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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kimchi intake for high school students of various kimchi sub-ingredients and

foods using kimchi. The students believed that kimchi is good for health. The overall satisfaction, baechu quality and the

taste and degree of fermentation of kimchi was high, but there was a low preference for offered kimchi kinds, kimchi sub-

ingredient, foods using kimchi. The types of kimchi preferred and often offered in school meals were baechu-kimchi and

kkakdugi. The common kimchi sub-ingredients were radish and welsh onion in vegetables, squid and oyster in sea foods,

saeu-jeot and myeolchi-jeot in salted fish, and pear and apple in fruits. The preference for kimchi sub-ingredients were high

for sesame leaf and yeolmu in vegetables, saeu-sal and squid in sea foods, saeu-jeot and nakji-jeot in salted fish, and pear

and apple in fruits. The foods using kimchi preferred and often offered with school meals were kimchi-jjigae, bokkeum-

kimchi, kimchi soup, kimchi-bokkeum-bap, and kimchi-jeon. The kimchi sub-ingredient for which students had the greatest

preference was meats. Among the foods using kimchi with meats, the most preferred were kimchi-pyeonyuk bossam,

doejigogi kimchi duruchigi, and kimchi galbi-jjim. Among the foods using kimchi with noodles, the most preferred were

kimchi- bibimmyeon, kimchi -naengmyeon, and kimchi-cheese spaghetti. Among the foods using kimchi with vegetables,

the most preferred were kimchi-pa-jeon, kimchi- deopbap and kimchi- goguma gui. Of the foods using kimchi with

processed foods, the most preferred were kimchi-mandu, kimchi-bacon jumeok-bap and kimchi- cheese omelet. Among the

foods using kimchi containing sea food, kimchi-haemul bokkeum-bap, kimchi-hoe-deopbap, and kimchi-saeu-jjim were

most preferred. Overall, these results suggest that various kimchi sub-ingredients and foods using kimchi should be improved

for kimchi intake of school m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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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학교급식은 체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적정량으로 구

성되어 있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게 하는 균형 잡힌 영

양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영양적인 기능성 부분과 건

강증진 역할이 대두되면서 같은 식품군내에서도 다양한 종

류의 식품을 섭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식품의 균형 섭취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고 간편

성과 기호면의 만족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구조의 도

시화, 산업화, 핵가족화는 식생활을 서구화하여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 패스트푸드의 이용을 증가하게 하였고 특히

햄버거, 피자 등 서구 음식 위주의 패스트푸드는 폭발적인

수요를 불러 일으켜 청소년들의 기호를 변화시켜 상대적으

로 전통 음식의 섭취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Jeong 등

2000). 식품의 기호는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뿐만

아니라 조리법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가 나므로 집단의 영양

을 공급 관리하는 학교급식에서는 영양적으로 우수하고 선

호도가 높은 식품을 선택하여 다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

하는 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학교급식에서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김치에 대해 학생들의 섭취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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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의 인식도와

좋아하는 정도인 기호도에 대해 연구되어져 왔다.

김치는 배추, 무 등의 여러 가지 채소류를 소금에 절인 다

음 젓갈류, 양념 및 향신료 등과 함께 발효시켜 독특한 맛

과 풍미를 내는 전통식품이다(Lee 등 2006). 또한 2001년

7월 Codex 국제 식품규격을 획득하여 세계 각국의 절임류

와는 차별화된 자연발효식품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Park 2001). 김치는 거의 매일 한 끼 이상 먹는 식품

으로 양적으로나 섭취빈도 면에서 우리 국민의 식단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식단에도

빠지지 않고 매 식단마다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집에서 김

치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줄어들고

있고, 학교라는 사회화 과정에서 김치를 먹는 학교급식 제

도가 아직 학생의 기호를 고려한 방법을 찾지 못해 학교급

식의 대상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김치를 제공하고 있는 실

정에서 학생이 김치를 적게 먹거나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결

과일 수도 있다(Jang 등 2006). 고등학생의 대부분이 하루

식사의 절반 이상을 학교급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

교급식에서 김치섭취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서

울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치섭취에 관한

조사에서, 전체 학생의 85~90%가 김치를 이용한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여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김치는

친숙한 음식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김치가 한국의 전

통음식이고 건강에 유익한 식품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의식

적인 결과로 섭취량과는 차이가 있다(Kang & Han 2002).

김치의 섭취실태, 기호도와 이용실태에 대한 연구로는 여

자 고등학생(Park & Lee 2000), 서울·경기지역 초·중·

고등학생(Moon & Lee 1999), 마산지역 일부 중학생(Kang

등 2008)과 마산, 창원지역 중학생(Kim & Yoon 2002;

Yoon & Kim 2003), 초등학생(Ji 등 2008)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고, 성남지역 초등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김치의

이화학적 특성과 섭취율 조사(Lee & Jang 2000), 학교급

식에서의 메뉴 구성에 따른 김치 섭취율 조사를 통한 김치

의 1인 분량 설정에 관한 연구(Jang 등 2006) 등도 있다.

또한 최근 한식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국가별, 인종별 소비

자에 대하여 김치의 맛, 식재료, 외관 등을 고려한 새로운

김치응용요리 개발과 김치 종주국에 적합한 차별화 전략 필

요성이 대두되어(Lee 등 2006) 김치 섭취량의 증가를 위해

김치를 활용한 다용도 소스 개발(Han 등 2007), 김치 및

김치 이용 프랑스 요리에 대한 현지 프랑스인의 기호도 조

사(Lee 등 2006), 한국전통 김치의 다양화 및 세계화를 위

해 스페인(Lee 등 2008)과 터키인(Lee 등 2007)의 기호도

조사 등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학교급식에서의 김치섭취

증가를 위한 김치응용 요리의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지역 고등학생의 김치에 대한 인

식과 김치응용 요리 선호도를 조사하여 학생들의 기호를 충

족시킬 수 있는 김치혼합 재료와 다양한 김치응용 요리를 제

공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있어서 김치섭취의 증가 및 김치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광주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07년 2월 21

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

다. 조사대상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비확률적 쿼터 샘플링

을 이용하여 광주지역 고등학생의 남·여 학교별 구성으로

남학생 2개교 100명, 여학생 4개교 300명의 총 400명의

조사 표본을 구성하였다<Table 1>.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Park & Lee(2000)의 여자 고등학

생의 김치 섭취, 기호도 및 이용실태에 대한 연구와 Yoon

& Kim(2003)의 마산, 창원지역 중학생의 김치에 대한 지

식 및 인식조사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여 설문지 내용을 구

성하였다. 일반사항으로 가족형태, 부의 직업, 모의 직업 등

의 3문항, 학교급식에서 김치에 대한 태도에 대해 김치선호

도, 김치섭취에 대한 인식, 김치섭취량의 빈도, 만족도, 김

치의 맛과 숙성정도에 따른 선호도, 선호하는 김치의 종류,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별 김치류의 급식 제공율, 학교

별 일주일동안 제공되는 김치종류 인식 빈도, 김치 혼합재

료 선호도와 섭취경험 등의 10문항,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김치응용요리,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김치응용요리, 고등

학생의 김치응용요리 선호 재료, 육류·면류·채소류·가

공식품·해산물을 이용한 김치응용요리 선호도, 김치응용요

리 개선에 따른 김치섭취량 변화 등의 9문항 등으로 구성하

였다. 김치선호도, 김치섭취에 대한 인식과 김치 만족도 등

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 등의 Likert 5

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자료분석 및 통계처리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및 통계 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2.0을 사용하였

다. 집단간 차이 분석을 위해 t 검정 및 분산분석을 사용하

였고, 교차분석을 통해 범주별 현 수준 파악 및 개선사항 발

<Table 1> Distribution of high school students N(%)

School Boys Girls Total
A 0(0.0) 45(15.0) 45(11.3)
B 0(0.0) 34(11.3) 34(8.5)
C 0(0.0) 171(57.0) 171(42.7)
D 60(60.0) 50(16.7) 110(27.5)
E 40(40.0) 0(0.0) 40(10.0)

Total 100(100.0) 300(100.0) 4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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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을 진행하였으며, 집단간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검증

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는 광주지역 남·여 고등학생 400명으로 일반

사항은 <Table 2>와 같다. 가족형태는 89.7%가 핵가족 형

태였으며,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가 98.5%, 어머니가 51.8%

직업을 가지고 있어 직장인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2. 학교급식의 김치 선호도

학교급식의 김치 선호도는 <Table 3>과 같이 남학생은

3.97±0.97이고, 여학생은 3.93±0.89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

학생의 선호도가 다소 우위이나,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Moon & Lee(1999)의 서울·경기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김치의

선호도 항목에서 좋아한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

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김치를 좋아한다고 하여

고등학생의 김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김치를 선호하는 이유는 김치가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대표성, 맛, 영양가, 익숙함 모두에서 4.4±0.7~

4.7±0.6으로 매우 높은 값을 보였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유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김치를 싫어하는 이유로는 기

호성, 맛, 익숙함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비해 영양가 항

목은 매우 낮게 나타나 김치를 싫어하는 학생들도 김치의 영

양적 특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김치를 싫어하는 주된 이유가 기호성, 맛, 익숙함 등의

요인으로서 이는 앞으로 김치를 학생의 기호에 맞게 조리하

고,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조리방법의 개선, 김치의 퓨전화

를 통한 고전적 익숙함의 탈피 등을 통해 학교급식에서 학

생들의 김치섭취량 증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3. 학교급식의 김치섭취 인식

학교급식의 김치섭취 인식은 <Table 4>와 같다. 건강식

품 인식은 남학생 4.1±0.8, 여학생 4.2±0.7로 대부분의 학

생이 김치섭취와 건강과 높은 상관관계를 인식하고 있었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게 인식하였으나 유의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Ji 등(2008)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김치를 섭취하는 이유에 대해 ‘건강에 좋아서’ 응답이 82.9%

로 가장 높아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김치섭취 필요성 인

식은 남학생 4.0±0.7, 여학생 4.0±0.8로 매우 높게 인식하

고 있었다. Moon & Lee(1999)의 연구에서도 김치 필요성

이 ‘반드시 필요하다’가 72.2%로 매우 높게 나타나 유사한

결과였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생

68.8%, 중학생 67.3%, 고등학생 80.2%로 연령이 높은 집

단이 김치에 대한 필요성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치배식의 목적에 대한 인식은 교육적 의도가 남학생 3.3

±1.1, 여학생 3.0±1.0, 영양적 이유가 남학생 4.2±0.9, 여

학생 4.1±0.8, 급식단가 이유가 남학생 3.1±1.2, 여학생

3.3±1.0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의도로 김치배식을 한다는

항목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유의한 차이(p<0.05)를 나타

냈고, 김치의 제공이 학생들의 영양을 보충하려는 긍정적 의

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저렴한 학교급식 비용을 해결하기 위

해 김치를 제공한다는 태도도 엿보여 이들의 인식을 전환시

키기 위한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Variables Boys
(N=100)

Girls
(N=300)

Total
(N=400)

Family type Extended 6(6.0) 35(11.7) 41(10.3)
Nuclear 94(94.0) 265(88.3) 359(89.7)

Father’s job Yes 98(98.0) 296(98.7) 394(98.5)
No 2(2.0) 4(1.3) 6(1.5)

Mother’s job Yes 59(59.0) 148(49.3) 207(51.8)
No 41(41.0) 152(50.7) 193(48.2)

<Table 3> Preference for kimchi of school meals

Variables Boys Girls
Preference  3.97±0.97  3.93±0.89

Reasons for
like

Representative food 4.4±0.8 4.6±0.7
Taste 4.4±0.7 4.5±0.6
Nutrition 4.5±0.7 4.6±0.6
Familiar food 4.7±0.6 4.6±0.5

Reasons for 
dislike

Preference  3.2±1.0  3.5±1.1
Taste  3.2±0.8  3.2±1.1
Nutrition  1.7±0.9  1.5±0.6
Familiar food  3.3±1.1  3.3±1.1

<Table 4> Perception for kimchi intake of school meals

Variables Boys Girls F
Health foods 4.1±0.8 4.2±0.7 3.226
Kimchi necessity 4.0±0.7 4.0±0.8 0.201

Purpose of
Kimchi service

Education 3.3±1.1 3.0±1.0 4.970*
Nutrition 4.2±0.9 4.1±0.8 0.350
A unit cost 3.1±1.2 3.3±1.0 1.960

*p<0.05

<Table 5> Frequency of kimchi intake of school meals N(%)

Variables Boys Girls Total χ
2

None 3(3.0) 23(7.7) 26(6.5)

27.497***1-2 times 12(12.0) 85(28.3) 97(24.3)
3-4 times 19(19.0) 78(26.0) 97(24.3)

over 5 times 66(66.0) 114(38.0) 180(44.9)
Total 100(100.0) 300(100.0) 400(100.0)

***p<0.001



244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25, No. 3 (2010)

4. 학교급식 김치섭취량 빈도

학교급식 김치섭취량의 빈도는 <Table 5>와 같다. 1회 식

사시 5회 이상 먹는다고 응답한 남학생의 경우가 66.0%인

반면, 여학생은 38.0%로서 남학생에 비해 섭취 횟수가 낮

게 나타났다. 이는 양적 비교가 아닌, 반찬으로서 김치를 집

는 빈도를 조사한 것이므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김치를

실제로 덜 섭취한다고 판단되어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수행

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이 유의한 차이(p<0.001)를 나타

냈다. Kang 등(2008)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30.2%와 여학

생의 24.3%에서 1회 식사시 5~6조각의 김치섭취량을 보였

고, 남학생의 30.5%와 여학생의 28.3%에서 7조각 이상의

김치섭취량을 보임으로써 대체로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의

1회 식사시 김치 섭취량이 더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고, 남학생의 1회 식사량이 여

학생에 비하여 더 많고 그로 인해 반찬의 양이 많아지기 때

문이라고 사료되었다.

5. 학교급식 김치 만족도

학교급식 김치 만족도는 <Table 6>과 같다. 전반적 만족

도, 배추품질, 매운맛, 짠맛, 젓갈맛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

학생 각각 3.0±1.1~3.4±1.1로 나타나 비교적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제공하는 김치의 종류, 김치혼합재료의 종

류, 김치응용요리의 종류에 있어서는 2.5±0.9~3.1±1.1로

더 낮게 나타나 개선해야 할 분야로 생각되었다. 여학생과

남학생에 따라 유의한 차이(p<0.05)를 보이는 요인은 배추

품질과 숙성 정도에서였다. 배추품질의 만족도는 남학생 3.4

±1.0, 여학생 3.2±0.8, 숙성정도의 만족도는 남학생 3.1±

0.9, 여학생 2.9±1.1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숙성의 정도를 학교급

식 김치 제공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6. 김치의 맛과 숙성도에 따른 학교급식 김치 선호도와 김

치의 선호부위

김치의 맛과 숙성도에 따른 학교급식 김치 선호도와 김치

의 선호부위는 <Table 7>과 같다. 짠맛정도(p<0.01)와 숙

성정도(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김치의 선호

부위에서도 유의한 차이(p<0.05)를 나타냈다. 매운맛에 있

어서는 매운맛 김치, 보통의 매운맛 김치, 맵지 않은 김치

에서 남학생의 경우 각각 22.0, 71.0, 7.0% 순이었고, 여

학생의 경우 13.0, 76.7, 10.3%로 남·여학생 모두 보통의

매운맛 김치를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젓갈맛에 있어서는 젓갈맛이 강

한 김치, 보통의 김치, 약한 김치에서 남학생의 경우 각각

7.0, 39.0, 54.0% 순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2.7, 42.3,

<Table 6> Satisfaction for kimchi of school meals

Variables Boys Girls F
Overall satisfaction 3.4±1.1 3.1±0.9 1.054
Baechu quality 3.4±1.0 3.2±0.8 5.002*
Kimchi kinds 2.6±1.1 2.5±0.9 0.511
Kimchi sub-ingredient 2.8±0.8 2.7±0.8 0.819
Foods using Kimchi 3.1±1.1 2.9±1.1 0.098
Degree of fermentation 3.1±0.9 2.9±1.1 3.900*
Hot taste 3.1±0.8 3.1±0.8 0.000
Salty taste 3.1±0.9 3.1±0.8 0.000
Jeot taste 3.0±1.1 3.1±0.8 1.010

*p<0.05

<Table 7> Preference for taste and degree of fermentation on kimchi N(%)

Variables Strong Middle Weak Total χ
2

Hot taste
Boys 22(22.0) 71(71.0) 7(7.0) 100(100.0)

5.180Girls 39(13.0) 230(76.7) 31(10.3) 300(100.0)
Total 61(15.2) 301(75.3) 38(9.5) 400(100.0)

Salty taste
Boys 14(14.0) 79(79.0) 7(7.0) 100(100.0)

9.678**Girls 16(5.3) 271(90.4) 13(4.3) 300(100.0)
Total 30(7.5) 350(87.5) 20(5.0) 400(100.0)

Jeot taste
Boys 7(7.0) 39(39.0) 54(54.0) 100(100.0)

3.970Girls 8(2.7) 127(42.3) 165(55.0) 300(100.0)
Total 15(3.7) 166(41.5) 219(54.8) 400(100.0)

Fermentation
Boys 21(21.0) 42(42.0) 37(37.0) 100(100.0)

6.087*Girls 62(20.7) 163(54.3) 75(25.0) 300(100.0)
Total 83(20.8) 205(51.2) 112(28.0) 400(100.0)

Variables Stump Outer-leaf Inner-leaf Total χ
2

Kimchi
preference

part

Boys 13(13.0) 36(36.0) 51(51.0) 100(100.0)
7.700*Girls 79(26.3) 86(28.7) 135(45.0) 300(100.0)

Total 92(23.0) 122(30.5) 186(46.5) 400(100.0)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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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로 남·여학생 모두 젓갈맛이 약한 김치를 가장 선호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매운맛에서처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짠맛, 숙성정도와 김치선호부위에서는 중

간정도의 짠맛과 숙성정도, 배추의 흰 속잎부위를 선호하였

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 중간정도의 짠맛과 숙성정도

에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김치선호부위에서는 여학

생보다 남학생의 경우 배추 흰 속잎부위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Park & Lee(2000)의

여자 고등학생 김치섭취 실태에서 선호하는 김치 맛이 숙성

정도가 잘 익은 김치 58.4%, 갓 담근 김치 27.3%, 시큼한

김치 14.3%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Ji 등(2008)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은 새로 담근

김치와 약간 익은 김치를 조금 더 좋아하고, 여학생은 잘 익

은 김치를 더 좋아하였다고 하였고, 마산지역 중학생 남학

생이 갓 담근 김치, 여학생이 잘 익은 김치를 더 좋아하였

다는 연구 결과(Kang 등 2008)와도 같은 경향이었다. 젓

갈 맛의 선호 경향에서도 남·여 고등학생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급식 김치의 숙성 정도가 같다고 전제한다면, 여학생

들은 3가지 숙성 정도에 골고루 분포된 특성으로 민감한 평

가를 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고, 이는 여학교 학교급식에

서 숙성정도에 따른 김치배식 다양화를 통해 만족도 제고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선호하는 학교급식 김치의 종류

학생들이 선호하는 김치 종류는 <Table 8>과 같이 배추

김치, 깍두기, 갓김치·깻잎김치·파김치 순으로 나타났다.

50% 이상의 학생이 배추김치를 선호한다고 하였으나, 나머

지 종류를 합한 비율 또한 50% 수준임을 고려하여 학교급

식 김치의 종류를 다양화 하는 것은 섭취량 증가에 중요하

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Kang 등

(2008)의 연구에서 중학생은 배추김치, 깍두기, 동치미, 열

무김치 순으로 섭취 경험이 많다고 하였고, Park & Lee

(2000)의 여자 고등학생 김치섭취 실태에서도 배추김치, 깍

두기, 열무김치, 파김치 순으로 나타나 유사한 경향을 보였

다. 그러나 학교급식 김치의 종류 인식은 <Table 9>와 같

이 학교별로 선호하는 김치가 배추김치와 깍두기에 비해 갓

김치, 깻잎김치와 파김치의 공급율은 저조하여 학생들의 선

호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간 제공되는

학교급식 김치 종류는 <Table 10>과 같이 2가지 종류가

66.7%로 가장 높았는데 학생들의 만족도 및 섭취율을 높이

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김치의 종류가 제공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p<0.05)를 나타내어 학교별로 제공되는 김치의 종류에

차이가 있고, 이는 학생들의 김치섭취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8> Preference for kimchi kinds in school meals N(%)

Kinds of kimchi Boys Girls Total χ
2

Baechu-kimchi 62(62.0) 160(53.6) 222(55.5)

9.611

Kkakdugi 7(7.0) 22(7.4) 29(7.3)
Chonggak-kimchi 6(6.0) 10(3.3) 16(4.0)
Oi-sobagi 2(2.0) 15(5.0) 17(4.3)
Pa-kimchi 7(7.0) 18(5.7) 25(6.2)
Buchu-kimchi 2(2.0) 3(1.0) 5(1.3)
Mul-kimchi 2(2.0) 10(3.3) 12(3.0)
Yeolmu-kimchi 1(1.0) 15(5.0) 16(4.0)
Gat-kimchi 5(5.0) 20(6.7) 25(6.2)
Kkaennip-kimchi 4(4.0) 21(7.0) 25(6.2)
Etc. 2(2.0) 6(2.0) 8(2.0)

Total 100(100.0) 300(100.0) 400(100.0)

<Table 9> Perception for kimchi kinds offered of school meals (%)

Variables A1) B C D E M±SD
Baechu-kimchi 100 100 100 100 100 100±0.0
Kkakdugi 98 100 96 98 100 98±1.7
Chonggak-kimchi 9 22 24 17 10 17±1.7
Oi-sobagi 33 56 57 53 58 51±10.6
Pa-kimchi 9 25 5 7 3 10±8.8
Buchu-kimchi 7 22 8 9 10 11±6.1
Mul-kimchi 2 9 47 6 5 14±18.6
Yeolmu-kimchi 19 31 29 29 20 26±5.8
Gat-kimchi 12 19 21 9 13 15±5.1
Kkaennip-kimchi 9 88 39 22 58 43±30.8

1):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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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Perception for kimchi kinds offered of school meals N(%)

Kimchi kinds offered per a week A1) B C D E Total χ
2

1 9(20.0) 2(5.9) 28(16.4) 2(1.8) 1(2.5) 42(10.5)

11.152*2 24(53.4) 31(91.2) 104(60.8) 81(73.7) 27(67.5) 267(66.7)
3 11(24.4) 1(2.9) 37(21.6) 25(22.7) 10(25.0) 84(21.0)
4 1(2.2) 0(0.0) 2(1.2) 2(1.8) 2(5.0) 7(1.8)

Total 45(100.0) 34(100.0) 171(100.0) 110(100.0) 40(100.0) 400(100.0)

*p<0.05
1): school

<Table 11> Eating experience for kimchi sub-ingredient in school meals N

Vegetables Mustard 
leaf Yeolmu Sesame 

leaf
Water 

dropwort
Chinese

chive Radish Wild onion Egg plant Bamboo
shoot Onion Welsh 

onion χ
2

Boys 009 037 044 09 030 052 00 03 02 027 046
 5.167Girls 041 129 122 30 120 200 08 14 12 093 131

Total 050 166 166 39 150 252 08 17 14 120 177

Sea foods Oyster Squid Saeu-sal Jogae-sal Sea
cucumber Bonito Hair tail χ

2

Boys 007 024 018 09 003 001 07
22.602***Girls 067 054 024 19 001 000 20

Total 074 078 042 28 004 001 27

Salted fish Jogi-jeot Myeolchi-
jeot Saeu-jeot Jogae-jeot Eorigul-jeot Nakji-jeot Myeongran-

jeot χ
2

Boys 001 015 032 02 005 005 06
13.884*Girls 000 054 095 03 005 001 16

Total 001 069 127 05 010 006 22
Fruits Pear Apple Maesil Chestnut Persimmon Citrus χ

2

Boys 033 027 000 04 003 001
5.252Girls 115 081 005 04 006 000

Total 148 108 005 08 009 001

*p<0.05, ***p<0.001

<Table 12> Preference for kimchi sub-ingredient in school meals N

Vegetables Mustard 
leaf Yeolmu Sesame 

leaf
Water 

dropwort
Chinese

chive Radish Wild
onion

Egg
plant

Bamboo
shoot Onion Welsh 

onion χ
2

Boys 9 16 14 5 11 18 5 2 0 7 13
20.542*Girls 23 57 87 13 29 41 3 1 3 20 23

Total 32 73 101 18 40 59 8 3 3 27 36

Sea foods Oyster Squid Saeu-sal Jogae-sal Sea
cucumber Bonito Hair tail χ

2

Boys 17 21 46 6 0 4 6
14.468*Girls 54 90 108 11 11 2 24

Total 71 111 154 17 11 6 30

Salted fish Jogi-
jeot

Myeolchi-
jeot

Saeu-
jeot

Jogae-
jeot

Eorigul-
jeot

Nakji-
jeot

Myeongran-
jeot χ

2

Boys 2 13 57 4 4 14 6
2.681Girls 6 33 154 14 10 61 22

Total 8 46 211 18 14 75 28
Fruits Pear Apple Maesil Chestnut Persimmon Citrus χ

2

Boys 55 31 7 5 1 1
8120Girls 182 99 8 6 3 2

Total 237 130 15 11 4 3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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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치 혼합재료의 섭취 경험과 선호도

김치 혼합재료의 섭취 경험은 <Table 11>, 선호도는

<Table 12>와 같으며, 응답자는 복수응답이 가능토록 하였

다. 섭취 경험에서 채소류는 무(252명), 파(177명), 열무

(166명), 깻잎(166명), 부추(150명)와 양파(120명) 순, 해산

물류는 오징어(78명), 굴(74명)과 새우살(42명) 순, 젓갈류

는 새우젓(127명)과 멸치젓(69명) 순, 과실류는 배(148명)

와 사과(108명) 순으로 섭취 경험이 많았고 해산물류

(p<0.001)와 젓갈류(p<0.05)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 선호도에서 채소류는 깻잎(101명), 열무(73명), 무(59

명), 부추(40명) 순, 해산물류는 새우살(154명), 오징어(111

명), 굴(71명) 순, 젓갈류는 새우젓(211명)과 낙지젓(75명)

과 멸치젓(46명) 순, 과실류는 배(237명)와 사과(130명) 순

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채소류(p<0.05)와 해산물류

(p<0.05)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선호도 결

과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김치 주문을 하는데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9.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김치 응용요리와 선호하는 김치

응용요리

학교급식에서 제공되어 섭취한 김치 응용요리는 <Table

13>과 같이 김치찌개, 볶음김치, 김칫국, 김치볶음밥, 김치

전, 김치보쌈 등의 순이었다. 한편 <Table 14>에서 조사된

학생들이 선호하는 김치 응용요리 종류인 김치찌개, 김치볶

음밥, 김치전, 김치보쌈 등의 순서와 부합되게 제공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최근 학생들의 식습관이 서구화되어 김치

를 이용한 퓨전요리 개발 요구가 많아지는 추세이므로 학생

이 선호하는 요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은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남·여 고등학생의 김치응용요리 선

호에는 종류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 Lee(2000)의 여자 고등학생 김치 섭취 실태에서도 김치

를 이용한 음식의 기호도가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김치전

<Table 13> Foods using kimchi in school meals N(%)

Variables Boys
(100 person/100%)

Girls
(300 person/100%)

Total
(400 person/100%) χ

2

Kimchi-jjigae 96(96.0) 266(88.7) 362(90.5)

23.548

Kimchi-bokkeumbap 49(49.0) 177(59.0) 226(56.5)
Bokkeum-kimchi 55(55.0) 210(70.0) 265(66.3)
Kimchi soup 58(58.0) 172(57.3) 230(57.5)
Kimchi-naengmyeon/Kimchi-noodles 0(0.0) 16(5.3) 16(4.0)
Kimchi-mandu 5(5.0) 11(3.7) 16(4.0)
Kimchi-haemul-deopbap 1(1.0) 1(0.3) 2(0.5)
Kimchi-jeon 30(30.0) 134(44.7) 164(41.0)
Kimchi-jjim 7(7.0) 50(16.7) 57(14.3)
Kimchi-bossam 29(29.0) 66(22.0) 95(23.8)
Kimchi-pizza 1(1.0) 1(0.3) 2(0.5)
Kimchi-hamburger 1(1.0) 0(0.0) 1(0.3)
Kimchi-gukbap 2(2.0) 4(1.3) 6(1.5)
Kimchi-kongnamul-bap 6(6.0) 10(3.3) 16(4.0)
Etc. 4(4.0) 0(0.0) 4(1.0)

<Table 14> Preference for foods using Kimchi in school meals N(%)

Variables Boys
(100 person/100%)

Girls
(300 person/100%)

Total
(400 person/100%) χ

2

Kimchi-jjigae 30(30.0) 100(33.4) 130(32.4)

21.934

Kimchi-bokkeumbap 32(32.0) 102(34.1) 134(33.4)
Bokkeum-kimchi 0(0.0) 14(4.7) 14(3.5)
Kimchi soup 1(1.0) 1(0.3) 2(0.5)
Kimchi-naengmyeon/Kimchi-noodles 1(1.0) 10(3.3) 11(2.8)
Kimchi-mandu 3(3.0) 10(3.3) 13(3.3)
Kimchi-haemul-deopbap 1(1.0) 9(3.0) 10(2.5)
Kimchi-jeon 9(9.0) 23(7.7) 32(7.9)
Kimchi-jjim 1(1.0) 4(1.3) 5(1.3)
Kimchi-bossam 14(14.0) 16(5.3) 30(7.5)
Kimchi-pizza 4(4.0) 6(2.0) 10(2.5)
Kimchi-hamburger 2(2.0) 3(1.0) 5(1.3)
Kimchi-gukbap 1(1.0) 1(0.3) 2(0.5)
Kimchi-kongnamul-bap 0(0.0) 1(0.3) 1(0.3)
Etc. 1(1.0) 0(0.0)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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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Kang 등(2008)의 연구에서도 김치를 이용한 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이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김치만두, 김치전 순

으로 나타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섭취 경험이 높은 김치

응용요리의 선호도도 높아 김치 섭취의 증가를 위해서는 학

교급식에 다양한 조리법과 폭넓은 재료의 선택으로 학생들

이 다양한 김치 응용요리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0. 혼합 재료별 김치 응용요리의 선호도 

김치 응용요리를 위한 혼합 재료 범주를 채소류, 해산물

류, 가공품류, 육류, 면류 등 총 5개의 범주로 나누고 각 부

문별 선호하는 혼합 재료를 평균 10개 수준으로 제시하였

다. 5개 범주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 응용 재료 비율은

<Table 15>와 같이 남·여학생 모두 육류(41.0%)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채소류(21.7%), 가공식품류(18.2%), 해산물

류(12.3%), 면류(6.8%) 순이었고 유의한 차이(p<0.05)를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육류에서, 여학생의 경우 채소류와

해산물에서 더 높은 값을 보여 성별에 따른 혼합 재료의 선

호도가 김치 응용요리 개발에 있어 고려사항으로 생각된다.

육류·면류·채소류·가공식품·해산물을 이용한 김치

응용요리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를 복수응답 처리하여 조

사한 결과는 <Table 16~20>과 같다. 육류 이용 김치 응

용요리의 경우 <Table 16>과 같이 남학생 93명과 여학생

246명, 총 339명이 응답하였으며, 김치편육보쌈, 돼지고기

김치두루치기, 김치갈비찜, 닭날개치즈김치오븐구이, 닭가

슴살김치샐러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면류 이용 김치 응

용요리의 경우 <Table 17>과 같이 남학생 54명과 여학생

161명, 총 215명이 응답한 가운데, 김치비빔면이 70.0%로

<Table 15> Preference for Kimchi sub-ingredient N(%)

Variables Boys
(100 person/100%)

Girls
(300 person/100%)

Total
(400 person/100%) χ

2

Vegetables 17(17.0) 70(23.3) 87(21.7)

10.433*
Sea foods 6(6.0) 43(14.3) 49(12.3)
Processed foods 18(18.0) 55(18.3) 73(18.2)
Meats 53(53.0) 111(37.1) 164(41.0)
Noodles 6(6.0) 21(7.0) 27(6.8)

*p<0.05

<Table 16> Preference for foods using kimchi with meats

N(%)

Variables Total (N=339)
Kimchi pyeonyuk bossam 251(74.0)
Kimchi galbi-jjim 189(56.0)
Kimchi meatbol 121(36.0)
Bone kimchi jeongol 108(32.0)
Kimchi hamburg steak 143(42.0)
Doejigogi kimchi duruchigi 218(64.0)
Yeolmu kimchi daksal mustard naengchae 61(18.0)
Dak breast sal kimchi salad 168(50.0)
Kimchi cheese croquette 161(47.0)
Sagol kimchi-jangguk 67(20.0)
Daknalgaecheese-kimchi ovengui 187(55.0)

χ
2 5.039

<Table 17> Preference for foods using kimchi with noddles

N(%)

Variables Total(n=215)
Kimchi-naengmyeon 124(58.0)
Kimchi-udong 114(53.0)
Kimchi-memil-guksu 65(30.0)
Kimchi-bibimmyeon 150(70.0)
Kimchi-jjol myeon 101(47.0)
Kimchi-cheese-spaghetti 118(55.0)
Kimchi-naeng-ramyeon 62(29.0)
Kimchi-japchae 56(26.0)
Kimchi-somyeon bokkeum 75(35.0)

χ
2 9.793

<Table 18> Preference for foods using kimchi with vegetables

N(%)

Variables Total (N=215)
Kimchi-mu-naengguk 28(13.0)
Kimchi-kongnamul-bap 66(31.0)
Kimchi-naengi-guk 19(9.0)
Kimchi-pa-jeon 146(68.0)
Kimchi-deopbap 141(66.0)
Kimchi-goguma gui 104(48.0)
Kimchi-jeon 51(24.0)
Kimchi-yufu-chobap 99(46.0)

χ
2 4.923

<Table 19> Preference for foods using kimchi with processed

foods                                                                         N(%)

Variables Total (N=232)
Kimchi-bacon jumeok-bap 146(63.0)
Kimchi-ham-jeongol 105(45.0)
Kimchi-mandu 173(75.0)
Kimchi-pizza 111(48.0)
Kimchi-ham mari cutlet 114(49.0)
Kimchi-ssausage bokkeum 128(55.0)
Kimchi-ham dalgyal mari 109(47.0)
Kimchi-cheese omelet 140(60.0)

χ
2 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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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김치냉면, 김치치즈스파게티, 김

치우동, 김치쫄면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채소류 이용 김

치 응용요리의 경우 <Table 18>과 같이 남학생 47명과 여

학생 168명, 총 215명이 응답하였으며, 파김치전, 김치덮

밥, 김치고구마구이, 김치유부초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이용 김치 응용요리의 경우 <Table 19>과 같이

남학생 67명과 여학생 165명, 총 232명이 응답하였고, 가

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요리는 김치만두이며, 김치베이컨

주먹밥, 김치치즈오믈렛, 김치소시지볶음 등의 순이었다.

해산물류 이용 김치응용요리의 경우 <Table 20>과 같이 남

학생 39명과 여학생 160명, 총 199명이 응답하였으며, 김

치해물볶음밥, 김치회덮밥, 김치새우찜, 김치해물찜 등의

순이었다.

11. 김치 응용요리 개선에 따른 김치 섭취량 변화

혼합재료의 증가, 김치 응용요리의 개발, 김치 맛 향상 등

의 노력이 수반될 경우 향후 김치 섭취량의 변화에 대한 남

녀 학생의 태도는 <Table 21>에 제시하였다. 학교급식 김

치 수준 향상에 의한 남녀 학생 각각 84.0, 85.4%의 긍정

적 섭취량 증가 태도를 보였으나, 두 집단 간의 향후 섭취

량 변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Moon & Lee(1999)의 연구에서도 김치를 이용한 주된 요

리로 찌개, 전, 볶음밥, 만두, 김밥속 등의 김치 이용 음식

을 좋아한다가 85~90%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같

은 경향이었다. Han 등(2007)의 김치를 활용한 소스, Han

등(1999)의 김치만두와 김치라면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에서처럼, 앞으로 학교급식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김치 응

용요리의 다양한 메뉴 개발과 활용을 실천한다면 김치 섭취

량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광주지역 고등학생의 김치에 대한 인식과 김치

응용요리 선호도를 조사하여 학생들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김치 혼합재료와 다양한 김치 응용요리를 제공하고, 학

교급식에 있어서 김치 섭취의 증가 및 김치에 대한 인식 향

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광주지역 고등학

생 400명을 대상으로 일반사항, 학교급식에서 김치에 대한

태도, 김치응용요리에 대한 선호도 등의 항목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식 김치에 대한 선호도는 남학생은 3.97±

0.97이고, 여학생은 3.93±0.89로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 간

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김치를 선호하는 이유는 김치가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대표성, 맛, 영양가, 익숙

함 모두에서 4.4±0.7~4.7±0.6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김

치를 싫어하는 이유는 기호성, 맛, 익숙함 순이었다. 학교

급식 김치섭취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건강과 높은 상관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매우 높게 인

식하고 있었다. 학교급식에서 김치배식 목적에 대해 교육적

의도라는 항목에서 남·여 고등학생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를 보였다. 학교급식 김치 섭취량 빈도는 1회

식사시 5회 이상 먹는다고 응답한 남학생의 경우가 66.0%

인 반면, 여학생은 38.0%로서 남학생에 비해 섭취 횟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다.

둘째, 학교급식 김치만족도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에 따라

유의한 차이(p<0.05)를 보이는 요인은 배추품질과 숙성 정

도에서였다. 배추품질의 만족도는 남학생 3.4±1.0, 여학생

3.2±0.8, 숙성정도의 만족도는 남학생 3.1±0.9, 여학생

2.9±1.1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김치의 맛과 숙성도에 따른 학교급식 김치 선

호도에서는 짠맛정도(p<0.01)와 숙성정도(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김치의 선호부위에서도 유의한 차이

(p<0.05)를 나타냈다. 짠맛, 숙성정도와 김치선호부위에서

는 중간정도의 짠맛과 숙성정도, 배추의 흰 속잎부위를 선

호하였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 중간정도의 짠맛과 숙

<Table 20> Preference for foods using kimchi with sea foods

N (%)

Variables Total(n=199)
Kimchi-haemul-jim 111(56.0)
Kimchi-nakji-jeongol 110(55.0)
Kimchi-byeongeo-jorim 29(15.0)
Kimchi-hoe-deopbap 123(62.0)
Kimchi-saeu-jjim 119(60.0)
Kimchi-ojingeo-sundae 108(54.0)
Kimchi-haemul bokkeum-bap 147(74.0)
Kimchi-shrimpsal naeugchae 65(33.0)

χ
2 2.761

<Table 21> Change of kimchi intake on foods using improvement kimchi N(%)

Variables Boys Girls Total F
More decrease 0(0.0) 1(0.3) 1(0.3)

0.603
A little decrease 1(1.0) 4(1.3) 5(1.3)
None 15(15.0) 39(13.0) 54(13.4)
A little increase 48(48.0) 168(56.1) 216(54.0)
More increase 36(36.0) 88(29.3) 124(31.0)

Total 100(100.0) 300(100.0) 400(100.0)
Mean±SD 4.2±0.7 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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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도에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김치선호부위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우 배추 흰 속잎부위에 대한 선호도

가 더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김치의 종류는 배추김치, 깍두기가 대부분이었으며, 학생들

이 선호하는 김치 종류도 배추김치, 깍두기, 갓김치·깻잎

김치·파김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김치 혼합재료의 섭취 경험으로 채소류는 무(252

명), 파(177명), 열무(166명), 깻잎(166명), 부추(150명)와

양파(120명) 순, 해산물류는 오징어(78명), 굴(74명)과 새

우살(42명)순, 젓갈류는 새우젓(127명)과 멸치젓(69명) 순,

과실류는 배(148명)와 사과(108명) 순으로 섭취 경험이 많

았고 해산물류(p<0.001)와 젓갈류(p<0.05)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선호도에서 채소류는 깻잎(101명), 열무

(73명), 무(59명), 부추(40명) 순, 해산물류는 새우살(154

명), 오징어(111명), 굴(71명) 순, 젓갈류는 새우젓(211명)과

낙지젓(75명)과 멸치젓(46명) 순, 과실류는 배(237명)와 사

과(130명)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채소류(p<0.05)

와 해산물류(p<0.05)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교

급식 김치 응용요리와 선호하는 김치 응용요리는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김치전, 김치보쌈 등의 순이었다.

넷째, 남·여학생 모두 육류 응용요리 재료에 대한 선호

도가 가장 높았다. 육류 이용 김치 응용요리는 김치편육보

쌈, 돼지고기김치두루치기, 김치갈비찜, 닭날개치즈김치오

븐구이, 닭가슴살김치샐러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면류

이용 김치 응용요리는 김치비빔면, 김치냉면, 김치치즈스파

게티, 김치우동, 김치쫄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채소류 이

용 김치 응용요리는 파김치전, 김치덮밥, 김치고구마구이,

김치유부초밥 등의 순, 가공식품 이용 김치 응용요리의 경

우 김치만두, 김치베이컨주먹밥, 김치치즈오믈렛, 김치소시

지볶음 등의 순, 해산물류 이용 김치응용요리의 경우 김치

해물볶음밥, 김치회덮밥, 김치새우찜, 김치해물찜 등의 순

으로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혼합 재료의 향상, 김치 응용요리의 개발, 김치

맛 향상 등의 노력이 수반될 경우 향후 김치 섭취량의 변화

에 대한 남·여학생의 태도는 남녀 학생 각각 84.0, 85.4%

의 긍정적 섭취량 증가 태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서 학생들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김

치특성을 고려해서 김치를 제공하고, 선호도가 높은 김치

혼합재료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김치 응용요리를 제공한다

면 학교급식에 있어서 김치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

여진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학교홈페이지 활

용, 급식시 메뉴의 만족도 조사, 게시판을 활용한 의견 반

영 등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아간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광주지역의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적인 한계성과 학교별로 똑같

은 김치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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