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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현황과 전망

서 혜 영

세계김치연구소

Ⅰ. 서   언

김치는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소금 절

임하고,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의 양념을 혼합하여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먹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

통발효식품이다. 이러한 김치는 쌀을 주식으로 하

는 한국인의 식생활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

는데, 대체식 출현에 의한 쌀 소비량 감소, 식사량

감소 등으로 김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김치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자가 제조

및 상품김치로 구성된 국내 김치시장 규모는 2조 4

천억원 수준으로 최근 증가속도가 둔화된 상태이며,

김치 생산량은 120만톤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

이다. 더욱이 식생활의 서구화로 외식이 증가하면

서 저가 중국산 김치의 수입이 증가하여 상품김치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산 김치

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되

는 실정이어서 김치 종주국으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으며, 엔저현상에 따른 한국산 김치의 가격 경쟁

력 저하로 주요 수출국으로의 수출물량 및 금액도

감소하여 김치산업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

러나 최근 김장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에 따른 김치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높아

지고 있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김치산업의 위

기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분야 모두의 노력이 수반

된다면 김치산업의 미래는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김치 생산규모, 수출입 현황 등

김치산업 현황을 확인하고, 현재 김치산업이 겪고

있는 생산, 소비 및 정책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김

치산업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김치산업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본   론

가. 김치산업 현황

1) 국내 김치산업 현황

가) 시장규모

국내 김치시장은 가정 제조와 상품김치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3년 국내 김치시장 규모는 2조

4천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상품김치 시장

의 증가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최근 증가속도가

둔화된 상태이다. 김치의 생산량은 120만톤으로 상

품김치 시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취식량

감소에 따른 가정 제조 시장의 생산량 감소로 꾸준

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내 김치산업에서 상품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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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시장규모의

50.9%(생산량 기준, 42.0%)로 식생활 간편화, 1인 가

족 증가, 외식 및 단체급식 증가 등으로 인해 전체

시장에서 상품김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표 1. 김치 시장규모 및 생산량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시장규모
(억원)

전체 김치시장 22,806 22,681 23,321 23,806 23,987 24,170

- 가정 제조 12,065 11,914 12,082 12,124 12,055 11,876

- 상품김치 시장 10,741 10,767 11,239 11,682 11,932 12,295

(상품화 비중/%) (47.1) (47.5) (48.2) (49.1) (49.7) (50.9)

생산량
(천톤)

전체 김치시장 1,315 1,276 1,238 1,231 1,210 1,204

- 가정 제조 832 789 750 744 718 699

- 상품김치 시장 483 487 487 488 493 506

(상품화 비중/%) (36.7) (38.2) (39.3) (39.6) (40.7) (42.0)

출처 : 식품유통연감 2013 및 2014, 식품저널

표 2. 김치류 제조·가공업체 수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제주 총계

업체수 347 57 65 70 153 65 97 61 15 930

출처 : 2013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 식품유통연감 2014, 식품저널

그림 1. 제조업체의 유통채널별 판매비중.

나) 업체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김치

류 제조·가공업체 수는 930개소이며, 이중 김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600여개소로 추정하고

있다. 취급품목별로는 김치 전문, 김치 및 절임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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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김치, 절임식품 및 반찬류 등의 형태로 운영

되고 있다. 김치류 제조․가공업체수의 37.3%가 서

울/인천/ 경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주/전남

지역에 약 16.5%가 위치하고 있다. 2014년 12월까지

배추김치 HACCP 의무적용으로 상당수 영세업체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다) 유통

국내 시판김치의 유통경로는 직판장의 영업소,

대리점 및 직판 등이 있으며, TV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 등의 장외 경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치 소비나 구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매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업체 간의 증정이나 할인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이를 극복해 나

가기 위해 유통채널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수출입 현황

가) 수출

2013년 김치 수출량은 25.6천톤으로 전년 대비

표 3. 김치 주요 수출대상국별 수출 현황

국 가 명
2012 2013 연간전년대비

물량(톤) 금액(천불) 물량(톤) 금액(천불) 물량(%) 금액(%)

전 체  27,664   106,608  25,631  89,277 -7.3 -16.3

일 본  21,449    84,588  19,211  65,851 -10.4 -22.2

미 국   1,046     3,873   1,206   4,946 15.3 27.7

홍 콩     902     3,286     937   3,567 3.9 8.6

대 만   1,020     2,747     877   2,427 -14.0 -11.6

호 주     413     1,451     461   1,651 11.6 13.8

영 국     368     1,306     380   1,422 3.3 8.9

캐 나 다     325     1,264     313   1,272 -3.7 0.6

싱가포르     219       976     251   1,164 14.6 19.3

네덜란드     182       627     242     859 33.0 37.0

뉴질랜드     256       715     277     795 8.2 11.2

기타국   1,478     5,777   1,476   5,323 -0.1 -7.9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KHS 2005.99.1000

7.3% 감소한 수준이었으며, 수출액은 89.3백만불로

전년대비 16.3% 감소하였다. 이는 주요 수출국인 일

본시장에서 자체 생산하는 김치 및 중국산 제품과

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져 판매물량이 하락하고 있

고, 엔저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등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치 수출대상국은 2008년 48

개국에서 2013년 60개국으로 다변화가 지속되고 있

으며, 2013년 주요수출국은 금액기준으로 일본

(73.8%), 미국(5.5%), 홍콩(4.0%), 대만(2.7%) 등이었

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의 김치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기업의

미국 유통업체 입점 등으로 미국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나) 수입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김치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된다. 김치의 수입은 1996년 19톤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부터 수출물량을

상회하여 2008년 222천톤까지 급증하였다. 2009년

에는 2008년 시행된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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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전년대비 수입물량이 66% 감소하였으나,

2010년 배추가격 급등으로 증가 추세로 반전하여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김치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5.9% 증가한 117백만불이었으며, 물량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220천톤을 기록하였다. 2014

년 8월 현재 수입 금액은 전년대비 13.9% 하락한 67

백만불 이었으며, 중량은 5.6% 하락한 137천톤으로

2013년에 발생한 ‘중국산 김치 식중독균 검출’ 사건

및 김치 소비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KHS 2005.90.1000(∼2006), 2005.99.1000(2007∼)

그림 2. 김치 수출입 추이.

나. 김치산업 환경 변화

1) 생산

최근 김치산업에서 겪는 어려움은 기후 변화에

따른 원재료 공급 불안정으로 경영수지 악화가 반

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원재료 값이 비쌀 때

상품김치의 매출이 증가하고 원재료 값이 쌀 때 매

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나타 업체의 손실로 이어

지고 있다. 배추 등 원재료의 공급 불안정은 2010년

이후 더 심화되었으며, 여름철 고온, 태풍과 집중호

우, 가을철 저온, 겨울철 한파 등으로 고랭지, 가을,

겨울철 배추의 단수 변동성으로 가격 등락폭이 증

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온상승에 따라 고랭지 배

추의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있고, 수입 김치의 증

가, 김치 취식량 감소, 김치 냉장고 보급에 따른 김

치 저장기간 연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매년 배추의

경작 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김치의 생산, 즉 제조 측면에서의 변화는 김치 원

료에서 유래되는 젖산균에 의한 자연발효에서 김치

제조시에 젖산균을 첨가하는 종균발효로의 패러다

임 변화이다. 이미 대기업에서는 오래 전부터 미생

물 첨가제로 젖산균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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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소기업에서도 종균적용 기술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우수한 종균 개발 및 보급을 요구하고 있다.

김치산업 실태조사 결과, 김치 구입 시 고려사항으

로 ‘맛(47.6%)’, ‘가격(18.9%)’, ‘위생/안전성(15.8%)’

순으로 나타나 김치의 맛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김치제조방식의 변화는 필연적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는 구입 김치의 맛이 균

일하기를 원하고 있고, 맛있는 발효정도가 오래 유

지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맛이 좋은 김치의 품

질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종균의 개발이 시급

할 것이다.

2) 소비

김치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출처 : 농업전망 2013-2014 : 엽근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그림 3. 김장철 배추 형태별 구매의향.

표 4. 김치 소비량 변화

구 분 ’07 ’08 ’09 ’10 ’11 ’12

1인당 1일소비량(g) 80.7 79.0 79.5 71.4 68.6 60.7

남성(g) 95.6 95.6 96.0 87.9 85.3 77.4

여성(g) 65.8 63.1 62.9 54.9 51.9 44.1

출처 : 국민영양건강조사(보건복지부), 김치/배추김치 기준

핵심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트렌드에 따

라 상품김치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의 영향으로 저나트륨 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소비환경이 변화하여 외

식산업에서 제공되는 김치뿐만 아니라 저나트륨의

상품김치가 출시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 고령화로 인해 상품김치,

간편 김장세트(절임배추, 완성된 양념소 포함) 등

편의성에 대한 소비자 니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절임배추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2013년 김

장철 배추로 절임배추를 구매하는 경우가 42.3%를

차지하였다. 절임배추를 선호하는 이유는 배추절임

과정이 힘들어서가 73.0%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 절

약을 위해서 23.5%, 구입이 편리해서 2.6% 순이었

다.

김치의 소비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비량의

감소이다. 서구식 식생활, 아침결식 및 대용반찬 증

가 등의 식생활 변화로 김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소식․간편식 등을 선호

하여 소비량이 더 적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국

민의 연간 1인당 김치 소비량은 2012년에 22.1 kg이

었으며 이는 2007년(29.5 kg/인/년)과 비교하여 약

25% 감소한 수치이다(표 4).

3) 정책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통식품 산업화 일환으

로 김치산업을 지원하고 있어 김치제조시설 현대화,

시스템화 등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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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업체의 안정적인 원료농산물 조달을 위해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김치 자조금을

활용하여 김치업체의 국산 원료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저온저장 기자재 임대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

다. 또한 2013년 천일염 공동구매를 시작으로 단계

적으로 공동구매 품목을 배추, 무, 고추, 마늘 등으

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2014년 12월까지 배추김

치 HACCP 의무적용에 따라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자금지원(2013년 363억원)도 지원되고 있다. ‘김치

산업 진흥법’에 따라 2012년부터 김치 품평회를 개

최하여 입상품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

계김치연구소에서 소비자 품평회를 현재까지 진행

해 오고 있다. 김치 수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내 김치 등 전통식품 홍보 프로모션도 실시하는 등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활발하게 추

진되고 있다.

그림 3. 김치 품평회 소비자 품질 평가 현장.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2년 가공식품의 자

율적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실시하여 김치류에서

약 19.2% 저감화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또한 L-글

루타민산나트륨, 사카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에 대

한 안전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올바

른 사용정보를 알리기 위한 많은 작업들이 진행되

고 있어 김치제조업체의 원재료 단가 안정화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김치산업 전망

전체 김치시장에서 상품김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42.0%로 서서히 증가(최근 5년간 3.9% 증가)

하고 있어 앞으로 상품김치의 시장은 성장할 것으

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상품김치 시장은 업소용이

주도하고 있으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

라 저나트륨 제품, 유기농 제품 등 고급김치가 판매

되고 있고, 캠핑 등 야외활동의 증가로 소단량 제품

의 판매가 증가되는 등 김치시장의 변화가 나타나

가정용 시장의 성장이 예측된다. 김치산업의 확대

를 위해서, 업소용 시장은 중국산 김치의 대응전략

으로 재료비 절감을 위한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제조기술의 혁신이 필요하며,

가정용 시장은 피자, 스파게티 등 대체식단에 어울

리는 김치의 개발, 어린이들 입맛에 맞는 어린이용

김치 개발 등 맞춤형 김치의 개발로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김치의 형태가 출현한다면 상품김치 시장

의 성장은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한국

의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

으로 등재되면서 국내외적으로 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잠재된 수출국 현지인 중심의 제품

개발, 원거리 수출을 위한 유통기한 연장 및 포장용

기 개선 기술 개발 등 김치산업 확장을 위한 산학연

의 노력과 수출국 위생기준 개선, 마케팅 활동지원

등 정부의 노력이 동반된다면 김치산업 발전은 물

론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회복으로 국가 경쟁

력 제고에 이바지 할 것이다.

Ⅲ. 결   론

김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발효식품으로 가

장 보편적인 반찬이면서도 문화이고, 국가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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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키워나가야 할 한식의 대표주자이다. 현재는

김치의 소비량 감소로 김치산업이 침체되어 있지만,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면

국가의 위생제고는 물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원료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김치에 대

한 국제적 인식에 맞는 고품질의 김치 제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원료생산에서 김치의 제조, 포장, 유

통에 이르기까지 김치산업 전 과정에 이르는 각 영

역별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한다면 우리 김치산

업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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