143) 92.4 6.1 1.6 100

 >60 yr. (179) 96.0 1.3 2.8 10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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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선행의 연구 등(Han 1999; Park &Park 1998)에서는

천일염 김치의 맛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된 바 있으며, 천

일염을 사용한 오이지의 절단강도와 관능적 평가 특성이 가

장 좋은 것으로 보고된 바도 있어 일반 소비자들도 이와 같

은 천일염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김치에 사용하는 채소 절임(배추, 무)에 사용하는 소금의

원산지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91.1%, 남자 88.5%, 여자

93.2%가 국내산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의 경우도 남자 11.5%, 여자 6.8%로 나타났다. 연령별

국내산 소금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20대 74.3%, 30대

93.7%, 40대 93.1%, 50대 95.5%, 60대 94.7%로 조사되어,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93% 이상이 김치에 사용하는 채

소 절임(배추, 무)에 사용하는 소금은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김치 속 양념에 사용하는 소금과 배추절임용 소금을 구분

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Table 11> 조사 대상자

전체의 44.2%가 소금을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구

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29.1%이었고, 잘 모르는 경우도

26.7%나 되었다. 남자 19.0%보다는 여자 38.9%가 양념용과

절임용 소금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유의적으로

많았으나(p<0.001), 소금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남자 37.5%에 비하여 여자가 50.6%로 높게 나타나 유의적

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특히 20대에서는 소금의 구

별 사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61.2%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소

금의 구별사용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김치 속 양념에 주로 사용하는 소금으로는 꽃소금(재제염)

이 61.1%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Table 8> Methods for salting Chinese cabbage while preparing Kimchi

N 

Salting on 

cabbage

(%)

Soak in brine

(%)

Salting on 

cabbage and 

soak in brine

(%)

Soak in brine 

and salting

(%)

Not known

(%)

Total

(%)

Total (688) 39.4 16.2 38.2 1.2 5.0 100

 Gender*** Male (312) 45.6 11.4 32.2 0.4 10.30 100

Female (376) 34.2 20.2 43.2 1.8 0.6 100

 Age***  20s yr. (110) 48.9 08.7 30.1 0 12.20 100

 30s yr. (111) 45.6 13.5 34.4 0 6.6 100

 40s yr. (163) 39.6 14.8 41.6 0.9 3.1 100

 50s yr. (133) 32.6 22.0 40.6 2.2 2.6 100

 >60 yr. (172) 34.5 19.5 40.8 2.1 3.1 100

***p<0.001

<Table 9> Types of various salts while salting Kimchi (using Chinese cabbage and radish)

N 
Solar salt

(%)

Refined salt

(%)

Purified salt

(%)

Roasted salt

(%)

Mat salt

(%)

Not known

(%)

Total (688) 92.1 1.5 0.6 0.4 0.2 7.0

 GenderNS Male (312) 87.9 1.5 0.5 0.5 0.4 11.20

Female (376) 95.7 1.4 0.8 0.3 0.0 3.4

 Age*  20s yr. (110) 72.6 4.8 0.8 0 0 24.70

 30s yr. (111) 92.1 0 0 0 0.6 7.9

 40s yr. (163) 94.8 1.1 1.8 1.5 0.5 3.8

 50s yr. (133) 96.9 0.8 0.4 0 0 3.1

 >60 yr. (172) 98.4 1.1 0 0 0 1.1

NS: Not Significant

*p<0.05

<Table 10> Customers’ recognition for origin of salt while preparing

Kimchi

N
Korea

(%)

Not 

known

(%)

Total

(%)

Total (688) 91.1 8.9 100

 Gender* Male (312) 88.5 11.50 100

Female (376) 93.2 6.8 100

 Age***  20s yr. (110) 74.3 25.70 100

 30s yr. (111) 93.7 6.3 100

 40s yr. (163) 93.1 6.9 100

 50s yr. (133) 95.5 4.5 100

 >60 yr. (172) 94.7 5.3 100

*p<0.05

***p<0.001



소금의 이용실태 및 소비자 인식도 559

으로 천일염 9.5%, 구운소금 8.5%, 맛소금 4.7% 등으로 사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별에서도 꽃소금

(재제염)을 김치 속 양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12>. Kim 등(2005)의 연구에서는 천일염 김치

가 기계염(정제염) 보다 산도와 총균 수에서 더 효과적인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Han 등(2009)의 연구에서는 제간수 천

일염과 구운 소금으로 제조한 김치가 일반 천일염과 정제염

으로 제조한 김치에 비하여 우수한 품질을 나타내었다. 소금

의 종류에 따라 절임 채소 식품(김치, 참외와 오이지 등)의

품질이 달라진다는 선행의 연구결과들(Park & Park 1998;

Han 1999; Lee 등 2003)에서, 소비자들의 기호 평가도 소금

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소금의 종류

에 따라 식품의 최종 품질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소비자 들은 배추를 절이는데 소금의 종류가 김치의 품질

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Table 13>에서 전체의

68.9%가 소금 종류가 김치의 품질에 (매우)영향을 미친다로

응답하였으며 보통 영향 38.2%,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8%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여자의 경우 76.4%

가 남자의 61.2%보다 소금종류가 김치의 품질에 많은 영향

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이 증가될수록 유의적으로

소금종류에 따라서 김치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Chang 등(2010)의 연

구에서는 김치에 대한 전반적인 기호도는 국내산과 수입산

천일염이 정제염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그러

므로 김치 제조 시에 사용하는 소금의 종류를 달리함으로써

제조되는 김치의 외관과 조직감, 맛 등의 품질이 달라 질 수

있으며 김치의 선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결과의 인식과 활용이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져 적절한 소금의 소비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Table 12> Types of various salts seasoning in Kimchi

Solar salt

(%)

Refin-ed salt

(%)

Purified salt

(%)

Roasted salt

(%)

Bamboo salt

(%)

Mat salt

(%)

Low Na salt

(%)

Etc

(%)

Not known

(%)

Total 9.5 61.1 3.8 8.5 0.5 4.7 0.9 0. 5.2

 GenderNS Male 13.90 50.9 4.0 8.5 0 9.1 1.4 5.9 10.1

Female 7.4 65.9 3.8 8.5 0.8 2.6 0.6 2.0 2.8

 AgeNS  20s yr. 7.8 52.2 0 19.10 0 0 0 7.6 20.9

 30s yr. 7.6 71.1 0 8.5 3.3 7.3 0 0 0

 40s yr. 15.90 54.5 0 6.7 0 8.9 1.7 0 3.4

 50s yr. 2.6 62.1 6.1 7.8 0 1.1 2.1 2.1 3.2

 >60 yr. 10.20 65.4 10.30 6.1 0 3.6 0 8.9 4.4

NS: Not significant

<Table 13> Customers’ recognition for effect on Kimchi quality according to the various salts

Never effect

(%)

Not effect

(%)

Moderate

(%)

Effect

(%)

Most effect

(%)

Total

(%)
Ave. score

Total 1.0 3.8 18.0 38.2 30.7 8.3 (4.02)

 Gender* Male 1.5 3.8 20.7 38.0 23.2 12.80 (3.89)

Female 0.6 3.9 15.3 38.3 38.1 3.8 (4.14)

 Age***  20s yr. 2.0 8.4 26.4 35.5 17.0 10.70 (3.64)

 30s yr. 0.3 4.0 17.2 39.8 26.8 11.90 (4.01)

 40s yr. 1.6 2.0 19.1 33.0 38.0 6.3 (4.11)

 50s yr. 0 1.8 12.2 42.7 37.6 5.6 (4.23)

 >60 yr. 1.1 2.7 13.6 41.4 35.1 6.0 (4.13)

*p<0.05

***p<0.001

<Table 11> Customers’ recognition for distinct salts from

seasoning and salting in Kimchi

N
Yes

(%)

No

(%)

Not 

known

(%)

Total

(%)

Total (769) 29.1 44.2 26.7 100

 Gender*** Male (376) 19.0 37.5 43.5 100

Female (393) 38.9 50.6 10.5 100

 Age***  20s yr. (144) 18.4 18.4 61.2 100

 30s yr. (124) 28.7 28.7 26.2 100

 40s yr. (178) 33.7 33.7 18.7 100

 50s yr. (143) 31.4 31.4 13.7 100

 >60 yr. (179) 31.7 31.7 17.5 10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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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 및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김치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금의 사용실

태와 소비자의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2009년 9월 23일에

서 10월 14일 까지 22일에 걸쳐 20~60대 사이 연령의 남녀

8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소비자의 소금에 관한 일반적인 소비현황을 살

펴보면, 응답자가 사용 해 본 소금의 종류천일염(solar salt)

은 71.9%, 꽃소금(재제염-refined salt)은 62.2%, 한주소금(정

제염-purified salt)은 27.4%, 구운 소금(가공염-roasted salt)

은 59.0%, 죽염(bamboo salt)은 47.4%, 맛소금(table salt)은

69.4%, 저염 소금(low Na salt)은 18.2% 사용 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주로 천일염과 맛소금의 사용률이 가장 높았고, 한

주소금 및 저염 소금의 사용 비율은 낮은 것을 보여 주었다.

주로 사용하는 소금의 원산지는 전체 대상자의 91%가 국내

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금의 사용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는 조사 대상자의 76.8%가 눈대중으로, 20.8%가 숟가락으로

측정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울로 계량하는

경우는 0.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배추김치를 담글 때, 전

체의 조사대상자의 89.4%가 직접 배추를 절이며, 배추를 절

이는 방법으로 배추에 소금을 뿌린다는 39.4%, 소금을 뿌린

후 소금물에 반쯤 담근다가 38.2%, 소금물에 배추를 담근다

16.2%로 나타났다. 김치에 사용하는 채소 절임용(배추, 무

등) 소금 종류의 경우 천일염의 사용이 전체의 92.1%였으며

배추, 무 등의 김치에 사용하는 채소 절임에 사용하는 소금

의 원산지로는 국내산이 전체의 91.1%였고 잘 모른다는 응

답도 높았다. 김치 속 양념에 사용하는 소금과 배추절임용

소금을 구분해서 사용하는지의 질문에서 전체의 44.2%가 구

분한다였으며, 김치 속 양념에 주로 사용하는 소금으로는 꽃

소금(재제염)이 61.1%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배추를 절이는데 소금의 종류에 따라 김치의 품질에 어

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의 경우 전체의 68.9%가 소금 종류

에 따라 김치의 품질에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김치에 사용하고 있는 소금에 대

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양한 소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소금의

선호경향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천일염에 대한 인식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천일염의 특성에 대한 홍보자료의 마

련이 요구되며, 김치 및 소금의 조리방법에 대한 성별, 연령

별 인식수준 차이에 따라 소비자 시장을 세분화하여 김치의

소금 이용 홍보 전략을 차별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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