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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금년 소비자 가구의 김장 수요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김장철 배추·무 등
엽근채소류와 고추·마늘 등 양념채소류의 공급량 모두 이례적으로 작년이
나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지난 10월 하순에 실시한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조사 결과, 올해 김장
을 ‘직접 담그는’ 가구의 비중이 59.3%로 작년의 53.6%보다 6%p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친지 또는 지인’을 통해 김장김치를 조달하는 가구의 비중
은 32.1%로 작년 37.8%보다 6%p 감소하였고, 시판 김치 구입 가구의 비중
은 8.6%로 작년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4인 가족 기준으로 금년 김
장배추 구입 포기수는 24.7포기로 작년의 20.6포기보다 4포기 많고, 구입할
무는 10.3개로 작년의 8.6개보다 1.7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김치를 가져올 양은 작년과 비슷한 18.1포기로 조사됨.
금년 김장 시기는 작년보다 10일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조사됨. 서울·경기
와 충청 등 중서부 지역의 김장 시기는 11월 중순으로 앞당겨질 경향이 두
드러지고, 영남 지역은 12월 상순 비중이 가장 높으나 11월 하순 비중도 작
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금년에 추위가 일찍 올 것이라는 기상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김장배추의 구매형태별로는 김장 과정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시간을 절약
해주는 ‘절임배추’ 선호도가 작년보다 2%p 증가한 41%로 나타났음. 시판
김치의 구매 비중은 작년과 비슷한 8.6%로 조사됨.
금년 배추, 무, 고추, 마늘 등의 생산량과 공급량이 작년이나 평년보다
15% 이상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 김장철 가격은 작년보다 크게 낮고 평년

보다 10% 이상 낮을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금년 김장비용은 가격이 높았
던 작년보다 40% 내외, 평년보다 20% 내외 저렴할 전망임.
소비자의 수요는 증가하나 김장 시기는 10일 이상 앞당겨지고, 가을작형
출하량이 많은데다 월동작형의 생산량 및 조기 출하량이 많을 것으로 전
망되어 12월 이후 공급과잉 심화의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자율적 출하 조
절과 출하시기 조절, 저위품 출하 자제, 정부의 시장 격리 및 수요 증대 대
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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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김장 수요 전망

○ 올해 전체적인 김장 수요는 작년보다 10%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고 김장 성수기는 작년보다 10일 이상 빠를 것으로 전망됨

- 10월 하순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을 통해 금년 김장 의향을 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김장을 직접 담그는 가구 비중과 배추 구매량이 작
년보다 많고, 김장을 담그는 시기도 작년보다 이를 것으로 나타남

□ 금년 김장을 직접 담그는 가구의 비중은 60%, 4인 가족 기준으로
김장 포기수는 24포기
○ 2013년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는 가구의 비중은 59.3%로 작년 53.6%에
비해 5.7%p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부모님이나 지인’을 통한 조달 가구 비중은 32.1%로 작년보다 6%p

감소, 시판 김치 구입 의향은 8.6%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

그림 1. 김장김치 조달방법별 가구 비중

○ 올해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는 배추 포기수는 4인 가족을 기준하여 24.7

포기로 작년의 20.6포기보다 4.1포기 증가하였고, 무는 10.3개로 작년의
8.6개보다 1.7개 많을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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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김장배추·무의 구입 의향

□ 올해 김장 성수기는 작년보다 10일 이상 앞당겨질 전망
○ 금년 김장 시기는 작년보다 10일 이상 앞당겨질 전망으로 11월 하순이
32.7%로 가장 많고, 작년의 32.4%와 큰 변화는 없음

- 그러나 11월 중순에 김장을 담그려는 비중이 22.1%로 작년의 18.8%

보다 3.3%p 증가한 반면에, 12월 상순의 비중은 26.0%로 작년의
28.3%보다 2.3%p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또한 11월 상순 이전도 작

년보다 1.4%p 증가한 반면, 12월 중순 비중은 약 1%p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그림 3. 금년과 작년 김장 시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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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임배추 선호도는 작년보다 3%p 증가 추세
○ 김장김치 주재료인 배추의 형태별 선호도는 ‘신선배추’가 59.0%, ‘절임
배추’는 41%로 ‘신선배추’의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절임배추’의 선호도는 2009년 26.9%, 2011년 38.9%, 2013년
41.0%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그림 4. 김장배추의 구매형태별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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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김장채소의 생산 및 가격 전망

○ 금년 김장철 배추와 무 출하량은 작년보다 25% 내외, 고추는 10%, 마

늘은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금년과 같이 김장철에 주요 채소류 공
급량이 모두 많은 것은 이례적임. 따라서 김장철 주요 채소류 도매가격
은 가격이 높았던 작년보다 30% 이상, 평년보다는 10% 이상 낮을 것으
로 전망됨

2.1. 가을배추·무의 생산 및 가격 전망

□ 금년 가을배추·무의 생산량은 평년보다 각각 13%, 4% 증가
○ 2013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5,095ha로 작년보다 13%, 평년보다 6%
증가하였고, 현재 작황은 매우 양호하여 예상단수는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3%, 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금년 가을배추 생산량은 164만 톤으로 생산량이 적었던 작년
보다 27%, 평년보다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1. 2013년 가을배추 생산 전망
단위: ha, kg/10a, 천 톤, %

구

증감률

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3

15,095

10,892

1,644

2012

13,408

9,681

1,298

평 년

14,232

10,272

1,462

작년 대비

12.6

12.5

26.7

평년 대비

6.1

6.0

12.5

자료: 통계청, 2013년 단수와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2013년 가을무 재배면적은 7,532ha로 작년보다 10% 증가하나, 평년보다
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작황은 매우 양호하여 예상 단수는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3%, 1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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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금년 가을무 생산량은 62만 톤으로 생산량이 적었던 작년보다
25%, 평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2. 2013년 가을무 생산 전망
단위: ha, kg/10a, 천 톤, %

구

증감률

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3

7,532

8,272

623

2012

6,826

7,324

500

평 년

8,064

7,437

600

작년 대비

10.3

12.9

24.6

평년 대비

-6.6

11.2

3.9

자료: 통계청, 2013년 단수와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김장철 배추, 무의 출하량은 평년보다 각각 10% 내외 많을 전망
○ 11~12월 배추 출하량은 작년보다 25%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가을배추 재배면적 증가 및 기상 호조로 작황이 매우 양호하여 11~12

월 출하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5%, 10% 내외 증가 전망

○ 12월 하순 이후 출하될 겨울배추 출하량은 출하면적 및 단수 증가로 출
하량이 적었던 작년보다 42% 내외, 평년보다 15% 내외 많을 전망

○ 가을무 생산량 증가로 11~12월 가을무 출하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0%, 10% 내외 많을 전망

○ 12월에 출하될 월동무 출하량은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다소 적으나 작황
이 좋아 작년보다 20% 내외 많을 것으로 전망됨

○ 김장철 배추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45%,

10% 이상 낮은 상품 10kg(3포기)당 4,000원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됨.

무 도매가격도 물량이 많아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40%, 10% 이상 낮은
상품 18kg당 8,000원 이하로 전망됨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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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배추, 무의 도매가격 동향
< 배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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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8～2012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김장철 양념채소 가격은 10월 평균가격 대비 약보합세 전망
○ 금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10% 많은 11만 4,000톤 전망
- 금년산 건고추 10a당 전체 수확량은 전년보다 10% 많은 252kg으로

∼

조사됨. 정식기(4 5월) 이후 기상이 양호하여 초기 수확량이 많았음.

표 3. 2013년산 건고추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천톤, %

구

증감률

분

면적

단수

생산량

2013

45,360

252

114.3

2012

45,459

229

104.1

평 년

44,953

232

104.3

작년 대비

-0.2

10.1

9.8

평년 대비

0.9

8.7

9.6

주: 2013년산 단수와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11~12월 전체 고추 수입량은 국산 고추 가격 약세 영향으로 전년 동기
(18,800톤)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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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말 기준 정부 비축물량은 5,551톤(국산 3,178톤 포함)이고, 11월

상순까지 국산 건고추 목표 수매량(5,800톤 이내) 모두 수매 계획

○ 수입이 감소하나, 금년산 생산량과 이월 재고량이 많아 김장철 고추 공
급량은 작년이나 평년 동기보다 15% 내외 많을 전망

○ 김장철 화건 상품 600g당 도매가격은 공급량 증가로 금년 10월 도매가
격(6,890원)보다 약간 낮아 작년 동기(10,150원)에 비해 30% 이상 낮을
것으로 전망됨
- 2013년산 건고추 수매·비축이 11월 상순에 완료되고, 농가 출하량이

늘면서 김장철 가격은 10월보다 소폭 하락할 전망
- 김장철 이전 건고추(고춧가루) 구입 비중이 60% 이상으로 소비 증가

로 인한 가격 상승 가능성은 낮고, 현재 가격이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하락 폭은 크지 않을 전망

○ 2013년산 마늘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2%, 25% 많은 41만
2,000톤으로 국내 평년 생산량보다 약 8만 3,000톤이 많음

- 최근 몇 년간 농가수취가격 상승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수

확기 기상 여건이 좋아 단수가 크게 증가
- 한지형 마늘 생산량은 전년, 평년보다 각각 17%, 29% 많은 6만 톤,

난지형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22%, 24% 많은 35만 2,000톤

표 4. 2013년산 마늘 생산량
단위: ha, kg/10a, 톤, %

구

증감률

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3

29,352

1,405

412,250

2012

28,278

1,199

339,113

평 년

25,928

1,272

329,700

작년 대비

3.8

17.2

21.6

평년 대비

13.2

10.4

25.0

주: 평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 품종별 합계임.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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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산 마늘 수입량은 냉동마늘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많은 수준임

- 5~10월 신선마늘로 환산한 수입량은 약 2만 9,000톤으로 전년(24,180

톤) 및 평년 동기(26,595톤)보다 각각 19%, 8% 증가

○ 2013년산 마늘 저장량은 평년보다 2~3만 톤 가량 많은 것으로 추정되
고, 이 가운데 12,205톤은 정부가 수매·비축하고 있음. 정부 수매량은
연내 방출되지 않을 계획임
- 10월까지 마늘 출고량은 깐마늘용 중심으로 전년보다 6% 많고, 재고

량은 전년보다 26% 많은 것으로 추정

○ 금년 김장철(11~12월) 마늘 상품 kg당 도매가격(5대 도매시장)은 국내산
마늘 저장량 증가 등으로 전년(3,957원) 및 평년 동기(3,355원)보다 15%
이상 낮을 것으로 전망됨
- 11~12월 상품 kg당 마늘 도매가격은 전년, 평년보다 낮고, 10월 하순
(2,780원/kg)과 비슷한 보합세 전망

그림 6. 건고추,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
< 건고추 >
< 난지형 마늘 >
원/600g
16,000

원/kg
6,000

12,000

2012년산

2012년산

4,000

8,000

평년

평년

2013년산

2013년산

2,000

4,000

0

0
8

9

10 11 12

1

2

3

4

5

6

7 월

5

6

7

8

9

10 11 12

1

2

3

4

월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건고추 평년 가격은 2007년 8월～2012년 7월의 일별 가
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이며, 난지형 마늘 평년 가
격은 2008년 5월～2013년 4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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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년 김장의 특징과 시사점

○ 올해 소비자 가구의 김장 수요 증가를 고려한 전체 김장 수요는 작년보
다 10% 내외 증가하고, 주요 김장채소류의 생산량과 공급량은 작년보
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김장철에 양념채소류와 엽근
채소류 모두 과잉공급인 경우는 이례적임

○ 김장철 주요 채소류의 과잉공급에 따라 금년 소비자 가구의 김장비용은
작년보다 40% 내외, 평년보다 20% 내외 저렴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고추와 마늘 등 양념채소류를 수확기에 미리 확보한 소비자 가구는 김
장비용이 전망 수준보다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됨

○ 겨울배추와 월동무 재배면적이 증가한데다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작년
이나 평년보다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조기 식재된 물

량의 조기출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가구의 김장 시기가 10일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12월 이후 공급과잉 현상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김장 채소류에 대한 생산자단체 및 유통인의 자율적인 출하 조

절, 저위품 출하 자제, 조기수확 및 분산출하 등의 노력이 요구되며, 정
부의 수요 확대 방안과 시장격리 대책의 선제적 대응 등 다방면의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김장철에 집중되는 절임배추의 위생관리 대책이 중요하며 다양한 소비
자 기호에 부합하는 품질 개선이 필요함. 절임배추와 같은 다양한 수확
후 관리 및 전처리와 더불어 소비지의 김장 후 쓰레기 등을 줄일 수 있
는 후처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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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3년 소비자 가구의 김장 수요 조사 결과
1.1. 조사 개요

○ 2013년 김장 수요 조사

∼

- 조사 기간: 2013년 10월 24 10월 29일(6일간)
- 조사 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 1,000명
- 조사 방법: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조사
- 표본오차:

±3.64%(95%

신뢰 수준)

○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응답자가 434명(60.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

로 영남 170명(23.5%), 충청 50명(6.9%), 호남 49명(6.8%) 순
-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17.7%, 40대 47.2%, 50대 29.7%, 60대 이상은 5.4%

1.2. 조사 결과

□ 금년 김장 의향조사 결과에서 소비자의 김장 수요는 작년보다 증
가할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가 직접 김장을 담그는 가구 비중과 배추 포기수는 작년보다 증

가하고, ‘친지 또는 지인’으로부터 가져다 먹는 비중은 감소하며, 시판
김치를 구매하는 비중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됨

○ 올해 배추, 무, 고추(고춧가루)와 마늘 등 주요 김장채소 생산량이 많아
김장철 가격이 낮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소비자 가구의

김장 의향을 조사하였음. 김장철 주요 채소 전망 가격을 제시하고, 김장
량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약 90%의 가구가 작년과 비슷하거나 많이
담글 것으로 조사됨
- ‘작년보다 많이 담글 것이다’가 36.7%, ‘작년과 비슷하게 담글 것이

다’가 52.9%, ‘작년보다 적게 담글 것이다’는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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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작년 대비 김장 의향 변화
단위: %

많이 담글

약간 많이 담글

비슷하게 담글

약간 적게 담글

적게 담글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12.7

24.0

52.9

8.8

1.6

가. 소비자 가구의 김장 김치 조달 방법

□ 가구원수가 많거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직접 담그는 비중 높아
○ 가구원수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직접 김장을 담그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친지에게서 가져오거나 시판 김
치를 구매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부표 2. 가구원수별 김장김치 조달 방법
단위: %

구 분

직접 담금

친지에게서 가져옴

시판 김치 구매

2인 이하 가구

51.1

36.2

12.7

3인 가구

55.3

33.7

11.0

4인 가구

60.9

32.1

7.0

5인 이상 가구

67.0

26.9

6.1

59.3

32.1

8.6

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대는 직접 김장김치를 담기보다는 주로 부
모님이나 친지로부터 가져다 먹는 비중이 높고(58.5%), 50대 이상은 직
접 김장을 담그는 비중이 70%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어 50대 이상의 가
정은 대부분 직접 김장을 담그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40대 가구는
59.2%의 가정이 직접 김장을 담글 것으로 조사되어 평균값과 비슷한

수준임

○ 시판 김치 구매 비중은 30대 이하는 10%, 40대 이상의 가구는 9%인 것으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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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연령대별 김장김치 조달 방법
단위: %

구 분

직접 담금

친지에게서 가져옴

30대 이하

31.8

58.5

9.7

40대

59.2

32.5

8.3

50대

73.9

18.5

7.6

60대 이상

69.5

18.6

11.9

59.3

32.1

8.6

계

시판 김치 구매

□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가져오는 김장 수요량은 작년과 비슷
○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김치를 가져오는 양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나타남. 금년 조달양은 18.7포기로 작년의 18.1포기보다 0.6포기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김치를 친지로부터 조달하는 이유는 ‘맛이 좋고, 가족 입맛에 맞아서’가
3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김치 담그기가 번거롭거나 바빠서’가
20.0%, ‘원료 원산지를 알 수 있고 품질을 믿을 수 있어서’가 19.1%로

조사됨. 이는 소비자 가구의 김장김치 맛에 대한 기호와 안전성을 반영
한 것으로 판단됨

○ 김치를 조달하는 ‘부모님이나 친지(지인)’의 거주지는 50.1%가 도시지
역이고, 49.9%는 농촌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조달원의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나. 지역별 김장 시기

□ 중서부 지역의 김장 성수기는 11월 하순, 영남은 12월 상순
○ 지역별 김장 시기는 중서부 지역이 11월 중순으로 앞당겨질 경향이 두

드러지고, 영남 지역의 경우 12월 상순 비중이 가장 높으나 11월 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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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이는 금년에 추위가 일찍 올 것이라는 기상청 날씨 전망에 따라 김장을
서두르려는 소비자들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부도 1. 지역별 김장 시기 비교
<서울·경기>

<충청>

<호남>

<영남>

다. 김장용 배추의 구매형태별 선호도

□ 김장철 신선배추를 산지에서 직접 조달하는 비중은 약 38%
○ 김장철 신선배추를 구입하는 곳은 ‘인근 재래 및 전통시장’이 32.9%,

‘도매시장’이 8.8%, ‘소매점’이 5.3%로 전통 유통경로를 통한 비중이
47.0%로 나타났음. ‘대형유통업체’ 비중은 13.7%로 나타나 전체의
60.7%가 유통채널을 통해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됨. ‘부모님이나 친지’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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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구하는 비중은 26.0%, ‘산지에서 직접 구매’가 7.9%, ‘직접 재
배’가 3.8%로 나타나 약 38% 정도는 유통채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산
지를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신선배추 선호 이유는 ‘품질을 직접 고를 수 있음’이 큰 비중
○ ‘신선배추’를 선호하는 이유는 ‘품질이 좋은 배추를 직접 고를 수 있어
서’가 3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모, 친지 또는 지인으로부터

가져옴(구매 포함)’이 21.9%, ‘안전성 때문에’가 17.3%로 나타나 신선
도,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직접 고르거나 또는 신
뢰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대부분 조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부도 2. 신선배추 구입처

부도 3. 신선배추 선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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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임배추 구입처 ‘친지, 지인’과 ‘대형유통업체’ 비중 높고,
절임배추 선택 시 ‘절임과정의 번거로움’과 ‘시간 절약’ 중시
○ 김장철 절임배추를 구입하는 경우 ‘부모, 친지, 지인을 통한 구입’이

37.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형유통업체’가 18.4%, ‘재래 및 도

매시장’이 12.6%, ‘인터넷’을 통한 구매 비중도 15.5%로 조사됨

○ 소비자가

절임배추를 선호하는 이유로 ‘절임 과정이 번거로워서’가

64.0%, ‘담그는 시간이 절약되어서’가 27.2%인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

등 주거 형태 변화에 따라 절이는 과정이 번거롭고 쓰레기를 유발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절임배추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부도 4. 절임배추 구입처 및 선호 이유

□ 금년 절임배추 판매가격은 10kg당 16,000원 내외
○ 금년 김장철 대형할인점의 절임배추 판매가격은 작년보다 낮아 10kg
기준 평균 16,000원 내외로 작년보다 2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절임배추 판매단가는 계약물량과 계약시기 등에 따라 판매처별로 차

이가 있음
- 지역농협의 김치공장에서 판매단가는 15,000원 내외로 배추 가격이

비쌌던 작년보다 20% 내외 낮은 것으로 조사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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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김장철 대형할인점의 절임배추 판매가격
단위: 원/10kg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2,450

28,045

13,318

22,000

16,000

주: 2011년까지는 A업체 도매매입단가이고, 2012~3013년은 주요 대형할인점 평균가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조사치.

□ 시판 김치는 주로 대형할인매장을 통해 구매하는 경향
○ 시판 김치의 주 구입처로 ‘대형할인매장’이 24.5%로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인터넷 판매’가 23.2%, ‘반찬가게’가 12.4%, ‘TV홈쇼핑’이 11.8%
로 조사됨

부도 5. 시판 김치의 구입처
대리점,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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