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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산물 가공은 농산물 수   가격 안정과 가공원료 수요를 유발시켜 

농가소득 증 에 기여한다. 한 국내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사업 활성화는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증 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식품 안 성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후생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시장개방의 확 에 따라 식품가공산업의 수입원료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한 발 략 제시가 필요

하다.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략은 국내 농수산물의 안정  공  기반 

구축, 품질향상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내 농산물 이용률을 향상시

켜 국내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5년간 수행되는 장기과제의 3년차 연구로서 식품가공산업이 

분석 상이며, 육가공, 유가공, 채소가공(김치)  천일염가공 부문별 독립

된 세부과제 형식으로 수행되었다. 각 세부과제별로 해당 가공산업의 후

방연계 분석을 통해서 당면문제를 도출하고, 발 략을 제시하 다. 

아무쪼록 이 연구 결과가 농업과 한 련이 있는 해당 가공산업 부

문별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게 되길 기 한다. 끝으로 연구

에 도움을  통계청,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통계진흥원, 한국신용정보㈜

등에 감사드린다.

2011. 11.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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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김치는 배추‧무 등 엽근채소를 주원료로 하여 이고 고춧가루‧마늘 등

의 양념채소와 가공품‧젓갈 등을 버무려 발효시키거나 그 로 먹는 식품

이다. 김치는 배추 등 채소류의 최  가공품이자 한국인의  다음가는 다

소비품목이다.

  이 연구는 김치의 생산, 소비, 산업 구조를 악하고 변화 요인을 분석함

으로써 발 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해 

각종 통계자료와 가구  외식･ 식업체의 소비실태 조사결과, 김치제조업

체의 원료이용, 생산  매 실태에 한 조사자료, 민간소비자패  조사

자료 등을 이용하 으며, 회귀분석 등 통계학  방법에 의해 분석하 다. 

조사와 분석 과정, 그리고 발 략의 수립 과정에서 산학계 문가의 자

문을 구했다. 해외사례로 일본의 김치  임식품 산업의 를 제시하

다.

  김치산업의 규모는 2009년 출하가격 기  8,250억원 내지 9,460억원이

며 소매시장 기  1조~1조 1,000억원 수 이다. 배추김치 시장은 정체되고 

있으나 기타김치 시장은 확 되고 있다. 가정용 김치 시장에서 계근김치는 

정체되지만 포장김치는 확 되고 있다. 김치제조업체의 업체당 종사자수는 

12.6인으로 세하다. 그러나 로벌 융 기의 향 등에 의한 세업체

의 폐업으로 2008년에 업체수가 950개 수 으로 크게 감소하 다. 김치시

장의 3  상 기업 유율은 14.9%로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가정용 포

장김치 시장은 기업 집 도가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치제조업체의 구매비용기  원료 사용비 은 배추 48.3%, 고춧가루 

25.9%, 무 10.4%, 마늘 8.5% 등으로 배추와 고춧가루가 특히 높다. 이에 

따라 단 당 가격이 높은 고춧가루와 천일염의 수입 의존도가 26.8%, 

15.0%로 높은 편이다. 국내생산 상품김치는 용도별 매액은 가정소비용 

36.9%, 외식업소용 57.2%, 제조업체 가공용 5.9%로 외식업소 용도가 가장 

많다. 그러나 최근 가정소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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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김장김치를 담그는 가구는 감소하고 친지에게서 조달하거나 

상품김치를 구입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소비자가 김치 구입시 시하는 

속성은 맛과 생안 성이며, 우선 확인사항은 제조사( 랜드)명과 원산지

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시 김치 맛에 한 평가에서 화학조미료와 염분이 

과다한 것으로 응답하 으며, 숙성도에 해서는 잘 익은 김치뿐 아니라 

생김치나 조  덜 익은 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소비를 늘

리고 싶은 김치 종류로 총각김치, 갓김치, 열무김치, 동치미 등 다양하게 

응답하 다. 외식 식업소의 40%가 지난해 김장 김치를 장만하 으며 주

로 직  담그거나 제조업체의 상품김치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식업소는 김치 구입시 맛 외에 생안 성과 가격을 시하며 주로 원산

지와 유통기한을 우선 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식업소가 

향후 소비를 늘리고 싶은 김치 종류는 포기김치 외에 막(맛)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동치미 등이 높게 나타났다.

  김치산업의 당면문제는 서양식의 증가와 염장식품으로서의 부정  인식

에 따른 소비 둔화, 원료농산물의 공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경  불안

정, 기업 주의 포장김치 시장에 한 소기업의 진입 어려움, 신제품 

개발을 한 R&D  표 화 련 인 라 취약 등이다. 향후 김치시장은 

통  김장김치 신 상품김치 시장이 성장하고 다양한 소비자 계층별 수요

에 응한 신제품에 한 수요가 증 될 것으로 망된다. 로벌화에 따라 

김치 교역이 확 되고 기업 심의 시장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김치산업의 비 은 ‘미래 웰빙 식생활을 지원하는 기간산업’으로 설정하

으며 목표로 김치를 건강식품과 기호식품으로 산업화하고 국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삼았다. 비 과 목표를 달성하기 한 과제

는 소비자지향  제품 개발, 안정  원료기반 구축, R&D, 표 화 등 인

라 조성, 련 법･제도의 개선을 제시하 다. 추진 략으로 첫째, 화학조미

료 무첨가제품, 염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주력해야 하고 다양한 원

료의 사용과 청소년층‧여성층‧노약자층 등 다양한 소비계층을 목표시장으

로 맞춤형 제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원료공 을 안정화하기 해 계

약재배를 확 하고 임･ 장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사이버거래를 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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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학교 식용 수요 증가에 응하여야 하고 김치용 원료채소의 가격

을 가 통합한 지수를 선물거래에서 활용함으로써 가격 험을 분산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후온난화에 따라 합한 배추 품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김치 원료‧ 시피‧제조설비 등에 한 표  매뉴얼을 개발･보

하고 신소재‧종균 등을 개발하여 발효조 에 이용하는 등 장 수요형 

기술의 개발과 김치연구의 인 라를 확충하여야 한다. 생안 리를 강

화하기 해 소업체에 간이 HACCP 지침을 보 하고 련 시설의 확충

을 한 지원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김치산업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기

본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고 음식  원산지표시 상으로 배추 외에 고

추(고춧가루)를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조 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산업계의 자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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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d to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for Kimchi 
Industry

  Kimchi is a fermented Korean dish that is made of brined leaf and root 
vegetables, such as cabbage and white radish, mixed with seasonings, such 
as chili powder and garlic, and salted fish. Kimchi, which can also be eat-
en unfermented, is the biggest processed vegetable dish and the largest 
consumption item for Koreans next to rice.
  This research was performed under the objective of presenting a develop-
ment strategy for the kimchi industry by identifying its production, con-
sumption and industry structures and analyzing its change factors. The re-
search data used for this study are survey results on kimchi consumption 
by households, restaurants, and catering companies, and survey data on raw 
material use, production and sales of kimchi manufacturers, and survey data 
of a consumer panel.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tatistical methods 
such as regression analysis. Advice was taken from experts in the industry 
and academic fields in the course of the study. As for the study of overseas 
cases, Japan's kimchi and pickle industry was presented.
  The size of kimchi market ranges from 825 billion won to 946 billion 
won on the basis of shipping price of 2009, and 1 to 1.1 trillion won level 
on the retail market basis. The cabbage kimchi market has been stagnant 
but other kimchi markets are expanding. In the household kimchi market, 
the kimchi sold by weight in the traditional market has stagnated but pack-
aged kimchi is expanding. Kimchi manufacturers are small in size having 
12.6 employees per manufacturer on average. However, the number of kim-
chi manufacturers was significantly reduced to 950 level in 2008 due to the 
influence of a global financial crisis. The market share of top 3 kimchi 
manufacturers in the total kimchi market is 14.9%, which is not so high. 
However, in the case of packaged kimchi for households, the market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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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tion ratio of large corporations is estimated to be very high at more 
than 70%. 
  The proportion of raw materials used by kimchi manufacturers on pur-
chase cost basis is 48.3% for cabbage, 25.9% for chili powder, 10.4% for 
white radish and 8.5% for garlic, which shows a particularly high pro-
portion in the case of cabbage and chili powder. The dependence rate on 
imports of chili powder and solar salt, the unit price of which is high, is 
on the high side at 26.8% and 15.0% respectively. The proportion of sales 
amount of kimchi products by customer group is 36.9% for households, 
57.2% for restaurants, and 5.9% for processing companies, which shows the 
highest proportion for restaurants. Recently, however, kimchi sales to 
households is showing an increasing trend.
  The number of households that make kimchi by themselves is decreasing, 
whereas the number of homes who obtain kimchi from relatives or friends 
or purchase kimchi products is increasing. The product attributes which 
consumers pay attention to when they buy kimchi are taste and sanitation 
level while the primary things to look for are name of manufacturer (brand) 
and country of origin. Consumers were asked about the taste of kimchi 
products on the market, and they said the kimchi used too much chemical 
seasoning and salt. When asked about the maturity level of kimchi, they 
said they like not only well matured kimchi but also raw kimchi or slightly 
fermented kimchi. Consumers' response to the kinds of kimchi they want 
to consume more was diversified and they said they want to increase the 
consumption of young radish root kimchi, leaf mustard kimchi, young rad-
ish leaf kimchi, and radish water kimchi. Last year, 40% of restaurants and 
other catering service companies procured kimchi for use in winter and 
most of them either directly made kimchi themselves or purchased kimchi 
products from manufacturers. Survey results showed that food service com-
panies put emphasis on sanitation and price in addition to taste when buy-
ing kimchi and checked country of origin and expiration date first. The 
kinds of kimchi which restaurants and other catering service companies 
wanted to consume more in the future were 'Mak' (taste) kimchi, sliced rad-
ish kimchi, young radish leaf kimchi and radish water kimchi.
  The current issues which the kimchi industry is faced with are slowdown 



viii

of consumption pursuant to the increase of western diet and negative per-
ception of kimchi as a salted food, unstable management due to unstable 
supply and price of agricultural raw materials, the difficulty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o enter into the packaged kimchi market which 
is dominated by large corporations, and weak infrastructure for new product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It is anticipated that in the future the mar-
ket for packaged kimchi will grow instead of the traditional kimchi pre-
pared for winter, and the demand for new packaged kimchi products that 
are produced to meet the needs of different customers will grow. It is high-
ly likely that kimchi trade will expand amid globalization and the market 
structure centering around large corporations will continue to exist.  
  The future vision of the kimchi industry is set out as 'a key industry that 
supports the food life of future well-being' and the objectives are set out 
as 'industrialization of kimchi as health food and a culinary delight and se-
curing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major tasks to accomplish the 
vision and objectives are presented as development of consumer-oriented 
products, establishment of a stable raw materials base, creation of infra-
structure for R&D and standardization, and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The implementation strategies are established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 of consumer-oriented products should be focused 
on high value-added items such as the products with no chemical seasoning 
and low sodium products, and diversified raw materials should be used 
while developing tailored products for target markets for various consumer 
layers such as youth, women and the elderly and the weak.   
   Second, contract-based cultivation should be expanded to stabilize the 
supply of raw materials, and brining and storage facilities should be ex-
panded as well.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the increase in demand for 
kimchi for school meals by expanding cyber trade, and price risk should 
be dispersed by utilizing a weighted index in which the prices of raw mate-
rial vegetables for kimchi are integrated. And also it is necessary to culti-
vate a breed of cabbage suitable for climate warming. 
   Third, standard manuals for raw materials for kimchi, recipe and manu-
facturing facilities should be developed and distributed while expanding the 
infrastructure for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cluding the d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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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ment of new materials and starter cultures for fermentation adjustment. 
And also it is necessary to distribute brief HACCP guidelines to small and 
medium companies and provide assistance for the expansion of pertinent fa-
cilities to reinforce sanitation and safety management. 
   Lastly, a basic plan should be prepared and implemented pursuant to the 
enactment of 'Kimchi Industry Promotion Act' while seeking a plan to in-
clude chili(chili powder) in the list of product items required to label the 
country of origin at restaurants in addition to cabbage. It is also necessary 
to intensify self-aid efforts of the industry by introducing a self-aid funding 
system.  

Researchers: Yong-Sun Lee, Kyu-Eun Park 
E-mail address: yslee@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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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배추 수  동향, 1995∼2010
단 : 톤, kg/인

　

수      요 공     

소비량
1인당
소 비

수출량 계 생산량 수입량 계

1995 2,856,107 63.3 28,665 2,884,772 2,884,772 - 2,884,772 

2000 3,096,891 65.9 53,456 3,150,347 3,149,256 1,090 3,150,347 

2005 2,504,582 52.0 76,518 2,581,100 2,325,312 255,788 2,581,100 

2008 3,023,451 62.2 66,433 3,089,885 2,584,909 504,976 3,089,885 

2009 2,793,156 57.3 71,611 2,864,767 2,528,968 335,799 2,864,767 

2010 2,417,839 51.0 68,088 2,485,927 2,072,924 413,003 2,485,927  

1) 배추환산 김치제조수율 50% 용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김치 원료채소 수 동향  제1장

1. 수 동향

  김치는 배추‧무 등 엽근채소를 주원료로 하여 이고 고춧가루‧마늘 등

의 양념채소와 가공품‧젓갈 등을 버무려 발효시키거나 그 로 먹는 식품

이다. 김치는 배추 등 채소류의 최  가공품이며, 한국인이  다음으로 많

이 먹는 다소비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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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는 소비량이 2000년  들어 감소하고 있다. 배추 1

인당 배추소비량은 2000년 65.9kg에서 2010년에는 51.0kg으로 감소하 다. 

배추는 부분 김치로 이용된다. 국내 소비량은 부분 국내 생산에 의존

한다. 그러나 2000년  반 김치수입이 증하면서 수입량이 체 공 량

의 20%에 가까운 비 을 차지하게 되었다. 

  국내 배추 생산은 2000년  들어 감소하는 추세다. 배추 재배면 은 

2000년 51.8천ha 으나 2010년에는 33.5천ha로 감소하 으며 재배면 이 감

소함에 따라 배추 생산량은 2000년 3,149천 톤에서 2010년 2,149천 톤으로 

감소하 다.

그림 1-1.  배추 재배 면 과 생산량 추이, 1996∼2010

   1) 2010년 생산량은 KREI 농업 측센터 추정치임. 겨울배추 재배면 은 배추 

재배면 에 포함됨.

 자료: 통계청. 

  배추 재배면 이 체 으로는 감소 추세이나 작형별로는 다른 추세를 

나타낸다. 2000년  반까지는 겨울(월동)배추를 포함한 배추 면 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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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가하여 가장 많았으나 2000년  후반에는 감소하여 가을배추 면  규

모와 비슷해졌다. 

  신선배추 수입량은 연간 1만 톤 이하로 배추 소비량의 5% 수 이다. 그

러나 수입김치량을 환산하여 포함하면 배추수입량은 총 30만~50만 톤으로 

추정된다. 배추(환산) 수입량은 2000년 1만 톤에서 2010년 42만 톤으로 비

약 으로 증가하 다.

표 1-2.  신선배추  김치 수출입 동향, 2000∼2010

단 : 톤

구분
신선배추 김치 체 배추(환산량 포함)

수출 수입 순수입 수출 수입 순수입 수출 수입 순수입

2000 431 11,353 10,922 23,433 473 -22,960 52,005 1,055 -50,950

2003 271 9,858 9,586 33,064 28,707 -4,358 73,517 61,192 -12,325

2005 2,933 1,369 -1,565 32,307 111,459 79,152 72,205 249,708 177,503

2006 858 3,902 3,045 25,600 177,959 152,359 56,784 393,529 336,745

2007 1,149 2,059 909 26,470 218,910 192,440 58,483 477,686 419,203

2008 5,618 141 -5,477 26,897 222,370 195,472 59,402 494,904 435,502

2009 7,200 111 -7,089 28,506 148,124 118,536 62,985 328,609 265,624

2010 2,493 13,024 10,531 28,320 180,901 152,581 65,560 420,509 354,949

   1) 체 배추 수출입량은 수출입 시기를 기 으로 각 작형별 수율(  45%, 고랭지 

40%, 가을 52%)을 용. 

자료: 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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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소 가공투입 구조

  채소류 생산량의 9% 내외가 상품가공(시 )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농림

수산식품부의 가공실  자료에 의하면 가공에 이용되는 국내산 채소는 

2002년에 75.3만 톤이었으나 2008년에는 87.1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채소가공품 생산량은 2002년 59.8만 톤에서 2008년 71.4만 톤으로 늘

어났다.

  액 기 으로는 국산 채소투입액의 12%가 식품가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2008년 산업연 표 기  약 1조원이 가공식품 제조를 해 투입되었

고 김치류 등의 과채가공식품 제조를 해서는 5,860억원 상당이 이용되었

다. 즉 채소투입액의 59%가 김치 등 가공을 해 투입되었다.

  채소류  배추, 무, 고추, 마늘, 양  순으로 가공 이용량이 많다. 배추

는 41.0만 톤으로 김치류와 임류에 주로 이용된다. 배추는 생산량의 

16%가 식품제조업체에 의해 가공되고 부분이 김치류에 이용되며 일부 

임류에도 이용된다. 가공량은 2000년 19.8만 톤에서 2003년 33.9만 톤, 

그리고 2008년 41.0만 톤으로 증가하 다.

  무는 20.5만 톤으로 주로 단무지 등 임류와 김치류에, 고추는 16.6만 

톤으로 고추장, 고춧가루, 임 등에, 마늘은 4.2만 톤으로 깐마늘과 장아

 등 임류에, 양 는 양 즙, 깐양 , 분말 1.8만 톤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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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채소 가공투입구조, 2008

단 : 십억원, %

  1) 기타에는 화학제품, 기타, 가계외 소비지출, 분류불명, 재고증가, 수출이 포함됨.

자료: 한국은행. 2010. 2008 산업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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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  시장별 규모

1.1. 산업규모

  김치 등 임식품 제조업의 생산액은 2009년 기  1조 1,883억원이다. 

임식품 생산액은 2000년 4,803억원에서 연평균 10.6%로 다른 식품제조

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 다. 이  김치제조업 생산액은 2007년 7,541억 

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9,455억원으로 증가하 다. 김치가 임식품 생산

액에서 차지하는 비 은 2007년 77.4%에서 2009년 79.6%로 상승하 다.

  이상에서 제시된 생산액은 10인 이상 사업체를 상으로 한 통계청의 

｢ 업･제조업조사｣ 통계 수치인데, 이를 1인 이상 체 사업체를 상으로 

추정하면 2009년 기  1조 760억원이 되며 이 액이 김치산업 규모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 청의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실 ｣의 2008년과 

2009년 김치류의 종업원규모별 매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1~9인의 평균 매

출 비 을 산출하 으며, 여기서 산출된 비 을 용하여 체 김치제조업 

생산액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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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김치  임식품 제조업 생산액 추이, 2000∼2009

단 : 억원,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과･채
임식품

4,850 8,503 8.950 9,749 10,566 11,883

김치 - - - 7,541 7,993  9,455

김치(추정) - - - 8,582 9,096 10,760

   1) 10인 이상 사업체 기

   2) 김치 생산액 추정치는 1인 이상 체 사업체 상  

 자료: 통계청(www.kosis.kr) ｢ 업･제조업 조사｣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시장 규모는 통상 소매시장을 기 으로 한다. 김치 시장의 규모는 김치 

생산액에 도소매 유통마진을 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세계김치연구소

(2011)의 김치제조업체 조사결과 소매가가 출고가에 비해 평균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용하 다. 따라서 김치 시장규모는 2007년 1

조 556억원, 2008년 1조 1,188억원, 2009년 1조 3,235억원으로 추정된다.  

1.2. 김치종류별 시장규모

  김치 수출액과 수입액이 모두 증가하여 김치 수출의 산업 비 과 수입의 

국내 시장 비 이 10~15% 수 을 차지하게 되었다.1 한편 수입김치는 물

량기 으로는 국내시장의 30~40%를 차지하고, 외식업소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등 국내 업무용 김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크다.

1 김치 교역수지는 최근 균형 상태다. 따라서 김치산업과 김치시장의 규모는 출

하가격 등 동일한 가격수 으로 산출하면 비슷하게 된다. 생산･출하 물량과 

액이 모두 이용가능한 식품의약품안 청 자료와 세청의 수출입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김치 산업규모는 2009년 출하가격기  각각 8,250억원, 국내 김치시

장규모는 1조원을 조  넘는 수 으로 추정된다. 이는 통계청 자료에 따라 산

출한 액수보다 3,000억원 정도 작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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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김치 수출입액 동향, 2002∼2010

단 : 천달러, %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액 81,926 87,846 92,319 63,105 76,440 77,408 98,360

수입액 469 52,588 87,955 110,166 112,715 66,335 102,019

자료: 식품의약품안 청. 세청.

  김치 종류별 시장규모는 배추김치 72.2%, 기타김치 27.8%로 배추김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배추김치 출하액은 정체되는 반면, 기

타김치 출하액은 연 32.3%로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타김치는 가격

수 이 배추김치보다 높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도 가격도 상승하여 수요

가 확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1.  배추김치와 기타김치의 출하 동향, 2006∼2009

   (천톤)                                    (원/kg)

0 

500 

1,000 

1,500 

2,000 

2,50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2006 2007 2008 2009

배추김치출하량

기타김치출하량

배추김치출하단가

기타김치출하단가

자료: 식품의약품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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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시장은 가정용 시장과 업무용 시장 모두가 확 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 의하면 2010년 가계의 김치 소비

지출액은 2009년 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큰 것이다. 외식업과 학교 식의 확  등으로 업무용 김치 

시장도 확 되고 있다. 최근 김치 수입이 정체되면서 국내산 김치의 업무

용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용 김치 시장에서 계근김치 수요는 감소하고 포장김치 수요는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 닐슨코리아의 소비자패  조사자료에 의하

면3, 계근김치의 신규구입은 늘지만 구입빈도는 정체되고 있으며, 포장김

치의 신규구입은 정체되지만 기존 구입자의 구입빈도는 증가하 다.

2. 사업체 구성과 경쟁구조

 김치  채소 임식품 제조업체(이후 김치제조업체) 수는 2000년 861개

소이었으나 2007년에는 1,614개소로 증가하 다. 그러나 김치제조업체 수

는 2008년에 크게 감소하여 2009년 말 재 946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김치제조업체의 업체당 종사자수는 12.6인으로 식품제조업체 평균에 

비해 낮고 업체 규모가 세하다.4 로벌 융 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향 등으로 2008년에 세사업체의 폐업이 크게 증가하여 평균 기업규모는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2 계근김치란 미리 포장된 제품이 아니라 즉석에서 무게를 달아 매하는 김치다.

3 2007년 7월~2011년 8월까지의 구매시 별 조사자료를 집계 분석하 다. 

4 통계청의 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1~9명 업체 개소수는 668개소로 

체 김치  채소 임식품 제조업체수의 70.6%를 차지하는 반면, 100명 이상 업

체 개소수는 17개소로 체의 1.7%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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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김치  채소 임식품 제조업의 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 2000∼2009

단 : 개소, 명,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체 2006년 이후

사업체 수 861 1,238 1,391 1,614 954 946 1.1 -12.1

종사자 수 9,781 13,155 12,819 13,554 11,818 11,951 2.3 -2.3

업체당
종사자 수

11.36 10.63 9.22 8.40 12.39 12.63 1.2 11.1

  1)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기  

  2) 2006년 이후 김치  유사 채소 임식품 제조업이 과실  채소 임식품 제조업

으로 산업분류가 변경됨. 

자료: 통계청(www.kosis.kr). ｢ 국사업체조사｣

  김치제조업의 종사자규모별 출하액비 은 2009년 기  10∼19명 

14.0%, 20~49명 26.7%, 50~99명 24.0%, 100명이상 35.4%로 종사자 100

명 이상의 기업의 출하액 비 이 가장 크다.5 그러나 2000년에는 종사자 

20~49명과 50~99명의 소기업이 출하액의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다. 

따라서 2000년  김치제조업체의 규모화가 진 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2-4. 김치  채소 임식품 제조업의 종사자규모별 출하액 비 , 2000∼2009

단 : %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10∼19명 15.3 14.6 15.7 15.0 14.1 14.0 

20∼49명 36.9  41.3 31.3 36.6 28.3 26.7 

50∼99명 30.4  18.6 21.9 20.9 27.7 24.0 

100명이상 17.5  25.5 31.1 27.5 29.9 3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www.kosis.kr). ｢ 업･제조업 조사｣

5 김치류 제조업체의 종사자규모별 매출액에 한 식품의약품안 청의 식품  

식품첨가물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10인 이하 업체의 매출액은 체의 12.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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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산업의 경쟁구조는 매출액기  상 기업 유율로 계측하는 시장집

도(market concentration ratio, CR)로 계측하여 살펴볼 수 있다. 김치산

업의 시장집 도는 CR1 9.2%, CR3 14.9%, CR10 29.1% 등으로 기업에 

한 집 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 유율이 높은 기

업은 2009년 출하액 기 으로 상, 한성식품, 한울, 놀부, 원앤원 등의 순

이다. 특히 2005년 이후 10  기업에 한식체인기업인 놀부와 원앤원이 포

함되었으며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시장의 체 인 집 도는 높지 않지만 가정소비용 포장김치 시장

의 집 도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닐슨코리아의 소비자패  조사자료에 

의하면 시장은 상, 풀무원, CJ, 동원 등 4개 기업이 포장김치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상 기업의 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2-5.  김치 련산업의 시장집 도 추이, 2002∼2009

　 2002 2003 2004 2005 2007 2008 2009

CR1 13.6 10.7 9.5 6.4 2.8 12.3 9.2

CR3 19.9 17.5 18.4 13.3 7.6 18.3 14.9

CR10 28.8 27.4 28.3 24.2 18.2 33.6 29.1

   1) 2002~2007년: 김치 임식품(배추김치, 기타김치, 젓갈류, 임류, 조림류) 기

   2) 2008~2009년: 김치류(김칫속, 배추김치, 기타김치) 기

자료: 식품의약품안 청. 각 연도.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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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료 이용, 생산  매 형태

3.1. 원료 이용

  김치의 주재료는 배추와 무이며, 임, 양념 등을 한 부재료로 고추(고

춧가루)‧마늘‧천일염 등이 사용된다. 김치 원료 이용실태에 한 김치제조

업체 조사결과, 구매량 기 으로 배추 70.7%, 무 18.6%, 고추(고춧가루) 

3.0%, 천일염 2.9% 등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매액 기 으로

는 배추 48.3%, 고추(고춧가루) 25.9%, 무 10.4%, 마늘 8.5% 등으로 고추

나 마늘은 물량에 비해 액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김치제조업체의 원료 구매량과 구매비용

단 : 톤, 백만원

　구 분 연간구매량 연간구매비용

곡물, 두류, 서류 1.5 3.4　

배추 974.1 524.6

무 256.0 113.5

고추/고춧가루 41.1 281.3

마늘/다진마늘 23.1 92.0

16.5 25.5

당근 12.5 13.7 

육류  계란 10.6 6.8

기타 2.6 7.2

천일염 39.7 19.0

  1) 2009년 기

자료: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식품산업 분야별 실태조사 원자료분석 

    

   김치제조업체는 총생산원가  원(재)료비 유비 이 56~57%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김치제조업체의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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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쉽게 향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치제조업체는 원재료비 비 이 높아 

업체에 따라 일부 원료에 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김치 원료  고춧

가루는 26.8%, 천일염은 15%가 수입원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고춧가루의 외국산 사용 비 은 증가하 으나 소 (천일염)의 외국산 

사용 비 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 원료는 원료 종류에 따라 구매시 처리 는 가공상태가 달라진

다. 배추와 무는 다듬기와 세척이 부분이며 인 배추는 11.1%로 나타났

다. 한편 고추는 90.8%가 고춧가루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표 2-7.  김치 원료  수입산 취  비

단 : %

구 분
원료  외국산 비

2009 2010 증감

곡물, 두류, 서류 20.0 7.1 -12.9 

배추 0.0 0.0 0.0 

무 1.5 0.0 -1.5 

고추/고춧가루 14.8 23.6 +8.8 

마늘/다진마늘 9.9 4.5 -5.4 

1.4 0.5 -0.9 

당근 6.2 6.2 0.0 

기타 61.9 25.1 -36.8 

천일염 20.7 15.5 -5.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식품산업 분야별 실태조사 원자료분석 

  

표 2-8.  김치 처리/가공상태별 구매물량 비

단 : %

품목 박피/다듬기 세척/소독 단 건조 분쇄/제분 임

배추 55.5  33.3  0.0  0.0  0.0  11.1  

무 37.5  59.4  3.1  2.9  0.0  0.0  

고추 3.4 3.3  0.0  5.7  90.8  0.0  

  1) 2009년 기
자료: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식품산업 분야별 실태조사 원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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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생산6

  김치 종류별 생산규모는 포기김치, 맛김치, 임배추, 깍두기, 총각김치, 

열무김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  김치종류별 생산비 은 포기

김치 31.0%, 맛김치 22.7%, 깍두기 11.6%, 열무김치 3.9%, 총각김치 3.8%, 

기타 2.0%로 나타났다.

  김치제조에 있어 공정별 기계화 정도는 매우 달라진다. 업체조사결과 세

, 세척, 배합 과정의 기계화 수 은 50% 이상으로 높은 반면, 원료검사, 

임, 탈수, 속넣기, 포장 과정의 기계화 수 은 30% 이하로 매우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2-9.  김치제조 공정별 기계화 여부

단 : 개소, %

구 분 업체 수(개소) 기계화율(%)

원료검사 28 11.2

세    138 55.2

    임 75 30.0

세    척 130 52.0

탈    수 51 20.4

배    합 158 63.2

속 넣 기 34 13.6

포    장 59 23.6

체평균 84.1 33.7

자료: 세계김치연구소(2011) 

  김치 제조의 배추 수율은 계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추 수율은 가을･겨울이 72~73%로 높고, ･여름은 66~68%로 낮다. 한

6 세계김치연구소가 김치업체 250개소에 해 2011년 3~4월간 실시한 조사결과

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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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무 수율은 가을･겨울이 81~82%로 높고, ･여름은 78~79%로 낮게 나

타났다.

3.3. 판매

  김치 제품의 매방식은 주로 자체 랜드에 의한 직 매에 의존하고 

있다. 김치제품의 매방식별 비 은 직 매 70.4%, OEM 18.3%, 탁

매 1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 매가 감소하고 OEM과 탁

매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10.  김치제품의 매방식

단 : %

자체 랜드생산
(직 매)비율

자체 랜드생산
( 탁 매)비율

주문자생산
(OEM)비율

합계

70.4  11.5 18.3  100.0  

    1) 2009년 기

자료: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식품산업 분야별 실태조사 원자료 

  국내생산 상품김치는 용도별로 가정소비용 36.9%, 외식업소용 57.2%, 

제조업체가공용 5.9%으로 매되며, 최근 가정소비용 상품김치가 크게 증

가하고 있다. 한편 외식업소용은 주로 단체 식업소(체)와 식당에 매되

고 있다.

표 2-11.  김치 매처 용도별 매비

단 : %

가정용 외식업소용 제조업체용

36.9 57.2 5.9

  1) 2009년 기

자료: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식품산업 분야별 실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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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매출 및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계김치연구소의 2011년 조사원자료를 이용하여 김치업체의 매출액과 

노동생산성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해 분석하 다. 선형모형에 의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설명변수로 생산능력, 시설규모(냉장시설), 수

출량, 종사자수 등을 사용하 으며, 더미변수로 생산제품부류가 김치류인

지 다른 부류를 겸하는지, 주원료 기 으로 배추(포기)김치 는 기타 김치

에 문화하 는지 아니면 다종류 제품을 생산하는지, 수출 여부, 업체 조

직형태 등을 사용하 다. 

  추정방법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제거하며 여러 설명변수 후보  

종속변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의 조합만으로 모형을 구축하

는 방법인 단계  회귀(stepwise regression)방법을 응용하 다.7

  추정결과 매출액은 생산능력이나 시설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

록, 그리고 수출량이 많을수록 증가하고, 생산이 문화된 업체가 그 지 

않은 업체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한편 노동생산성은 시설규모가 클수록 생

산이 문화된 업체와 수출하는 업체가 그 지 않은 업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치업체에서 업체가 규모화하고 생산을 문화하고 수출

을 하는 것이 매출액이나 생산성을 증 하는 데 기여함을 시사한다.

7 유의수  10%까지 유의한 변수를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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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김치제조업의 매출액과 노동생산성 결정요인에 한 회귀분석 결과

변  수 매출액 노동생산성

1일 생산능력
3.370

**

(3.204)

시설규모(냉장시설)
0.050 * 0.001 *

(2.175) (2.065)

수출량
0.184

** 

(3.091)

종사자 수
7.790

**

(3.725)

(종사자 수)2
0.022  

(1.764)

생산부류(김치류)
127.448

*
4.120

**

(2.166) (2.623)

포기김치 는 

기타김치

177.287
*

3.709

(2.112) (1.815)

수출여부
139.543 5.697 **

(1.727) (2.731)

업체형태(법인)
312.863

*
6.383

(2.285) (1.759)

업체형태(개인)
306.006

*
4.903

(2.157) (1.335)

업체형태(농 )
581.518 ** 6.006

(3.042) (1.320)

시피(자체)
116.968

(1.823)

상수
-558.691

**
-0.149

(-3.430) (-0.037)

F값 71.69 *** 3.74 ***

R
2

0.8558 0.1194

adj. R
2

0.8438 0.1197

    1) 호 안의 수치는 t값

    2)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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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

  통  배추김치 시장은 정체되는 반면, 다양한 원료의 기타김치 시장과 

가정용 포장김치 시장이 확 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 매 략도 이러한 

변화에 응하여 랜드, 포장 등을 강화해야 한다. 가정용 포장김치 시장

은 기업 집 도가 매우 높다. 가정용 포장김치 시장이 보다 경쟁 인 환

경에서 성장하기 해서는 생산자단체 등 상 으로 규모가 작은 소기

업의 공동 랜드 개발 등 동종  이종기업간 제휴를 진하는 략이 요

구된다. 

  김치업체는 총원가  원료구매비 비 이 높아 원료가격의 변동에 따라 

경 성과도 좌우된다. 따라서 원료공 을 안정화하고 원료가격의 험을 

분산할 수 있는 기업  제도  차원의 응이 필요하다. 김치업체의 구매

비용에서 고춧가루가 차지하는 비 이 25.9%로 높아 수입의존도도 높다. 

따라서 수입 고춧가루가 많이 사용되는 음식 의 원산지표시기 에 고춧

가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김치산업의 성과분석  제3장

  이 장에서는 김치산업( 는 채소 임식품산업)의 생산성 변화, 생산효율

성, 그리고 경 성과를 분석한다. 첫째, 2001∼2009년 기간 동안의 패 자

료를 이용하여 김치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Total Factor Productivity 

Change)를 계측하고, 그 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1990∼2009년 기간 동안

의 김치산업의 생산효율성 변화 추이  생산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한다. 셋째, 경 분석 지표를 이용하여 김치산업의 경 성과를 평

가하고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1. 생산성 변화 분석

1.1. 이용 자료

  본 연구에서는 김치산업의 생산성 변화  생산효율성 분석을 해서 통

계청의 ｢ 업제조업조사｣를 이용한다. ｢ 업제조업조사｣에서 채소 임식

품(김치산업)산업은 식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9차에 걸친 개정으로 

산업코드명과 연도별 조사항목 등이 여러 차례 바 었다. 특히 1991년과 

2007년을 후로 하여 산업코드명과 코드번호가 바 었으며, 본 연구 상 

산업에 해당되는 코드명과 번호는 <표 3-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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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연구 상 식품산업의 산업코드

부문

산업코드명 산업코드(세세, 5자리수)

1983∼
1990년

1991∼
2006년

2007년∼
1983∼
1990년

1991∼
2006년

2007년
∼

김치
산업

과실, 
채소 임　
식품제조업　　

김치  
유사채소 
임식품 
제조업

과실  
채소 임식품
제조업

31132 15133 10301

자료: 통계청. ｢ 업제조업조사｣ 

  ｢ 업제조업조사｣를 이용하여 산출물은 생산액, 투입물은 유량(flow)변

수 형태인 노동, 자본, 원재료, 기타 투입물 네 가지로 설정한다. ‘노동’은 

종사자(자 업주, 무 가족종사자, 피고용자)의 수  연간 여액이다.8 

‘자본’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자본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of capital)

의 합으로 정의9되며, 임차료에는 토지 임차료10를 포함한다. 자본의 기회

비용11은 ‘건설 인 자산’을 제외한 연  유형자산을 해당연도의 시장 이

자율12에 곱해서 도출한다. ‘원재료’는 원재료비이며, ‘기타 투입물’은 연료

비, 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의 합계액으로 정의한다.13 생산액

8  생산성변화 분석에서는 연간 여액을, 생산효율성 분석에서는 종사자수를 투

입물로 이용하 다.

9  ‘ 업제조업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계측한 선행연구 부분이 유형

자산을 자본으로 사용하 으나, 투입물로서 자본은 유량(flow)의 개념이므로 

량(stock)개념인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안

동환 외(2003)도 지 한 바 있다.

10 2005년 이 까지는 부지  건물연면 이 조사되어 있으나, 2005년 이후부터

는 해당 항목이 조사되어 있지 않다.

11 사업에 투입된 융 자본의 기회비용은 사업체 운 으로 포기한 이자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다.

12 시장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3년 만기 회사채(CB3, %)를 사용하 다

(http://nsportal.stat.go.kr).

13 생산요소시장이 완 경쟁시장이면 동일시 에서 모든 산업은 외생 으로 주어

진 동일한 생산요소가격(질  차이 발생 외)에 직면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투

입물에 한 지출 액 자체를 일종의 화폐단 로 계측된 투입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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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모든 투입물은 각각 식품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2005=100)와 GDP 디

이터(deflator)를 이용하여 실질 변수로 변환되었다.

표 3-2.  ｢ 업제조업조사｣의 산출물과 투입물 변수

구  분 변수명 산출방법

산출물 생산액 -

투입물

노  동
종사자수[자 업주, 무 가족종사자, 피고용자(상용
+임시일용종사자)]

자  본 감가상각비, 임차료, 자본의 기회비용의 합계

원재료 원재료비

기타 투입물 연료비, 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의 합계

1.2. 분석 모형

  확률경계모형(stochastic frontier model)을 이용하여, 2001∼2009년 기간 

동안의 식품제조업체 패 자료를 이용해 식품제조업 부문별 총요소생산성 

변화를 계측하고, 그 변화 요인을 분해한다.

  생산의 비효율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생산성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크게 

규모효율성 변화(scale efficiency change, SEC), 기술효율성 변화(technical 

efficiency change, TEC), 기타 외생 인 요인으로 인한 기술 변화(technical 

change, TC) 등이 있다. 기술 변화 효과는 생산함수 런티어 자체가 이동

하여 발생하는 생산성 변화를 의미하며, 규모효율성 변화 효과는 생산규모

가 특정 생산함수상에서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생산성 변화를 의미하여, 기

술효율성 변화 효과는 시간에 따른 생산함수 런티어와의 거리 변화로 인

한 생산성 변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원기술(primal technology) 분석법을 이용하며, 추정방법으로

는 모수  방법(parametric approach)인 확률경계생산함수(stoch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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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ier production function)를 추정한다.14 분석모형을 도출하기 해, 우

선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의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1)   
 







 






 

              

    

  여기서, = 번째 투입요소가 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 , = 번

째 투입요소가 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 이며, 방 은 변화율을 의미한

다. 따라서 식 (1)은 총요소생산성 변화를 네 가지 요인으로 분해한다. 첫 

번째 항은 규모효율성 변화(scale efficiency change, SEC), 두 번째 항은 

배분효율성 변화(allocative efficiency change, AEC), 세 번째 항은 기술변

화, 네 번째 항은 기술효율성 변화를 나타낸다.15

  식 (1)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율과 각 요인별 변화율을 계측하기 해 가

장 유연한(flexible) 함수 형태로 알려진 월 수(translog) 생산함수 모형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4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모든 생산요소의 가격자료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아, 

함수(dual function) 분석법을 사용하기 어렵다. 확률경계모형은 DEA 분석에 

비해 생산함수의 형태를 가정해야 하는 문제는 가지고 있으나 변수계측의 오

류 등 다양한 확률  요인을 감안해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비모

수 근법을 이용할 경우 생산성 변화의 분리 계측을 해서는 생산기술에 

해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가정이 필요하나, 이 방식은 생산

기술의 규모수익에 해 어떤 제약도 부과하지 않아 규모효율성 변화 효과까

지도 분리 가능하다.

15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네 가지 요인으로 분해하는 과정에 해서는 부록1을 

참고하시오.



김치산업의 성과분석 25

(2) 

ln   




ln
 









lnln




ln 


  ,

  단,   이며, 는 칭 인 분포를 가지며 제조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나 측정오차 등에 의해 런티어함수의 치가 업체간에 서로 

다를 수 있게 해주는 오차항이고, 는 기술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항으

로서  ≥ 인 단축분포를 가진다.

  식 (2)를 추정하기 해서는 우선 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

고, 에 해서는 여러 가지의 분포가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Battese and Coelli(1992)의 다음과 같은 분포를 가정한다.

(3)   exp,

  여기서 는 
 의 비음(non negative)의 단분포를 가정한다. 이

와 같이 u와 v에 한 확률분포함수(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가 

정의되면,  모형은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에 의해 추

정할 수 있고, 이때의 추정량의 통계  성질은 잘 알려져 있다.

1.3. 분석 결과

  2001∼2006년 기간 동안 채소 임식품산업의 생산성 변화율은 증가와 

감소의 진폭을 보이다 2005∼2006년 생산성 변화율은 0.05%로 동기간 동

안 가장 낮았으며, 2008∼2009년은 2.17%로 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

다. 2005~2006년 생산성이 하락한 것은 2005년 기생충알 사건 발생으로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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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채소 임식품산업의 생산성 변화와 요인별 변화율 계측 결과

단 : %

구  분
평균생산성
변화율

규모효과
변화율

배분효율성
변화율

기술
변화율

기술효율성
변화율

체연도 2.62 0.05 -0.12 3.21 -0.52 

2001∼2002 3.65 0.13 -0.14 4.20 -0.54 

2002∼2003 4.38 0.05 0.98 3.89 -0.53 

2003∼2004 3.19 -0.03 0.16 3.59 -0.53 

2004∼2005 3.93 -0.02 1.15 3.33 -0.52 

2005∼2006 0.05 -0.03 -2.47 3.07 -0.51 

2006∼2007 3.03 0.12 0.62 2.80 -0.51 

2007∼2008 0.58 0.01 -1.49 2.55 -0.50 

2008∼2009 2.17 0.14 0.21 2.31 -0.49 

  채소 임산업의 생산성 변화 요인을 살펴보면, 기술변화 효과가 생산성 

변화의 80% 이상을 설명하고 있어, 기술진보 는 외부 여건 변화 등 일

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김치제조업의 생산성이 좌우된다. 채소

임산업의 생산성 변화율은 연도간 진폭이 타 업종에 비해 큰 편이다. 생산

성 변화가 큰 것은 주로 배분효율성 변화에 의해 좌우되고 있어 원재료비

의 비용 변화는 생산성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실제로 김치제조업 부문의 생산비용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 은 

60%에 가까운 수 이다. 기술효율성 변화율과 규모효과 변화율은 그 값이 

미미하여 생산성 변화율에 미치는 향이 상 으로 작게 나타났으며, 이

는 패 자료의 특성상 동기간 동안 업체의 규모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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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도별 채소 임식품산업의 생산성 변화와 변화요인

2. 생산효율성 분석

2.1. 분석 모형

  자료포락분석법(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이용하여 1990∼

2009년 기간 동안 식품제조업 부문별 생산효율성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표 으로 2000년과 2009년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 효율성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한다.

  생산기술에 한 규모수익을 제약하지 않을 경우 번째 기업의 투입물

거리함수의 역수는 다음과 같은 선형계획모형의 해 와 같아진다16(Färe 

16 식품제조업체의 산출물 ∈를 N 가지의 투입물 벡터 x ∈ RN + 를 이용
하여 생산할 때의 생산기술은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y i= f(x i :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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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4).

(3)   min
  s.t.  ≧

 



,

      ≦
 



,

  ∈ 
 



  

  식 (3)에서 x j 는 j 번째 기업이 사용한 투입물벡터이고, y j 는 j번째 기

업의 산출물이며, 비음(非陰, Non Negative)의 상수의 집합인 {λ j}는 각 

제조업체가 행한 생산행 에 부여되는 일종의 도(intensity) 혹은 가 치

단, y i =  산출물 벡터, x i = 투입물 벡터, 생산기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투입물필요집합(input requirement set)을 이용하

여 나타낼 수 있다.

       ∈  로 생산가능  

  투입물필요집합 는 산출물 를 생산해낼 수 있는 투입요소들의 집합이
다. 생산기술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투입물거리함수(input distance function)로 

나타낼 수 있다.

       max   
∈

  투입물거리함수의 값은 특정 투입물벡터 의 값을 동일한 비율로 나 어주어

도 여 히 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값  가장 큰 값이다. 생산이 효율 으로 

이루어져 특정 가 생산의 등량곡선(isoquant curve) 는 의 경계상에 

있다면 이 에서의 투입물거리함수값은 1이지만, 그 지 않고 가 비효율
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투입물거리함수값이 1보다 크다. 따라서 투입물거리함수

값 자체가 효율성지표의 역할을 하여, 각 식품제조업체의 투입물거리함수값을 

계측하여 해당 업체의 기술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 투입물거리함수는 에 

해 증가하지 않으며, 에 해서는 감소하지 않고, 에 해 선형동차이면
서 오목함수이다(Färe,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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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벡터로서 각 업체가 투입한 투입물이나 생산한 산출물을 이거나 늘려

서 투입물집합을 선형으로 근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식 (3)의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투입물필요집합을 측되는 자료를 이

용하여 구축하고 i 번째 기업이 일정한 산출량을 실제 투입된 투입요소보

다 어느 정도나 은 투입요소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지를 계측하여 

효율성을 분석한다(Färe et al., 1994). 의 값이 1보다 작으면 이 기업은 

투입물필요집합 경계상에 존재하지 못하는 비효율 인 기업이 되고, 만약 

그 값이 1이면 효율 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투입물거리함수의 값은 

선형계획문제식 (3)의 목 함수값인 τ 의 역수에 해당된다.

  DEA를 이용한 분석의 문제 으로 지 되는 사항  하나는 DEA가 확

률변수의 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를 들어, 투입요소 사

용량이 매우 게 기록된 이상 측치(outlier)가 분석에 포함되면 이 측

치로 인해 모든 제조업체의 비효율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Simar and Wilson(1998, 2000a, 2000b)에 의해 제안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기법을 용할 수 있다. 이 기법은 자료를 여러 

번 재추출하여 투입물거리함수값의 분포를 도출하는 방법이다(권오상‧김

한호, 2009). 본 연구는 Simar and Wilson의 부트스트래핑기법을 용하

되, 2,000번의 재추출을 통해 편의가 제거된 투입물거리함수의 추정치를 

도출한다.

  본 연구는 DEA모형을 통해 생산효율성 계측뿐만 아니라 식품제조업체

간 효율성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기 해 DEA와 토빗(Tobit)모형을 결합하

는 2단계 분석방법을 이용한다(McCarty and Yaisawarng, 1993; 권오상, 

1997). 1단계에서는 DEA를 통해 투입물거리함수값 는 효율성 지표를 

계측한 후,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구한 투입물거리함수값을 피설명변수

로 사회  경제  변수에 해 토빗 모형으로 추정한다. 가장 효율 인 

기업의 투입물거리함수값이 1일 경우 다른 비효율 인 기업들은 1보다 큰 

투입물거리함수값을 가지므로, 통상 인 회귀분석보다는 토빗모형이 2단

계 분석에 더 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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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석결과

2.2.1. 생산효율성 추이 

  1990∼2009년 기간 동안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업체를 상으로 

DEA분석과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거쳐 생산효율성 지표(투입물거리함수의 

역수)를 계측하 다.

  1990∼2009년 기간 동안 채소 임식품산업의 생산효율성 변화 추이는 연

도별 진폭은 있으나 체 으로 0.5 이상의 체로 안정 인 추세를 나타낸

다. 한편 채소 임식품산업의 생산효율성 수 별 분 를 비교해보면 5분  계

층이 1분  계층의 1.9~2.3배 수 이며 2000년 에 격차가 확 되는 추세다.  

그림 3-2.  채소 임식품산업의 생산효율성 변화 추이, 1990∼2009

표 3-4.  채소 임식품산업의 생산효율성 격차 추이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9년

1분 0.38 0.43 0.46 0.37 

2분 0.53 0.57 0.57 0.49 

3분 0.66 0.71 0.70 0.60 

4분 0.76 0.80 0.79 0.72 

5분 0.85 0.90 0.88 0.86 

5분 /1분  배율 2.25 2.10 1.91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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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생산효율성 결정요인 

  식품제조업체의 특성변수들이 각 업체의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추정된 투입물거리함수값을 특성변수

들에 해 토빗 분석을 실시하 다.17

  2000년과 2009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모든 모형에서 모형 합성 

검증(Wald 검증)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추정식의 좌측변수가 

투입물거리함수 값이므로 설명변수 라미터 부호가 음(-)일 때 이 변수값

이 커질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0년과 2009년

의 모든 모형에서 추정치값이 달라질 뿐 라미터 부호는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체 부가가치액에서 해당업체의 부가가치액이 차지하는 비

, 즉 업체의 해당부문의 시장 유율이 높을수록 생산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가 증가할수록 효율성은 낮아지다가 어느 임계

치를 넘으면 생산효율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효율성이 높아

지는 채소 임식품산업의 임계치는 2001년 51명, 2009년 8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체 매출액에서 고비가 차지하는 비 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18 거의 모든 업체에서 고비 지출액이 미미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얻기 어려운 것도 한 요인으로 단된다.

  토지  건물의 임차여부는 자기소유 업체보다 임차를 한 업체일수록 효

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9 제조업체의 토지  건물면 이 넓을수록, 

17 분포의 단된 (censoring point)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에 피설명변수값의 

최솟값을 분포 단 으로 간주하고 토빗모형을 추정하면 역시 일치성을 가지

는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Carson and Sun, 2007).

18 2000년 자료에는 고비 지출 변수가 조사되어 있지 않아, 모형에 이 변수를 

포함시키지 못하 다.

19 2009년 자료에서는 임차면 이 조사되어 있지 않아, 이 변수를 포함시키지 못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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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면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통계결과로 유추해볼 때, 고정자산의 규모

가 클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5.  생산효율성 결정요인에 한 회귀분석 결과, 2000, 2009

　변수
2000년 2009년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부가가치비 -29.17 -6.59
***

-85.15 -7.74
***

종사자수 0.02 9.50*** 0.03 13.84***

(종사자수)2 -0.0002 -6.18*** -0.0002 -9.92***

가족노동비 -0.97 -2.61** - -

임차면 비 /토지면 -0.12 -2.46* 0.01 0.25

고집약도 - - -0.56 -0.28

상수항 1.31 24.66
***

1.21 18.02
***

우도(log likelihood) -63.14 - -171.27 -

Wald 통계량 126.69 - 216.65*** -

최  종사자수 51 - 88 -

1) 임차면 비 과 토지면 은 각각 2000년과 2009년에 해당. 

2) *p<0.05; **p<0.01; ***p<0.001

3. 경 분석

  국내외의 경제 환경이 속하게 변하면서 식품제조업 경 의 불확실성

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1997년 말 외환 기와 2007년 말 로벌 

융 기 이후 기업들의 합리 인 경 이 주요 이슈로 두되고 있는 상황이

다. 이러한 경  환경변화에 응하며 기업이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하기 

한 선행과제로서 경 분석(business analysis)은 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재무비율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 실태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 

김치제조업의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량경제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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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경영분석 지표

  본 연구는 식품제조업의 경 실태를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측면에서 

분석한다. 각각의 분석 목 을 해 각 역에서 세 가지의 표 인 재무

비율지표를 이용한다.

  제조업의 ‘성장성’을 측정하는 재무비율지표로 매출액증가율(growth 

rate of sales), 유형자산증가율(growth rate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총자산증가율(growth rate of total assets)을 이용하며, 그 산출

식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증가율전기매출액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유형자산증가율 전기말 유형자산
당기말 유형자산전기말유형자산

× 

       총자산증가율 전기말총자산
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

× 

  매출액증가율은 기매출액에 한 당기매출액의 증가율로 기업의 외형

 성장 추세를 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유형자산증가율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에 한 투자 증가율로 기업의 설비 투자 동향과 성

장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총자산증가율은 일정기간 동안 기

업이 운용한 총자산의 증가율을 계측하여 기업규모의 체 인 성장성을 

나타낸다.

  ‘수익성’을 측정하는 재무비율지표로 매출액 업이익률(operating income 

to sales), 기업순이익률(financial expense and net income to total assets), 

자기자본순이익률(net income to stockholders' equity, return on equity)을 

이용하며, 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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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영업이익률매출액
영업이익

× 

기업순이익률총자산
당기순이익금융비용

× 

자기자본순이익률자기자본
당기순이익

× 

  매출액 업이익률은 생산‧ 매활동의 성과인 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

어 계산되는 비율로 기업의 기본 인 경 활동에서의 이익창출능력을 

측정해 다. 기업순이익률은 기업에 투자된 총자산의 운 효율성을 측정

하는 지표이며, 자기자본순이익률은 기업의 자기자본이 얼마나 효율 으로 

이용되어 경 성과를 달성하 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안정성’을 측정하는 재무비율지표로 부채비율(debt ration), 자기자본비

율(stockholders' equity to total assets), 유동비율(current ratio)을 이용하며, 

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부채비율총자본
총부채

× 

자기자본비율총자본
자기자본

× 

유동비율유동부채
유동자산

× 

  부채비율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 간의 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 비율

이 낮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장기 으로 안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자

기자본비율은 총자산 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 을 나타내는 비율

로 부채비율과 함께 기업 자본구조의 안정성을 악하는 지표로, 이 비율

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건 하다고 평가된다. 유동비율은 단기 채무에 충

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규모를 평가하여 기업의 단기부채상환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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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는 지표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그 기업의 단기부채상환능력은 우수

하다고 단된다.

3.2. 지표 분석결과

3.1.1. 성장성

  통계청의 ｢ 업제조업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채소 임산업의 2000∼

2009년 간 매출액증가율과 유형자산증가율의 추이를 분석하 다. 매출액

증가율은 2004년까지 감소하 으나 이후 증가세로 환되었다. 유형자산

증가율은 2006년까지 감소하 다가 이후 증가세로 환되었다. 이는 김치 

등 채소 임산업은 2000년  반까지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최근에는 다

시 성장이 진되고 투자 확 에 의한 잠재성장능력도 제고되고 있음을 시

사한다. 

그림 3-3.  채소 임산업의 성장성 지표 추이, 2000∼2009

  1) 종업원수 10인 이상 제조업체

자료: 통계청. ｢ 업제조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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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수익성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기업정보 원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과 2009년의 

매출액 업이익률 분포를 분석하 다. 매출액 업이익률은 두 해 모두 

5~6%를 심으로 좌우 칭 으로 분포한다.20 다만 2000년 지표가 넓게 

분포하여 업체간 편차가 큰 데 비해, 2009년 지표는 상 으로 평균치를 

심으로 좁게 분포하여 업체간 편차가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즉 채소

임업체의 수익성이 평 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21  

그림 3-4.  채소 임산업의 매출 업이익률, 2000, 2009

 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 원자료 분석결과.

3.3.3. 재무안정성

 채소 임업체의 부채비율은 2000년에 10%에서 1,000% 이상 넓게 분포

하 는 데 비해 2009년에는 10~250%를 심으로 집 되어 있다. 이는 채

소 임산업의 재무구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안정화되었음을 나타낸다.

20 보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왼쪽으로 더 길게 늘여진 분포를 나타낸다.

21 과거 매출액 업이익률은 특히 왼쪽(부의 방향)으로 길게 늘여진 분포 으나 

여기에 해당된 업체들이 2005년 이후 기생충알 사건과 세계  융 기의 

향으로 폐업이 늘어나면서 수익성 지표의 평 화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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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채소 임산업의 부채비율, 2000, 2009

  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 원자료 분석결과.

3.4. 기업의 경영성과(수익성) 결정요인 

  이 에서는 식품제조업의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

하여 식품제조업 발  방향에 한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기업

크기와 기업성과, 생산구조의 유연성과 기업성과, 무형자본과 기업성과의 

측면에서 수익성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3.4.1. 분석모형

  식품제조업의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하여 다음

과 같은 회귀모형을 설정한다. 결정 요인으로는 규모의 경제성, 유연성, 무

형자본 등을 고려한다.

 (1)  

 

  여기서, 는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논문에서는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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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익률(%)을 사용한다. 는 기업 의 자산규모의 로그값으로, 규모

의 경제를 나타내는 변수이다.22 는 기업 의 노동 1인당 노동장비율의 

로그값으로, 생산의 유연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와 는 각각 기업

의 고집약도23와 연구개발투자 유무24를 나타내는데, 이는 기업의 무형자

본을 반 하는 변수로서 무형자본이 진입장벽의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아

니면 비용을 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따라 다른 부호가 상된

다.   는 각각 기업  가 육가공산업, 유가공산업, 채소 임산업

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며, 는 2009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다. 

3.4.2. 분석결과

  본 연구는 2000년과 2009년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기업정보를 이용하

여, 식품제조업의 경 성과 지표  가장 표 인 매출액 업이익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다. 우선 체 표본을 소기업과 기업으로 

구분한 후, 각 표본을 통상최소자승법(OLS)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4-13>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 모든 표본에서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총자산은 정(+)의 값

을 나타내어, 소기업과 기업 모두 기업규모가 클수록 경 성과가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표본에서 노동장비율의 추정치는 부(-)의 값을 나타내며, 특히 체

와 소기업 표본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소기업에서 노

동 1인당 설비자산 규모가 클수록 기업성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아지

22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통상 자산규모와 종사자수를 많이 사용해왔다. 

본 연구는 자산규모 변수를 이용하므로, 자산규모와 종사자수와의 다 공선성

을 피하기 해 종사자수 변수는 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23 고집약도는 매출액에서 고비가 차지하는 비 (%)이고, 연구개발집약도는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 (%)으로 정의된다.

24 체의 14%만이 연구개발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개발집약도보다는 연

구개발투자 유무 변수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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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보여 다. 이는 소기업은 수요변동에 신속히 처하기 하여 

고정요소의 비 이 작고 가변요소의 비 이 큰 생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

에 노동 1인당 설비자산 규모가 클수록 수요변동에 신속히 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지 못해 기업성과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 식품제

조업이 수요변동에 신속히 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유연성가

설이 성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집약도는 소기업의 경 성과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부(-)의 향

을 미치는 반면, 기업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소기업에서는 고가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 효과보다

는 고비 부담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고집약도가 

높을수록 기업성과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에서는 고의 

기업성과 향상 효과가 생산비 증가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 고집약도가 

기업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5 따라서 소기업에서는 자체 고보

다는 공동 고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의존하여 체 생산비를 감하는 

것이 경 성과를 높이는 효율 인 방안일 것이다.

  소기업과 기업 모두 연구개발투자비가 높을수록, 매출액 업이익률

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 성과 향상을 해 연구개발투자의 필요성

을 시사한다.26

25 고선 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국내외 연구결과는 정(+)의 

계를 갖거나 부(-)의 계 는 아무런 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김

용 외(2006), 박윤옥･양동우(2010)는 고선 비가 기업성과에 유의 인 기

여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 다. 특히, 송 기(1992)는 음식료품 제조업에서 

고집약도가 높을수록 이윤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경쟁

이 치열하여 오히려 시장경쟁을 높여 기업의 독 력을 낮추고 더욱이 고비

의 부담이 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6 박윤옥･양동우(2010)의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비와 고선 비는 소기업보다 

기업에서 뚜렷한 자산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 기업성과와 유의 인 정(+)의 

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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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식품제조업의 매출액 업이익률 결정요인 분석 결과

구  분
체

(2,237개)
소기업

(2,114개)
기업

(123개)

총자산( )
0.059 0.063 0.024 

(4.34)*** (3.81)*** (1.85)*

노동장비율( )
-0.047 -0.047 0.022 

(-2.05)* (-1.98)* (1.24) 

고집약도( )
-1.039 -2.202 0.161 

(-3.87)* (-3.74)*** (2.42)*

연구개발투자( )
0.060 0.065 0.019 

(3.51)** (3.36)*** (2.53)*

육가공산업 더미변수()
0.033 0.038 -0.019 

(1.82) (2.01)* (-1.28)

유가공산업 더미변수()
-0.081 -0.153 -0.039 

(-0.49) (-0.71) (-2.08)*

채소 임산업 더미변수()
0.069 0.075 -0.023 

(3.05)** (3.15)** (-0.77) 

2009년 더미변수()
-0.055 -0.059 -0.008 

(-2.94)** (-2.89)** (-0.26) 

상수항
-0.385 -0.433 -0.130 

(-3.10)** (-3.06)** (-1.25) 

R2 0.0502 0.0515 0.0960

1) ( )은 t-값

***, **, *은 각각 1%, 5%, 10%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종사자수가 300명 미만이면 소기업, 300명 이상이면 기업으로 분류함.

4. 시사

  2001∼2009년 기간 동안 김치품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증가 추세

으나 증가율은 감소하여 성장이 둔화되었다. 이는 동 기간 동안 발생한 투

입물 비 김치제조업 생산액의 상  부진을 반 하는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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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한 부가가치 증  등의 방안이 마련될 필요

가 있다.

  김치제조업의 생산성은 연도간 변화가 심하며 이는 배분효율성 변화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재료비의 비용 변화가 생

산성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산성 향

상을 해 무엇보다도 원재료의 안정 인 공  방안이 요구된다. 시장 유

율이 높고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의 생산효율성은 상 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나, 김치제조업의 규모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김치제조업체의 경 성과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첫째, 규모의 경제 효

과를 향유하기 해 소업체의 내연   외연  규모 확 를 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소기업에서는 업체 단독 고보다는 공동 고 

등 생산비를 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투자를 

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치에 한 소비자 평가  제4장

  이 장에서는 김치에 한 소비자의 평가를 분석하고 시사 을 도출하고

자 한다. 김치에 한 소비자의 선호와 소비행태, 그리고 의향을 악하기 

해 가구와 외식･ 식업소를 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1. 가구

1.1. 조사개요

  소비자 가구의 김치소비 행태와 선호를 분석하기 해 설문조사를 실시

하 다. 조사는 국의 2,500가구를 목표로 하고 2011년 9월 순에서 10월 

상순까지 실시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웹기반 조사와 화 조사  면  조

사를 병행하 다.27 표본 가구는 201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가구부문 자료

를 활용하여 국을 지역  주거특성에 따라 층화 추출하 다.

  총응답가구수는 2,720가구다. 응답가구의 가구원수별 비 은 1인 23.9%, 

2인 24.3%, 3인 21.3%, 4인 22.5%, 5인 이상 8.1% 등이며, 가구주 연령

별 비 은 20  7.3%, 30  21.6%, 40  20.5%, 50  17.2%, 60  이상 

33.3% 이다. 응답가구의 지역특성별 비 은 도시(동)지역이 80.9%, 농어

(읍･면)지역 19.1%다. 가구당 월평균소득별 비 은 200만원 미만 33.7%, 

27 이 조사는 당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의뢰로 기획되었으며 

세계김치연구소의 공동 참여로 표본수를 확 하여 실시되었다. 여기에 제시한 

분석결과는 이 조사결과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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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400만원 미만 34.5%, 400만~600만원 미만 20.9%, 600만원 이상 

7.5% 등이다.  

표 4-1. 응답가구의 세 주 연령 별 비

단 : %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체 7.3 21.6 20.5 17.2 33.3 100

가

구

원

수

1인 16.1 21.4 8.2 4.0 50.2 100

2인 9.4 20.0 6.9 13.8 49.9 100

3인 4.3 25.6 21.5 22.4 26.2 100

4인 0.7 21.0 43.9 26.2 8.2 100

5인

이상
1.5 18.5 30.1 27.5 22.4 100

지
역
특
성

도시 8.7 24.2 22.4 16.9 27.7 100

농어 1.3 10.9 12.4 18.1 57.3 100

1.2. 조사결과

1.2.1. 김치 조달  소비 행태

  가정에서 김장김치를 담그는 가구는 체 가구수의 54.4%, 친지에게서 

조달하는 가구는 33.8%로 나타났다. 김장김치를 직  담그는 가구 비율은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친지조달 가구와 시 김치를 구입하는 가구

는 증가하고 있다.28 김장김치를 직  담그는 것은 맛 60.9%, 생 11.9%, 

렴한 비용 8.2% 등의 이유로 나타났으며, 김장김치를 친지에게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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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유는 맛 34.0%, 번거롭고 바빠서 24.2%, 담   모름 19.0% 등으

로 나타났다.

표 4-2.  김장김치 조달방식별 가구 비율

단 : %

구  분 2001 2004 2006 2010

직  담 68.5 66.3 60.9 54.4

친지 조달 21.1 28.2 34.6 33.8

1) 2006년까지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치

2) 2010년은 량비율 고려

  연간 소비하는 김치의 종류별 량을 살펴본 결과, 배추김치가 61.4%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무김치 22.0%, 그 외 기타김치 16.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연간 소비하는 김치의 종류별 량 비율

단 : %

배추김치 무김치 기타김치

61.4 22.0 16.6

  김장배추김치를 담그기 해 사용한 배추는 통배추가 77.3kg으로 나타

났고, 임배추는 15.9kg으로 통배추의 사용량이 임배추 사용량과 비교

하여 4.86배 정도 많게 나타났다. 향후 임배추 구입에 한 의향은 구입

하지 않겠다거나(77.3%), 이 보다 이겠다(2.8%)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에 임배추를 사용한 이 없었으나 이후 구입해보겠다거나 이 에 사

용했던 양보다 늘려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2%, 이 과 비슷하게 사용

28 비김장김치의 조달방식은 김장김치에 비해 친지조달이 고 시 김치 구입 비

이 높은 경향이 있다. 



김치에 한 소비자 평가46

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13.7%로 나타나 임배추 사용이 20% 내외 수

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차 그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계 별 배추김치 소비량에서는 김장철이 포함되는 겨울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22.0%, 가을 21.3%, 여름 18.5% 순으로 나

타났다.

  최근 1년간 배추김치 소비가구 비 은 연간 57.0%로 포기김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열무김치 10.3%, 동치미 7.1%, 깍두기 7.0%, 맛(막)김치 

4.8%, 총각김치 4.8%, 오이소박이 3.3% 등으로 포기김치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외 김치 1.6%, 백김치 1.4%, 갓김치 1.3%, 얼간이김치 

1.0%, 고들빼기 0.3% 순으로 나타났다.29

표 4-4.  김치 종류별 다소비 가구 비

단 : %

포기
김치

동치
미

맛김
치

깍두
기

열무
김치

백김
치

총각
김치

오이
소박
이

갓김
치

얼갈
이김
치

김
치

고들
빼기

기타

57.0 7.1 4.8 7.0 10.3 1.4 4.8 3.3 1.3 1.0 1.6 0.3 0.1

1) 1, 2, 3 순  복 응답.

   평소 김치의 보 은 김치냉장고 보 이 73.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일반냉장고가 28.5%, 그 외 실외보 이나 기타 보 이 0.4%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 사계  모두 포기김치가  88.3%, 여름 72.1%, 가을 86.2%, 겨울 97.2%로 높

게 나타났고 이어서 은 열무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등의 순이었으며, 여름

은 열무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등, 가을은 열무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등, 

겨울은 총각김치, 깍두기, 동치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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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평소 김치 보  장소

단 : %

김치냉장고 일반냉장고 실외보 기타

73.7 25.8 0.4 0.1

1.2.2. 소비자 선호와 구입의향

  시 김치의 포장 여부에 따른 선호도는 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완제

품 형태로 포장이 되어 매되는 포장김치가 56.9%로 우 를 차지하고 있

었고, 포장이 되지 않고 즉석코 에서 매되는 김치가 25.0%로 나타났으

며 포장여부에 해서는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18.1%로 나타났다.

표 4-6.  주로 구입하는 시 김치의 포장 여부 선호도

단 : %

포장김치 즉석김치 비슷

56.9 25.0 18.1

   김치 구입시 고려하는 속성으로 맛 56.8%, 생 25.1% 등이 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가격, 건강성, 원료품질 등은 1순  기 에서는 낮게 

나타났으나 2순 까지 고려하면 각각 25.0%, 10.7%, 11.1% 등으로 나타나 

이들 속성에 해서도 어느 정도 심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가구에서 김치 구입시 우선 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제조사( 랜드)

와 원산지로 나타났다.30 한편 1, 2순  복응답을 고려한 순 에서는 원

산지, 제조사명  랜드, 유통기한, 성분구성  첨가물, 인증마크, 포장

상태, 제조방식  특징 순이었다. 

30 김치제품은 제조사별 랜드가 거의 한 가지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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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김치 구입시 우선 확인사항

단 : %

   
0  

5  

10  

15  

20  

25  

30  

35  

40  

제조사명 ,

브랜드

(HACCP 등 )

인증마크

원산지 유통기한 성분구성 , 

첨가물

포장상태 제조방식

ㆍ특징

  1) 1순  기

그림 4-2.  김치 구입시 시하는 속성

단 : %

   

   1) 1순  기

  소비자가구의 시 김치 맛에 한 만족도는 숙성도, 양념, 고춧가루가 

높고 화학조미료, 염도(짠맛)가 낮으며 젓갈은 간 수 으로 나타났다. 소

비자는 화학조미료와 짠맛은 과다한 것으로 평가하 으며 숙성도, 고춧가

루, 양념은 조  은 것으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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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소비자의 시 김치 맛에 한 평가

단 : %

(과다)

(과소) 
 

1) 맛에 한 만족도를 5  척도로 설문한 결과 ‘ 당하다’를 ‘0’으로 표 화하여 이를 

과할 경우에는 ‘과다’, 미달일 경우 ‘과소’로 정도를 표시. 

  시 김치의 가격과 품질 요인에 한 가구의 만족도는 주원료 품질과 부

재료 품질에 해서는 높은 편이며, 가격이나 포장 상태에 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시 김치의 가격과 품질에 한 가구의 만족도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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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구는 숙성도에 해 잘 익은 김치를 42.1%로 가장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이어 생김치 32.0%, 조  덜 익은 김치 18.4%, 오래 묵은 김

치 3.9%, 신김치 3.6% 순으로 나타났다. 1순 와 2순 를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에서도 각각 66.4%, 49.7%, 45.8%, 21.9%, 16.2%로 응답해 그 순 는 

같게 나타났다. 즉, 가구에 따라 생김치에서 잘 익은 김치까지 다양하게 선

호되며 묵은지에 한 선호도도 일정 수 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  숙성도에 따른 가구의 김치 선호도

단 : %

구 분 생김치
조  덜 
익은 김치 

잘 익은 
김치

신 김치
오래 묵은 
김치

1순 32.0 18.4 42.1 3.6 3.9

1+2순 49.7 45.8 66.4 16.2 21.9

1) 1+2순 는 1, 2순  복응답을 의미함.

  2010년 김장 김치를 시 상품으로 구입한 가구수는 체의 11.8%로 

5~10년 (5~9%)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소비를 가장 늘

리고 싶은 김치 종류는 포기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갓김치 등이며 다음

으로 백김치와 동치미(석박지) 등 고춧가루를 쓰지 않는 김치에 한 선호

도 일정 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가구의 소비증 의향 김치종류

단 : %

구 분
포기
김치

맛김
치

깍두
기

총각
김치

열무
김치

오이
소박
이

갓김
치

백김
치

김
치

동치
미

고들
빼기

얼갈
이김
치

1순 28.2 2.7 3.1 9.3 4.7 3.5 6.8 5.2 3.0 4.3 4.2 1.1

1+2순 32.5 8.0 10.2 25.9 14.8 12.7 15.9 13.0 12.9 14.5 12.4 3.2

1) 1+2순 는 1, 2순  복응답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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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6개월간 가격 수 에 따른 가구의 김치 구매태도에서는 가격이 작

년수 으로 유지될 경우, 5~9% 이겠다는 응답이 1.6%, 10~19% 이겠

다는 응답이 2.2%, 20% 이상 이겠다는 응답이 3.3%로 시 김치의 소비

를 이겠다가 7.1%로 나타났고 비슷하게 소비하겠다는 응답이 68.6%

으며, 시 김치의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11.3%로 5~9%, 10~19%, 

20% 이상 늘리겠다가 각각 4.3%, 3.4%, 3.6%로 나타났다. 

표 4-9.  향후 6개월간 시 김치 가격에 따른 구매태도

단 : %

구 분
20% 이상 

임
10∼19% 
임

5∼9% 
임

비 슷
5∼9% 
늘림

10∼19% 
늘림

20% 이상 
늘림

작년수 3.3 2.2 1.6 68.6 4.3 3.4 3.6

10%상승 12.0 12.5 10.8 40.0 1.5 0.5 0.6

1) 시 김치 구입자 상

2) 향후 6개월 기

  이상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격이 작년 수 과 비슷하더라도 구입량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가격이 작년 수 보다 10% 상승하

면 구입 의사가 감소하는 가구가 체의 35%를 차지하여 체 구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국산 수입원료가 일부 포함된 김치의 구입의사 항목에서는 구입할 의

사가 없다는 응답이 90.5%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국산김치의 가격이 20%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구입하겠다 6.9%를 포함하여 구입의사가 있다는 응

답은 9.5%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은 김치의 가격보다는 품질이

나 원산지를 요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김치가격이 재보다 

20%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국산 수입김치가 업무용 시장이 아닌 가정용 

시장에서도 일정 수 을 유하게 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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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향후 3년 내 국산 수입 원료가 일부 포함된 김치 구입의사

단 : %

있다 없다
국산김치 가격이 20% 
이상 상승시 구입하겠다

2.6 90.5 6.9

2. 외식･ 식업소31

  사업장에서 김장김치 조달방법은 김장을 하지도, 구입하지도 않을 계획

이란 답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그다음으로는 사업장에서 직  

담근다, 시 김치를 구입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표 4-11.  외식 식업소의 작년 김장 장만 방식

단 : %

직  담 본사 공 / 매 시 김치 구입 김치 비사용

34.1 3.5 2.4 60.0

  1) 량기

자료: 외식･ 식업소 설문조사 결과. 2011. 

  김장김치를 사업장에서 직  담그는 가장 큰 이유는 맛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에서 공 받는 경우는 그 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시 김치를 구입하는 이유는 번거롭고 바쁘기 때문이라는 답

변이 가장 많았으며, 렴한 비용과 소량 필요성을 지 한 응답도 각각 

28.0%와 8.0%를 차지하 다.

31 2011년 9월 15일에서 10월 20일까지 국 특별시･ 역시  도청소재지의 외

식･ 식업소 453개소에 해 실시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 다.



김치에 한 소비자 평가 53

표 4-12.  외식 식업소의 김장김치 조달방식별 이유

단 : %

구 분 맛 생
렴
비용

원료
품질

번거롭고 
바빠서

소량
필요

매뉴얼 
방침

직  담 75.1 4.0 4.3 15.8 0 0 0

본사 공 / 매 16.7 0.3 0 0 2.5 0 80.5

시 김치 구입 27.3 2.0 28.0 0.3 34.4 8.0 0

  1) 1순  기

자료: 외식･ 식업소 설문조사 결과. 2011. 

  외식 식업소가 김치 구입시 고려하는 속성으로는 맛, 가격, 생 등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용 김치가 가정용 김치에 비해 가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4-13.  김치 구입시 외식 식업소가 시하는 속성 

단 : %

구 분 맛
생/

안 성
가격

원료
품질

포장
단

공
안정성

건강성

1순 66.9 13.4 14.3 0.1 0.3 2.6 0.1

1+2순 88.2 44.6 51.8 9.9 0.3 4.6 0.4

자료: 외식･ 식업소 설문조사 결과. 2011. 

  김치 구입시 우선 으로 확인하는 사항으로는 원산지인 것으로 나타났

다. 유통기한, 제조사( 랜드), 성분구성, 포장상태 순으로 높고, 이외 

HACCP 등의 인증마크, 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4.  김치 구입시 외식 식업소의 우선 확인 사항

단 : %

구 분
제조사명, 
랜드

인증마크
(HACCP)

원산지 유통기한
성분구성, 
첨가물

포장상태 기타

1순 14.2 4.0 48.2 22.4 4.9 6.1 0.3

1+2순 30.9 9.4 59.7 51.7 23.5 24.3 0.4

자료: 외식･ 식업소 설문조사 결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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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 식업소가 선호하는 숙성도는 조  덜 익은 김치, 잘 익은 김치, 생

김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식 식업소의 경우 소비자가구에 비해 조  

덜 익거나 잘 익은 김치를 선호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숙성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5.  숙성도에 따른 외식 식업소의 김치 선호도

단 : %

구 분 생김치
조  덜 
익은 김치 

잘 익은 
김치

신 김치
오래 묵은 
김치

1순 30.4 30.1 30.7 2.9 5.9

1+2순 49.4 67.9 63.6 9.0 10.1

자료: 외식･ 식업소 설문조사 결과. 2011. 

  외식 식업소가 향후 김치 소비를 늘리고 싶은 김치 종류는 포기김치, 

맛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총각김치, 동치미 순으로 나타났다. 외식 식업

소의 경우 김치 소비를 늘릴 의향이 없는 곳이 많은 것으로 응답하여 향후 

소비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상된다.

표 4-16.  향후 소비를 늘리고 싶은 김치 종류

단 : %

구 분
포기
김치

맛김치깍두기
총각
김치

열무
김치

오이
소박이

갓김치백김치 김치동치미
고들
빼기

얼갈이
김치

1순 26.9 10.8 4.0 2.4 3.9 2.2 1.9 1.3 1.0 1.6 0.6 1.1

1+2순 35.4 27.9 22.8 7.7 12.3 5.4 8.6 5.0 10.0 15.7 3.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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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

  김치 구입시 소비자들은 ‘맛’ 다음로 ‘ 생안 성’을 시하며, ‘제조사

( 랜드)명’과 ‘원산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식 식

업소는 ‘맛’, ‘가격’, ‘ 생안 성’을 함께 시하며 ‘원산지’와 ‘유통기한’

을 우선 확인한다고 응답하 다. 따라서 가정용 김치제품과 업무용 김치제

품 모두 맛과 원산지 표시에 한 응 략이 기본 으로 요구되며, 이 

외에 가정용 포장김치는 랜드화 략이, 외식업소용 김치에 해서는 가

격과 신선도의 이 을 제공할 수 있는 공 망 리(SCM) 략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향후 소비를 늘리고 싶은 김치 종류로 소비자들은 총각김치, 갓김치, 열

무김치를, 외식 식업소는 맛(막)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동치미 등을 들었

다. 김치에 한 소비 의향이 용도･사용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런 이 

응방안 수립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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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면문제

1.1. 식습관 및 염장식품으로서의 부정적 인식에 따른 소비 둔화

  여성과 청소년층을 심으로 김치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여성의 1일 김

치 섭취량은 2009년 62.9g으로 남성의 96.0g의 65% 수 에 불과하다. 여

성의 김치 섭취량은 2000년  에는 남성의 90% 수 인 101.5g이었으나 

이후 빠르게 감소하 다. 김치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는 서양식 식사 증가, 

결식 증가, 용반찬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조사 결과에서도 김치소비량이 감소하는 이유로 통 인 식단인 

밥을 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빵, 육류 등 서양식 심의 식단 증가, 양채

류 등의 샐러드 등 채소반찬 종류의 증가, 그리고 조식 등 결식의 증가가 

큰 비 을 차지하 다. 김치소비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이외에도 김치가격

의 상승이나 치아 손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가 염장식품으로서 과다 섭취시 악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도 김

치소비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염분을 과다섭

취하는데, 이는 주로 국, 개, 김치 등을 과다 섭취하는 데서 야기될 수 있

다는 우려가 최근 언론을 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염분을 과다 섭취하면 

의 표  질병 의 하나인 고 압을 동반한 심 계 질환과 계

통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김치소비를 기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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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국민 1인당 김치 소비량과 섭취량 추이, 1998∼2010

단 : kg, g

구분 1998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소비량(연간) 35.2 36.3 27.9 29.0 33.3 31.2 28.0

섭취량(1일) 121.7 103.7 90.3 80.7 79.4 79.5 -

남자 - 115.5 104.0 95.6 95.6 96.0 -

여자 - 101.5 76.1 65.8 63.1 62.9 -

  1) 소비량은 공 량 기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센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 양조사)

표 5-2. 김치 소비량이 감소하는 이유

단 : %

서양식 
증가

결식의 
증가

가격상승
용채소, 
반찬증가

치아손실 기타 

18.1 30.1 10.9 33.4 4.6 3.9

1.2. 원료 공급 불안정에 따른 제조업체의 경영 불안정

  배추, 고추 등 김치의 주요 원료농산물 공 이 기상 조건에 따라 크게 

변동하므로 원료 가격도 매우 불안정하다. 수요는 변동이 크지 않은 데 비

해 원료 가격은 매우 불안정하므로 원재료비 비 이 높은 김치제조업체의 

경 성과가 원료 공 의 안정성에 직 인 향을 받게 된다. 2000년  

배추 가격의 연간 변동이 심했으나 그 가공제품인 김치 가격은 꾸 히 상

승하 는데, 김치제조업체의 수익성이 수년간으로 볼 때는 유지될 수 있으

나 단기 으로는 크게 변동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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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배추와 김치의 소비자물가지수

1.3. 포장김치 시장의 진입장애

  닐슨코리아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가정용 상품김치인 포장김치 시장은 

상, CJ, 풀무원, 동원 등 이름이 잘 알려진 기업이 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을 제외하면 김치 문 견제조업체인 한성식품이 

9.6%, 농  6.0% 등이 포장김치 시장의 일부를 유하고 있을 뿐이다. 포

장김치 시장에서 기업 유율이 높은 것은 제조･물류설비에 의한 규모

의 경제 효과, 자체  제품개발의 유리성, 형 랜드에 한 소비자충성

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4. R&D 및 표준화관련 인프라 취약

  김치는 통 으로 가정에서 담갔으며 상품화된 지 오래되지 않아 제품

이나 공정상 표 화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 업체 조사결과, 제품개발부서

가 있는 업체수는 체의 30.8%, 시피 개발에 있어 자체개발에 의존한다

는 업체수는 체의 87.2%로 나타났다. 이는 김치업체의 상당수가 실질

으로 제품개발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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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망

  김치산업의 시장은 향후 다음의 네 가지 특징을 나타낼 것으로 망된다.

  첫째, 통  김장김치에 한 수요는 정체되면서도 상품김치 시장은 지

속 으로 성장할 것으로 망된다. 소비자가구 조사결과에 의하면 직  김

장김치를 담그는 가구수는 감소하는 한편 김치 구입가구수는 증가하고 있

다. 직  담  때에 비해 구입시에는 김치 소비량이 감소할 수 있으나 김

치 구입량 증가에 따라 상품김치 시장의 규모는 증 될 것이다. 한편 주거

시설이 아 트 심이며 소인가구를 한 소형 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료가 향후 실화됨에 따라 기존의 김치냉장고에 의존하는 장량은 

감소할 것으로 망된다.32   

  둘째, 새로운 김치제품에 한 수요가 증 될 것이다. 1~2인 가구의 증

가, 고연령층 증가, 거주 유형과 생활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식생활 패턴

도 다양화하고 김치제품에 한 소비도 더욱 다양화할 망이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1인가구는 404만 명으로 2000년에 비해 

81.6% 증가하 으며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2000년 3.12명에서 2.67명으

로 감소하 다.

  가구( 는 개인)별 건강 는 기호를 고려한 제품에 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소득이 증가하고 소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 소비

가 개인별 취향을 존 하는 패턴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치 시장

도 어린이용, 노약자용, 여성용, 조리용, 간편식용 등으로 다양화될 것이다. 

최근 각 지자체별로 지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학교 식이 확 되고 있고 

이와 함께 거래의 투명성도 제고되고 있으므로 향후 식용 국산 김치에 

한 수요가 증 될 수 있다.    

32 소비자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 트 거주자의 상품김치 구입비율이 단독가구 등 

타 거주형태를 하는 가구에 비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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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김치 교역이 확 될 것이다. 한류의 확 와 한식세계화 추진에 따

라 김치에 한 우호  심의 증가와 자유무역 정(FTA)의 체결로 인한 

세 인하에 따라 해외 김치 시장도 확 될 것으로 망된다. 한편 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지 생산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 김치의 품질도 

향상되고 있어 향후 국내로의 김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33 이

는 향후 ‘음식 원산지제도’의 향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고품

질 업무용 김치의 수입 증 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기업이 인수･합병 등을 통해 김치사업을 확 하고 있어 시장의 

과 화가 지속될 것으로 망된다. 상그룹이 2006년 두산 종가집김치를 

합병한 데 이어 CJ제일제당도 2009년에 하선정김치를 인수하는 등 기업

의 김치사업 진출이 확 되고 있다. 기업의 김치사업 참여는 수출시장에

서 한국산 김치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 정 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과 에 의해 시장의 건

한 발 을 해할 수도 있다. 

3. 비 과 목표

  김치는 한국인이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는 주요 품목이다. 이러한 측

면에서 김치 산업의 비 은 ‘미래 웰빙 식생활을 지원하는 기간산업’으로 

삼고자 한다. 염장식품으로서의 김치의 부정  이미지는 최소화하고 다양

한 건강기능성을 갖는 건강식품이자  식생활에도 부합하는 기호식

품으로 상품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세계의 개방화, 국

제화 추세를 반 하여 김치산업이 세한 지역산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

33 소비자조사 결과 재 수입김치 구입 가구 비율이 3% 이하에 불과하지만, 김

치가격이 20% 이상 상승하면 수입김치를 구입하겠다는 가구가 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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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  산업이자 한국의 로벌 시 를 뒷받침하는 산업경쟁력을 갖추

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림 5-2.  김치산업의 비 과 장기 추진과제

▪ 사이버거래 확대 및
선물거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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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 략

  김치산업이 발 하기 한 과제로 소비자지향  제품 개발, 안정  

원료  공 기반 구축, R&D  표 화 등 인 라 구축, 련 법과 제도의 

개선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4.1. 소비자지향적 제품 개발

4.1.1. 화학조미료 무첨가제품, 염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소비자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가 우선 개발되기를 원하는 제품은 화

학조미료 무첨가제품이 43.5%로 가장 많고, 염제품, 유기재배 주재료 사

용제품, 고품질 부재료 사용제품, 건강미용성분 강화제품 등의 순으로 다

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제품유형별 지불의향이 있는 평균 리미엄은 체

로 20% 후로 나타났으며, 20%를 과하여 100%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

표 5-3. 소비자 선호 제품 종류와 지불의향 리미엄

단 : %

응답가구 비율 평균지불의향 리미엄

염제품 17.2 20.0

화학조미료 무첨가제품 43.4 19.4

유기재배 주재료 사용제품 17.6 18.7

고품질 부재료 사용제품 12.2 21.7

건강미용성분 강화제품 5.5 18.2

기타 0.6 12.9

없음/ 응답거 3.6 -

계 100.0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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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구 비율도 체의 24.3%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비자유형별 

선호에 응하여 화학조미료를 첨가하지 않는 제품, 염도를 낮춘 제품, 유

기재배 배추김치, 고품질 부재료 사용김치, 건강미용성분 강화제품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1.2. 원료  제조방식을 다양화한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

  소비자의 연령, 성별 계층에 따라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배추 외

에 총각무, 열무, 갓 등의 다양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매

운맛, 신맛(숙성도) 등 맛을 다양화하고 청소년층, 여성층, 노약자층 등 소

비자 유형과 한식  서양식 조리 등 용도에 따른 다양한 목표시장별 제품 

개발이 요구된다.

4.2. 원료공급 안정화

4..2.1. 계약재배･비가림재배 확 와 임･ 장시설의 확충 

  계약재배를 확 하고 임･ 장시설도 보다 확충되어야 한다. 김치업체

의 원료 계약재배 비율이 10~20%에 불과하므로 계약재배 자 을 지원하

여 산지와 직  계약의 확 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 융자 80%

가 주어지는 산지유통종합자  시행 주체에 김치제조업체를 추가하여야 

한다. 임  온 장 시설을 원활히 확충하기 해서는 온유통체계구

축사업을 통해 원료, 일반김치제품, 묵은지 등 단계별 장이 가능한 장

시설의 신개축 지원과 시설 화사업을 통해 임배추 수요 증 에 따른 

공 능력 확충을 지원하여야 한다.

  김치원료비에서 배추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고추(고춧가루)의 안정  

공 을 해 비가림재배가 확 되어야 한다. 비가림재배는 근래 빈번히 발

생하는 집 호우 뒤의 탄 병 등 병해를 감소시킴으로써 방제 노동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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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수확기간의 확 로 인한 토지생산성(단 면 당 수확량) 제고, 품질 향

상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재배방식이다.  

4.2.2. 사이버거래, 선물거래 등 선진  거래방식의 도입･확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에 2010년에 학교 식용 거래가 시작된 이후 거

래량이 크게 증가하 다. 학교 식 등 업무용 김치의 원료나 김치제품 거

래도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사이버거래를 통해 

유통비용을 10% 이상 이고 각종 서류 차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비용의 

30% 이상의 감축과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김치 원료인 배추, 무, 건고추, 마늘, 생강,  등은 가격변동성이 매우 

큰 표 인 농산물이다. 이들 김치 원료의 가격을 가  통합하여 지수화

함으로써 선물시장에 상장한다면 이를 통해 거래자들이 가격 험을 분산

할 수 있을 것이다. 선물거래는 농산물의 가격 험을 회피할 수 있는 효율

인 거래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선물거래의 단계로 재 산지에

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포 거래의 계약서를 사고 는 거래소를 개설하는 

것도 선도  거래를 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  

4.2.3. 김치의 용도와 기후 변화에 합한 품종의 육성

  김치 가공의 즉석용, 장용, 업무용 등에 따라 요구되는 배추의 품질 특

성이 다르므로 이에 합한 품종이 육성될 필요가 있다. 김치의 숙성도 등 

맛에 한 소비자의 기호와 선도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소비패

턴 변화에 응하여 배추 품종도 용도의 변화에 맞추어 개량할 필요가 있

다. 특히 기후가 온난화됨에 따라 겨울철 월동채소의 가능면 이 증가하는 

한편 여름철 고랭지채소 재배가능면 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응하

여 육종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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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R&D, 표준화 지원 등 인프라 구축

4.3.1. 김치원료, 시피, 제조설비에 한 표  매뉴얼 개발  

보

  김치원료, 조리법( 시피), 제조설비(공정) 등에 한 표  지침(매뉴얼)

을 개발･보 해야 한다. 김치용(즉석용과 장용) 배추, 젓갈, 소  등에 

한 품질규격이 정확하지 않아 개별 으로 경험 인 결과를 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김치 원료의 종류에 따른 김치 사용량, 임시설과 숙성과정 

등 제조설비 사용, 그리고 매운 정도 등 맛에 따른 표 인 지침이 마련

되어야 한다. 인건비의 지속  상승은 노동집약 인 생산방식을 취하는 김

치업체의 경 상 압박 요인이다. 이를 완화하기 해서는 제조방법의 자동

화가 임과 양념과정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4.3.2. 장수요형 기술개발 강화  김치연구 인 라 확충

  김치의 품질을 표 화하고 개선하기 해서는 김치의 유산균 등을 활용

한 신소재‧종균 등을 개발하여 김치의 발효조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 숙성도, 매운맛 등을 인지하는 지능형 포장  소재를 개발되어야 한

다. 세계김치연구소가 2010년에 설립되었으나 김치 R&D의 통합 기구(컨

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김치의 기능성 입증, 제품

기술 개발 등을 한 국내외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김치 련 통계･정보･연

구기술 등의 DB 구축이나 산학연 의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3.3. 식품안 성을 확보하기 한 생 리체계 강화

  소비자의 심이 증 되는 식품안 성을 확보하기 해서 생 리 체

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소업체를 한 간소화된 HACCP 지침을 보

하고 시설 화사업 등을 통해 HACCP 시설의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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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 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입김치를 세법상 유통이

력 리 상으로 지정하여 통 ･유통 리를 강화함으로써 불량 수입김치가 

국내 김치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법･제도의 개선

4.4.1. ‘김치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세업체가 부분을 차지하는 김치산업이 건 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김치산업진흥법’이 2011년 7월에 국회에

서 통과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2012년 1월부터 시행될 정이다. 

이에 따라 김치산업 진흥을 한 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추진되어야 한다.

사례 1. 일본 堺공동츠께모노( 임식품)회사 사례

○ 大阪府 남부 堺(사카이)시 인근지역 특산인 ‘물가지(미즈나수)’ 임식품

을 기술개발을 통해 국  매 상품으로 변화시킴.

   - 오사카부립 기술센터와 산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고습도 장’에 의한 

선도유지기술, 임  마찰처리에 의한 발색 진기술을 개발 

   - 와인 임, ‘물가지 카 ’ 등 신제품 개발을 통해 총 50품목 200

     종류의 상품을 취 (이  물가지 제품이 40%를 차지)

○ 이 사업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농산어  6차산업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았으며, 농림수산성의 표  지역단체상표  하나인 大阪府 ‘E

마크식품’의 제1호로 인정받음.

   - 장기술의 개발을 통해 원료 공 을 안정화(농업)

   - 채소 임의 소재를 살리는 제조법 확립(제조업)

   - 임채소 문 을 열어 랜드 구축(상업) 

  기업간 제휴와 공동 사업을 통해 김치업체의 세성을 극복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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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상 융복합기업과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련 업계와 함께 산업의 경

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  등 생산자단체는 역단 의 공동조합법

인 등을 설립･운 함으로써 개별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34

4.4.2. 음식  원산지표시 상의 확

  음식  원산지표시 상이 소비자선택권을 확 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

어야 한다. 2012년 4월부터 행 반찬용 배추김치의 배추 원산지 표시기

이 반찬외 개･ 골 원료용 김치로 표시 상을 확 될 정이다. 재 김

치의 원료  배추 이외의 원료가 배합되고 특히 고춧가루는 액 비 이 

높아 수입산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고춧가루 같은 원료에 해서

도 실행 비용을 고려해 합리 인 시행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4.4.3. 김치산업 자조 단체의 설립 

  김치산업에도 자조 단체를 설립･운 함으로써 산업 발 을 한 자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김치산업분야 자조  제도를 도입하여 김치의 

품질규격 제정, 김치를 이용한 조리법 개발, 청소년 등 국민에 한 김치

련 교육･홍보 사업 주도, 수출시장 개척을 한 시장조사  업계 자율  

조정 등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김치의 종균(유산균) 활용에 

한 국민의 항감을 해소시킨다거나 건강기능성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일

이 기본 으로 요구된다. 

34 최근 경기도 내 김치취  농 들이 모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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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김치의 생산, 소비, 산업 구조를 악하고 변화 요인을 분석함

으로써 발 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해 각

종 통계자료와 가구  외식･ 식업체의 소비실태 조사결과, 김치제조업체

의 원료이용, 생산  매 실태에 한 조사자료, 민간소비자패  조사자

료 등을 이용하 으며, 회귀분석 등 통계학  방법에 의해 분석하 다. 조

사와 분석 과정, 그리고 발 략의 수립 과정에서 산학계 문가의 자문을 

구했다. 해외사례로 일본의 김치  임식품 산업의 를 제시하 다.

  김치산업의 규모는 2009년 기  1조 760억원으로 추정되며, 김치 소매

시장 규모는 1조 3,235억원으로 추정된다. 배추김치 시장은 정체되고 있으

나 기타김치 시장은 확 되고 있다. 가정용 김치 시장에서 계근김치는 정

체되어 있지만 포장김치는 확 되고 있다. 김치제조업체의 업체당 종사자

수는 12.6인으로 세하며, 로벌 융 기의 향 등에 의한 세업체의 

폐업으로 2008년에 업체수가 950개 정도로 크게 감소하 다. 김치시장의 

3  상 기업 유율은 14.9%로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가정용 포장김

치 시장은 기업 집 도가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치제조업체의 구매비용기  원료 사용비 은 배추 48.3%, 고춧가루 

25.9%, 무 10.4%, 마늘 8.5% 등으로 배추, 고춧가루 등이 높다. 이에 따라 

단  가격이 높은 고춧가루와 천일염의 수입 의존도가 26.8%, 15.0%로 높

은 편이다. 국내생산 상품김치는 용도별 매액은 가정소비용 36.9%, 외식

업소용 57.2%, 제조업체 가공용 5.9%로 외식업소 용도가 가장 많다. 그러

나 최근 가정소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정에서 김장김치를 담그는 가구는 감소하고 친지에게서 조달하거나 

상품김치를 구입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소비자가 김치 구입시 시하는 

속성은 맛과 생안 성이며, 우선 확인사항은 제조사( 랜드)명과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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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시 김치 맛에 한 평가에서 화학조미료와 염분이 

과다한 것으로 응답하 으며, 숙성도에 해서는 잘 익은 김치뿐 아니라 

생김치나 조  덜 익은 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소비를 늘

리고 싶은 김치 종류로 총각김치, 갓김치, 열무김치, 동치미 등 다양하게 

응답하 다. 외식 식업소의 50.46%가 지난해 김장김치를 장만하 으며 

주로 직  담그거나 제조업체의 상품김치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

식 식업소는 김치 구입시 맛 외에 생안 성과 가격을 시하며 주로 원

산지와 유통기한을 우선 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식업소가 

향후 소비를 늘리고 싶은 김치 종류는 포기김치 외에 막(맛)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동치미 등이 높게 나타났다.

  김치산업의 당면과제는 서양식의 증가와 염장식품으로서의 부정  인식

에 따른 소비 둔화, 원료농산물의 공  불안정으로 인한 경  불안정, 기

업 주의 포장김치시장에 한 소기업의 진입 어려움, 신제품 개발을 

한 R&D  표 화 련 인 라 취약 등이다. 향후 김치시장은 통  김

장김치 신 상품김치 시장이 성장하고 다양한 소비자 계층별 수요에 응

한 신제품이 증 될 것으로 망된다. 로벌화에 따라 김치 교역이 확

되고 기업 심의 시장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김치산업의 비 은 ‘미래 웰빙 식생활을 지원하는 기간 산업’으로 설정

하 으며 발 목표는 김치를 건강식품과 기호식품으로 산업화하고 국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삼았다. 비 과 목표를 달성하기 한 

과제는 소비자지향  제품 개발, 안정  원료기반 구축, R&D, 표 화 등 

인 라 조성, 련 법･제도의 개선을 제시하 다. 추진 략으로 첫째, 화학

조미료 무첨가제품, 염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주력해야 하고 다양한 

원료의 사용과 청소년층, 여성층, 노약자층 등 다양한 소비계층을 목표시

장으로 맞춤형 제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원료공 을 안정화하기 

해 계약재배를 확 하고 임･ 장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사이버거래를 확

함으로써 학교 식용 수요 증가에 응하여야 하고 김치용 원료채소의 

가격을 가 통합한 지수를 선물거래에서 활용함으로써 가격 험을 분산토

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후온난화에 따라 합한 배추 품종을 육성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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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셋째, 김치 원료, 시피, 제조설비 등에 한 표  매뉴얼을 개

발･보 하고 신소재‧종균 등을 개발하여 발효조 에 이용하는 등 장수

요형 기술의 개발과 김치연구의 인 라를 확충하여야 한다. 생안 리

를 강화하기 해 소업체에 간이 HACCP 지침을 보 하고 련 시설의 

확충을 한 지원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김치산업진흥법’의 제정에 따

라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고 음식  원산지표시 상으로 배추 외

에 고추(고춧가루)를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업계의 자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부록 1

총요소생산성 변화의 요인별 분해 과정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의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 번째 투입요소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 , = 번째 

투입요소가 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 이며, 방 은 변화율을 의미한다. 

를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라 하고, 특정 시 에 있어 특정 기업이 투입요

소를 이용해 생산할 수 있는 최  산출을 라 하면, 다음과 같은 함수

식 설정이 가능하다.

(2)   expexp 

  식 (2)에서 확률변수 v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고 가정하고,  다른 확률변수 는 평균이 이고 분산이 σ2
u
인 비음의

(nonnegative)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는 변수의 측정오차나 분석

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변수의 향을 나타내는 통상 인 교란항이고 는 

기술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의 값이 0이면 기술 으로 가장 

효율 인 효율성 경계(efficiency frontier)상의 생산단 이다. 식 (2)로부터 

다음의 식(3)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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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변수 v는 생산성에 립 인 향을 미치므로 생산성 분석에서는 

생략하고, 식 (1)에 식 (3)을 입하면 다음의 식(4)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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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의 투입요소 xn에 한 탄력성)

  규모탄력성을  


이라 정의하면 식 (4)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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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식 (5)는 총요소생산성 변화를 네 가지 요인으로 분해한다. 첫 번째 

항은 규모효율성 변화(scale efficiency change, SEC), 두 번째 항은 배분효

율성 변화(allocative efficiency change, AEC), 세 번째 항은 기술변화

(technical change, TC), 네 번째 항은 기술효율성 변화(technical efficiency 

change, TEC)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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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일본 임채소산업의 황과 시사

1. 머리말

  일본 식탁에서 채소 임식품은 빠뜨릴 수 없는 식품이다. 하지만 최근 

식생활의 변화와 함께 임채소의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

의 건강한 식생활에의 심고조에 따른 염을 의식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건강지향이 높아지면서 임채소 업계는 다양한 연구

를 통한 상품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정부는 채소 임을 시작으로 농림 

어업의 가공이나 유통에의 진출을 재 하는 6차 산업화를 진할 방침을 

내세움으로써 농  특산물의 활용으로서 임채소에 념하는 사례가 증

가하고 있다.

2. 일본의 임채소산업의 황

2.1. 절임채소 생산량

  2010년 통계에 의하면, 채소 임 생산량은 체의 87만 2,878톤을 차지

하고 있다. 이  간장 임류가 체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채소 임 

생산량 체를 100으로 하여 채소 임 생산량의 비율을 보면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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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고 있는 채소 임은 ‘김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채소 임의 생산

량은 1989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8만 톤 감소한 것이다. 감소의 

배경에는 일본의 인구 감소, 염 주의 식단, 식생활의 변화, 건강지향 

등이 있다. 종류별로 채소 임 생산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체 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그 종류는 증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겨된장 임

류’, ‘조미액 임류’는 1989년을 기 으로 약 3분의 1의 생산량으로 에 

띄게 감소하 고, 반 로 1989년을 기 으로 ‘ 임류’는 122, ‘간장 임

류’는 131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 에따라 채소 임 수

요가 변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부도 2-1.  종류별 임 생산량 추이, 1989～2010

자료: 농림수산성. 식품산업동태조사.

  품목별로는 ‘간장 임류’가 가장 많았고 그 에서도 김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채지, 겨된장 임, 야채 임 등의 

순이다. 일본의 김치 생산량 추이는 1989년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여 2002

년에는 최성기를 맞이하 다. 그러나 2003년 이후 김치의 일본 생산량은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한국산 김치의 수입량 추이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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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국산 김치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9년에는 5.0% 지만 2010년에는 

11.2%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김치의 일본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비교  안정되어 있어 김치가 일정한 시장을 형

성하고 있다.

부도 2-2.  한국산 김치 수입량  일본 김치 생산량의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식품산업동태조사. 한국농수산물류공사

원자료: 일식양식신문사 2011년 7월 18일자.

2.2. 절임채소 소비지출액

  일본 가계의 채소 임 소비 지출액은 1980년  반 9,000엔 후에서 

1980년  후반부터 증가하여 1998년 정을 맞이했다. 하지만 1998년 이

후 감소 경향으로 변화하면서 2010년의 가계 소비의 식비에서 차지하는 

채소 임의 비율은 1.0% 수 으로 품목별 연간 지출액은 건매실, 임무, 

임배추 순이다. 채소 임의 연간 지출액을 세 주의 연령 계 별로 보

면, 연 가 높을수록 임채소에의 지출액이 커지고 70세 이상의 세 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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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3.  1세 당 연간 채소 임 지출 액의 추이, 1980～2010

* 두명 이상 세 .

자료: 총무성 통계국. 가계조사 연보.

2.3. 절임채소 판매액

  채소 임의 매액을 바탕으로 임채소 시장은 2010년 년 비 

97.7%로 해마다 감소하고는 추세이다. 소비자의 염･건강지향 강세 등의 

향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채소 임의 매액 축소가 계속되고 있다. 채

소 임의 1년간 매상 액의 순 를 보면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간의 매상 합계 액의 상  10개 상품 가운데 9개 상품이 김치가 차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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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4.  채소 임 시장규모의 추이

자료: 후지경제. 2010년 식품 마  편람 No.5.

2.4. 절임채소 제조업의 특징

  채소 임의 출하액  산출 사업소수에 해 살펴보면 채소 임 출하

액은 2009년은 3,756억 603만 엔으로, 년 비 97.4%로 나타났다. 2005

년의 출하액과 비교할 때, 해마다 축소되는 경향이다. 채소 임 산출 사업

소 수도 마찬가지로 년 비 폭 감소되었다. 채소 임 제조업의 종업

원 규모별 산출 사업소수  출하액을 살펴보면, 1개소 사업소당 출하액은 

식품 제조업 1 사업자당 출하액과 비교하여 채소 임 제조업은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채소 임 제조업의 종업원 규모별 사업소 수를 보

면, 4~9명의 사업소의 비율이 40.2%, 10~19명의 사업소가 26.4%, 20명 미

만의 사업소가 체의 6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하액 면

에서는 20~99명의 사업소가 체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100명 미만의 

사업소는 체의 출하액수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으로도 임채소

제조업은 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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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5.  채소 임 출하액  산출 사업소수

자료: 경제산업성. 공업통계.

3. 일본의 임채소산업 련 정책 동향

3.1. 절임채소 관련 지원시책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채소 임 제조 기술이 발 하고 

가정에서 채소 임을 직  만드는 것에서 시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변

화해 왔다. 소기업에서 채소 임 산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채소 임을 시작으로 농산물 가공의 책은 농  지역 진

흥  지역 활성화를 향한 유효한 책으로서 기 되고 있다. 최근의 지산

지소(地産地消)나 농산물 직매소에의 심이 고조되고, 농 의 농산물 가

공 책은 지역 특산물의 채소 임을 농산물 직매소에서 매하거나 지역 

랜드로 차별화하여 매하며 농  지역의 활력 향상에도 공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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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  6차 산업화에 련되는 주요 지원사업

지원 사업 지원 내용

6차 산업 종합 추진 탁 

사업

6차 산업화 기획 입안자(※공모에 의해 선정한 
사업체와 계약)가 6차 산업화의 착수로 연결되는 
안건의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6차 산업화의 착수에 해서 종합 인 서포

트를 실시한다.
6차 산업 종합 추진 

사업( 앙 단계)
국을 상으로 6차 산업화의 보 이나 신상품의 

로 확 를 한 이벤트나 조사 등을 실시한다.
6차 산업 종합 추진 사업 

(지방 단계)
6차 산업화를 추진하기 한 신상품 개발이나 교

류회의 개최 등을 지원.

지  재산 략･ 랜드화   

종합 사업  농림 

수산물･식품 지역 랜드화 
공통 기반 구축 사업

지성 랜드화를 목표로 하는 착수를 한 공통 

기반의 구축을 지원.

지  재산 략･ 랜드화   

종합 사업  식생활 문화 

활용･창조 사업
지역의 농림수산물을 활용한 특징 인 요리 등에 

해 지 재산권의 취득을 목표로 하는 착수를 

지원.

6차 산업화 추진 정비 사업 

 농업 주도 타입

농업 법인 등이 새롭게 가공이나 매에 념하

는 경우에 필요한 시설 등의 정비를 지원.

6차 산업화 추진 정비 

사업의 지산지소(地産地消) 
타입

지산지소의 활동에 필요한 직매시설, 처리가공시
설, 지역식품 재료공 시설, 집출하 장시설, 교
류시설의 정비를 지원.

6차 산업화 추진 정비 사업 

 농상공 등 제휴 타입

농림어업자와 식품산업 사업자의 제휴에 의한 식

품의 가공･ 매 시설이나 농림어업용 기계 시설

의 정비 등을 지원.

자료: 농림수산성 ｢2011년도 미래를 개척하는 6차 산업 창출 종합 책 산이용 가이드북｣

을 바탕으로 작성.

  ‘농어 의 6차 산업화’란 농림수산업(1차 산업)과 가공(2차 산업), 매

(3차 산업)를 융합시켜 농림수산업을 핵으로 한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시도

이다. ‘6차 산업화’ 계에서는 계획을 인정받은 농림어업자 등에 해서 

농업개량자 의 상환기한  거치 기간의 연장 등 가공･직매시설의 설치

에 소요되는 농지 용 수속의 간소화, 지정 야채의 릴 이 출하에 의한 

계약 매에 한 교부  교부 등의 특례가 용된다. ‘지산지소(地産地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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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계에서는 지역의 농림 수산물 이용 진을 해 국가  지방공공단

체가 농산물 직매소 등의 운   기능의 고도화나 농산물 직매소 간의 제

휴 강화 등에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 가공 기술 등의 연수회나 

사업자 사이의 제휴를 재 하는 교류회를 개최하는 것 외에 가공이나 매 

등 농림어업자에의 종합 인 지원을 실시하는 ‘6차 산업화 기획 입안자’를 

지자체마다 배치하는 등 인재･체제의 확보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사례1. 일본 堺공동츠께모노( 임식품)회사 사례

‘물 가지’는 지에서는 일반 인 채소 임으로서 고향의 맛으로서 사

랑받고 있었지만, F1종의 가지에 비해 흠집이 나기 쉬워 유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져 왔다. ‘물 가지’는 한정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자연의 기후에 향을 받기 쉽고 유통량의 안정 공 이 곤란하다 

등의 이유로 역 으로 유통한 은 없었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하

여 연구개발을 진행시켜 센슈 특산의 ‘물 가지’를 ‘물 가지 임’으로서 

국에 넓혔던 것이 사카이 공동 채소 임이다. 

이 밖에도 사카이(堺)공동츠께모노회사에서는 오사카 식을, 미도리 종합

기술센터는 ‘물 가지’의 발색이나 품질 유지에 한 산  공동 연구를 시행

하고 있다. 임 의 마찰 처리에 의해 감색의 발색을 진시키는 것으로 

외 색의 악화를 개선하는 등 고습도 장과 마찰 처리의 병용에 의해 ‘물 

가지’와 그것을 원료로 하는 임(물 가지 임)의 안정공  체제를 확립할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이, 사카이 공동 채소 임은 ‘물 가지’를 심으로 오

사카의 문화나 통을 계승하는 책에 힘을 쓰고 있다.  한편에서는 시

의 식생활에 어울린 상품의 개발에도 극 으로 념하고 있다. 

농림수산업(1차 산업)에서는 장 기술의 개발에 의해 원료의 안정공

을 가능하게 하고 가공(2차 산업)에서는 채소 임의 소재를 살리는 제법을 

확립하며, 매(3차 산업)에서는 채소 임 문 을 열어 랜드를 구축하

는 등 고부가가치화에 의해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 통 야채 

등 원재료에 집착하여 그것을 살리는 기술을 확립한 것 외에 새로운 시

의 요구에 발 맞추어 신상품 개발에도 힘을 쏟는 등 통과 신도 성공 요

인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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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상공 제휴’란 농어 의 활성화를 한 지역의 농림 수산업(1차 산업)

과 이에 련하는 가공･ 매 등(제2차･제3차 산업)과 련한 사업의 융합 

등에 의해 지역 사업 개와 새로운 업태의 창출을 실시하는 시도이다. 이 

법률의 활용 등에 의해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은 농상공 제휴에 의한 신

상품 개발이나 로 확  등에 해 다양한 시책을 지원하고 있다. 한 

농림 수산물이나 식품의 지역 랜드화를 지원하기 해 농림수산성에서

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3년, ‘농림 수산물･식품 지역 랜드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 다. 지원 사업에서는 지역 랜드화를 향한 행동 계

획의 책정, 조사의 실시, 기 의 작성, 가공품 등의 개발, 명칭･로고･포장 

디자인 등의 작성, 상품 시회 등에의 출 , 정보 발신, 기  리를 해 

필요한 기기의 정비, 이들 일련의 시책을 지속 으로 지원하는 문가의 

빙 등의 비용이 보조되었다. 2011년도부터는 ‘농림 수산물･식품 지역 

랜드화 공통 기반 사업’으로서 지역 랜드화의 지원을 하고 있다. 공통 기

반 사업에서는 농림 수산물･식품의 지역 랜드화를 한 지 재산 제도 

계 지원 활동이나 ‘농림 수산물･식품의 지역 랜드 확립을 향한 가이드 

라인’의 효과 검증을 한 시책을 지원한다. 

  2005년에 상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명’과 ‘상품명’의 상표에 해서 

일정한 범 에서 주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 동조합 등이 지역단체 상

표로서 등록하는 것을 인정하는 ‘지역단체 상표 제도’가 창설되었다. 이 상

표법의 개정(2005년 6월 15일 공포, 2006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기존보

다 신속하고 효율 으로 상표에 의한 지역 랜드명의 보호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단체 상표를 활용하고 지역 랜드를 확립하여 한층 더 상품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 할 수 있게 되었다.

3.2. 지역 브랜드화를 향한 지방자치체의 대책

  지방자치체에서도 농산물의 지역 랜드의 확립을 한 책을 실시하

고 있다. 카가와 에서는 사 키 특선 ‘K. 랜드 산품’ 인증제도의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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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있다. 이 인증제도는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을 제외)이

나 농산 가공품 에서 생산의 장소, 품종, 생산방법, 품질, 원재료 는 제

조 공정 등을 동종의 농산물 등과 비교하여 분명하게 부가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등(농산물  농산 가공품)을 ‘가가와 농산물유통 소비추

진 의회’가 인증한다. 오사카에서는 소재로 오사카산 원료를 사용하고

(다시마는 홋카이도산을 지정), 품질은 음식 맛･식감･색감･향미 등을 검

하며, 제조법에서는 오사카 내의 공장에서 지역의 문화나 기술로 만들어지

고 있는 상품에 해서 독자 인 인증 기 을 정하여 ‘3 E 식품’으로서 인

증하고 있다. ‘3 E’는 뛰어난 품질(Excellent Quality), 정확한 표시(Exact 

Expression), 지역의 환경과 조화(Harmony With Ecology)의 단어의 머리 

자를 식품의 ‘물건’에 도안화한 것으로 ‘베스트 상품’인 것을 나타낸 통

일된 인증마크이다. 그 외 농산물 채소 임의 일본농림규격(JAS 규격)은 

식료품 등이 일정한 품질이나 특별한 생산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원재료‧원산지 등 품질에 한 일정한 표시를 의무화하

는 ‘품질표시 기 제도’의 2개의 제도가 있다. JAS 규격 제도는 농림산부 

장 이 제정한 일본농림규격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JAS 마크를 붙이는 것

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JAS 규격이 정해진 품목에 해 그 해당하는 JAS 

규격에 합하다고 정하는 것을 등 이라고 하며, 등 을 받은 제품에는 

JAS 마크를 붙일 수가 있다. 품질표시 기  제도는 농림수산부 장 이 제

정한 품질표시 기 에 따른 표시를 모든 제조업자 는 매업자에게 의무

화하는 제도이다. 식품에 한 소비자 심의 고조 등으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기 이 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달할 필요에 의해, 1999년 JAS법 

개정과 더불어 일반소비자 용의 모든 식료품에 해 품질표시 기 (신선

식품 품질표시 기   가공식품 품질표시 기 )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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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JAS 마크

JAS 마크
유기JAS 
마크

일정한 온도 
리 유통 
JAS 마크

특정 JAS 
마크

생산정보공표 
JAS 마크

품 , 성분, 성
능 등의 품질에 

한 JAS 규격
(일반 JAS 규격)
을   만족하는 

식품이나 농산

물 등에 첨부 

된다.

유기 JAS 규격
을   만족하는 

농산물 등에 첨

부된다. 유기 

JAS 마크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 식

품에는 “유기 ○
○ ” 등이라고   
표시할 수가 없

다.

제조로부터 

매까지의 유통 

행정을 일 하

고, 일정한 온도
를 유지하여 유

통시키는 유통

의 방법으로 특

색이 있는 가공 

식품에 첨부되

는 마크. 밥을 

이용한 도시락

(스시, 볶음밥   

등을 포함)에 
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특별한 생산이

나 제조 방법에 

한 JAS 규격
(특정 JAS 규격)
을 만족하는 식

품이나, 동종의 
표 인 제품

에 비해 품질 

등 특색이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 JAS 규격(사
과 스트 이트 

퓨어 주스)을 만
족하는 식품에 

첨부된다.

생산 정보 공표  
 JAS 규격을 만
족하는 방법에 

의해, 사료나 동
물용 의약품 투

여 등의 정보가 

공표되고 있는 

쇠고기나 돼지

고기, 원재료나 
제조 과정 등의 

정보가 공표되

고 있는 가공식

품 등에 첨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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