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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는 월드컵 개최와 한

류 열풍으로 더욱 알려지게 되었으며 2006년 미국의 건강

잡지인 ‘Health’에서 세계 5  건강식품의 하나로 채택되

면서(1) 그 건강 기능성으로 세계인의 심의 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통 으로 집에서 담궈 먹던 우리의 김치는 

외식의 증가와 함께 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상품화

되고 그 제조 과정이 산업화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가상승과 환율감소, 가의 국산 김치 등

으로 인해 김치수출은 물론 내수시장도 매우 어려운 실정

이다. 한 식약청의 기생충  속 규정 고, 

HACCP의 의무 용, 일본에서의 포지티  리스트 제도 

등은 김치제조업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의 김치산업은 군납이나 식 등을 한 김치공장들

로 시작하여 일반 을 한 상품화 기술은 아직 미흡하

다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 은 다시 한 번 김치산업을 재정

비하고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되며 김치제

조업체들이 김치 종주국으로서 최고의 제조 기술과 품

질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발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고는 김치산업의 련 황과 문제 을 

악하고 발 을 한 방법을 제언함으로써 김치산업의 활

성화와 육성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김치산업 황

김치제조업체 황

우리나라의 공장 김치 제조는 군납용 김치를 생산하면

서부터 시작되었으며(2)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시설을 갖춘 제조업체에서 김치를 본격 으로 생산

하게 되었다.

김치제조업체 수는 김 등의 발표(3)에서 1992년 160개, 

1995년 200개, 1997년 459개 으며 2005년 식품의약품안

청의 국내 배추김치 기생충알 검사결과발표(4,5)에서는 

김치류 생산 신고업체는 855개 업체 지만 생산 단업체

를 제외한 검사 가능한 업체는 502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 김치제조업은 식품 생법 시행령에서 업

종별 제조업 허가사항이 식품제조 가공 업종으로 통합

되어 있고 식품제조업은 자율신고업으로 되어 있어 별

도의 제조업체 수를 정확하게 악하기는 어려운 사항

이다.

식품공업 회(6)에 등록된 김치․ 임류 제조업체로

서는 2007년 9월 기  1,929 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  63%가 종업원 수가 5인 이하

의 가내공업수 의 세한 업체이며 종업원 수 100인 이

상은 25업체로 1.3%정도에 불과하 다. 김치․ 임류 제

조업체가 어떤 업체든 김치생산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김

치생산은 주로 10인 이하의 아주 세한 김치․ 임류 

제조업체에서 소규모로 생산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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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김치의 년도별 수출 황 (단 : 년, kg, 달러, %)

구  분 물량( 년 비증감율) 액( 년 비증감율) 단가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7,192,650

9,313,934

11,090,306

12,476,068

10,699,688

12,080,249

15,938,948

24,560,523

23,433,327

23,784,659

29,212,595

33.064,399

34,827,410

32,307,296

25,599,787

(-)

(29.5)

(19.1)

(12.5)

(ㅿ14.2)

(12.9)

(31.9)

(54.1)

(ㅿ4.5)

(1.5)

(22.8)

(13.2)

(5.3)

(ㅿ7.2)

(ㅿ20.8)

23,089,396

34.204,583

44,191,738

50,909,869

39,138,023

39,691,969

43,743,190

78,839,974

78,847,255

68,730,769

79,318,379

93,195,274

102,726,070

92,964,621

70,327,945

(-)

(48.1)

(29.2)

(15.2)

(ㅿ23.1)

(1.4)

(10.2)

(80.2)

(0.0)

(ㅿ12.8)

(15.4)

(17.5)

(10.2)

(ㅿ9.5)

(ㅿ24.3)

3.210

3.672

3.985

4.081

3.658

3.286

2.744

3.210

3.365

2.890

2.715

2.819

2.950

2.878

2.747

1～10월
2006

2007

21,212,735

21,613,270

(ㅿ25.5)

(1.9)

58,352,643

60,158,970

(ㅿ29.5)

(3.1)

2.750

2.783

자료원: 농산물유통공사, 수출입 통계

표 1. 김치제조업체 수 (단 : 명, %, ton/day)

구  분 업체 수(비 ) 상 생산량

 5이하

  6～10

 11～20

 21～30

 31～40

 41～50

 51～100

 100 이상

1,218 

263 

222 

81

43

32

45

25

(63.14)

(13.63)

(11.51)

(4.20)

(2.23)

(1.66)

(2.33)

(1.30)

3 이내

5

10

15

20

50

70～80

계 1,929 (100.0) -

자료원: 한국식품공업 회

김치업체들의 생산실 에 한 사항으로는 1997년 업

체별 1일 생산능력은 평균 3,371톤, 생산인원은 12명, 1일 

생산 실 은 평균 1,827톤으로 평균 가동률 47.19%로 보고

(3)된 이후 정확한 통계를 찾을 수 없으나 최근에는 하루

에 100톤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도 생겨 그 시설이 많이 

기계화, 자동화되어 가고 있다.

김치의 생산  소비실태

여성의 사회참여, 외식산업의 증가, 단체 식의 증가 등 

경제, 사회  변화 등으로 가정에서 담궈 먹던 김치는 감

소하고 공장김치, 수입김치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7).

농  경제연구원의 자료(2,8,9)에 의하면 연간 국내 김치 

총 소비량은 150만톤 내외의 수 으로 추정되는데 이  

배추김치의 소비가 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포장김치는 

체의 약 20% 수 으로 추정하 다. 한 체 김치 소비

량  자가생산 소비 김치는 54%(가정김치 50%, 요식업소 

자가 생산 김치 4%), 국내 공장 생산 김치와 수입김치를 

표 2. 김치 1인 1일 평균섭취량 (단 : g)

2001년 2005년

체평균 남자 여자 체평균 남자 여자

체김치

배추김치

127.8

 91.9

138.1

100.8

119.0

 83.9

123.9

 90.3

140.4

104.3

107.4

 76.1

자료원: 국민건강․ 양조사보고, 각 년도

포함한 시 용 김치는 약 46%정도로 추정하 다. 그리고 

2006년 말을 기 으로 수입김치는 체 공 량의 11.6%, 

시 용 김치의 2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 다.

한편 국내 김치생산량이나 소비량에 한 명확한 통계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국민건강 양조사결과(10,11)를 

기 으로 추정하면 표 2에서와 같이 2005년의 1인 1일 평

균섭취량은 체김치와 배추김치가 각각 123.9 g, 90.3 g으

로 모두 2001년도의 경우보다 감소 추세를 보 다.

이상과 같은 김치소비의 감소 추세 속에서 국산 수입

김치의 증가는 배추 등 김치의 재료 농산물의 수   가

격에 향을 미치면서 국내 김치제조업체를 압박하고 있

다 하겠다.

김치수출입 황 

김치수출 황

김치수출은 1990년  부터 시작되었으며(표 3) 2001

년 7월 Codex 국제식품규격 원회에서 배추김치에 한 

Codex규격이 채택됨으로서 김치는 국제화되고 수출 한 

더욱 증가되어 2004년까지 계속 증가하 다(12). 그러나 

표 3에 나타내었듯이 최고에 달했던 2004년도의 김치 수

출은 2005년도(물량: △7.2%)에 이어 2006년도(물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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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김치의 국가별 수출 황 (단 : 년, kg, 달러, %)

구  분 일본  만  미국 북마나리아 터어키 뉴질랜드

2004

물량

(비 )

32,428,420

(93.11) 

445,535

(1.28) 

514,593

(1.48) 

185,592

(0.53) 

95,000

(0.27) 

155,403

(0.45) 

액

(비 )

96,911,362

(94.34) 

968,188

(0.94) 

1,195,655

(1.16) 

307,177

(0.30) 

186,340

(0.18) 

439,700

(0.43) 

2005

물량

(비 )

29,663,346

(91.82) 

687,167

(2.13) 

481,245

(1.49) 

151,609

(0.47) 

305,690

(0.95) 

89,261

(0.28) 

액

(비 )

86,427,588

(92.97) 

1,470,133

(1.58) 

1,213,364

(1.31) 

244,301

(0.26) 

614,551

(0.66) 

230,552

(0.25) 

2006

물량

(비 )

22,792,510

(89.03) 

724,104

(2.83) 

541,290

(2.11) 

35,535

(0.140) 

180,410

(0.70) 

195,630

(0.76) 

액

(비 )

62,636,574

(89.06) 

1,624,968

(2.31) 

1,801,305

(2.56) 

80,359

(0.11) 

424,807

(0.60) 

497,067

(0.71)

1～10월

2006

물량

(비 )

18,896,183

(89.08)

581,075

(2.74)

444,946

(2.10)

29,035

(0.14)

180,410

(0.85)

158,077

(0.75)

액

(비 )

52,031,388

(89.17)

1,307,619

(2.24)

1,500,490

(2.57)

62,873

(0.11)

424,807

(0.73)

400,551

(0.69)

2007

물량

(비 )

19,259,845

(89.11)

568,460

(2.63)

520,169

(2.40)

14,800

(0.07)
0(0.00)

152,535

(0.70)

액

(비 )

52,957,290

(88.02)

1,394,438

(0.02)

1,931,860

(3.21)

4.1610

(0.07)
0(0.00)

422,700

(0.70)

증감율
물량

액

1.9

1.8

ㅿ2.2

6.6

16.9

28.7

ㅿ14.9

ㅿ33.8

ㅿ100.0

ㅿ100.0

ㅿ3.5

5.5

자료원 : 농산물유통공사, 수출입 통계

표 5. 김치의 연도별 일본 수출 황 (단 : 년, kg, 달러, %)

구  분 물량( 년 비증감율) 액( 년 비증감율) 단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2,260,552 

22,199,500 

27,097,160 

30,583,999 

32,428,420 

29,663,346 

22,792,510 

(ㅿ6.5)

(ㅿ0.3)

(22.1)

(12.9)

(6.0)

(ㅿ8.5)

(ㅿ23.2)

76,463,259 

65,027,768 

74,125,981 

87,168,671 

96,911,362 

86,427,588 

62,636,574 

(ㅿ0.7)

(ㅿ15.0) 

(14.0) 

(17.6)

(11.2) 

(ㅿ10.8) 

(ㅿ27.5)

3.434

2.929

2.735

2.850

2.988

2.913

2.748

1～10월
2006

2007

18,896,183 

19,259,845 

(ㅿ28.4)

(1.9)

52,031,388 

52,957,290 

(ㅿ33.0)

(1.8)

2.753

2.749

자료원: 농산물유통공사, 수출입 통계

20.8%)에 크게 감소되었다. 2006년 김치 수출은 년 비 

물량 20.8% 액 24.3%나 감소되었는데 이는 2005년 9월 

국산 김치의 납 검출(13)과 10월 말 식품의약품안 청

의 국산과 일부 국내산 김치의 기생충 알 함유 발표(4,5)

에 이은 안 성 동과 환율 하락에 따른 경쟁력이 하되

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김치 수출의 감소추세는 

2007년 10월 재 회복되어 2006년의 같은 시기에 비해 

다소 증가하 다. 수출 단가의 경우는 수출의 증가와 함께 

2001년 이후가 이 보다 하락하 다. 

수출국가별 비 을 살펴보면 동을 겪은 2006년(89%)

을 제외하고 수출김치의 90%이상은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표 4). 일본이외 다른 국가로의 수출은 아주 미진하여 

만의 2006년도 수출물량은 체 수출량의 2.8% 정도 다. 

미국지역으로의 김치수출은 세계 5  건강식품 선정 효과 

등에 힘입어 2006년 이후 다소 증가하여 2007년 10월까지

의 수출물량은 2006년 같은 시기에 비해 물량은 16.9%, 

액은 28.7%가 증가하 다.

주요 수출국인 일본으로의 수출 황은 표 5에 나타내

었듯이 체 김치 수출 추이와 같이 계속 증가되어 오던 

수출 물량이 역시 2005년의 기생충 동 이후 감소하 으

나 2007년에는 회복되었다. 일본 김치시장에서 한국김치

는 2003년도까지는 물량이나 액 면에서 일본산 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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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김치의 수입 황 (단 : kg, 달러, %)

구  분 물량( 년 비증감율) 액( 년 비증감율) 단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9,219

24,164

10,000

92,246

473,252

393.255

1,051,087

28,706,702

72,605,226

111,459,095

177,958,791

(-)

(25.7)

(ㅿ58.6)

(822.5)

(413)

(ㅿ16.9)

(167.3)

(2631.1)

(152.9)

(54)

(60)

41,234

44,985

4,913

39,824

201,601

198,540

474,180

10,315,103

29,472,557

51,340,461

87,955,366

(-)

(9.1)

(ㅿ89.1)

(710.6)

(406.2)

(ㅿ1.5)

(138.8)

(2075.4)

(185.7)

(74.2)

(71)

2.145

1.861

0.491

0.432

0.426

0.505

0.451

0.359

0.406

0.461

0.494

1～10월
2006

2007

147,146,862

170,523,586

(53.5)

(15.9)

73,092,626

84,767,754

(67.6)

(16)

0.496

0.497

자료원: 농산물유통공사, 수출입 통계

제외하고는 유율 1 으나 2004년부터는 국산이 1

를 차지하고 그 비 은 첨차 증가하고 있다. 한 일본

에서는 일본 국내 생산김치와 국산 김치의 유통량이 

폭 증가하여 한국산 김치의 유율은 2004년 약 8% 정도

으나 2006년에는 하락하여 약 5% 정도이었는데 비해 

국산 김치의 일본시장 유율은 약 28% 수 으로 증가

하 다(2).

한 일본은 2006년 5월 29일부터 농식품에 잔류농약 

허용기 을 과하는 농식품의 유통을 지하는 포지티

 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김치수출업체에서는 큰 

부담과 을 받고 있다. 이에 응하기 해서는 농가와 

제조업체를 상으로 농약 안 사용 교육은 물론 일본에

서의 우리김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극 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김치수출은 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이외 

의 아시아 여러 국가, 미주, 유럽, 러시아 등 새로운 수출 

시장과 수출망을 개척하여야 할 것이다.

김치 수입 황

타국가로부터의 김치수입은 표 6에서와 같이 1996년 

국김치를 시작으로 계속 증가되어 오다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증하여 2006년에도 김치 수입은 물량 

177,959톤, 액 87,956천불에 이르러 2005년도 비 각각 

60%, 71% 증가하 다. 한 김치 수출입수지는 2006년에

는 김치수출이 감소되면서 수입 액이 87,955천달러로 수

출 액 70,328천 달러를 과하 으며 2007년 10월까지의 

김치수입액도 84,768천 달러로 역시 수출액 60,159천 달러

를 과하는 마이 스 수지를 기록하 다. 반면 임배추

의 수입은 2000년 11,373톤이었으나 2005년 591톤으로 크

게 하락하 는데 이는 임배추보다는 김치로 바로 수입

하는 물량이 증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13). 한편 신선 

배추의 경우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함께 증가하여 국내 배

추 공 량의 9%를 차지한다(14).

김치의 수입단가는 2002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물량의 증가 추이 속에서의 이러한 수입단가의 증가

는 간과할 수 없는 부담으로 여겨진다.

농 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2)에서는 2006년도 수입

김치는 가정김치를 포함한 체 국내 김치공 량의 

11.6%, 시 용 김치의 2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

으며 수입김치의 소비량은 식당이나 ․외식업소의 

체수요량의 약 40%에 달하며 요식업소에서 자가생산하는 

량을 제외한 구매량을 기 으로 하면 약 50% 이상일 것으

로 추정하 다.

수입김치의 부분은 국김치로 ․외식이 증가하면

서 국 김치의 수입은 증하 다(표 7). 김치는 국산 

5  수입농산물  가장 큰 비 (2004년: 29%)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2005년의 김치 안 성 동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하여 2006년 177,959톤(물량)이었으며 2007년 10월 

재까지의 국김치수입도 2006년 같은 시기에 비해 물량

기  15.9% 증가하 다. 국산 김치의 유통경로별 비 은 

식당 70%, 단체 식 20%, 유통업체 10%로 추정된다(13).

국 내 김치공장 수는 130여 개소로 추정된다(13). 

국의 한국김치 생산 황은 표 8과 같으며 국의 김치 

수출업체는 부분 한국 독자  주식 소유 업체로서 국

의 김치 생산 원가 우 를 이용하여 국에 투자하여 김치

를 생산한 후 국산 김치로 한국에서 수입하여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14). 

이러한 국산 김치의 수입 증가에 응하고 국내 김치

산업을 활성화하기 해 농림부에서는 국내산 김치 사용

업소의 원산지 표시제의 시행을 극 유도하고 국산 김

치의 국산 김치로의 장 매에 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시하 다. 한 국김치의 안 성 확보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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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김치 수입 황 (단 : kg, 달러, %)

구  분 물량( 년 비증감율) 액( 년 비증감율) 단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467,353 

392,981 

1,041,720 

28,701,639 

72,605,018 

111,428,740 

177,921,691 

(418.4) 

(ㅿ15.9) 

(165.1)

(2655.2) 

(153.0) 

(53.5)

(60.0)

177,084 

195,434 

467,665 

10,287,694 

29,472,130 

51,312,205 

87,935,905 

(440.0) 

(10.4)

(139.3)

(2099.8)

(186.5)

(74.1)

(71.0) 

0.378

0.497

0.448

0.358

0.405

0.460

0.494

1～10월
2006년

2007년

147,109,762 

170,523,585 

(53.6)

(15.9)

73,073,165 

84,767,736 

(67.7) 

(16.0) 

0.496

0.497

자료원: 농산물유통공사, 수출입 통계

표 8. 국의 한국 김치 생산업체 조사 황

2004 2005

 총생산량(톤)

 한민국 수출량(톤)

 수출가격(달러/톤)

15,282

17,970

 428.5

21,413

21,413

 433.5

자료원: 농 경제연구원 연구자료, 국 김치․당근의 생산․

유통․수출 황과 망

수입통 시 생검사를 강화하여 재 10건당 1회의 무작

 샘 검사를 5건 1회로 늘일 것을 요청하 다(15).

김치제조업체들의 안과제와 개선 책

원․부재료 수 의 불안정

김치의 재료들은 자연재해에 의한 작황의 불안정, 장기

장이 어려운 채소로서의 특성, 김치재료의 유통체계의 

불안정 등으로 수 에 어려움이 많다.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는 기후 변화에 매우 민감한 품목

으로 장성이 떨어져 가격 측이 매우 어려운 품목이며 

하 기에는 태풍  고온으로 피해가 속출하여 수 에 차

질을 발생하고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 따라서 김치제조업

체에서는 배추의 3개월 이상 장기보존 방안이 하루빨리 

고안되어 배추의 가격이 렴한 시기에 량으로 구매하

므로서 하 기나 김장철 이후 배추 수확 까지의(3

월～5월, 7월～10월경) 제조원가의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 연  일정한 가격의 배추 수 이 가능할 수 있기

를 희망하고 있다. 

마늘이나 양 의 경우는 장성이 좋아 수확시기에 수

매가격이 정해져 단가산출이 가능하나 소업체에서는 물

량을 일 수매하지 못해 가격 폭등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교  단가가 높은 고추는 장성이 좋고 묵은 고추가 

색상도 좋으므로 수매시장에서 일 구매하여 생산지에서 

원 가공한 고추 가루를 납품 받는다면 가격면에서도 유

리할 것이며 안 성에 한 불신감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치 제조 공정의 HACCP( 해요소 리제도) 의

무화

배추김치에 한 연매출액, 종업원수를 기 으로 연차

인 HACCP 의무 용을 도입하는 식품 해요소

리기  개정(안)이 2007년 10월 입안 고(16)되었다.

김치제조업체로는 이미 29개업소가 HACCP 인증을 받

았으며(16) 김치업계에서도 안 한 김치의 생산  공

을 해 HACCP 도입이 필요함은 공감하고 있으나 값싼 

국산 김치의 수입증가, 환율인상에 따른 수출의 축 

등으로 인한 지 의 어려운 상황에서 배추김치의 HACCP 

의무 용은 단한 재정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따라서 김치업계에서는 김치를 HACCP의 의무 용보

다는 권장품목으로 환하고 생 리 매뉴얼이나 종사

자교육 등의 지원책을 통하여 자율  용이 유도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군납 수의계약의 폐지

국내 김치 산업의 발 은 1960년  후반 베트남 쟁의 

월장병용과 본격 인 국내 군납용 생산이 거름이 되

었다(2). 그런데 국방부 산하 방 사업청에서(17) 2007년 

7월부터 단체 수의계약을 폐지함에 따라 공동수 제에 의

한 군납김치 경쟁조달이 시행되게 되었다. 하지만 김치제

조업체는 HACCP인증 등 공동 수 제에 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며 향후 입찰에 실패한 소규모 업체에서는 덤

핑 매에 따른 가격 폭락과 제조원가 감을 한 값싼 

수입산 원․부재료를 사용할 우려도 있다. 

이에 비하여 소규모 업체는 지역별 별미김치의 생산

이나 생 인 제조과정에 한 홍보, 소비자와 생산자간

의 직거래 유도 등에 따른 매가 감 등의 자구책을 강

구하여야 할 것이다.

김치제조업계의 세성과 경쟁력 부족

김치공장은 체로 세하고 소자본으로 시작하기에 

매체계에 문제가 생겨 팔지 못하거나 김치의 유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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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겨 내수시장에서 유통되거나 수출시에는 김치를 버

리던지 덤핑을 하기도 한다.

한 새로운 김치제품의 개발 등에 투자를 할 여력이 

거의 없는 가운데 김치 수출 매가는 10년 과 비슷하거

나 감소하고(표 2) 고유가, 환율감소 등의 악재가 있으면 

더 상태가 악화된다.

이외에도 김치 업체 간의 과다경쟁 속에서 주 수출국인 

일본의 OEM을 따르므로 한국김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

가 되지 않은 채 계속 일본에 끌려갔으며 국 김치의 

두와 함께 국내의 김치수출산업은 더욱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김치산업육성을 한 제언

김치 원․부재료의 안 한 수 과 가격안정이 요하다

김치 원․부재료의 공 과 유통체계의 불안을 해소하

여 재료 수 을 안정화시키고 가격을 실화하여야 한다. 

원․부재료의 수 량과 김치공장  일반인들의 수요를 

맞추는 수 지도를 그려 손실되는 부분이 없는 농업경

과 더불어 김치재료의 연  수 방법과 경쟁력있는 가격

을 도출하고 김치공장과 농민과의 연계를 갖추는 시스템 

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재료를 장기 온 보 하는 방법과 

묵은지, 캔 김치로의 제조방법 등도 계속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주재료의 생산이력제와 김치의 안 성 확보는 필수

이다

김치가 상품화되고 세계 으로 유통되기 해서는 김치

재료의 안 리와 생 인 제조, 안 한 유통시스템이 

필수 이다. 한 김치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격을 안정

화하기 해서는 주재료인 배추, 무, 고춧가루 등의 생산이

력제 실시는 이제 의무 으로 실행하도록 하여야한다. 생

산이력제를 따른 재료의 재배는 배추가격  김치가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더러 일본의 포지티  리스트 

 식약청의 기 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김치제조업체는 최근 식약청에서 추진하고 있

는 HACCP의 의무 용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김치 산업

화 기반을 갖추기 해서 분명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GAP(우수농산물 리제도) 는 HACCP( 해

요소 리제도) 등 업체의 여건에 맞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김치산업 육성법의 제정과 산지원, 원산지 표시제의 

확  등이 필요하다

김치산업은 농산물 생산, 가공제조, 상품화 등 다양한 

분야가 련되어 있으므로 농산물가공육성법에 의한 한국

통식품품질인증제도, 산업표 화법에 의한 가공식품

KS품질인증제도 등 행 제도를 보완하여 김치산업 육성

을 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업체에서 이들 제도를 수용

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고려인삼과 같이 김치도 한국산 원료로 한국에서 생산

된 차별화된 김치를 말하는 지리  표시개념의 도입이 

실히 필요하며 이로써 세계시장에서 한국김치를 차별화 

할 수 있다. 

요즈음 부분 외식 부분에 소비되는 국산 김치와 차

별화하기 해 주로 외식부분에서 시행하고 있는 김치의 

원산지 표시제를 더욱 확 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김치공장의 화와 유통시스템 확보, 마  략이 

필요하다

김치산업기반을 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시설투자와 

인력양성 등이 필요하며 세기업은 통을 계승하는 

통김치를 제조하게 하고 그 매망을 정부나 회 등 단체

에서 담당한다면 더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요 측과 마 의 개발로 수요공 의 균형을 조

정․ 리하는 체계 구축이 요하다. 김치는 냉장유통이 

필수 이지만 유통  장시스템의 부족으로 일정한 김

치의 공 이 어렵다. 유통시스템을 갖추어 오랜 유통으로 

인해 상품성이 상실되어 버리는 김치가 없도록 하며 과숙 

김치를 김치 , 개, 묵은지 등으로의 재이용을 할 수 있

는 방법도 개발하여야 한다. 

김치의 기능성 강화  건강 맞춤형 고부가 가치 김치를 

개발하고 다양한 등 을 두어 업체간의 과다경쟁을 조

하고 가격을 안정화한다

건강 증진의 기능을 강화하여 고부가 가치의 김치를 건

강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면 김치는 더욱 경쟁력을 가지

게 될 것이다. 한 매운 맛의 정도, 익은 정도, 첨가양념의 

정도, 용량의 크기, 용기의 다양성, 맞춤형 김치의 제조 

등에 따라 등 을 두어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가격을 안정

화시켜야 한다.

가격 경쟁력 확보는 매우 요하며 김치 산업이 해결해

야 할 사항이다. 김치의 수출가격 감소와 가의 국산 

김치와의 가격 차이는 한국산 김치의 차별화와 고 화, 

명품화로 극복되어야 한다.

김치의 연구개발  김치 산업화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

아직도 세한 김치 생산업체가 가정에서 담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주먹 구기식의 생산방법을 택하여 김치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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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고 있으므로 김치 제조방법, 장성, 포장기술, 제조

설비, 상품화기술, 매기술 등에 한 체계  연구  활

용이 요하다. 한 신제품 개발과 상품의 다양화, 소비

자의 욕구 악,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해 연구소나 학에서는 김치종주국으

로서의 연구능력을 발휘하고 열정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그 연구결과들은 공장김치와 잘 연계되어야 한다.

김치의 세계화  수출증 를 해 극 노력한다

세계 각지의 지인의 요리, 식문화, 맛, 포장용기와 포

장크기 등을 고려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마  략을 세

워 수출국을 다양화 한다. 

한  문화 아시아계와 빵문화 서양국가들로 나 어 

지화에 따른 제품개발을 할 수 있다. 일본을 비롯한 

문화 아시아계에 해 그들의 식문화와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목한 신제품의 개발과 함께 다양한 김치종류(한

국형 익은 김치, 암 방김치, 노화방지김치)의 제품화와 

우수성 홍보 등이 필요하다. 국의 경우도 고 의 한국김

치를 국국민들이 선호하게 하고 고품질, 고가격의 제품

으로 국김치 산업을 리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유럽을 비롯한 빵 문화  스테이크 문화에 근

하기 해서는 비만억제  암 방 효과와 피부노화 억제 

등을 강조한 김치를 상품화하여 수출을 시도한다. 한 

김치 상품을 한국 통김치와 각 수출국에 맞는 상품들을 

다양화하여 시도한다. 이러한 김치 수출은 김치 상품의 

안 성, 생이 먼  확보되고 각 나라에 맞는 맞춤형의 

김치와 매망 구축  유통기간의 확보 등이 뒷받침 되어

야 한다. 

김치는 매우 종합 인 식품이며 김치산업은 원재료, 제

조, 상품화와 마 , 기술개발과 연구 등이 연계된 복합

이 산업이다. 따라서 각 련 분야의 조가 따라야 김

치산업을 성공 으로 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에 지 한 문제 외에도 산 한 과제와 문제가 김치산

업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 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기반구축을 해 빠르고 체계 으로 문제를 해결해 간다

면 우리 조상들이 남겨  김치 문화의 계승과 아울러 김치 

종주국으로서 그 산업 역시 계속 도약 발 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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