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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건고추의 재배면적과 단수가 감소하여 전국 생산량은 2000년에 19만
3,790톤에서 2010년에는 9만 5,390톤으로 연평균 6% 감소하였음. 2010년
에는 수입량이 증가하였으나, 총 공급량은 2000년 대비 13% 감소한 19만
7천 톤임. 따라서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생산량은 줄어 건고추 자급률은
2000년 84%에서 2010년 51%로 하락하였음.
건고추의 국내 수요는 일반 소비자와 업체용으로 양분되어 있음. 소비자 가
구는 국산 건고추를 주로 찾는 데 반해, 대형 수요처(음식점, 김치공장 등)
는 가격이 저렴한 수입 건고추를 주로 구매하는 실정임. 따라서 국내 건고
추 가격은 국산과 수입 건고추 시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보다는
국내 생산량의 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임.
건고추 가격은 수확기(8～10월)에는 생산량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정도
로 변동이 심하며, 저장 출하기(11월～익년 7월)에는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
성이 작음. 건고추의 저장 출하기 때는 소비자의 월별 구매량이 소량으로
일정한 편이며, 공급도 수요에 맞추어 산지유통인 등에 의해 일정하게 공급
되고 감모율이 낮아 저장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임.
따라서 건고추의 저장 출하기 때에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수입물량(TRQ)
을 방출하는 시책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오히려 가격 변동성이
큰 수확기에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경우에 대비하여 국산 건
고추를 비축하고 방출함으로써 가격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음.
근본적으로 건고추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산 고추의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고추의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가림 재배를 확대하여 단위당 수확량을 증가시켜야 하며, 둘째, 재배농가
가 고추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기계화와 작업방식의 개선으로 노동력을 경
감시키는 대책이 필요하고, 셋째, 고추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탄저병 등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보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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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고추의 생산·유통 실태
1.1. 국산 건고추의 생산 및 공급 동향
▢ 건고추 재배면적은 2000년 이후 연평균 5%, 생산량은 6% 감소
○ 건고추 재배면적은 2000년 7만 4,471ha에서 2010년 4만 4,584ha로 연
평균 5% 감소하였으며, 2011년은 2010년보다 5% 감소한 4만 2,574ha임
○ 단수는 2000년 260kg에서 2010년 214kg으로 연평균 2% 감소하였음
- 특히 2003년, 2004년, 2010년에는 잦은 비와 고온으로 역병 및 탄저
병이 크게 확산되어 단수가 크게 감소
○ 건고추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에 따라 생산량은 2000년 19만 3,790톤에
서 2010년 9만 5,390톤으로 연평균 6% 감소하였음
- 2011년 생산량은 2010년보다 19% 감소한 7만 7,110톤이었으며 10a
당 수확량은 6～8월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탄저병이 크게 확산
되어 2010년보다 15% 적은 181kg
그림 1. 건고추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자료: 통계청.

건고추 가격 변동의 특징과 시사점

3

▢ 국내 공급량 중 수입 건고추 비중이 크게 증가
○ 국내 공급량 중 수입 건고추의 비중은 2000년에 13%에서 2010년에는
51%로 크게 증가하였음
- 2010년 건고추 공급량은 2000년 대비 13% 감소한 19만 7천 톤
○ 건고추 자급률은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생산량은 줄어 2000년 84%에서
2010년 51%로 감소하였음
표 1. 건고추 공급 동향(연산 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천 톤

연산

2000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년이월(A)

3

0

4

1

3

1

1

1

생산량(B)

194

193

161

117

160

124

117

95

수입량(C)
(A/D)

30
36
68
83
88
86
80
101
(13.2) (15.9) (29.1) (41.2) (34.9) (40.9) (40.3) (51.0)

공급량(D=A+B+C)

227

229

233

201

251

211

198

197

자급률(%)

84.1

86.3

73.0

61.4

67.3

61.8

63.6

50.9

주: 1) 수입량은 기타소스·혼합조미료, 냉동고추, 고추장, 고춧가루와 김치에 포함되어 있
는 고춧가루 수율을 적용하여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과 건고추 수입량을 합한 수
치이며, 휴대용 반입량은 포함시키지 않음.
2) ( )는 공급량 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1.2. 건고추의 유통 경로
▢ 국산 건고추가 산지유통인에 직접 판매되는 비중은 73%
○ 농가에서 생산된 건고추는 산지유통인에 직접 판매되는 비중이 73%로
가장 높으며, 소비자와의 직거래 비중은 12%임
○ 건고추 농가의 판매처는 지역농협, 산지유통인, 산지공판장, 직거래 등
이며, 산지유통은 대부분 산지 유통인에 의해 수집·반출되고, 주요 집산
지로 출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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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반출상은 지역 고추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면서 3～5명 정도의
수집상을 통해 수집한 물량을 도매상과 대량 수요처 등에 판매
- 중간수집상은 일정구역의 농가를 순회하며 수집한 물량을 각 지역의
고추시장에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수집·반출상에 판매
그림 2. 국산 건고추의 유통 경로

주: 조사 유통경로는 안동→서울, 제천→서울, 정읍→서울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고추유통실태, 2010.

○ 중도매인은 주요 집산지의 수집·반출상으로부터 건고추를 직접 매입하
거나 위탁받아 판매함
- 주요 거래처는 소매상, 가공업체(김치공장·장유업체), 대량수요처(급
식·요식업소) 등으로 소매상과 가공업체에는 원초 상태로, 대량수요
처에는 분말 상태로 공급
○ 소매상은 재래시장, 전문소매상, 일반소매상(방앗간·기름집 겸업), 백화
점 및 대형마트, 슈퍼 등임. 구매는 도매시장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는 산지에서 직접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음

건고추 가격 변동의 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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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고추는 민간업체와 유통공사가 수입하여 유통
○ 중국산 냉동고추(홍고추)는 국내 민간업체에 의해 수입되어 건고추 형
태로 가공되어 산지 유통인, 요식업소, 가정, 식품가공회사 등으로 판매
되고, 건고추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하여 대부분 공매절차
를 거쳐 판매됨
○ 휴대 건고추의 유통경로는 보따리상이 통관을 마치면 단골 전문 수집상
들에 의해 매입되어 산지유통인에게 판매됨
○ 기타 관련품목은 상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요처(가공업체, 요식업체,
대량수요처)로 공급되는 주문수입 형태임
그림 3. 중국산 건고추의 유통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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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고추 가격의 특징과 변동성 분석
2.1. 건고추 가격 변동의 특징
▢ 수확기(8∼10월)는 가격 변동이 심한 반면, 저장출하기(11월～익년
7월) 가격은 비교적 안정
○ 수확기에는 잦은 비, 태풍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 변동이 심하고 가구 소
비자, 대형 수요처(음식점, 급식업체, 김치공장 등)의 건고추 구매 비중도
높아 가격 변동성이 심함
○ 저장출하기 가격은 구매 비중이 낮고 저장성이 좋아 수확기보다 안정적
이고, 저장출하기의 월별 건고추 소비자의 구매량은 소량으로 매년 일
정하며 공급도 구매량에 맞추어 일정하게 공급됨
- 전체 건고추 구매량 중 수확기 구매 비중이 70% 이상으로 대부분의
소비자 가구는 수확기에 구입을 완료하며, 저장 출하기에는 건고추보
다는 주로 고춧가루 형태로 구입함
표 2. 소비자의 건고추 및 고춧가루 구입 비중
구입형태

수확기(8～10월)

저장출하기(11월～익년 7월)

건고추

71.8%

16.9%

고춧가루

45.4%

39.0%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1 주요 농축수산물 소비 패턴.

○ 건고추 도매가격의 수확기 변이계수는 0.07로 저장출하기(0.01)보다 상
대적으로 높음
표 3. 건고추 도매가격의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2008～2010년 평균

수확기(8～10월)

저장출하기(11월～익년7월)

0.07

0.01

건고추 가격 변동의 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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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건고추(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원/600g
20,000

15,000
2011년산
10,000

2010년산

5,000

평년

0
8

9

10

11

12

1

2

3

4

5

6

7

월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건고추는 저장성이 좋고 감모율도 낮아 비용이 저렴
○ 건고추는 저장성이 좋고, 감모율도 낮아 저장비용이 적게 듦
- 열풍건조(60℃)된 건고추를 마대에 포장하여 상온에서 8개월간 장기
저장하였을 때 건고추 감모율은 3.3%, 6개월 저장 시 1.3%, 4개월 저
장 시 0.5% 발생
- 마늘과 양파는 저장기간이 1년에 불과하나, 건고추는 2년 이상 저장
이 가능하여 다른 품목보다 저장 위험성(storage risk)이 적음
그림 5. 열풍건조(60℃)에 의한 건고추 저장성 비교

자료: 농촌진흥청. 2000.

8

제 16호

- 건고추 유통 단계별 감모비용은 600g당 62원으로 소매가격 대비 비중
은 0.8%에 불과하나, 마늘과 양파는 kg당 각각 631원, 73원으로 소매
가격 대비 비중이 각각 13.1%, 4.8%로 건고추보다 높음
표 4. 건고추, 마늘, 양파 유통 단계별 감모비용 비교(2006～2010년 평균)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체, 도매상
소매상
합 계
소매가격 대비 비중(%)

건고추(원/600g)
62
62
0.8

저장마늘(원/kg)
147
484
631
13.1

저장양파(원/kg)
73
73
4.8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고추유통실태, 2006~2010.

2.2. 건고추 가격의 변동성 분석
▢ 수입으로 인한 건고추 가격의 안정 효과는 낮아
○ 2010년산과 2011년산 건고추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민간수입량도 증가
하여 2010년산에는 9만 3천 톤으로 평년 대비 20%, 2011년산은 10만
8천 톤으로 평년 대비 40% 많을 것으로 추정됨
○ 2010년산 건고추 공급량은 19만 7천 톤, 2011년산은 19만 5천 톤으로
평년(20만톤)보다 다소 적었으나, 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41%, 2배 이
상 높았음
○ 정부에서는 국산 건고추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0년산에 TRQ를
7,600톤을 도입하였고, 2011년산에는 1만 9천 톤으로 증량하여 도입하
고 있으나, 국산 건고추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보합세를 유지함
○ 따라서 민간 수입 및 TRQ 증량 등 수입으로는 국산 건고추 가격을 안
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건고추 가격 변동의 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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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고추 도매가격은 국내 생산량에 크게 영향 받아
○ 국산 건고추 가격은 수확기에 국내 생산량 변화에 따라 결정되며 수입
량 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
○ 이는 국산 건고추 수요와 수입 건고추 수요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임
- 소비자 가구는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산의 선호도가 98%로 크게 높
은 것으로 조사되어1) 국산 건고추 가격이 오르더라도 국산을 구입하
며, 대형 수요처에서는 국산 건고추 가격이 높아 주로 수입품을 구입
표 5. 가구 소비자의 국산과 수입산 건고추 선호도

단위: %

국산

수입산

97.6

2.4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 조사치, 2012. 1.

그림 6. 소비자가 국산 건고추를 선호하는 이유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 조사치, 2012. 1.

○ 2000～2010년 국내 건고추 도매가격은 국내 건고추 생산량에 따라 등
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국산 건고추 가격
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1) 2012년 1월 10~15일 752명의 소비자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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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건고추의 국내 도매가격, 국내 생산량, 수입량 동향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세청.

○ 국산 건고추 도매가격과 수입량의 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그랜저검
정(Granger causality tests)으로 분석한 결과, ‘수입량은 국내 도매가격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으나, ‘국내 도매가
격은 수입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됨. 이는 수
입이 국내 건고추 도매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도매가격의 등락
은 수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국산 건고추 가격과 수입량의 교차탄력성도 0.11로 두 상품에 대한
수요는 양의 부호를 가지나, 그 정도가 적어 서로 미치는 영향은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남
표 6. 건고추의 국내 도매가격과 수입량 간 그랜저인과관계 검정
시차(Lags): 2
귀무가설 (Null Hypothesis)

Obs F-Statistic

수입량은 국내 도매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내 도매가격은 수입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78

Prob.

1.84171

0.1616

10.1484

7.00E-05

주: 1996년 1월 ~ 2010년 12월의 월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시차길이는 SC(Schwarz
information criterion)기준을 이용하여 시차(2)를 적용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세청.

○ 따라서 국내 도매가격은 상대적으로 수입보다는 국내 생산량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국내 도매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입을 늘려도 가격 하락 효
과는 미미할 것임
건고추 가격 변동의 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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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과 과제

▢ 가격 안정 위해서는 국산 건고추의 비축이 관건
○ 국산 건고추 가격은 국산 생산량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정부의 수입물
량(TRQ) 방출은 실효성이 낮음
- 수확기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을 경우 수입품과 국산
건고추 시장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저장출하기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
수입물량(TRQ)을 도입하여 방출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낮음
○ 국산 건고추 비축물량에 따른 2011년산 도매가격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국산 건고추 비축물량이 없는 2011년산 도매가격은 1만 4,300원이었음
- 2010년산 수요량(197,000톤)의 1%인 1,970톤의 국산이 비축되어 이
월 방출되었을 경우, 2011년산 도매가격은 1만 3,900원, 2%인 3,940
톤이 이월 방출되었을 경우 1만 3,400원, 5%인 9,850톤이 이월 방출
되었을 경우에는 1만 2,300원까지 하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표 7. 국내산 건고추 비축량에 따른 2011년산 도매가격 변화
비축물량

국내산 공급량(톤)

2011년산 도매가격(원/600g)

0톤(0%)

77,110

14,300

1,970톤(1%)

79,080

13,900*

3,940톤(2%)

81,050

13,400*

5,910톤(3%)

83,020

13,000*

9,850톤(5%)

86,960

12,300*

주: 1) ( )는 2010년산 수요량(197,000톤) 기준임.
2) 국내 생산량에 대한 국내 가격 신축성 계수는 -1.2를 적용하였으며 도매가격은 국내
산 건고추 생산량에만 영향을 받으며 이월되는 건고추와 햇건고추의 품질은 같다고
가정함.
3) *는 추정 도매가격임.

○ 따라서 정부 수입물량으로 공급을 조절하기 보다는 국산 건고추를 비축
하여 가격이 높을 경우 방출하는 것이 건고추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
는 바람직한 수단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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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고추의 생산량 확대를 위하여 비가림 재배, 일시수확형 품종
육성, 병충해 저항성 강화 등의 대책 필요
○ 국산 건고추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량 확대가 우선 과제
이나, 농촌 고령화로 인해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단위당 수확량을 늘려야 함
○ 최근 10년(2001~2011년)간 고추 재배면적은 연평균 감소율이 5%임.
2017년에는 재배면적이 3만 1,500ha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평년 소비량이 18만 톤으로 가구소비자 구매 비중을 56%로 가정할
경우 국산 건고추의 최소 생산량은 10만 톤을 유지할 필요
○ 건고추의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비가림 재배 방식을 통해 단위
당 수확량을 증가시켜야 함
- 비가림 재배 방식은 노지보다 병충해 피해가 적어 단위당 수확량은
약 2.7배 증수 효과
* 정부는 2012년에 고추 비가림시설 시범사업을 주요 주산지를 중심
으로 180ha 지원 예정
* 비가림시설 지원 면적을 단계적으로 늘려 2017년에는 3,600ha까지
확대하여 국내 생산량을 12만 6,000톤까지 증가시키고 목표 자급
률을 65%까지 달성할 계획
- 따라서 2017년에 국산 건고추 10만 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지 재
배(단수 243kg) 25,200ha, 비가림 재배(단수 656kg) 6,300ha를 유지
해야 하므로 2017년까지 비가림시설 지원 면적을 6,300ha으로 더 확
대할 필요
○ 둘째, 농가의 고추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 기계화와 함께 일시수확형
고추 품종을 육성하여 노동력을 경감시키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고추 노동 투입시간은 10a당 168시간으로 마늘(129시간)과 양파(104
시간)보다 매우 많기 때문에 군인의 대민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인력
지원 검토가 필요

건고추 가격 변동의 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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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수확형 고추 품종으로 재배할 경우, 수확횟수를 1회로 줄인다는
장점이 있어 노동력을 경감시킬 수 있음
○ 셋째, 병충해에 강한 품종 개발을 통해 고품질의 고추 생산량이 확대되
도록 노력해야 함
- 역병에 저항성이 있는 PR(Phytophthora Resistant) 계통 품종이 많이
보급되면서 역병 피해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수확량을 크게 감소시키
고 전염성도 높은 탄저병에 견딜 수 있는 품종 개발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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