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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 녹차산업은 최근 웰빙 무드와 함께 2000년대 전반까지 생산과 

소비면에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해왔다. 국민소득 향상, 웰빙문화 확산

에 따라 건강식품으로서 녹차의 기능성이 알려지면서 녹차의 소비가 늘어

나 보성, 하동, 제주 등 남부지방에서 녹차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보여 왔

다. 그러나 최근 소비패턴의 변화 등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의 변화로 

녹차의 국내소비가 정체되면서 녹차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소비확대방안 

마련이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녹차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제고와 

차 소비문화 구축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으며, 녹차산업 각 단계의 당면문

제점 발굴 및 대안 제시를 통하여 녹차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는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차산업의 공급기

반을 강화할 수 있는 품질 및 가격경쟁력 확보,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 유통체계 개선, 소비자 교육·홍보,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주요 과제로 다루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지자체, 전문가 등 차산

업 관계자 및 농업인, 소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 연

구가 차산업 발전 및 관련 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01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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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녹차산업은 국민소득 향상, 웰빙붐 확산에 따라 건강식품으로서 녹차의 

기능성이 알려져 소비가 확대되면서 급속한 성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대용차의 개발, 농약 파동 등을 겪으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녹차 가격하락과 생산 감축 및 폐농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차산업은 농산업과 문화의 효과적인 연계

를 통하여 6차산업형 농촌산업으로서의 의의가 크며, 주산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다. 이 때문에 녹차산업

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차산업과 문화의 접목을 통한 차 소비 저변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 마련을 통해 녹차산업이 앞으로 

농업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연구방법

녹차산업과 관련된 기초 통계 파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자료 및 

선행 연구, 통계청의 원데이터 등을 활용하였으며, 4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재 녹차업계의 애로사항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과

제를 도출하였다. 생산농가의 경영실태는 총 260명의 농가 조사를 기초로 

파악하였으며, 녹차의 소비자 구매행태와 소비 요인 분석을 위해 국내 소

비자는 물론, 일본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도 각각 1,000명씩 실시하였다.

품목별 수급모형 구축을 통해 녹차의 중장기 수급을 전망하였으며, 소비부

문은 Habit Formation Model, 서열로짓모형(ordered logistic regression

model) 등 다양한 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녹차산업을 둘러싼 부문별 현황과 당면문제의 실증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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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사 및 수급전망을 통해 현안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녹차산업의 발전 목

표로는 ‘녹차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소비문화 구축’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첫째,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 둘째,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한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유통시스

템 구축, 셋째, 교육·홍보강화 및 차문화 창조, 넷째, 차산업 육성 관련 제

도·정책지원 체계의 확립 4가지를 설정하였다.

기본 방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각각의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

다. 첫째, 소비자는 안전성과 가격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현지 다원의 

홍보나 체험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가격 문제는 

결국 생산기반의 조건과 관련성이 깊다. 생산비가 과다 소요되는 경사지 

다원의 계단식 개량 및 평지다원의 확보, 수량성 및 품질이 보장되는 육성 

품종의 보급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질 개선 및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서는 주산지별로 공동가공공장과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이를 추진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지에 주산지별 직

매장과 시음장을 개설하고, 인지도 높은 브랜드 등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소비계층의 확대를 위해서는 차 생산자연합회와 차인회가 협력하

여 녹차교실 등을 통한 차 문화 홍보인력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세계 

차 박람회의 개최, 차 문화진흥 활동을 통해 잎차 수요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특히, 주산지에서는 로컬푸드 운동과 연계하여 차산업·문화 홍보의 

거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차산업 문화 전반의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차 산

업 및 문화를 포괄하는 육성책을 법제화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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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Strategies of Green Tea Industry for
Enhancing Competitiveness and Establishing
Consumption Infrastructure

Research Background
  With the increase of national income and the widespread well-being 
boom, the functionality of green tea as a health food has become known 
and led to the expansion of its consumption. Consequently, the green tea 
industry grew rapidly. Recently, however, the consumption of green tea has 
significantly decreased due to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teas and the 
usage of pesticides. These factors have led to the decrease of green tea 
price, the reduced production, and the failures in farming. Nevertheless, the 
green tea industry has its significance as the sixth industrial type of the ag-
ricultural industry, effectively connecting industrial agriculture and culture. 
Moreover, the green tea industry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revital-
ization of the local economy based on the main producing pla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plans to secure the competitive-
ness of the green tea business and to expand the consumption patterns 
through associating the tea industry with cultur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strategies, the green tea industry should play a leading role as a new 
growth engine industry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Research Method
  In order to understand the basic statistical data regarding the green tea 
industry, this study used the data including the resources and previous 
study data from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raw data from Statistics Korea. The problems and the major issues in 
the current green tea business were explored through hosting four sy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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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ums with experts. The current status of production management was in-
vestigated based on the total of 260 farmers. In order to explore the con-
sumption patterns and the factors in consumption, the surveys were con-
ducted to 1,000 respondents in Korea and Japan, respectively. Through de-
veloping the supply and demand model by product items, the supply and 
demand of green tea for the medium- and long-term period were 
anticipated. With regard to the consumption part, diverse models were em-
ployed, including the Habit Formation Model and Ordered logistic re-
gression model.

Results and Discussion
  This study draws emerging problems and issues through empirical inves-
tigation of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in each area of the green tea 
industry and through the prospect of the supply and deman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measure to address diverse problems. The 
developmental plan for the green tea industry is to improve industry com-
petitiveness and establish consumption culture for the development of the 
green tea industry. In order to achieve the plan, four basic directions are 
suggested: (1) improvement of the competitiveness in price and quality, (2) 
development of diverse products to meet consumer's needs and establish-
ment of distribution system, (3) reinforcement of education and promotion 
and creation of tea culture, and (4)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support 
systems for developing the tea industry. 
  Based on aforementioned basic directions, the detailed development strat-
egies are established as follows. Firstly, as consumers are mainly interested 
in safety and price, more effort should be put into restoring consumer trust  
through the promotion or experience of tea gardens. Since the price issu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conditions of production infrastructure, it is re-
quired to improve the tea gardens in slope area, where production cost is 
high, to make them terraced or to secure flatland tea gardens. Also, the dis-
tribution of improved varieties of which quantity and quality is assured, 
should be expanded.  
  Secondly, when it comes to the quality improvement and the develop-
ment of a wide range of products to meet consumer's preferenc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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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orementioned objectives should be pursued by cooperative processing 
plants and institutes in each main producing place. Moreover, it is sug-
gested to develop popular brands and to open direct sales stores and tasting 
places in each main producing place in order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consumers. 
  Thirdly, for the purpose of expanding the range of consumers, it is need-
ed to support diverse activities to promote tea culture such as green tea 
class in collaboration with the Cooperative Tea-Producers Association and 
Korean Tea Masters Society. The demand of the tea leaves should be pro-
moted through hosting World Tea Expo and encouraging the tea culture 
promotion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main producing places should per-
form the role and function as a hub of tea industry and culture in con-
junction with the local food movement. 
  Fourthly, in order to promote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overall cul-
ture in the tea industry, the promotion plans including the tea industry and 
culture should be legislated to provide systematic support. 

Researchers: Moon-Ho Park
E-mail address: mhpar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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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녹차산업의 단순한 생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가공 상품 개발, 다원의 

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차 문화 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이른바 6

차 산업으로서 차산업은 부가가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 가 큰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녹차산업은 2000년대 중반까지 건강에 대한 관심과 웰빙 트렌드의 영향

으로 녹차의 국내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해 왔으며, 국내 녹차산업도 일대 

중흥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 녹차산업의 사회·

경제적 위치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2006년 녹차의 농약검출 사건 및 다양한 대용차의 개발이 이루

어지면서 소비가 위축되어 녹차판매량이 격감하고, 경영비의 상승으로 인

한 경영수지의 악화 등의 요인으로 재배면적이 크게 줄어드는 등 차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녹차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녹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차

의 소비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

서는 녹차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차 소비문화 구축을 위한 녹차산업 각 단

계의 당면 문제점 발굴 및 대안 제시를 통하여 녹차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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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2.1. 부문별 관련 연구

2.1.1. 육성 발전방안 관련 연구

이중웅(1997)은 녹차산업의 현황, 농가 경영실태 및 수익성 분석, 녹차 

생산의 경제성과 투자 타당성을 분석한 후, 녹차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녹차산업 전반에 걸쳐 발전방안을 도출한 최초의 과제로서 의

의가 있으나, 15년 전 상황으로 현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박문호 등(2002)은 국내 녹차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주요국의 녹차산업 

동향, WTO 농업협상의 국내 녹차산업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녹차산업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과제는 

WTO 농업협상이 국내 녹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협상 전략에 초점

을 맞추고 있어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은 간략히 제시되어 있다.

김수진(2002), 안종신(2003), 곽재명(2005)은 우리나라 녹차산업이나 보

성군 녹차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없

으며, 국회(2007)는 PPT 자료로서 방안의 구체성은 미흡하다.

박문호 등(2008)은 국내 녹차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녹차수급 및 적정재

배면적 추정, 주요국의 녹차산업 동향과 경쟁력 비교 등을 통해 수급안정

화 방안과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2006)은 제주지역의 녹차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방향설

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략의 구체적성은 부족하며, 신성구(2007)는 차

산업의 발전전략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2.1.1. 수익성 분석 관련 연구

이중웅(1997)은 보성과 하동의 생산농가 31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실태와 

수익성을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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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유통 브랜드 관련 연구

전영길(2005)은 녹차 유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유통경

로 설명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구체적 유통 개선방안 도출은 미흡하며, 박

종대 등(2011)은 한국차 품질특성 기준과 등급화 방법 및 품질평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과제이다.

2.1.4. 소비 관련 연구

박근형 등(1996)은 녹차의 소비동향과 소비자 설문조사를 기초로 녹차 

음용 빈도, 습관, 국산차 선호도, 녹차효능 인지도, 기호도 등을 정리하였

으며, 장정희(2009)는 차 문화 발달과 소비문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정옥 

등(2009)은 국내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한 주성분분석을 기초로 녹차 소비

확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서향순(2010)은 소비자 설문조사로 녹차의 품

질특성이 녹차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소비 과제에 대한 언급

은 없다. 최배영 등(2010)은 녹차 소비편익을 AVOVA로 분석하였으며, 박

성선(2010)은 녹차 제조 공정 중 HACCP 적용에 대해 살펴보고, HACCP

제조 방법이 지각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경희 등(2011(a); 2011(b); 2011(c))은 소비자 조사결과를 기초로 다양

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소비 확대 과제 도출이 목적인 논문은 아니

라는 한계가 있다. 문영선(2012)은 소비자 설문을 통해 녹차 소비의 식생

활 라이프스타일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2.1.5. 수출 관련 연구

박문호 등(2005)은 국내 녹차산업의 현황, 주요국(중국, 일본, 베트남)의 

녹차산업 동향, 주요 녹차 수입국(미국, 프랑스)의 유통 소비현황, 일본과 

미국의 차 소비의식과 한국녹차에 대한 반응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통해 

녹차 수출시장 진출 전략 및 고품질 수출 상품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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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본 연구는 녹차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녹차 

시음평가를 직접 실시했다는 데 의의가 크며, 녹차 수출 전략수립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최초의 연구로 판단된다.

박석녀(2011)는 국내 녹차산업 현황 및 수출입 실적, 해외시장(네덜란드,

러시아, 모로코, 홍콩)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각 국별 진출 전략을 

제시했으나, 현황 파악 중심의 논문이다.

2.1.6. 수급 분석 관련 연구

박문호 등(2008)은 녹차의 수급모형을 설정한 후, DDA 협상 가정별 시

뮬레이션을 통해 녹차 원료 공급량을 전망함으로써 관세감축의 영향을 실

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녹차산업 전반에 관한 연구과제는 당 연구원에서 수행한 과제 이외에는 

대체로 석사학위 논문이나 학회논문 중심이며, 대부분의 연구원 보고서는 

2000년대 중반에 작성되어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표 1-1. 녹차산업 관련 선행연구 종합

생산 농가
수익성

가공 유통 소비 수출
수급
전망

발전방안

이중웅

(1997)

이외에 전무

발전방안에서

일부 다루고

있으나, 유통

중심 연구

거의 전무

요인분석

중심이며,

소비확대

과제

상당히 부족

박문호 등

(2005)

이외에

전무

박문호 등

(2008)

KASMO

구축

이중웅(1997),

박문호 등(2002)

이외는 석사학위

논문 중심, 10여

년 이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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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업의 당면문제는 어느 한 부문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생산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녹차산

업의 부문별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농가 조사와 소비자 등의 

심층적 조사를 근거로 성장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방안의 구체성을 도모하

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3. 연구범위와 방법

3.1. 연구범위

본 연구는 녹차산업 발전이라는 대전제하에 녹차산업 산업경쟁력 제고

와 소비문화 구축을 위한 산업 각 부문(생산–가공·유통–소비–문화)의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녹차는 잎녹차 및 녹차제품을 중심으

로 다루도록 하되, 수입차 가운데에서는 커피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소비 및 수급 분석 부분에서 일부 다루도록 한다.

표 1-2. 본 과제의 연구범위

통상 분류 본 연구범위

∙잎녹차

∙녹차제품

∙수입차: 커피 등

∙잎녹차 및 녹차제품

∙수입차: 커피(소비 및 수급전망 부문에서 일부

언급)

3.2. 연구방법

녹차산업 관련 선행연구, 전국 및 주산지의 관련 통계자료 분석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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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으며, 관련 통계의 동향 및 선행연구의 주요 이슈를 검토하였다. 생산 

및 가공부문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보성, 하동, 제주의 3개 지역을 중심으

로 667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생산농가 및 경영체의 

경영실태 및 생산·가공·유통·판매상의 애로요인과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1-3. 녹차 재배농가 조사 개요

조사
대상수

회수
회수율
(%)

주요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
기간

677 260 38.4

∙재배면적 변동 실태와 재배품

종, 경영상황, 생산 판매 가공

유통 실태와 문제, 향후 의향,

정부정책 요구사항 등

전화조사 및
팩스 온라인
조사

6.24.
～
8.26.

또한, 녹차의 소비동향, 소비 관련 의식, 구매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4. 녹차 관련 소비자 조사 개요

조사수 주요 조사 내용 조사 기간 및 방법

1,000명

∙녹차이미지, 선호 제품유형, 구매경

험, 구입처, 커피 구입정도, 소비습

관, 수입차 구매실태 등

∙조사시기: 2013.9.30.～10.7.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녹차산업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일본의 녹차산업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해외전문가 위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녹차의 수급전망에 

대한 위탁연구 추진으로 녹차 수요감소 추세와 DDA 협상 등으로 인한 수

입녹차에 대한 관세감축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이들 환경 변화가 녹차시장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녹차 주산지인 보성과 하동의 차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각 2회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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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차산업 관련 현안에 대한 전문

가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표 1-5. 녹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개요

일시 및 참석자

보성
(2회)

∙일시: 2013. 3. 19.(화)

∙참석자: 전남농업기술원, 보성녹차연구소, 보성차생산자조합, 생산농가

∙일시: 2013. 5. 29.(수)

∙참석자: 보성녹차연구소, 보성군청, 한국차산업발전협의회, 보성제다

하동
(2회)

∙일시: 2013. 3. 20.(수)

∙참석자: 하동군 통상교류과, 하동군 녹차연구소, 하동차생산자협의회,

제다업체, 하동농협

∙일시: 2013. 5. 28.(화)

∙참석자: 하동군청, 하동군 녹차연구소, 제다업체, 생산자

4.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녹차 생산구조와 경영실태, 녹차 가공·유통구조와 실태, 녹차 

소비동향과 문화진흥실태, 녹차산업 발전전략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

다. 첫째, 녹차 생산구조와 경영실태에서는 차 주산지를 중심으로 차 생산

기반 및 농가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차산업의 선진국인 일본과 차 생산

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생산부문의 경쟁력 조건을 비교하고 차 생산단계

의 당면과제를 제시하였다.

둘째, 녹차 가공·유통구조와 실태에서는 주산지의 녹차 가공·유통실태에 

초점을 두고 가공·유통구조 및 판매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차산업 선

진국인 일본 및 중국의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차 유통 및 가공부문의 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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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녹차 소비동향과 문화진흥 실태에서는 먼저 녹차의 수급상황을 전

망하고, 소비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소비자의 의식 및 소비실태 분석을 통

하여 녹차 소비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차 소비문화의 증진과 관련한 차

문화 관련 활용의 추진현황 및 일본 중국 등 차 산업선진국의 사례를 검토

하여 차 소비 및 문화부문의 당면과제를 제시하였다.

넷째,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차 소비문화 구축을 위한 산업 전반의 

당면과제를 검토하고, 차 경쟁력 제고와 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차산업 발

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녹차의 생산 현황과 경영 실태 제2장

1. 재배면적과 생산 동향

녹차는 웰빙 붐의 형성과 함께 건강음료로서 인식이 고조되어 재배면적

과 생산량이 2000년대 중반까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06년 농

약파동 이후 소비가 위축되면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추세를 나타내

고 있다. 국내 녹차재배는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1990년 448ha

에서 2006년 3,692ha로 8.2배 증가했으며, 생산량은 같은 기간 296톤에서 

4,080톤으로 13.7배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소비감소, 노동력 부족과 인

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표 2-1. 국내 녹차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재배면적(ha) 10a당 수량(kg) 생산량(t)

1990 448 66 296

2000 1,503 95 1,434

2005 3,042 108 3,309

2006 3,692 110 4,080

2012 3,302 112 3,709

주: 10a당 수량 및 생산량은 황차 기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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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농가의 녹차 재배면적 감축농가비율 및 면적 감소비율을 보면, 조사

농가의 51.2%가 재배면적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배면적의 절반

이상을 감축한 농가는 22.6%를 점하고 있다.

표 2-2. 녹차 조사농가의 재배면적 감소 비율과 정도

빈도수(호) 비율(%)

감축농가 비율 133호/260호 51.2

면적감축

비율별

분포

1～5% 4 3.0

5～10% 15 11.3

11～20% 25 18.8

21～30% 29 21.8

31～40% 16 12.0

41～50% 14 10.5

51% 이상 30 22.6

합계 133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녹차 재배면적을 감소한 이유는 판로확보가 어려워서(35.5%), 농가의 노

령화와 노동력 부족(22.7%), 생산비 상승(19.5%), 수익성의 저하(18.0%)로

서 녹차의 소비감소에 따른 판로 확보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2-3. 녹차 조사농가의 재배면적 감소 이유

　 빈도 비율(%)

생산비(경영비)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50 19.5

농가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58 22.7

타 작목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서 46 18.0

재배기간 중 재해(실패) 위험이 높아서 2 0.8

한중 협상(FTA) 등 장래가 불안하여 7 2.7

판로 확보가 어려워서 91 35.5

재배기술 부족 2 0.8

합계 256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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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 재배지역은 보성을 중심으로 한 전남, 하동을 중심으로 한 경남이 

주산지인데, 재배면적의 확산과정에서 새로운 산지로 제주도와 정읍, 구례,

고창 등 전북지역에서 신산지로서 개발이 이루어졌다. 특히, 제주의 경우

는 전업·기업적인 경영체에 의한 대규모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

징이다.

영농규모 면에서 보면, 2012년 현재 전국 농가호수 및 호당재배면적은 

각각 4,330호, 0.76ha로서 영세규모의 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주산지별로  

호당 영농규모를 살펴보면, 보성 1.1ha, 하동 0.6ha, 제주5.7ha로서 제주를 

제외하고는 영세규모의 다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표 2-4. 지역별 차 재배현황(2012년)

재배면적(ha) 생산량(M/T) 농가수(호)

보성 1,064 (32.2) 1,225 (33.0) 1,006 (23.2)

하동 1,043 (31.6) 491 (13.2) 2,013 (46.5)

제주 302 (9.14) 481 (13.0) 53 (1.22)

기타 893 (27.0) 1,512 (40.8) 1,258 (29.0)

전국 3,302 (100.0%) 3,709 (100.0%) 4,330 (100.0%)

자료: 전남농업기술원 녹차연구소.

2. 생산기반 조건 변화와 농가경영

2.1. 생산기반

국내 녹차재배가 1990년대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조성된 다원의 수령은 

젊은 편이다. 다원의 조성연도별 분포를 보면, 전체 필지의 74%가 1990년

대 이후에 조성된 다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녹차나무의 경제수령은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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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며, 식재 후 8년이 지나야 성목이 되는 수목으로서 식재된 차나무의 

반수 이상이 이제 성목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5. 녹차 조사농가의 다원 조성 연도별 분포

필지수 비율(%)

1960년대 이전 11 2.9

1961～1970 11 2.9

1971～1980 21 5.6

1981～1990 54 14.3

1991～1995 58 15.3

1996～2000 87 23.0

2001～2005 106 28.0

2006～현재 30 7.9

자료: 농가조사 결과.

문제는 이와 같이 다원의 대부분이 최근에 조성된 신규단지임에도 불구

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불기 시작한 녹차붐으로 소비가 급속히 늘어나는 

과정에서 재배면적의 확대가 산지개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조사농가 다원의 지목별 분포현황을 보면, 밭 산 임야 등 경사지 재배가 

전체 필지의 84.8%에 이르고 있다.

표 2-6. 녹차 조사농가의 다원 지목별 분포 현황

　 필지수 비율(%)

논(답) 52 13.8

밭(전) 219 58.2

84.8%임야 33 8.8

산 67 17.8

과수원 5 1.3

합계 376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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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야나 산에 있는 차밭의 경우는 기계화가 전혀 불가능한 급경사

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사지는 기계화가 어려워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최근 노임이 크게 상승하면서 차 생산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으

며, 조건불리지에 입지한 차밭의 경우 경영수지의 악화로 재배면적이 감소

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표 2-7. 녹차 조사농가의 재배 시 애로사항

　 응답자수
비율
(%)

재래품종으로 수량이 적고, 균질한 제품을 만들기 힘들다 41 8.8

친환경 등 재배기술이 까다롭다 87 18.8

다원이 경사지로 인해 노동력이 과다 소요되고 인건비

가 비싸다
190 40.9

냉해 등 재해가 다발하여 실농할 우려가 크다 126 27.2

판로가 없다 16 3.4

기타 4 0.9

합계 464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차밭에 식재된 차나무 품종은 재래종 위주로서 일본도입종 “야부기다(數

北)” 등이 일부 재배되고 있다. 농가 실태조사 결과, 전체 필지의 76.6%가 

재래종이며, 육성종의 경우도 일본 도입종이 대부분이다.

야생종은 수량이 떨어지고 품질이 균질하지 않아 기계수확이 어렵고 상

품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국내 품종 개발은 1992년 전남농업기술원 

차 시험장에서 개발에 착수하여 개발품목인 “참녹”의 농가보급체계를 

2012년부터 갖추었지만, 최근 녹차산업의 경기후퇴와 묘목경신에 따른 수

확 공백기의 소득문제로 신품종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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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녹차 조사농가의 다원 재배품종별 현황

　 필지수 비율(%)

국내산 재래종 301 76.6

국내산 육성종 15 4.1

야부기다등 외국종 72 19.3

합계 373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2.2. 차엽 수확시기

녹차원료인 생엽은 수확시기가 빠를수록 고급녹차로 분류되며 수확시기

에 따라 첫물차, 두물차, 세물차(혹은 가을차) 등으로 나누어진다. 첫물차

는 고급 잎차의 원료로 쓰이는데, 수확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우전, 세작,

중작, 대작 등으로 나누고 있다.

수확시기는 경남 하동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첫물차는 4월 초순부터 6월 

까지 수확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잎차용으로 가공되고 있다. 수확시기가 

빠를수록 고급품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우전은 4월 5일～4월 20일, 세작은 

4월 20일～5월 10일, 중작은 5월 10일～5월 말, 대작은 5월 말～6월 말에 

수확된 녹차로 나누고 있다. 두물차는 7～8월, 세물차는 9～10월경에 수확

이 이루어지며, 주로 녹차티백, 음료, 가루녹차의 원료용으로 가공되고 있

다.1 첫물차는 고급차로서 주로 손따기 수확이 이루어지는데, 인력부족과 

높은 인건비로 채산을 맞추기 어려워 최근에는 수확기를 늦추어 기계로 수

확도구(낫)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으며, 수확횟수도 줄이는 사례가 많다.

첫물차, 두물차, 세물차의 평균적인 수확비중은 과거에는 티백수요의 영

향으로 첫물차와 두물차가 각각 25% 정도이며 세물차는 50% 정도의 비중

1 박문호. 2008.「녹차 수급안정 및 경쟁력 제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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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확되었으나 최근에는 티백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잎차 중심의 생

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농가의 차기별 평균 수확면적은 첫물차 3,133평, 두물차 2,197평 세

물차 2,034평, 기타 536평으로서 첫물차 중심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첫물차 중심의 생산이 되는 것은 저급차의 경우 

생산비 측면에서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차기별 농가의 평

균 판매단가를 보면 첫물차는 두물차에 비하여 2배 정도, 세물차에 비하여

는 7배 정도의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표 2-9. 녹차 조사농가의 2012년산 차기별 생엽 수확실적

첫물차 두물차 세물차 기타

수확면적(평) 3,133 2,197 2,034 536

수량(kg) 603 702 1290 304

평균단가(원/kg) 29,040 15,415 4,140 941

자료: 농가조사 결과.

이 경우 기계화가 어려운 단지의 경우는 두물차와 세물차는 수확을 포기

하는 경우도 많다. 조사농가의 최근 수확횟수 변동상황을 보면, 조사농가

의 78%가 수확횟수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2-10. 녹차 조사농가의 최근 생엽 수확횟수 변동 상황

빈도 비율(%)

증가하였음 10 3.9

변화 없음 47 18.1

감소하였음 202 78.0

합계 259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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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 일 간 농가경영 비교

일본과 한국의 녹차재배 기술체계상의 차이는 일본의 경우 경사지 재배

의 경우도 기계기술의 도입이 가능한 계단식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어, 대

부분 기계화에 의한 일관작업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기계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생산조직화에 의한 농기계 공동이용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품종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재래종으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떨어지는 반면, 일

본의 경우는 시험장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육성종으로서 단수가 높다는 점

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일본
가고시마1)

한국

보성군2) 하동군3) 평균

10a당 생산비

(원)

노동비

(가족)

(고용)

986,868

(812,916)

(173,952)

618,898

(280,954)

(337,944)

859,072

(366,773)

(492,299)

738,985

(323,864)

(415,121)

농자재비 1,501,227 448,780 742,869 595,824

자본이자 외 378,072 4,444 42,049 23,246

총액 2,866,167 1,072,130 1,643,990 1,358,055

생산량(kg/10a) 193 69 74 71.5

kg당 생산비(원) 14,850 15,538 22,216 18,877

생엽단가(원/kg) 19,734 22,405 36,714 29,560

조수익 3,808,593 1,545,982 2,263,628 1,904,805

순수익(조수익-생산비) 942,426 473,852 619,638 546,745

소득(순수익+가족노동비) 1,929,294 754,806 1,275,675 870,609

표 2-11. 한 일 차잎의 10a당 생산비 및 소득비교

주 1)「차 관계 자료집 2007년」. 일본다업중앙회.

2) 보성군 2010년 자료.

3) 하동군 2010년 자료.

<표 2-11>에서 한국과 일본의 10a당 생산비 및 차 소득을 비교해 보면,

10a당 생산비 면에서는 한국 평균이 일본의 47.4%로서 절반 정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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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당 생산비 면에서는 오히려 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는 10a당 수량 면에서 일본이 한국에 비하여 두 배 이상의 수량을 나타내

고 있기 때문으로 국산 재래종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짐을 나타내고 있다.

10a당 소득 측면에서도 일본이 한국의 두 배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

데, 이는 생엽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효과의 영향

으로 조수입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일본은 노동비 측면에서 다원의 

기계화가 이루어져 가족노동에 의존하여 농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수작업으로 농작업이 이루어져 고용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

으로 높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3. 생산부문의 당면과제

녹차 생산부문은 녹차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판로 확보가 어렵고, 생산비 

상승과 수익성의 저하로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농가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크게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원의 다수는 조성시기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기

계화가 어려운 경사지에 수량이 떨어지는 재래종 실생묘 중심의 다원조성

이 이루어진 점이 생산부문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수요가 늘

어날 경우에는 열등지라도 재배가 가능하지만,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재배면적의 축소는 불가피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의 소비위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농약사건으로 유발된 친

환경 재배기술의 확보이다. 현재 주산지에서 친환경 재배의 기술보급에 적

극 나서고 있지만, 수량성 확보와 비용 측면에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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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공 유통구조와 농가의 참여 실태

1.1. 가공부문

녹차가공은 생엽을 1차 가공하는 황차(원료차) 가공과정과 완제품으로 

가공하는 2차 가공과정으로 구분되며, 가공방법은 크게 전통적 덖음식 가

공과 대규모 가공에 유리한 증제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영세 

가공업체는 가내 수공업적 덖음가공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보성의 경우 

2012년 말 기준 차 가공업체는 97개소로서 이 중 공장형 가공사업체인 증

제차 업체는 15개소, 덖음형 수제차 업체는 82개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들 사업체의 차 재배면적은 457ha로서 보성군 전체 재배면적의 43%를 점

하고 있다.2

제다업체는 대부분 직영농장을 가지고 생산–유통–가공–판매의 통합

형 경영을 하고 있는데, 증제차 업체는 비교적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농업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덖음식 업체는 덖음솥을 활용한 수제차

를 생산하는 농가형 사업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덖음식 제다방식은 특수 기호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전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품의 원가를 상승시

2 보성군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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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표 3-1>에서 조사농가의 녹차 생산자 유형을 보면, 녹차 재배만 하는 

일반농가는 전체 생산자의 37.5%에 불과하고, 절대다수인 55.2%가 재배와 

가공·유통을 겸하는 일관생산·판매형 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자원

자제(自園自製)형 농가들은 농가내에 덖음식 가공시설을 갖추고 제품생산

을 한 후, 단골 위주의 직거래를 통하여 녹차를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소수의 형태지만 중·소규모 기업형 농가는 직영농장 생산량

과 일반농가가 생산한 생엽을 증제식 가공방식으로 차 상품을 생산·판매하

고 있다.

표 3-1. 녹차 조사농가의 생산자 유형

　 빈도 비율(%)

녹차 재배만 하는 일반농가 97 37.5

직영농가(재배+가공+판매) 143 55.2

농업법인(기업형) 19 7.3

합계 259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현지 가공품의 종류를 보면, 대부분 잎녹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외에 

발효차, 티백, 말차 등 단순 가공품 위주이다. 음료 등 고차 가공품은 소비

지의 식품업체에서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3-2>에서 제품 종류별 생산동향을 보면, 말차, 발효차, 티백 등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잎녹차의 생산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차 종류별 생산비중은 잎녹차 60.2%, 발효차 23.9%, 티백 6.0%,

말차 5.8%의 순으로서 잎녹차가 절대 비중을 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생산동향은 발효차는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전통적인 잎차의 생산은 정체 

내지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 아직 소량에 불과하지만 티백, 말

차, 음료용 원료의 생산비중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생산 

종류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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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녹차 조사농가의 가공품별 생산비중 및 변화 추이

차 종류
생산비중
(%)

차 종류별 직접 가공 비중 변화(호, %)

① 증가 추세 ② 변화 없음 ③ 감소 추세

잎녹차 60.2 5(3.2) 71(46.1) 78(50.6)

발효차 23.9 53(53.5) 38(38.4) 8(8.1)

티백 6.0 14(48.3) 10(34.5) 5(17.2)

말차 5.8 17(60.7) 3(10.7) 8(28.6)

음료용 원료 2.4 8(61.5) 2(15.4) 3(23.1)

기타 1.7 2(40.0) 3(60.0) -

합계 100 99(30.2) 127(38.7) 102(31.1)

자료: 농가조사 결과.

1.2. 유통

녹차의 유통경로는 일반적으로 제다업체가 주축이 되어 생산된 차엽

을 황차(원료차)로 1차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또는 2차 가공

(제품가공)하여 각종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에서 2차 

가공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인 통합경영이 일반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

다.

제다업체는 자체 다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생산 원료뿐만 아니라 

농가 수매를 통하여 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전체 공급량의 95% 정도를 

이러한 제다업체에서 가공 판매하고 있다. 반면 일부 농가의 경우 직접 

수제차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주로 소비자 직판형태를 취하고 있는

데, 도 소매업체의 유통마진은 생산농가 제품이 30~40%, 기업 제품이 

20~30%로 추정되고 있다.3

3 박문호. 2008.「녹차 수급안정 및 경쟁력 제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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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녹차의 유통경로

단위: %

대기업납품

도소매업

직    판

유통업체

(백화점 등)

소

비

자

다

원

1차

가공

2차

가공

<농가다원> (수제차)

<제다업체>

>>

자료: 박문호. 2002.「수입자유화에 대응한 녹차산업의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차엽의 용도별 원료의 판매처는 우전용, 세작용 원료의 경우는 자체 가

공하여 판매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값싼 티백용의 경우는 농협 또는 제다

업체에 판매하는 경향이 높다. <표 3-3>의 조사농가의 생엽 용도별 판매처

를 보면, 우전용과 세작용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각각 69.1%, 62.2%를 생

산농가가 직접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티백용의 

경우는 제다업체(35.9%), 농협(33.9%) 등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표 3-3. 녹차 조사농가의 생엽 용도별 판매처

우전용 세작용 중·대작용 티백용

자체 가공하여 판매 69.1 62.2 48.3 16.8

제다업체에 판매 14.6 17.7 24.2 35.9

중간상인에게 판매 1.2 0.9 1.4 1.7

농협으로 판매 8.1 12.1 15.9 33.9

소매업체에 판매 3.5 3.0 1.4 2.5

기타 3.5 4.1 8.8 9.2

계 100 100 100 1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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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티백용 가공기계가 비싸고 개별 농가단위로 사용하기에는 경제성이 없

기 때문이다.

한편, 생엽의 판매처별 판매비중의 최근 추세를 보면, 제다업체나 농협

의 판매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가공하

여 판매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36.5%)이 자체 

가공판매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응답한 비율(14.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협으로의 생엽판매는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23.6%)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녹차 조사농가의 판매처별 생엽 판매 비중 추이

단위: 호(%)

증가하는
추세

변화 없음
감소하는
추세

합계

자체 가공하여 판매 27(14.9) 88(48.6) 66(36.5) 181(100)

제다업체에 판매 17(16.7) 47(46.1) 38(37.3) 102(100)

중간상인에게 판매 3(10.7) 7(25.0) 18(64.3) 28(100)

농협으로 판매 21(23.6) 42(47.2) 26(29.2) 89(100)

소매업체에 판매 5(15.2) 10(30.3) 18(54.5) 33(1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표 3-5>에서  생엽 판매 시 애로사항을 보면, 판매처가 많지 않고, 가격

이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판매처가 많지 않다(37.2%),

수매가격이 불안정하다(33.3%)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 외에 경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15.9%)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차상품의 최근 가격동향은 우전, 세작 등 고급품의 경우는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티백 등 저급품의 경우는 2006년 녹차 농약검출

로 이후 소비가 급감하면서 생엽 수매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

다. 하동지역의 사례를 보면, 2012년 kg당 생엽 수매가격은 우전의 경우 

40,000원/kg으로 큰 변동이 없으나, 티백용의 경우 2012년에 평균 900원

/kg 수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과거(2005년)의 1,500원/kg과는 현저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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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녹차 조사농가의 생엽 판매 시 애로사항

단위: %

　 빈도 비율(%)

수매가격이 불안정하다 138 33.3

판매처가 많지 않다 154 37.2

경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 66 15.9

업체의 수매등급 기준이 불합리하다 33 8.0

거래가 비공개적으로 불공정 거래가 많다 21 5.1

판매시 수송이 어렵다 2 0.5

합계 414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한편, 농가가 직접 가공한 제품의 판매처 비중을 보면, 단골 소비자와 직

거래에 거의 의존하고 있으며(70.6%), 소비지의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경우는 극소수의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녹차 조사농가의 가공제품 판매처 비중

단위: %

직판장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소비자
직거래

중간상인
(업체)

통신판매 기타 합계

9.2 2.0 70.6 9.4 5.9 2.9 1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표 3-7>의 조사농가의 2012년도 차 상품 판매현황을 보면, 사업체당 

평균 4,642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 종류별 판

매액의 비중을 보면, 잎녹차(30.2%), 음료용 원료(28.7%), 발효차(16.2%),

티백(16.0%)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단가는 잎녹차의 경우 3만~5만 원, 5만 

원 이상의 고급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발효차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하동군 내부 자료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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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2012년도 차 종류별 사업체당 평균판매액 및 판매가격 분포

차 종류
판매액
(만 원, %)

1통당 판매가격(%)

1만 원
미만

1만～
2만 원

2만～
3만 원

3만～
5만 원

5만 원
이상

계

잎녹차 1,403(30.2) 0.7 10.0 21.6 38.9 28.8 100.0

발효차 754(16.2) 1.2 35.1 34.4 22.0 7.3 100.0

티백 744(16.0) 57.1 38.0 3.7 1.2 - 100.0

말차 386(8.3) 21.6 23.6 48.0 6.6 0.2 100.0

음료용 원료 1,333(28.7) 54.5 36.4 9.1 - - 100.0

기타 22(0.5) 12.5 37.5 25.0 25.0 - 100.0

계 4,642(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최근의 제품종류별 차 가격 변화 추이를 보면, 현상유지 및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가격이 비싼 잎녹차의 가격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잎녹차의 경우 가격이 하락 추세라고 응답한 농가 비율

(45.8%)이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라고 응답한 비율(7.2%)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8. 녹차 조사농가의 차 1통당 판매가격 변화 추이

차 종류
1통당 판매가격 변화

① 상승하는 추세 ② 변화 없음 ③ 하락하는 추세

잎녹차 11(7.2) 72(47.1) 70(45.8)

발효차 17(17.3) 51(52.0) 30(30.6)

티백 7(24.1) 15(51.7) 7(24.1)

말차 6(22.2) 14(51.9) 7(25.9)

음료용 원료 3(23.1) 6(46.2) 4(30.8)

기타 2(40.0) 3(60.0) -

자료: 농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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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가공제품 판매 시 애로사항을 보면, 생엽 판매 시와 마찬가지로 

판매처가 많지 않다는 의견(41.6%)이 가장 많고, 고정거래처의 확보가 곤

란하다는 의견(26.1%)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사업체가 영세하기 때

문에 고정거래처의 물량기준을 맞추기 힘들고, 상품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판촉도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3-9. 녹차 조사농가의 가공품 판매 시 애로사항

　 　빈도 퍼센트(%)

판매처가 많지 않다 129 41.6

제품의 거래정보가 부족하다 18 5.8

가공품 판매경쟁이 심하다 14 4.5

적정 판매가격 유지가 어렵다 27 8.7

고정거래처의 확보가 곤란하다 81 26.1

상품에 대한 홍보가 어렵다 32 10.3

상품개발이 힘들다 5 1.6

기타 4 1.3

계 310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이러한 가공사업체의 영세성과 단순한 차 유통구조는 생산지 중심의 유

통경로로 소비자의 니즈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영세업체 단위의 자원자제형 가공은 품질의 균질성 및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을 어렵게 함으로써 소비확대 및 새로운 소

비수요 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현미 티백녹차와 같이 수입 원료에 의존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소

비지에서 제품 가공 공정을 거쳐 시판되고 있는데, 비교적 규모가 큰 식품

업체에서 참여하고 있다.

녹차는 직접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상품들이 

개발 보급되고 있다. 현재 음료원료를 비롯하여 의약품, 여성용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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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식품 등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원료함량이 낮고 값

싼 외국원료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아 차 생산농가에 대한 파급효과는 크

지 않다.

녹차 관련 국내특허를 IPC(국제특허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녹차를 활용한 식품분야(63%)이다. 다음으로 

출원량이 많은 분야는 A61의 위생학 분야로서 화장품과 구강제 조성물 및 

방향제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 밖에 C11의 세정제와 A24의 담

배, C12의 주류 제품에 녹차를 활용한 기능성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5

녹차의 음료시장은 AC닐슨 자료 및 업계에 따르면 2010년 약 2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전체 차음료시장의 8%를 점하고 있다. 차 음료는 2004

년에서 2010년까지 연평균(CARG) 6% 성장했다. 녹차시장의 전성기는 동

원F&B의 ‘보성녹차’음료가 출시되면서부터로 2008년까지 꾸준히 성장하

여 녹차시장이 확대되었지만 2009년 이후 다른 유형의 대체음료가 개발되

면서 녹차시장이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2. 차음료 품목별 점유율

단위: %

자료: 식품유통연감. 2012.

5 박문호. 2008.「녹차 수급안정 및 경쟁력 제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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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녹차 음료시장 규모

단위: 억 원 

자료: 식품유통연감. 2012.

2. 일본·중국의 차 가공·유통시스템 사례

2.1. 일본6

일본의 차 가공은  황차 가공(1차 가공)과, 완성차 가공(최종가공)의 2단

계로 가공된다.

황차 가공은 생산자·산지에서 이루어지고, 완성차 가공은 차 상공업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생산·농가단계는 황차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엽만을 생산하는 경우나 완성차까지 생산하는 경우(자원 자제자판)도 있

으나 소수에 불과하다.

6 본 연구의 위탁연구로 수행된, 미야베 카즈유키 등의 “일본의 녹차산업 동향과 

과제”의 연구결과를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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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차 공장은 대형화, 자동화를 통한 원가절감의 방향으로 재편이 

추진되고 있다. 차 주요 생산지인 시즈오카현의 황차 공장 수는 1960년의 

8,220개소를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를 계속하여, 2011년에는 2,327개소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① 소규모의 개인 차 공장이 법인화

된 대형의 차 공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 ② 폐업으로 인해 공장이 폐쇄

하고 있는 것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편 정비된 차 공장에서는 대형화와 병합을 통하여 FA화(기계에 의한  

자동화: Factory Automation)가 추진되어 대량생산, 품질의 안정화가 진  

행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품질의 획일화로 인해 개성이나 특징이 없

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공장재편에 따라 제다기계의 대형화와 고성능화가 진행되고, 안정된 

품질의 황차가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어 원가절감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규격화로 인하여 품종의 조합 등 고품질의 특색 있는 차 생산에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브랜드 리더로서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차를 생산하는 경영체의 육성도 과제로 

되고 있다.

한편, 녹차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의 최대 차 산지인 시즈오카현

의 녹차 유통을 살펴보면 전체의 18% 정도가 자원자제 및 농협에서 수매 

판매하는 형태이고 82%는 차 시장과 중개상을 통하여 판매된 후 2차 가공

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이때 차 시장은 품질별 가격 결정 

및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의 다양화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즈오카 차 시장의 경우, 그 파는 쪽은 농협, 경제연합, 황차 가공업

자 등이며, 사는 쪽은 도매상이다. 또한, 알선업자는 산지에서 수집한 정보

를 도매상에게 전달하며, 또 그 역으로의 정보의 흐름도 존재한다. 결국,

산지와 도매상 사이에는 알선업자가 개입함으로써 수급의 조정기능을 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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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일본 시즈오카현 차의 유통경로

자료: 박문호. 2008. 「녹차 수급안정 및 경쟁력 제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인용.

차 시장에서 차 가격의 형성은 품질이나 지역에 따라 가격차가 생기지

만, 그중에서도 차의 생산시기와 차의 종류가 큰 격차를 만든다. 또, 차의 

가격은 각 유통단계에서 형성되지만, 황차 가격이 생엽 가격, 완성차 가격

에 각각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차의 가격 형성에 있어서는 황차의 

가격 형성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차 가격은 시즈오카 차 시장에서

의 거래 가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은 파는 쪽인 황차 가공업자와 사는 쪽인 재생도매

상과의 사이에서 생산량, 품질, 이월재고량, 수요의 동향 등이 감안되어 결

정된다. 생엽 가격으로는 이 황차 가격에서 역산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

다. 예를 들면, 생엽 1kg당 단가는 황차의 약 1/5로 간주하여 계산된다. 또 

완성차 가격은 황차 가격에 완성차 제조비 등이 부가되고 일반적으로 소매

업자와의 교섭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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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국7

현재 중국 찻잎 초기 가공공장은 6만 7,000개소로, 가공공장의 연평균 가

공능력은 약 15만 톤이다. 찻잎 제품가공 공장은 1,100여 곳이 있고 제품

공장의 연평균 생산규모는 약 500톤으로 추정된다.

최근, 중국의 찻잎 가공기업은 다음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수량 감소,

규모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첫째, 정부 정책의 유도 아래, 경영실적이 

양호한 일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합병하고 있어, 가공 기업의 규모가 확

대되고 있으며, 둘째, QS 인증제8로 인해 생산조건이 열악한 일부 찻잎 가

공공장들이 퇴출, 셋째, 찻잎 기업들이 외자 유치로 인해 생산능력 확대,

넷째, 기타 업종 기업들이 찻잎 산업에 투자로 요약된다.

차 제조 기업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8곳의 기업이 국가급 

농업산업화 선두기업에 뽑혔다. 각 찻잎 주산지에서도 성(省)급 농업산업

화 선두기업이 출현하고 있다. 절강성, 복건성, 운남성, 호북성, 호남성, 안

휘성 등지의 중점 차 생산지역의 조사에 따르면, 성(省)급 농업 산업화 선

두기업은 67곳이 있다.

또, 차 상품의 다양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전국에 차음료, 인스턴트 

차, 차 폴리페놀 생산기업은 약 40곳이 있으며, 그중 차음료를 생산하는 중

대형 기업은 15곳이 있다. 동시에, 세계 유명 식음료 회사인 펩시, 코카콜

라, 네슬레 등도 중국 차음료 시장에 진입해 있다. 찻잎 추출물 가공기업은 

이미 40여 곳에 달하고, 주로 절강성, 강소성, 호남성, 안휘성, 사천성에 분

포해 있다.

7 본 연구의 위탁연구로 수행된, 许咏梅 등의 “중국 찻잎(茶)산업 동향 및 과제”

의 연구결과를 재정리한 것이다.
8 식품제조와 시장 판매단계에서 식품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의 GAQSIQ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차를 포함한 28개 식품 품목에 대해서 QS 증

명서제도(Quality Safety Certification System)를 2004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QS로고가 붙은 상품만이 시장에 출시되고 판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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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차 유통은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분하여 내수용의 경우 차 전문 

교역시장을 통하여 판매되고, 수출용의 경우 수출전문 기관을 통해 판매되

고 있다.

정부에서는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의 차 판매 시장을 대규모 상설 차 도

매시장으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에 유통되는 약 65%의 찻잎이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 크고 작은 찻잎 도매시장

은 1,000여 곳이 있고, 연간 판매액이 2억 위안을 넘는 곳이 80여 곳으로,

주로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운남성, 북경, 상해, 산동, 천진 등지에 집중

적으로 분포해 있다.

그림 3-5. 중국 차의 유통경로

자료: 박문호. 2008. 「녹차 수급안정 및 경쟁력 제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인용.

3. 가공·유통부문의 당면과제

우리나라의 차의 가공은 절대다수가 영세 규모의 농가에서 덖음식 가공

시설을 갖추고 자원자제(自園自製) 형태로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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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가공제품 생산은 영세 규모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덖음식 가공은 수제차로서의 가치

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고비용의 가공방식으로 잎차의 생산

원가를 상승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덖음솥 이용에 따른 위생상의 

문제를 유발시킬 우려도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차 유통 측면에서도 농가단위로 직접 차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판로 확보가 어렵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대응한 상품개발이 어

려워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신

뢰를 확보하고, 안전성 관리와 소비자 니즈에 바탕을 둔 다양한 제품 개발

이 요구된다. 또한 소비수요의 창출을 위해서는 가공·유통 부문의 규모화 

및 전문화, 차 시장을 통한 유통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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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차수급 전망

1.1. 수요 감소에 따른 녹차 수급 전망

최근 커피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해 녹차 수요는 2005~2011년 연평균 

10% 감소하였으며, 최근 5개년도인 2007~2011년에는 연평균 14%씩 감소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요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10년간 

추가적으로 녹차수요가 15%와 20%가 감소하는 상황을 기본적인 베이스

라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양자의 시나리오에 대해 향후 10년간 동일한 

폭으로 수요가 감소한다고 가정하였다.

<표 4-1>은 향후 10년간 녹차 수요가 순차적으로 15% 감소할 경우의 

녹차시장에 대한 수급전망치 분석결과이다. 녹차 산지가격은 약 9.93%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녹차 공급량은 약 11.29%가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된다.

녹차수요 감소는 고급차용 원료녹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 가격을 

약 14.51%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요 감소로 인해 현미녹차

로 대변되는 대중차용 원료녹차의 수입량은 약 19.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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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향후 10년간 녹차 수요 순차적으로 15% 감소할 경우 수급 전망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원료녹차 가격(녹차

산지가격) 변화율
-1.99 -2.98 -3.97 -4.96 -5.96

고급차용 원료녹차

가격변화율
-2.90 -4.35 -5.81 -7.26 -8.71

원료 녹차 공급량

변화율
-2.26 -3.39 -4.52 -5.65 -6.78

고급차용 원료녹차

공급량 변화율
-0.68 -1.02 -1.36 -1.69 -2.03

대중차용 원료녹차 국내

공급량 변화율
-1.58 -2.37 -3.16 -3.95 -4.74

대중차용 원료녹차 수

요량 변화율(수입 포함)
-3.00 -4.50 -6.00 -7.50 -9.00

대중차용 원료녹차

수입량 변화율
-3.91 -5.87 -7.83 -9.78 -11.74

　 2018 2019 2020 2021

원료녹차 가격(녹차

산지가격) 변화율
-6.95 -7.94 -8.93 -9.93

고급차용 원료녹차

가격변화율
-10.16 -11.61 -13.06 -14.51

원료 녹차 공급량

변화율
-7.91 -9.04 -10.17 -11.29

고급차용 원료녹차

공급량 변화율
-2.37 -2.71 -3.05 -3.39

대중차용 원료녹차 국내

공급량 변화율
-5.53 -6.32 -7.12 -7.91

대중차용 원료녹차 수

요량 변화율(수입 포함)
-10.50 -12.00 -13.50 -15.00

대중차용 원료녹차

수입량 변화율
-13.70 -15.65 -17.61 -19.57

주: 기준 연도는 녹차시장에 대한 자료가 확보 가능한 2011년으로 설정하였음.



녹차 소비 및 차문화 진흥 실태  37

표 4-2. 향후 10년간 녹차 수요 순차적으로 20% 감소할 경우 수급 전망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원료녹차 가격(녹차

산지가격) 변화율
-2.65 -3.97 -5.29 -6.62 -7.94

고급차용 원료녹차

가격변화율
-3.87 -5.81 -7.74 -9.68 -11.61

원료 녹차 공급량

변화율
-3.01 -4.52 -6.02 -7.53 -9.04

고급차용 원료녹차

공급량 변화율
-0.90 -1.36 -1.81 -2.26 -2.71

대중차용 원료녹차

공급량 변화율
-2.11 -3.16 -4.22 -5.27 -6.32

대중차용 원료녹차 수

요량변화율(수입 포함)
-4.00 -6.00 -8.00 -10.00 -12.00

대중차용 원료녹차

수입량 변화율
-5.22 -7.83 -10.44 -13.04 -15.65

　 2018 2019 2020 2021

원료녹차 가격(녹차

산지가격) 변화율
-9.27 -10.59 -11.91 -13.24

고급차용 원료녹차

가격변화율
-13.55 -15.48 -17.42 -19.35

원료 녹차 공급량

변화율
-10.54 -12.05 -13.55 -15.06

고급차용 원료녹차

공급량 변화율
-3.16 -3.61 -4.07 -4.52

대중차용 원료녹차

공급량 변화율
-7.38 -8.43 -9.49 -10.54

대중차용 원료녹차 수

요량변화율(수입 포함)
-14.00 -16.00 -18.00 -20.00

대중차용 원료녹차

수입량 변화율
-18.26 -20.87 -23.48 -26.09

주: 기준 연도는 녹차시장에 대한 자료가 확보 가능한 2011년으로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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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는 향후 10년간 녹차 수요가 순차적으로 20% 감소할 경우 녹

차시장에 대한 수급전망치 분석결과이다.

녹차 산지가격은 약 13.24%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녹차 공급량은 

약 15.06%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녹차수요 감소는 현미녹차로 대변

되는 대중차용 원료녹차의 수입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약 26.09% 감소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고급차용 원료녹차에 대한 가격은 약 19.35%가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2. 대외 개방 관세감축 시나리오에 따른 녹차 수급 전망

DDA 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할 때,

DDA 협상으로 인한 관세감축이 녹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다양한 가정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2013년에 협상이 타결되어 2014년부터 관세가 감

축되는 상황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한중 FTA는 현재 논의가 많이 진전된 상황이지만, 녹차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의 관세감축

대상 시나리오로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제까지 진전된 DDA 협상 중 관세감축에 대한 내용은 <표 4-3>와 같

이 정리된다.

현재 녹차 관련 제품으로 현미녹차는 4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

에,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확보할 경우 현미녹차에 대한 관세는 2014

년부터 10년간 38%를 감축해야 한다.

반면, 고급 녹차에 대한 관세는 513%이므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확보할 경우 2014년부터 향후 10년간 46.7%를 감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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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구간별 관세감축률

단위: %

선진국 개도국(선진국의 2/3)

현행 관세수준 감축률 현행 관세수준 감축률

1구간 0 < 양허관세 ≤ 20 50 0 < 양허관세 ≤ 30 33.3

2구간 20 < 양허관세 ≤ 50 57 30 < 양허관세 ≤ 80 38.0

3구간 50 < 양허관세 ≤ 75 64 80 < 양허관세 ≤ 130 42.7

4구간 양허관세 > 75 70 양허관세 > 130 46.7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 DDA/FTA 농수산분야 협상 동향.

2012년 수입되는 녹차의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표 4-3>의 관세감

축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표 4-4>와 같은 현미녹차와 고급녹차의 가격 하

락률을 계산할 수 있다.

고관세 때문에 현재 사실상 고급녹차는 수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

문에, 어떠한 관세율 조건에서 고급녹차가 수입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정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급녹차가 수입되는 조건을 관세율이 300%

인 경우와 350%인 경우 두 가지로 가정하였다.

<표 4-5>은 외국산 고급 수입녹차가 수입될 수 있는 최저 관세율을 300%

로 가정한 경우 DDA 관세 감축 시나리오에 따른 녹차시장에 대한 수급전

망치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관세감축은 우리나라 녹차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DDA 관세 감축은 원료녹차 산지가격을 약 0.67% 감소시킬 것으로 보이

며, 원료녹차 공급량(생산량)을 약 0.77%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현미녹

차로 대변되는 대중차용 원료녹차의 수입량은 가장 큰 영향을 받아 약 

3.6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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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DDA 시나리오에 따른 관세율 녹차수입가격 및 하락률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현미녹차

관세율(%)
40 38.48 36.96 35.44 33.92 32.4 30.88 29.36 27.84 26.32

고급녹차

관세율(%)
513 489 465.1 441.1 417.2 393.2 369.3 345.3 321.34 297.39

현미녹차

수입가격

($/kg)

2.00 1.98 1.96 1.94 1.92 1.89 1.87 1.85 1.83 1.81

고급녹차

수입가격

($/kg)

99.5 95.6 91.7 87.8 83.9 80.0 76.2 72.3 68.4 64.5

기준가격

대비 현미녹

차 수입가격

하락률1)

-0.99 -2.07 -3.16 -4.25 -5.33 -6.42 -7.51 -8.59 -9.68

기준년도

대비 고급녹

차 수입가격

하락률2)

-1.04 -6.37 -11.69

기준년도

대비 고급

녹차 수입가

격 하락률3)

-0.65

주 1) 기준가격은 1.43$/kg임(2012년 기준).

2) 외국산 고급 수입녹차가 수입될 수 있는 최저관세율을 350%로 가정한 경우이며,

기준가격은 73.05$/kg임.

3) 외국산 고급 수입녹차가 수입될 수 있는 최저관세율을 300%로 가정한 경우이며,

기준가격은 64.92$/kg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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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DDA 시나리오에 따른 관세감축이 녹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외국산고급수입녹차가수입될수있는최저관세율을300%로가정한경우)

단위: %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원료녹차 가격

(녹차 산지가격) 변화율
0.00 -0.04 -0.08 -0.12 -0.16

고급차용 원료녹차 가격변화율 0.00 0.02 0.03 0.05 0.07

대중차용 원료녹차 가격변화율 0.00 -0.23 -0.49 -0.74 -1.00

원료녹차 공급량 변화율 0.00 -0.04 -0.09 -0.14 -0.19

고급차용 원료녹차 공급량 변화율 0.00 -0.01 -0.03 -0.04 -0.06

고급차용 원료녹차 수요량 변화율 0.00 -0.01 -0.03 -0.04 -0.06

대중차용 원료녹차 공급량 변화율 0.00 -0.03 -0.06 -0.10 -0.13

대중차용 원료녹차 수요량 변화율

(수입 포함)
0.00 0.20 0.43 0.65 0.88

대중차용 원료녹차 수입량 변화율 0.00 0.35 0.75 1.14 1.53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원료녹차 가격변화율 -0.20 -0.25 -0.29 -0.33 -0.67

고급차용 원료녹차 가격변화율 0.09 0.11 0.12 0.14 -0.28

대중차용 원료녹차 가격변화율 -1.25 -1.51 -1.76 -2.02 -2.27

원료녹차 공급량 변화율 -0.23 -0.28 -0.33 -0.38 -0.77

고급차용 원료녹차 공급량 변화율 -0.07 -0.08 -0.10 -0.11 -0.23

고급차용 원료녹차 수요량 변화율 -0.07 -0.08 -0.10 -0.11 -0.23

대중차용 원료녹차 공급량 변화율 -0.16 -0.20 -0.23 -0.26 -0.54

대중차용 원료녹차 수요량 변화율

(수입 포함)
1.10 1.33 1.55 1.78 2.00

대중차용 원료녹차 수입량 변화율 1.92 2.31 2.70 3.09 3.64

<표 4-6>은 외국산 고급 수입녹차가 수입될 수 있는 최저관세율을 350%

로 가정한 경우 DDA 관세 감축 시나리오에 따른 녹차시장에 대한 수급전

망치 분석결과이다. <표 4-6>의 분석결과보다는 파급영향이 큰 것으로 계

측되지만, 여전히 고급녹차가 수입될 수 있는 최저관세율을 350%로 가정

하여도 DDA에 의한 관세감축은 우리나라 녹차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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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관세 감축은 원료녹차 산지가격을 약 5.79% 감소시킬 것으로 보

이며, 원료녹차 공급량(생산량)을 약 6.59%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현

미녹차로 대변되는 대중차용 원료녹차의 수입량은 가장 큰 영향을 받아 약 

6.26%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급차용 원료녹차 가격은 약 7.76% 감

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6. DDA 시나리오에 따른 관세감축이 녹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외국산고급수입녹차가수입될수있는최저관세율을350%로가정한경우)

단위: %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원료녹차 가격

(녹차 산지가격)변화율
0.00 -0.04 -0.08 -0.12 -0.16

고급차용 원료녹차 가격변화율 0.00 0.02 0.03 0.05 0.07

대중차용 원료녹차 가격변화율 0.00 -0.23 -0.49 -0.74 -1.00

원료녹차 공급량 변화율 0.00 -0.04 -0.09 -0.14 -0.19

고급차용 원료녹차 공급량 변화율 0.00 -0.01 -0.03 -0.04 -0.06

고급차용 원료녹차 수요량 변화율 0.00 -0.01 -0.03 -0.04 -0.06

대중차용 원료녹차 공급량 변화율 0.00 -0.03 -0.06 -0.10 -0.13

대중차용 원료녹차 수요량 변화율

(수입 포함)
0.00 0.20 0.43 0.65 0.88

대중차용 원료녹차 수입량 변화율 0.00 0.35 0.75 1.14 1.53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원료녹차 가격변화율 -0.20 -0.25 -0.77 -3.28 -5.79

고급차용 원료녹차 가격변화율 0.09 0.11 -0.58 -4.17 -7.76

대중차용 원료녹차 가격변화율 -1.25 -1.51 -1.76 -2.02 -2.27

원료녹차 공급량 변화율 -0.23 -0.28 -0.88 -3.73 -6.59

고급차용 원료녹차 공급량 변화율 -0.07 -0.08 -0.26 -1.12 -1.98

고급차용 원료녹차 수요량 변화율 -0.07 -0.08 -0.26 -1.12 -1.98

대중차용 원료녹차 공급량 변화율 -0.16 -0.20 -0.61 -2.61 -4.61

대중차용 원료녹차 수요량 변화율

(수입 포함)
1.10 1.33 1.55 1.78 2.00

대중차용 원료녹차 수입량 변화율 1.92 2.31 2.95 4.60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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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수급전망 분석결과는 대외 개방 등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녹차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내 수급 관리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수요 감소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폐원 유도 같은 공급조절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

해볼 수 있으며,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를 둔화시킬 수 있는 수요 진작 정

책도 필요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녹차음료 개

발과 녹차를 원료로 하는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녹차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 및 소비 실태

2.1. 조사개요

녹차 구매행태 조사를 위해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는 전

국의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령별 성별 분포는 각국

의 인구통계적 구성에 맞게 표본 추출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 원 미만이 29.5%, 300만~600만 원 미만 

55.1%, 600만 원 이상이 16.4%이며, 학력 분포는 고졸 이하 23.6%, 전문

대졸 이상 76.4%인 것으로 나타났다.

2.2. 소비 실태

녹차의 이미지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은 녹차는 기호성보다는 건강식품

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녹차에 대한 이미지가 ‘맛있다’

는 데 대하여 41.1%, ‘건강식품’이라는 데 대하여 78.2%가 응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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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녹차 구매행태 조사 대상 소비자의 인구 사회적 개요

단위: 명, %

인구 사회적 특성 대상수 비중

성별
남 509 50.9

여 491 49.1

연령

19～29세 186 18.6

30～39세 221 22.1

40～49세 245 24.5

50～59세 234 23.4

60세 이상 114 11.4

결혼
여부

미혼 328 32.8

기혼 672 67.2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이하 26 2.6

100만～200만 원 미만 107 10.7

200만～300만 원 미만 162 16.2

300만～400만 원 미만 207 20.7

400만～500만 원 미만 215 21.5

500만～600만 원 미만 129 12.9

600만 원 이상 164 16.4

학력

중졸 이하 15 1.5

고등학교 중퇴 졸업 221 22.1

전문대 재학 졸업 134 13.4

대학교 재학 졸업 543 54.3

대학원 재학 이상 87 8.7

직업

자영업 114 11.4

서비스업 관련 종사자 78 7.8

생산기술 종사자 50 5.0

일반 사무직 종사자 273 27.3

전문직 종사자 83 8.3

임시직 일용직 19 1.9

공무원 교원 39 3.9

무직 191 19.1

기타 - -

계 1,000 -

주: 월평균 가구소득은 통계청 분류기준에 맞춰 재분류하였음.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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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녹차문화 상품적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서 ‘전통식품’이라는데 

대하여도 63.7%가 긍정적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표 4-8. 소비자의 녹차에 대한 이미지

단위: %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보통이다
좀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맛있다 2.1 13.6 43.2 35.4 5.7

건강식품이다 0.2 2.8 20.8 55.7 20.5

전통식품이다 0.6 6.4 29.3 49.4 14.3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소비자의 녹차에 대한 선호도는 중립적 의견(46.6%)과 긍정적 의견

(45.7%)이 비슷한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 녹차에 대한 충성도가 부정적이

지는 않지만 녹차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에 비하면 녹차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다.

표 4-9. 소비자의 녹차 선호도

단위: %

매우
싫어한다

싫어한다 보통이다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

계

0.8 6.9 46.6 38.3 7.4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녹차를 좋아하는 이유는 녹차 향(31.5%)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으며,

입 안을 개운하게 해서(20.6%), 머리를 맑게 해주어서(13.6%) 등 건강 측

면에서의 효과에 대한 의견이 많다. 건강식품으로서의 효능을 반영하는 결

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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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소비자의 녹차 선호 이유

단위: %

향이

좋아서

입

안이

개운

해서

머리를

맑게

해

주어서

맛이

있어서

음용

하기

편리

해서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어

소화가

잘

되어서

원기

회복에

효과가

있어서

기타

구입이

용이해

서

졸음

방지에

좋아서

계

31.5 20.6 13.6 9.0 8.8 6.8 2.8 2.2 2.2 1.5 1.1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선호하는 녹차의 종류는 마시기 편한 녹차티백(62.7%)을 크게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니아 중심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잎녹차(16.1%)와 

선호도의 격차가 크며, 고급녹차라 하더라도 음용시 편의성을 높여나갈 필

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1. 소비자의 선호 녹차 종류

단위: %

녹차

티백

우전이나

세작 등

잎녹차

가루

녹차
홍차

녹차

음료

(페트병이나

캔)

발효차

(홍차를

제외한

보이차,

감잎차 등)

기타 계

62.7 19.1 6.2 4.1 4.0 3.1 0.8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차의 기호도를 다른 대용음료와 비교하기 위해 자주 마시는 음료에 대하

여 소비자들의 의견은 커피(51.5%), 물/생수(21.9%), 녹차(20.2%)의 순으로 

나타나 커피에 비하여 녹차의 기호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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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소비자의 주 음용음료 종류

단위: %

커피 물/생수 녹차 보리차 기타 계

51.5 21.9 20.2 5.1 1.3 100.0

주: 녹차는 잎녹차, 티백, 녹차음료 등을 모두 포함한 것임.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녹차브랜드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호하는 브랜드

가 있다는 소비자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차소비의 대중성이 

약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대체로 브랜드의 규모가 영세하여 인지도가 낮은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4-13. 소비자의 녹차 구입 시 선호하는 브랜드 존재 여부

단위: %

있다 없다 계

28.0 72.0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녹차가공품의 구입경험은 녹차아이스크림(71.7%), 녹차비누(29.9%), 녹

돈/녹우(25.9%), 녹차과자(24.4), 녹차화장품(21.2%) 등 다양하지만, 녹차아

이스크림 외에는 보편적인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4. 소비자의 구입한 경험이 있는 녹차가공제품 종류

단위: %

녹차
아이스
크림

녹차
비누

녹돈/
녹우

녹차
과자

녹차
화장품

녹차
국수

구입
경험
없음

녹차
소주

녹차된
장/녹차
고추장

기타
녹차
김치

71.7 29.9 25.9 24.4 21.2 20.7 13.7 4.0 2.9 1.9 1.1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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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녹차의 가격에 대해서는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다. 소비자의 의견을 보

면, 매우 비싸다(8.5%), 비싸다(59.4%)는 의견으로서 두 가지 의견을 종합

하면, 소비자의 67.9%가 잎녹차의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표 4-15. 소비자의 잎녹차 시중가격에 대한 평가

단위: %

매우
비싸다

비싸다 보통이다 싸다 매우 싸다 계

8.5 59.4 31.5 0.5 0.1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녹차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31.5%), TV 프로그램(20.1%)에 대한 의존도

가 높으며, 친지 이웃 등을 통한 구전 정보(16.0%) 의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소비자의 녹차에 대한 정보 획득처

단위: %

인터넷
TV

프로그램
친지나
이웃

라디오,
신문,

잡지 광고
및 기사

홍보
책자나
안내서,
팸플릿

정보를
얻을

만한 것이
없다

TV
홈쇼핑

기타

31.5 20.1 16.0 12.6 10.1 5.0 3.8 1.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녹차상품의 구입경험은 녹차티백(94.1%), 녹차음료(77.0%) 등 값싸고 음

용이 간편한 상품이 많으며, 고급잎차의 경우는 선물용으로 구입(34.9%)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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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소비자의 녹차 구입종류 및 구입목적

단위: %

녹차 종류

구입경험 구입경험 있는 경우 구입목적

있음 없음 선물용
자가본인
소비용

직장/
단체

기타

차의 생잎을 1차 가공한 잎녹

차(우전, 세작, 중작, 대작 등)
50.5 49.5 34.9 61.2 3.8 0.2

홍차 50.4 49.6 16.4 76.2 7.2 0.2

발효차(홍차를 제외한

보이차, 감잎차 등)
43.1 56.9 21.3 71.9 6.5 0.3

가루녹차 48.1 51.9 14.6 81.4 3.8 0.3

녹차티백 94.1 5.9 17.2 79.2 3.5 0.1

녹차음료(페트병, 캔 등) 77.0 23.0 - 89.2 7.4 3.5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구입용도별 우선 고려사항은 선물용과 자기소비용은 맛에 대한 고려를 

가장 많이 하며(37.5%, 40.3%), 직장/단체소비용은 가격(32.1%)에 대한 고

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소비자의 녹차구입 용도별 우선 고려사항

단위: %

구분 맛 향 가격 브랜드 안전성 기능성
포장
상태

색깔 계

선물용 37.5 19.5 14.2 12.0 10.5 3.4 2.0 0.8 100.0

자가소비용 40.3 16.2 19.1 8.5 10.7 3.2 0.8 1.0 100.0

직장/단체

소비용
30.2 10.5 32.1 12.3 7.7 1.8 3.6 1.8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녹차구입 시 1회 지불금액은 차 종류를 불문하고 1만~2만 원의 가격대

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잎녹차의 경우는 3만 원대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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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으로도 28.6%가 평균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마니

아 소비층으로 추정된다.

표 4-19. 소비자의 녹차 구입 시 1회당 지불 금액

단위: %

녹차 종류

1회 평균 구입금액

1만 원
미만

1만～2만원
미만

2만～3만원
미만

3만～4만원
미만

4만～5만원
미만

5만 원
이상

잎녹차 13.6 35.7 22.1 11.0 10.7 6.9

홍차 41.1 37.9 11.9 5.3 3.1 0.7

발효차 26.3 34.9 19.3 4.5 6.1 8.9

가루녹차 35.0 44.0 13.5 5.0 1.5 1.0

녹차티백 28.6 53.8 15.2 1.5 0.5 0.1

녹차음료 21.9 66.4 7.7 1.7 1.6 0.8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차 종류별 구입 시 상품의 원산지는 홍차(38.7%)와 발효차(33.2%)의 경

우는 외국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홍차, 발효차에 대한 국산 상품 

개발이 부진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반면에 잎녹차의 경우 

소비자의 대부분이 국산을 구입(96.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소비자의 차 종류별 구입상품 원산지

단위: %

녹차 종류
원산지

국산 외국산

잎녹차 96.2 3.8

홍차 61.3 38.7

발효차 66.8 33.2

가루녹차 94.8 5.3

녹차티백 97.7 2.3

녹차음료 96.1 3.9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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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상품의 구입처는 상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형 유통업체에서 구입하

는 비율이 대체로 높은 편이며, 녹차티백, 음료의 경우는 슈퍼마켓(32.6%)

및 편의점(27.2%)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소비자의 판매처별 녹차종류 수요

단위: %

잎녹차 홍차 발효차
가루

녹차

녹차

티백

녹차

음료

재배농가에 직접 구입 11.8 1.4 4.9 3.8 0.5 0.6

생산지역의 시음장 9.0 1.6 5.4 3.5 0.8 0.6

가공업체(제다업체) 6.2 1.4 4.7 2.0 0.6 0.2

슈퍼마켓 8.4 13.9 9.3 18.8 25.2 32.6

대형유통업체 32.9 53.1 43.6 67.0 56.4 27.2

백화점 14.1 9.9 9.8 6.3 3.6 1.2

녹차 전문점 8.4 2.6 6.6 4.3 0.5 0.9

편의점 2.3 6.7 4.0 1.8 7.3 31.7

인터넷 6.4 8.8 9.6 11.5 5.0 1.0

기타 0.6 0.6 2.2 - - 0.2

자판기 - - - - - 3.7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5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녹차소비량의 증감에 대한 의견은 현상유지(53.3%)

라고 응답하는 소비자가 과반수를 점하고 있으며, 늘어났다는 의견(28.9%)

이 줄었다는 의견(27.8%)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소비자의 5년 전 대비 현재 녹차 소비량

단위: %

20% 이상
늘어났다

20% 미만
늘어났다

현상유지
20% 미만
감소했다

20% 이상
감소했다

계

12.9 16.0 53.3 12.2 5.6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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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를 늘렸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건강에 좋기 때문이라는 의견

(58.8%)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미용 및 다이어트에 좋아서(18.3%),

정서안정에 좋아서(11.1%) 등 건강관련 의견이 많았다.

표 4-23. 소비자의 녹차 소비량 증대 이유

단위: %

건강에
좋아서

미용 및
다이어트에
좋아서

정서
안정에
좋아서

맛이
좋아서

기타 계

58.8 18.3 11.1 9.3 2.4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반면, 소비를 줄였다는 소비자는 그 이유를 커피 등 다른 음료를 더 선

호하기 때문이라는 의견(54.5%)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카페인 등 위

해요소 때문(12.9%)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소비자의 녹차 소비량 감소 이유

단위: %

커피 등
다른 음료가
좋아서

맛이
없어서

카페인 등
위해요소
때문에

가격이
비싸서

기타
마시기
불편해서

계

54.5 13.5 12.9 7.3 6.7 5.1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수입차에 대한 구입의향은 대체로 구입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중국차

(84.2%), 일본차(84.9%)로서 소비자의 대부분이 구입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그 이유를 일본차는 맛과 향

(9.4%), 중국차는 가격(7.1%)과 맛과 향(6.5%) 양 측면에서 구입의사를 밝

히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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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소비자의 수입차에 대한 구입의향

단위: %

구 분 중국차 일본차

구입의향

있음

가격이 저렴해서 구입하고자 함 7.1 2.3

맛과 향이 좋아 구입하고자 함 6.5 9.4

구입의향

없음

안전성 우려로 구입 의향이 없음 67.2 55.2

맛과 향이 좋지 않아 구입 의향이 없음 13.0 8.6

가격이 비싸서 구입 의향이 없음 4.2 21.1

기타 기타 2.0 3.4

계(%) 100.0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녹차 주산지 다원 방문경험이 있다는 소비자(28.4%)는 아직 소수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방문지역은 보성

(87.3%), 제주(57.7%), 하동(37.0%)의 순이며, 방문지역에 평균 2회 정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차에 대한 체험이 보편화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표 4-26. 소비자의 주산지 다원 방문경험 및 방문지역

단위: %

방문 여부
방문 횟수

방문한 적이 있다 방문한 적이 없다

방문 여부 28.4 71.6

방문

지역

보성 87.3 12.7 평균 2.29 회

하동 37.0 63.0 평균 2.10 회

제주 42.3 57.7 평균 1.89 회

기타 6.0 94.0 평균 1.94 회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재방문 의향은 의향이 있다는 의견(82.4%)이 절대다수이며, 지역은 보성

(87.3%)을 들고 있다. 다원 체험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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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소비자의 다원 재방문 의향 및 지역

단위: %

재방문
의향 있음

재방문
의향 없음

재방문하고자 하는 지역

보성 제주 하동 기타

82.4 17.6 63.2 24.2 10.3 2.1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다원의 재방문 이유는 다원의 경관이 좋아서(74.8%)라는 의견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일부 녹차 체험을 위해서(13.7%) 재방문 의사를 나

타내는 소비자도 있다.

표 4-28. 소비자의 다원 재방문 희망 이유

단위: %

다원의 자연경관이
좋아서

녹차 체험을
위해서

주변에 휴양 레저
시설이 풍부해서

기타 계

74.8 13.7 9.8 1.7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녹차체험에서 관심 있는 프로그램은 다원 산책로 체험(32.9%), 차음식 

체험(28.6%), 차만들기 체험(23.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녹차의 경

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이며, 아울

러 차 관련 문화체험 측면에서의 관심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4-29. 소비자의 녹차체험 시 관심 있는 프로그램

단위: %

다원 산책로
트레킹 체험

차가 들어간
음식 체험

차 만들기
체험

차역사및문화
소개프로그램

다원 숙박
체험

계

32.9 28.6 23.9 10.3 4.3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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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질 개선 및 제품 개발(18.5%)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녹차 효능에 대한 자세한 홍보

(16.4%), 녹차를 쉽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14.5%), 가격

이 현재보다 더 싸야 한다(14.1%)는 의견도 많다.

표 4-30. 소비자의 녹차 소비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

　소비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순위(%)

1) 가격이 현재보다 더 싸야 한다 4(14.1)

2) 소비자 기호를 맞출 수 있도록 품질 개선 및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1(18.5)

3) 녹차의 효능에 대한 자세한 홍보가 필요하다 2(16.4)

4) 안전성을 더욱 제고시켜야 한다 5(13.8)

5) 녹차를 쉽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3(14.5)

6) 차에 대한 교육·문화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6(11.5)

7) 소비자가 차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음장이나 직매장이

보완되어야 한다
7(11.4)

계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향후 녹차의 소비의향에 대하여는 현재 수준 유지(59.2%)가 가장 큰 비

중을 점하고 있으나, 늘릴 것이라는 의향(38.5%)이 줄일 것이라는 의향

(2.3%)을 크게 앞서고 있어 소비확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표 4-31. 소비자의 녹차 소비확대 의향

단위: %

늘릴 것이다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줄일 것이다

38.5 59.2 2.3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또한, 소비를 확대할 경우 확대 정도는 ‘10~20%의 확대’(50.1%)라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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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절반을 차지했다.

표 4-32. 소비자의 녹차 소비확대 의향 정도

단위: %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
이상

계

17.9 50.1 22.1 4.4 1.8 3.6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3. 차문화 진흥 실태

차 관련 문화단체는 한국차문화협회, 한국차인연합회 등 20여 개 단체에

서 약 6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차인들을 주고객으로 한 차 잡지의 

경우도 4종이 있으며, 예절 및 인성개발을 위한 다례교육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제다실습이나 체험을 통한 차 생활 보급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차교육 관련 공인 자격증 제도가 없으며, 중국이나 일본에

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지도를 담당하고 있어 우리나라 

고유의 차문화 주체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최근 국회에서 박민수 의원 발의로 차문화와 산업의 진흥을 위한 ‘차산

업 발전 및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의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입법

화의 목적은 차산업을 진흥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보

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산지의 차 문화진흥 관련 시책을 보면, 하동군은 우리나라 녹차의 시

배지와 녹차문화의 진원지라는 역사성을 내세워 하동녹차의 브랜드 육성

을 도모하고 있다.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및 차문화센터 등의 문화 관련 인

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며, 도내 학교급식에 하동녹차를 음료로 공급하고 차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차 예절교육 및 학교급식 녹

차음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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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 경우는 수려한 차밭의 경관을 활용한 상품, 차 역사 및 제조과

정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광다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차산업의 6차산업

화를 지향하고 있다. 보성다향제, 보성차밭을 이용한 겨울철 관광상품 개

발, 녹차만들기 체험장 운영 등을 통하여 사계절 관광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에서 차문화 교육 및 차 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주산지를 중심으로 녹차의 문화관광 상품화에 힘입어 녹차체험

관광이 확대되고 있다. 녹차 보성 대한다원, 하동차 문화센터, 제주 오설록 

티뮤지엄 등 13개 업체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 오설록 티뮤지엄의 경

우 100만 명 70억 원 매출, 대한다업 100만 명 입장료 5억 원 등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9

그러나 축제 등 문화행사의 경우 이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조직간

의 경쟁이 심하고, 축제기간의 중복으로 시너지 효과가 부족하고 체계적인 

행사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지역마다 지역의 특색 있는 

차별적인 추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4. 일본 및 중국의 차 소비 및 문화진흥 사례

4.1. 일본10

4.1.1. 차 소비동향

일본녹차의 최종제품은 주로 잎과 녹차음료의 2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잎녹차는 일번차 등의 고가격대의 차를 원재료로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9 한국차문화·산업발전협의회. 2013.「한국차문화·산업진흥 자료집」.
10 본 연구의 위탁연구로 수행된, 미야베 카즈유키 등의 “일본의 녹차산업 동향과 

과제”의 연구결과를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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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차의 대부분이 이 형태로 소비되고 있지만, 세대당 잎녹차의 구입 금액

은 감소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주된 구입처가 차 전문 소매점

에서 대량판매점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잎녹차 수요

의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녹차음료에 대해서는 통상 페트병이나 캔 등의 용기에 넣은 형태

의 제품으로 대형 음료 메이커를 비롯해 다양한 차 상공업자에 의해 다종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사기 주전자가 필요 없는 간단함 등으로 수

요가 크게 늘어나 차 전체의 수요를 지탱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 소

비량도 정점에 달했고 보합 상태의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다양한 대용차

들이 개발되면서 녹차소비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33. 일본의 1세대당 식료 품목별 지출금액 추이

단위: %

　 음료 차류 녹차 홍차 차 음료 커피
커피
음료

탄산
음료

1990년 39,112 7,169 6,215 954 ― ― ― 2,696

2000년 46,043 13,299 6,810 986 3,668 5,285 2,956 2,601

2005년 43,570 12,529 5,058 704 5,439 4,051 3,742 2,220

2010년 43,924 11,649 3,948 672 5,868 4,254 4,535 3,154

2011년 44,748 11,602 4,062 721 5,665 4,477 4,246 3,342

2012년 44,989 11,281 3,744 686 5,673 4,454 4,255 3,798

자료: 일본다업중앙회. 「평성 23년판 차관계자료집」.

4.1.2. 차 소비·문화 진흥

일본은 녹차 내수시장 진작을 위한 국내대책 수립과 함께, 녹차문화의 세

계화를 통한 문화상품으로서의 수출전략에도 주력하고 있다. 차의 매력을 

높이고 소비를 도모함과 동시에 일본차가 국제적인 브랜드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차 스타일’의 창조, 광범위한 차 문화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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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식육(食育)의 추진, 또한 세계 차 축제의 개최나 차 학술정보·관련정보

의 수집 발신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새로운 녹차문화의 창조와 발신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일본의 차 문화 활동은 일본차 인스트럭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NPO 법인 일본차 인스트럭터 협회는 일반인에게 일본차의 보급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일본차 문화의 계승과 새로운 차 문화를 창조하고 사회의 

건강과 문화 및 교육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협회의 활동은 일본차 인스

트럭터와 어드바이저의 인정제도 운영 및 보급, 차 관련 교육 및 정보 수

집활동, 각종 차 관련 보급·계몽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차 인스트럭터는 일본차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중급지도자, 일본차 

어드바이저는 인스트럭터의 보조자로서 자격을 갖춘 초급지도자이며,

2012년 현재 인스트럭터 2,724명, 어드바이저 2,397명이 등록되어 있다.

한편 일본 최대의 주산지인 시즈오카의 차 문화를 통한 산지대책을 보면,

시즈오카현에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현역 및 각 지역에서 추

진하는 항목과 달성목표를 제정한 다업진흥계획을 책정하고 있다.

이 계획의 중심과제를 ‘세계를 시야에 넣은 수요 창출형 다업의 구축’으

로 하고, 매력적인 차 문화의 창조와 강력한 국제화를 통하여 차 내수기반

의 위축에 대응하고 있다. 차의 매력을 높이고 소비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

에 ‘시즈오카 차’가 국제적인 브랜드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매

력적인 ‘차 스타일’의 창조, 광범위한 차 문화의 진흥, 식육(食育)의 추진,

또한 세계 차 축제의 개최나 차 학술정보 관련정보의 수집 발신으로 대처

하고 있다. 시즈오카시에서 ‘세계 차 축제’를 개최하는 등, 세계 속의 차와 

차문화가 교류하는 이벤트로 인해 국내외로 넓게 ‘O-CHA’를 발신하고 있

다. 이후 시즈오카현의 대처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농림수산성은 2012년 ‘차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입각하여 ‘차 산업 

및 차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침’ (이하에서는 ‘기본방침’이라고 한다)

을 책정하였다. 기본방침은, 차 산업 및 차 문화 진흥의 의의 및 기본적인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있다.

기본방침은 지역경제의 요소로서 다업의 중요성을 밝히고, 아동,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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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 문화 이해 촉진 등을 중시하고 있다. 음료녹차의 성장이 침체하고,

최근 소비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차의 확대 대책으로서 젊은 세대의 생활양

식에 맞춘 즐기는 방법 제안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구체적으로는 일식이

나 일본 과자와 연계한 제공 법에 대한 궁리, 양식과의 협력(collaboration)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녹차로 암 예방효과와 혈압을 낮추는 작용 등의 사

실에 주목하여 성분을 활용하고 의료 분야를 비롯해 새로운 용도의 이용과 

상품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기본방침은 차 진흥의 의의를 제정한 것이며, 그 의의는 ‘다도’라고 하는 

일본문화의 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화를 창조하고, 국민 생활 문화에 불

가결한 존재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차는 ‘관대하고 건강한 생활

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차 

전문가를 파견하고 차와 그 문화를 다루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대처가 

명기된 것이 주목된다.

4.2. 중국11

4.2.1. 차 소비동향

중국은 최근 경제가 발전하면서 차와 건강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으

며, 이에 찻잎 소비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중국 찻잎 소비량은 

1986~1995년에 37.51만 톤, 2006년에 77.69만 톤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해 

세계 찻잎 소비대국인 인도를 초과했으며, 2009년 90만 톤, 2010년에는 

110만 톤을 초과했다. 최근 전 세계 찻잎 소비량은 연평균 3%씩 지속적

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 중국은 5%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세

계에서 찻잎 소비증가가 가장 빠른 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

11 본 연구의 위탁연구로 수행된 “许咏梅 외, 중국 찻잎(茶)산업 동향 및 과제”의 

연구결과를 재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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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중국 국내 찻잎 시장은 생산량이 두 배가 넘어서

는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10.3%에 이르고 있

다. 중국 찻잎 소비량은 2009년 95.7만 톤(세계 총소비량의 25.5%), 2010

년에는 100만 톤, 2011년은 115만 톤에 이르고 있다.12 여러 차(茶)종 중,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것은 녹차이며, 그다음은 우롱차, 홍차의 순서로 이어

지고 있다.

그림 4-1. 최근 10년간 중국의 찻잎 소비 현황

자료: 2012 중국차업연감.

4.2.2. 차 소비·문화진흥

차문화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전국 각지에서 여러 차문화 기구와 사

회단체가 잇따라 설립되고 있는데, 예로, 찻잎박물관, 차문화연구회, 차문

화촉진회, 차예연합회(茶艺联合会), 차인친목회(茶人联谊会), 차인의집(茶

人之家)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단체 조직의 설립은 우선 차문화에 깊은 

12 「2012 중국차업연감」.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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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을 가진 학자, 전문가, 사회활동가들이 단결하여 설립한 것으로, 중국 

차문화사업 번영을 위해 일련의 작업을 진행하고, 차문화 활동을 개최하

며, 차문화 또는 차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중국은 차종이 매우 풍부한 국가이며, 차문화 역사가 매우 유구한 국가

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찻잎은 독특한 풍미와 지방의 풍토와 인심, 습관 

등을 갖고 있다. 최근 각 지방이 전개한 차문화 활동내용은 풍부하고 형식

이 다양한데, 예로 차문화 및 학술연구회, 내용이 색다른 차문화 프로그램,

각종 찻잎 전람회, 다도공연회, 차 지역 풍광을 감상하고 차의 명승고적을 

내용으로 하는 차문화 여행, 여러 차종 비교평가대회, 국제차문화 교류, 다

과회, 차를 주제로 하는 노래(茶歌), 차를 주제로 하는 춤(茶舞), 시범과 경

기, 차문화 예술품 전시회 등이 있다.

중국 찻잎연구소는 다업직업기능 양성과정을 통하여 다업 직업기능 양

성반 200기가 넘는 반을 진행하고, 다예사, 평다원(사), 찻잎 가공공 1만여 

명을 배출했고 전문기술인재 9,000여 명을 배양하였다.

상해국제차문화제는 1994년 이후, 매년 한 차례씩 개최되며, 매년 상해

국제차문화제는 그 독특한 형식과 내용 및 매력으로 중국과 해외에서 좋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이미 상해 저명한 문화브랜드와 경축활동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 차소비·문화 부문의 당면과제

2000년대 초반까지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해 온 녹차시장의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4%라는 소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소비의향조사 결과를 보면, 녹차에 대하여 건강에 좋은 식품, 전통식품으

로서의 가치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의향도 늘리겠다는 

의향이 줄이겠다는 의향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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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소비의향과 달리 소비자의 실질적인 구매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은 녹차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문의 답변에도 드

러나듯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질 개선 및 제품 개발이 미흡하고, 녹차 

효능에 대한 자세한 홍보 부족, 녹차를 쉽게 마실 수 있는 방법 개발, 가격

이 현재보다 더 싸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즉, 소비자의 기호성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 개발과 음용방법 개발, 차에 대한 홍보기

능, 보다 저렴한 녹차상품으로 집약된다.

한편, 소비자는 녹차를 전통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도’라는 문화와 

연결되어 있으며, 일본,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하

여 차의 소비활동을 고양시키고 있다. 특히, 일본은 녹차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문화상품으로서의 수출전략을 내세우는 등 차문화와 산업의 연계를 

정책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에 차문화가 도입된 이래 

꾸준히 계승되어 왔으나 차산업과의 연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차산

업과 문화의 접목을 통한 차의 소비저변 확대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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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녹차산업의 당면과제

녹차산업 종사자의 향후 녹차의 수급전망에 대한 의견은 국산녹차의 공

급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64.1%)을 하고 있으며, 녹차의 공급량이 증

가할 것이라는 의견(14.7%)은 소수에 머물고 있다(표 5-1). 녹차산업의 이

러한 침체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마인드를 회복하기 위한 산

업 전반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표 5-1. 녹차 조사농가의 향후 녹차 수급 전망에 대한 의견

　 응답자수(명) 비율(%)

국산녹차의 공급량이 급격히 감소할 전망 51 19.7

국산녹차의 공급량이 지속적이고 서서히

감소할 전망
115 44.4

국산녹차 수급은 현상 유지 전망 55 21.2

국산녹차의 공급량이 지속적이고 서서히

늘어날 전망
37 14.3

국산녹차의 공급량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 1 0.4

합계 259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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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먼저, 녹차산업 각 단계에서 녹차 소비자의 마인드를 끌

어들일 수 있는 국산차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생산, 가공, 유통의 각 단계에서 값싸고 고품질의 차를 공급할 수 있는 체

제의 확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차에 대한 충

성도를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차의 소비층을 양적으로 얼마

나 확대하고 아울러 질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있다.

녹차생산자의 산업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2. 녹차 조사농가의 차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중요도

차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중요도

1점 2점 3점 4점 5점 평균

1. 가공시설의 현대화
7

(2.7)

32

(12.5)

57

(22.3)

54

(21.1)

106

(41.4)
3.86

2. 지자체의 차브랜드
육성

7

(2.7)

19

(7.4)

49

(19.1)

60

(23.4)

121

(47.3)
4.05

3. 그린투어리즘과 연
계한 체험상품 확대

9

(3.6)

17

(6.7)

59

(23.3)

62

(24.5)

106

(41.9)
3.94

4. 녹차의 소비자 교육
및 홍보

2

(0.8)

11

(4.3)

40

(15.6)

49

(19.1)

155

(60.3)
4.34

5. 다양한 녹차 가공품
개발

3

(1.2)

13

(5.1)

42

(16.4)

61

(23.8)

137

(53.5)
4.23

6. 차 전문 유통시장
확보

5

(1.9)

12

(4.7)

19

(7.4)

45

(17.5)

176

(68.5)
4.46

7. 차 품질기준 확립
5

(2.0)

5

(2.0)

63

(25.0)

71

(28.2)

108

(42.9)
4.08

8. 지역별 차별화·
명품화 기술 개발

4

(1.6)

14

(5.5)

49

(19.3)

63

(24.8)

124

(48.8)
4.14

9. 대도시 전문 티
하우스 개설

8

(3.1)

14

(5.5)

56

(21.9)

59

(23.0)

119

(46.5)
4.04

10. 학교급식 등
로컬푸드 공급

6

(2.3)

11

(4.3)

26

(10.2)

38

(14.8)

175

(68.4)
4.43

자료: 농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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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의견을 종합하면, 유통

시장의 확보(4.46),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4.23), 지역별 차별화·명품화기술 

개발(4.14), 차 품질기준 확보(4.08), 지자체의 브랜드 육성(4.05), 가공시설

의 현대화(3.86)의 순으로 과제의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차를 전문적으

로 취급하는 유통시장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과 다양한 상품 개발의 필요성

에 대한 의견이 많다. 그리고 소비수요 확대 측면에서는 학교급식 등 로컬

푸드 공급(4.43), 녹차의 소비자 교육 및 홍보(4.34), 대도시 전문 티 하우

스의 개설(4.04), 그린 투어리즘과 연계한 체험상품 확대(3.94)의 순으로 중

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녹차의 편입을 요구하고 있다.

표 5-3. 녹차 조사농가의 정부 지자체 차산업 대책 중요도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중요도

1점 2점 3점 4점 5점 평균

1. 생산기반 조성지원
(종자, 묘목 등)

44

(17.2)

59

(23.0)

81

(31.6)

42

(16.4)

30

(11.7)
2.82

2.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
22

(8.6)

43

(16.8)

72

(28.1)

63

(24.6)

56

(21.9)
3.34

3. 생산자 조직 육성
28

(10.9)

54

(21.0)

92

(35.8)

39

(15.2)

44

(17.1)
3.07

4. 공동가공공장 개설
28

(10.9)

54

(21.0)

92

(35.8)

39

(15.2)

44

(17.1)
3.07

5. 다양한 녹차 가공품
개발 지원

23

(9.0)

60

(23.4)

71

(27.7)

54

(21.1)

48

(18.8)
3.17

6. 차축제 등 차산업
홍보 활성화

16

(6.3)

29

(11.3)

59

(23.0)

67

(26.2)

85

(33.2)
3.69

7. 학교급식 등
로컬푸드 공급

60

(23.4)

55

(21.5)

48

(18.8)

24

(9.4)

69

(27.0)
2.95

8. 차산업과 차문화
교류 지원

32

(12.5)

53

(20.8)

77

(30.2)

46

(18.0)

47

(18.4)
3.09

9. 차 판촉 활동지원
35

(13.6)

55

(21.3)

55

(21.3)

42

(16.3)

71

(27.5)
3.23

10. 해외시장 개척
55

(21.6)

56

(22.0)

51

(20.0)

29

(11.4)

64

(25.1)
2.96

자료: 농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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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차산업 대책의 방향에 대한 차 생산자의 의

견을 중요도별로 종합하면, 차축제 등 차산업 홍보의 활성화(3.69), 친환경 

재배기술의 보급(3.34), 차 판촉활동의 지원(3.23)의 순이다.

즉, 상대적으로 소비홍보를 위한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친환

경 재배기술 보급 측면에서는 농약파동 이후 지자체의 적극적인 기술 보급

과 생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친환경 재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효율적

인 병충해 방제관리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차산업 발전 세부 추진 전략

2.1. 기본방향

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소비기반의 확대와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

다. 차산업은 2000년대 들어와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6년 농약

검출사태 이후 소비가 위축되면서 차산업이 심각한 불경기에 처해 있다.

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차산업의 공급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품

질 및 가격경쟁력 확보, 둘째, 소비층 확대를 위한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

는 다양한 상품 개발 그리고 유통체계 개선, 소비자 교육·홍보 등을 주요 

과제로 제기할 수 있다.

2.2. 세부 전략

2.2.1. 품질 경쟁력 확보

□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친환경 관리시스템의 구축  

품질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는 웰빙식품이라는 녹차의 이미지에 맞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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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재배시스템의 조기구축, 특히 조건불리지의 경우 유기재배산지의 육

성(농약, 비료 삭감 촉진)을 통해 친환경재배를 촉진시켜 고품질 명품 브랜

드로 육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산지표시, 위생

관리의 향상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고 생산에서 가공, 판매, 소

비자에 이르는 그린체인 확립이 요구된다.

□ 영양계 육성 품종의 개발 및 기술보급 확대

재래종 중심의 다원을 고품질 영양계 품종다원으로 전환하여 균질한 제

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고품질 명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도

별 우량품종이 필요한데, 아직 우리나라는 육종연구 연한이 짧고 그 기능

이 취약하여 국내 육성 품종 보급이 미흡하다. 우리나라는 재배면적의 

80%가 재래종 다원인데, 일본은 90% 이상이 영양계 품종 다원이다. 국내 

재래종은 일본에 비해 채엽 수확량이 적고 모양이나 맛 등 품질의 연차 간 

차이가 커서 지역명차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차 연구소의 기능 및 관련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묘목갱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

라 녹차의 연구기능은 주산지인 보성과 하동에 지역연구소가 있으나 응용

연구에 치중하고 있어, 유전자원 보전, 품종 개발, 기능성 효능연구 등 기

초분야에 대한 연구는 한계가 있다. 농촌진흥청 산하의 국립 연구소 개설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차 품질평가제도 도입 

현재 우리나라에는 차 품질평가기준이나 통일된 관리체계가 없으며, 업

체별로 임의적인 품질표시와 자체적인 가격표시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

지 못하고 있다. 각 분야의 차 관련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한국 차 품질 

평가기준 설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안이 만들어졌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일본, 중국 등 녹차 선진국의 경우 차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

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평가 기준에 의거, 생산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확인해 주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차종별로 공인된 기준으로 평가함으로

써 생산자의 품질향상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비자의 품질신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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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소비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단위의 고품질 친환경 공동 가공시스템 구축

고품질 친환경 생산이 가능한 현대적인 가공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

다. 개별농가단위의 생산은 위생관리 측면에서 우려가 많으며, 지역의 특

색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어렵다. 수제차의 영역은 일정 보전되어

야 할 부분이지만, 현대적 가공시스템에 의한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하

다. 주산지별로 공동가공공장과 연구소가 연계된 가공시스템 및 제품개발

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이력추적제의 도입

차는 건강식품으로서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는 만큼, 친환경 기술에 의한 

생산–가공–유통의 그린체인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대응한 친환경 재

배기술 및 가공, 유통과정에서의 이력추적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공동가공공장이 중심이 되어 관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2.2.2. 가격 경쟁력 확보

□ 다원의 구조 개선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서는 차 소비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품

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싼 차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차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다원의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다원은 대부분 경사

지에 위치하고 있어 생력기계화가 어렵고 규모가 작으며 80%가 재래종 다

원으로 선진국 다원에 비해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낮고 생산비가 높다. 경

사지 다원의 경우 기계화가 가능한 계단식 다원으로 개원을 지원하고, 경

쟁력이 없는 다원은 폐원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대형 기계화가 가능한 평

지다원을 주산지별로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그 효과를 적극 홍보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사천시의 금성다원, 제주도의 장원산업 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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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원의 재해대책    

차나무의 동해 및 상해로 부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

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차나무 재배 북쪽 재배한계 지역으로 겨울 혹한

이나 출엽 시기의 저온이나 상해로 피해가 많다. 내한성 품종 육성 및 동

상해 극복 재배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2.2.3. 산지 브랜드 기능 강화와 다양한 상품 개발

□ 차 산지 브랜드 확립  

다양한 소비생활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차를 접하는 소비자의 감각도 변

화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의 다양화 속에 지금까지의 획일적이고 단순한 

상품공급의 방식으로는 다양화되고 있는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할 수 없다.

새로운 수요확대나 산지브랜드의 확립을 위해서는 어느 산지나 마찬가지

의 상품을 만들어서는 충분한 선전효과를 거둘 수 없다. 생산에서 유통, 소

비에 이르는 마케팅에서 산지나 상품의 개성 여부가 시장경쟁에서 승패를 

좌우하고 있다. 보성, 하동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차 산지 브랜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차 산지유통센터 설립

차 유통은 생산자 중심의 유통 및 가격형성으로 다양한 차 상품의 개발

을 저해하고 있으며, 차시장의 부재는 시장을 통한 차문화 형성이라는 측

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차의 새로운 유통체계의 확립과 유

통주체 육성을 통하여 산지 브랜드를 구축하여야 한다.

산지브랜드의 컨트롤 박스로서 공동가공공장의 기능을 보완하여 산지 

공매가 가능한 차 종합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생산·가공·유통의 수직적인 계

열화, 공동브랜드의 유통·판매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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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프랜차이즈 개발을 통한 소비자 접근성 제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소비지에 산지 브랜드 프

랜차이즈를 개발, 티 하우스 등을 개설하여 소비자 직거래 및 안테나 숍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 설록차의 티 하우스의 성과를 참조하여 지자체 브랜드 단위의 프랜차

이즈 개발이 필요하다.

□ 소비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상품 개발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 차의 소비패

턴은 녹차수요가 감소하는 대신 우롱차, 홍차 등 발효차 제품에 대한 소비

자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또, 녹차가루를 이용한 고차가공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라테, 제빵, 제과아이스크림 등의 가공상품과 녹차

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한 음료, 화장품 그리고 차에 과일과 꽃, 향을 첨가

한 상품 등, 다양화되고 있는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주산지의 지역단위의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지만, 제

한된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관

련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차산업의 6차산업화 기능 강화

차는 이미지 상품으로서 사랑받는 차산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랑받

는 상품을 가지는 것은 특히 중산간지역에서 중요한 전략이 되므로 그 조

건에 따른 산지 만들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차 산지의 경관과 문화

가 어우러져 관광상품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차 문화행사의 경우 상품전시나 판매 등 물량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차 

문화행사다운 뚜렷한 주제설정이 미흡하고, 지역 행사가 중복되거나 교통,

숙소, 식사 등이 자유롭지 못하며, 행사 진행이 체계적이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다양한 팜 투어 및 체험프로그램의 소비자의 호응도가 높

다. 따라서 다양한 체험상품의 개발을 통하여 차상품의 신뢰도와 충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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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체계적인 녹차 소비촉진 교육 홍보 및 문화 창조

□ 교육 및 홍보기능 강화 

고품질 녹차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티백 중심의 소비에서 고품

질 차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산지 PR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과 상품개발

이 필요하다. 차 생산자연합회와 차인회가 협력하여 녹차교실 등을 통한 

차 문화 홍보인력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세계 차 박람회의 개최, 차 

문화진흥 활동을 통해 잎차 수요 확대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산지에

서는 지역의 로컬푸드 운동과 연계하여 차의 고향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

켜나가야 할 것이다. 주산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소비자 요구의 수집, 분

석, 상품 콘셉트의 개발 및 상품화 지원, 각종 마케팅 세미나 등으로 ‘팔리

는 차’의 상품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마케팅 상품기획개발력을 강화시켜 소

비자의 니즈에 대응해야 한다. 교육부와 협의하여 학교급식에 녹차를 포함

하는 한편, 다례 예절교육을 학교 특별활동에 포함시켜 어릴 때부터 차의 

소비습관을 고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최근의 농약사건 이후 소비자의 마인드를 되돌리기 위해서

는 녹차의 건강효능 및 해외의 녹차소비 동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큐멘

터리를 제작하여 방송을 통하여 홍보하는 것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2.5. 제도 및 지원시스템 구축 

□ 산업과 문화를 포괄한 종합대책 추진  

제도·정책 측면에서는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차산업 및 문화를 포괄하

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차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 소비

문화의 확대 및 생활화가 중요하며, 이를 포괄하는 육성책을 법제화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업계의 자율

적인 지원체계로서 일본의 다업중앙회와 같은 차 생산·가공 등 산업부문과 

문화부문을 포괄하는 중앙단위의 조직을 설립하고 이를 구심점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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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학 연 네트워크 구축 및 산업정보 교류 및 교육 홍보 조직화룰 추진하

여야 한다.



요약 및 결론 제6장

녹차산업은 1990년대 이후 웰빙 붐과 함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큰 폭으

로 늘어나고, 차 문화 관광과 연계된 6차산업으로서의 부가가치가 매우 크

다는 점에서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았다. 특히, 보성, 하동 등 주산지에서

는 지역의 특화농업으로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다양한 대용차의 개발, 농약파동을 겪으면서 소비

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녹차 가격하락은 물론 생산감축 및 

폐농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당면과제로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을 다시 불

러들일 수 있는 차산업을 만들 것인가가 화두로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소비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산업 각 부문의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격 및 품질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의 관심은 안전성과 가

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안전성 문제는 지자체와 생산자의 노력으로 상

당부분 해소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친환경 관리시스템의 구축은 꾸준히 

노력해야 될 과제로 보인다. 또한, 영양계 육성 품종의 개발 및 기술보급 

확대, 차 품질평가제도 도입, 지역단위의 고품질 친환경 공동 가공시스템 

구축, 이력추적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가격경쟁력 확보 문제는 결국 생산

기반의 조건과 관련성이 깊다. 생산비가 과다 소요되는 경사지 다원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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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개량 및 평지다원의 확보 등 다원의 구조대책과 재해안전성과 수량성 

및 품질이 보장되는 육성 품종의 보급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산지 브랜드 기능 강화와 다양한 상품 개발이 요구된다. 산지 브랜

드의 확립, 차 산지유통센터 설립,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질 개선 및 다

양한 제품 개발, 차산업의 6차산업화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차는 이

미지 상품으로서 사랑받는 차산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상품으로서의 가

치를 올리는 길이다. 따라서 차산지의 경관과 문화를 상품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셋째, 소비계층의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교육·홍보 및 문화의 창조를 들 

수 있다. 차 생산자연합회와 차인회가 협력하여 녹차교실 등을 통한 차 문

화 홍보인력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차 박람회의 개최, 차 문화진흥 활

동을 통해 잎차 수요 확대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산지에서는 지역의 

로컬푸드 운동과 연계하여 차의 고향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켜 주산지의 

차산업·문화 홍보의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차산업·문화 전반의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는 제도·정책 측면에서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차 산업 및 문화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차산업

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차 소비문화의 확대 및 

생활화를 통하여 소비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포괄하는 육성

책을 법제화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차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정책 추진사례 부록

1. 차산업 진흥 관련 제도

1.1. 차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011년 4월, 정부는 차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전문은 부속

관련자료). 차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요점은 첫째, 국가는 차 수요의 

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생산량이나 차산업의 진흥책을 포함하는 ‘기

본방침’을 제정하는 것, 그에 입각하여 각 부현에서 진흥계획을 책정

하고 있음. 또한 기본방침이나 진흥계획에 따라 차의 생산이나 가공

에 관한 국가나 현의 사업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음.

○ 둘째, 국가는 차의 생산기반의 정비, 가공을 위한 시설 정비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때, 생산 가공 유통 판매가 일체가 되어 

대처하게 되어 있음. 셋째, 국가는 차문화의 진흥과 전통을 중시하면

서 소비의 확대, 수출촉진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그리고 넷째, 국가

는 이들에게 필요한 재정조치와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이하, ‘차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개요를 나타내고 있음.

① 법률의 목적: 차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차문화의 진흥

② 법률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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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농림수산장관에 의한 기본방침의 책정

∙차 수요의 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생산량의 목표 설정 등

∙수급사정에 관해, 현 다업 단체 등에 대한 정보 협력 요청

ㄴ. 도도부현에 의한 진흥계획의 책정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생산량의 목표 설정 등

∙수급사정에 관해 다업 단체 등에 대한 정보 협력 요청

ㄷ. 국가 및 지방공동단체에 의한 지원시책의 실시

∙생산자의 경영안정[다원의 기반정비, 차나무의 개식(改植)

지원, 재해 예방 촉진 등]

∙가공 유통의 고도화

∙품질 향상 촉진, 소비의 확대, 수출 촉진

∙차 문화의 진흥(차의 전통에 대한 지식 보급)

∙지방공동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조언 재정상의 조치

1.2. 차 산업 및 차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침

○ 농림수산성은 2012년 ‘차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입각하여 ‘차산업 

및 차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침’ (이하에서는 ‘기본방침’이라고 

한다)을 책정하였다. 기본방침은, 차산업 및 차문화 진흥의 의의 및 

기본적인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있음.

○ 기본방침은 지역경제의 요소로서 다업의 중요성을 밝히고, 아동, 학

생들의 차문화 이해 촉진 등을 중시하고 있음. 음료녹차의 성장이 침

체하고, 최근 소비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차의 확대 책으로서 젊은 세

대의 생활양식에 맞춘 즐기는 방법 제안이 필요하다는 배경하에, 구

체적으로는 일식이나 일본 과자와 연계한 제공 법에 대한 궁리, 양식

과의 협력(collaboration) 등을 들고 있음. 또한 녹차로 암 예방효과와 

혈압을 낮추는 작용 등의 사실에 주목하여 성분을 활용하고 의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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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침의 내용>

제1 차산업 및 차문화 진흥의 의의 및 기본적인 방향에 관한 사항

1. 차산업 및 차문화 진흥의 의의

2. 차를 둘러싼 과제

3. 이후 차산업 및 차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야를 비롯해 새로운 용도의 이용과 상품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

안하고 있음.

○ 기본방침은 차 진흥의 의의를 제정한 것이며, 그 의의는 ‘다도’라고 

하는 일본문화의 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화를 창조하고, 국민 생활

문화에 불가결한 존재라고 지적하고 있음. 그중에서도 차는 ‘관대하

고 건강한 생활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차는 조건이 불리한 중산간 지역에서 기간작목(基幹作目)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도 그러하며, 지역농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차의 가공 유통 등을 포함한 6차산업화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 또한 지역경제 고용 면에서 봐도 차산업은 

중요한 위치에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① 기존 차 산지를 유지 존속

하고 의욕 있는 다양한 경영체에 다원을 많이 모을 것, ② 작업도구

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차밭을 기계화에 대응한 것으로 정비할 것,

③ 생산자에 의한 제조에서 소매까지의 자원자제자판의 대처를 추진

할 것, ④ 유통업의 중소사업자와 생산자의 연계를 진행할 것 등의 

구체적인 대처도 불가결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차문화 대책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차 전문가를 파견하고 

차와 그 문화를 다루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대처가 명기된 것은 주

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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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차 수요의 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생산량에 관한 사항

1. 차 수요의 장기 전망

2020년 수요량은 9.7만 톤

2. 차의 생산 수량 목표

2020년의 생산수량 목표는 9.5만 톤

제3 차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1. 생산자의 경영 안정

다원의 기반 정비

차나무의 개식 추진

기상재해의 예방 등 추진

중산간 지역 등의 이농(離農)다원에의 대응

방사성 세슘의 감소에 대한 대처

2. 가공 및 유통의 고도화

차 생산자 생산조직에 의한 제조, 소매를 포함한 일체적인 대

처 추진

중소기업자와 생산자와의 연계에 따른 사업 활동에 관한 대

처 추진

가공시설의 정비 추진

3. 품질 부가가치의 향상 촉진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및 그 성과 보급

생산자 및 가공업자에 의한 품질 향상을 위한 대처 추진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대처 추진

4. 소비의 확대

차의 브랜드화 추진 및 새로운 차를 즐기는 방법 제안

새로운 용도로의 이용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및 그 성과 보급

차를 활용한 식육(食育: 먹는 것에 대한 교육) 추진

차 산지와 도시와의 교류 대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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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세슘의 검출에 따라 감소한 수요의 회복을 위한 대처

5. 수출 촉진

해외시장의 개척 추진

수출 국가 지역이 요구하는 수출조건에 대응

제4 차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1. 차문화에 관한 이해 증진

차문화의 진흥에 관한 대처 지원

해외의 일본문화 소개 활동을 전개하는 대처 실시

2. 차에 관한 문화재 보존 활용

다도구와 다실, 차에 관한 풍속습관 등의 문화재에 대한 보호

2. 주요 부·현에서의 차산업 진흥 관련 시책 

2.1. 시즈오카현

○ 시즈오카현에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현역 및 각 지역에

서 추진하는 항목과 달성목표를 제정한 다업진흥계획을 책정하고 

있음.

- 첫 번째로, 이 현의 다업이 시대에 따른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스

스로 수요를 창출하면서 발전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고도경제성장기에 뜨거운 물로 손쉽고 맛있게 마실 수 있는 ‘후카무

시 차’를 개발하고 그 제법이 확대된 것을 들 수 있음.

- 두 번째는, 앞으로도 차의 소비는 확대해갈 것이기 때문에 다업은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다업을 둘러싼 환경은 엄격한 

상황에 있지만 세계로 눈을 돌리면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의 경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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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따라 이 10여 년간 세계 차의 소비량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 세 번째는, 시즈오카현에는 뛰어난 차를 생산하는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산간지에서 평탄지까지 다양한 환경으로 혜택받은 다원도 있

으며, 앞으로도 일본 제일의 집산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따라서, 이 계획의 중심과제를 ‘세계를 시야에 넣은 수요 창출형 다

업의 구축’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음.

① ‘장(場)의 힘’을 활용한 수요 창출

시즈오카현 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이 가지는 ‘장의 힘’을 활

용하여, 신상품 개발이나 판로 개척에 따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가기로 한다. 이를 위해 ‘시즈오카 여든여덟 밤 신차 브랜드[‘여든

여덟 밤’은 잡절(24절기 외의 절)의 하나로, 입춘을 기산일로 88

일째(입춘 87일 후의 날)]’ ‘시즈오카 형 발효차’ ‘후지노쿠니산의 

차 100선’ 등의 브랜드를 구축함. 6차산업화[농산물을 수확(제1차 

산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공(제2차 산업)하고, 유통 판매(제3차 

산업]를 지향함. 농림업의 경영체질 강화를 지향하는 경영수업,

신상품 개발, 더불어 사는 수출전략에 입각한 해외 판로 개척 등

으로 대처하고 있음.

② 차의 생산 구조 개혁에 의한 생산력 향상

다업 생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경영체 등을 

핵으로 지역 다업을 운영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

장력 있는 경영체 육성, 생산기반의 정비, 새로운 기술의 확립 등

으로 대처하고 있음.

③ 매력적인 차문화의 창조와 강력한 국제화

차의 매력을 높이고 소비를 도모함과 동시에 ‘시즈오카 차’가 국

제적인 브랜드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차 스

타일’의 창조, 광범위한 차문화의 진흥, 식육(食育)의 추진, 또한 

세계 차 축제의 개최나 차 학술정보 관련정보의 수집 발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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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고 있음.

○ 시즈오카현은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에 힘을 쏟고 있음.

그를 위해 시즈오카현에서는 ‘다업의 내일을 개발하다’를 테마로 ‘다

업진흥 기본계획’을 제정하고 그 일환으로서 종래의 ‘만든 차를 얼마

나 팔 것인가’라는 파는 쪽의 발상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차를 

얼마나 만들 것인가’라는 사는 쪽의 시점으로 ‘팔 수 있는 차’의 생

산 판매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시와 촌 및 다업 관계자와의 연계에 따라, 새로운 품종이나 재

배방법 등을 개발하고, 맛이나 향 등에 특색을 가지는 ‘시즈오카 신

명 차’를 탄생시키기도 하고, 산간지역만의 특성을 살리고 맛과 향뿐

만 아니라 외관으로도 특징을 가지는 차 만들기를 촉진하기 위해서 

‘중산간의 100 명차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차의 매력을 제

공해 가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음.

○ 또 ‘팔 수 있는 차’의 조건으로서, 소비자에게 안전 안심을 확인시키

고 농산물의 생산 공정을 관리하며,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등을 도모

하는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농업 생산 공정관리)의 방법을 

시즈오카 차에 도입하여 시즈오카현의 독자적인 제도로서 제정한 

‘T-GAP’을 다업관계 단체와 연계해서 생산자로의 보급을 도모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 확보에 힘쓰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새로운 녹차문화의 창조와 발신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

고 있으며 시즈오카시에서 ‘세계 차 축제’를 개최하는 등, 세계 속의 

차와 차문화가 교류하는 이벤트로 인해 국내외로 넓게 ‘O-CHA’를 

발신하고 있음. 이후의 시즈오카현의 대처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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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카고시마현

○ 다원면적이 증대해 온 카고시마현은 ‘카고시마 차 산지의 힘을 향상

시키기 위한 플랜’을 2010년에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생산이 확대되고, 카고시마현 농업의 장래를 담당하는 중

요한 작목이지만, 소비자의 잎녹차에 대한 무관심과 황차 가격의 침

체, 자재가격의 증가 등, 현의 다업을 둘러싼 환경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음. 이 때문에 앞으로는 경영규모의 확대와 저비용화의 추진 등에 

의한 산지체질의 강화를 도모하고, ‘카고시마 차’의 수요확대를 겨냥

하여 플랜을 세우고 있음.

○ 그를 위해서는 차 생산자나 관련 기관 단체 등이 하나가 되어 차의 

생산력(품질 생산력 지명도)를 향상시키는 ‘품질 양으로도 일본 제

일의 차산지’의 실현을 위한 지침으로서, 10년 후의 목표가 되는 ‘카

고시마 차’ 산지의 힘을 향상하는 플랜을 책정하고 있음.

○ ‘품질 양적으로도 일본 제일’의 차산지를 목표로, 카고시마현의 온난

한 기후조건과 광대한 밭 등의 혜택받은 자연 입지조건을 최대한으

로 살리면서, 생산 가공시설의 정비, 환경을 배려한 재배기술의 보급 

등에 대처하고, 저비용 고품질 차 생산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

음. ‘안전하고 깨끗한 카고시마 차 만들기’의 철저함과 큰 소비지 등

의 판로확대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카고시마 차’의 우수한 상

표 확립을 도모하고 있음.

○ 다음의 3가지 항목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① 매력적인 ‘카고시마 차’ 판매 전략의 강화

② 기력 있는 담당자의 육성과 튼튼한 생산 지역 만들기

③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차 만들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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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플랜은 ‘카고시마 음식과 농가의 현민 조건에 입각한 기본방침’

또는 ‘음식과 농가의 선진적인 현 만들기 대강’, ‘카고시마 장래 비

전’에 입각하면서 차산업이 10년 후에 지향해야 할 자세를 제시하고 

있음.

○ 플랜의 특징은 경영 규모 확대로 저비용화를 도모하는 한편, 새로운 

판매거점 만들기 등으로 ‘카고시마 차’의 브랜드 힘의 향상을 겨냥한 

것이며, 2018년도의 재배면적 1만 ha(2007년 대비 17% 증가), 황차 

생산량 3만 톤(2007년 대비 25% 증가)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한 차 생산지 만들기에서는 농작업의 수탁과 위탁, 차 공장의 

재편정비에 따라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판매농가 수에 차지하는 5ha

이상 대규모 농가의 비율을 2005년의 16%에서 35%로 높이는 것과,

매뉴얼 실천에 따라 생산비용의 20%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덧붙여서, 소비자 요구에 맞는 브랜드나 완성기술의 개발을 추진하

고, 완성차의 유통확대를 지향하며, 황차 생산량의 비율을 2007년의 

30%에서 3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수 

있다. 즉, 카고시마 차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이번 지침 플랜은 생산

지 확대 플랜이라고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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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차산업 관련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3.1. 다업의 진흥

3.1.1. 개식(改植)경비 및 개식 등에 동반하는 미수익 기간에 대한 

지원(차 개식 등 지원 사업)

○ 차의 우량품종으로의 전환과 고품질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생산지에

서의 개식 등을 실시한 경우, 그 미수익 기간에 대한 지원에 더해, 개

식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은, 개

식 및 그에 동반되는 미수익 지원, 개식, 선반시설을 이용한 재배법으

로의 전환, 나무 기둥을 바닥 가까이까지 자르는 작업으로 인해 동반

되는 미수익에 대한 지원(미수익 지원: 면적단위×지원연수를 첫해에 

일괄 교부)등이 있음. 이 지원 사업에 따라, 품종전환이 이루어지고,

종래의 품종에 비해 제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3.1.2. 생산지 활성화 종합대책 사업

○ 생산지 활성화 종합 대책 사업으로는 먼저 수요확대에 적합한 대책을 

지원하는 것이 있음. 이것은 생산자와 차상인 등, 차산업 관계자와 연

계해서 행하는 것이며,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생산 기술 설비 등의 

도입, 잎녹차 수요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등에 지원하고 있음.

○ 또 하나는, 생산지 스스로가 수익력 향상에 맞는 대책에 대한 지원이 

있음. 산지에서의 수익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고도생산 기술체계의 구

축이나 황차 가공시설, 방상(防霜)팬 등의 생산 가공 기반의 정비 등

에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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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생산 가공기반의 정비를 지원(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

○ 국내 농축산물의 안전공급을 위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강한 농업 만들

기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정비 등을 지원하는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과 관련된 것이 있음. 구체적인 지원으로서는 우량품종계통으

로의 개식 등의 기반정비, 방상팬의 정비, 공동 황차 가공시설이나 공

동완성가공시설의 정비 등이 있음.

3.1.4. 그 외의 관련 시책

○ 그 외의 관련 시설로서는 차의 담당자 육성 확보에 필요한 기계 등 

도입 지원, 우량품종의 개발, 차 함유 성분의 기능성과 에너지절약 

제다 기술 등에 관한 연구 개발 등이 있음.

3.2. 차의 수출 촉진

○ 우선, 농림수산성에서는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식품의 종합적인 수출

전략’에서, ‘차’(녹차)를 중점품목으로 설정하고, 수출 중점 국가로서

는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독일, 프랑스, 홍콩, 중화인민공화국의 7

국가를 설정하고 있음.

○ 해외에서의 일본차 판매 활동이나 보급 활동을 정부로서 지원하기 위

해, 3종류의 일본차 홍보 자료(DVD, 팸플릿, 전단지)를, 3개의 언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로 작성 배포하고 있음. 또한, 수출에 대응하

는 산지나 사업자를 확대해 가기 위해, 기존 수출 대책의 선행적인 

사례의 특징이나 개요를 모아, 작성 배포하고 있음.

○ 수출조건에 맞는 차의 생산 확대 가능성과 과제의 검토, 또는 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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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따른 잔류농약기준 표시제도 등의 수출국별 정보의 데이터베

이스화를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생산 산지 측면’에서는 증답용으로서 판매 위조(萎

凋)향 녹차(향미를 가진 녹차) 등의 수출에 대응한 재배기술연구, 유

기재배의 추천과 장려, 카테킨 등의 건강 성분 고함유 품종의 개발

보급, 차나무 속 방사성 세슘 낮추기 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수출 환경 정비’로서는 미국의 유기동등성의 승인 취득, EU의 

GAP인정 취득 지원, EU, 홍콩, 대만의 잔류농약기준에 대응을 진행

하고 있음.

○ 더불어 ‘마케팅’으로서는, 일본차의 안전성이나 건강이미지, 카테킨 

등 기능성 성분에 의한 효능을 PR, 향차(flavor tea) 등 상대국가의 

기호에 맞춘 상품 개발, 일본산 녹차의 블랜딩, 세계 차 축제 등의 이

벤트 활용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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