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81 -

Jour. Agri. Sci.

Chungnam Nat'l Univ., Korea

Vol.32(2): 181～195 (2005)

중국 채소산업의 경쟁력 분석

권용 * ․ 신용길

Analysis of Chinese Vegetable Industry'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Yong-Dae Kwon* ․ Yong-Gil Shin 

ABSTRACT

  This study is to provide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changing vegetable sector of Chinese 

agriculture and to analyse the competitiveness of Chinese vegetable production. China now 

produces more than 60% of the world's vegetable supply and that 150 million people are engaged 

in vegetable production, processing and marketing since the reform of vegetable industry structure 

started in the late 1980s. 

  As a labour abundant industry, China also features more comparative advantages in the 

vegetable trade. Although China's vegetable exports still accounts for only 1% of total production, 

the 5 million tons of export in 2003 makes China one of the largest vegetable players in the 

international markets. When estimating  competitiveness of China's vegetable industry, China's 

producers' prices for vegetables are founded to be only from 10%∼40% of what they are in 

Korea, while most of China's vegetables have also strong competitiveness in quality. 

  As China joined the WTO in 2001 and expects to increase market share in vegetable trade, the 

development strategy for Korea's vegetable industry are suggested as follows; 1) focusing on the 

technology for the growth of vegetable productivity, 2) developing the higher valu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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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etable industry through processing, 3) expanding the exported  area and leading vegetable 

varieties.

Keywords : Chinese vegetable industry, competitiveness, development strategy

 I. 서  론

  1978년 개 개방 이후 국의 채소산업은 속

히 발 하여 재 세계 최 의 채소생산국이다.  

특히 최근 몇 년동안 국의 채소생산은 소규모 

생산방식에서 규모 집약화된 채소생산기지가 

지속 으로 형성됨에 따라, 채소 품종의 다양화, 

총생산량, 1인당 소비량 등  분야에 있어서 

속한 발 을 하고 있다. 국 채소산업의 성장으

로 수출도 크게 늘어나면서 채소류의 수출액은 

1980년 1.4억 달러에서 2003년의 30.7억 달러로 

연평균 14% 증가율을 보여 국 채소가  국제무

역에서 차지하는 비 과 요성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국의 채소 수출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낮은 

인건비에 의한 가격경쟁력 때문인데 국은 2001

년 WTO 가입이후 채소산업의 규모화, 지역화와 

문화경 을 진함으로서 채소의 재배기술, 유

통, 가공 매 등 모든 분야에서 비교우 를 강

화함으로서 채소농업을 핵심 인 수출산업으로 

발 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 채소의 수

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국산 채소

의 향력이 농가소득에서 작은 비 을 차지한 

품목에만 미쳤으나 이제는 고추, 마늘, 양  등 

주요 작물에 까지 향을 미치면서 국산 채소

는 우리의 채소농업에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값싼 국산 마늘, 고추 등

이 국내산으로 둔갑 매됨으로써 국내 시장의 

잠식은 물론 국민들의 건강과 안 문제까지도 우

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DDA 상과 FTA에 의한 농업의 개방화추세

가 더욱 확 되는 과정에서 요한 변수로 떠오

르는 국 채소산업의 실태와 동향을 살펴 으로

서 우리 채소산업의 응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국산 채소가 높은 

가격경쟁력을 지니고 있지만 국제무역에 있어서 

반드시 가격에 의해서만 한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변화하는 국 채소산업의 생산, 유통, 무역 

동향  당면과제를 살펴본 후 국산 채소의 경

쟁력을 다양한 근법으로 분석함으로서 국 채

소의 수입에 응할 수 있는 우리 채소농업의 

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국 채소산업의 실태와 변화 동향

1. 국채소의 생산구조

  1990년  이후 국은 농업구조를 조정하는 과

정에서 채소를 우선 인 경작 상작물로 육성함

에 따라 채소류는 재배면 의 격한 확 와 단

 면 당 생산성에 있어 크게 증가하 다. 그 

결과 채소는 2000년 재 생산총액이 2,500억元

( 엔, Yuan)을 넘어 경종부문 총생산액의 약 

18%, 경제작물 총생산액의 약 50%를 상회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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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농가경제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요한 

작물이 되었다. <표 1>에서 보면 국 채소의  

재배면 은 1990년에 6,338천ha이었는데 2003년

에 2.8배가 증가한 17,954천ha에 달하여 총 경지

면 에서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 평균 8%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식량작

물 재배 면 은 4.4%, 특히  재배면 은 9.4%

나 감소한 것에 비하면 채소재배면 이 매우 크

게 증가한 것으로서 식량작물, 유류작물에 이어 

3 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한편 채소 생산량은 

1990년 195.5백만 톤에서 2003년에 540.2백만톤에 

달하여 년간 증가율이 9%를 넘어서고 있다. 

2000년 국의 1인당 채소 소비량은 약 112㎏으

로 세계의 평균인 102㎏보다 많으나 국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소득과 소비수 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 채소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표 2>에서 채소의 품종별 재배면   생산 

황을 보면 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채소 종류

는 수백 종류에 이르고 있지만, 이 가운데, 배추, 

고추, 무 등 7  주요 채소작물이 재배면 은 

53%, 생산량은 65%를 하고 있다. 재배 면 과  

  

<표 1>  국채소의 재배 면   생산량 변화                       (단 : 만㏊, 백만 톤, %)

구   분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3

체 재배면

식량작물면

148,362

113,466

149,879

110,060

152,381

112,548

153,969

112,912

155,706

113,787

156,373

113,161

156,300

108,463

152,415

99,410

채소
재배면 6,338 9,515 10,491 11,288 12,293 13,347 15,237 17,954

생산량 195.5 287.4 308.6 349.9 384.9 405.1 423.9 540.2

자료: 中國農業出版社, ｢中國農村統計年監｣, 각 연도.

<표 2> 품목별 채소재배 면   생산량(2000년)

구    분 총계 배추 무우 오이 토마토 가지 고추

재배면 (천㏊) 15,235 2,023 1,213 1,168 565 1,032 739 1,309

생 산 량(만톤) 42,397 8,593 4,113 4,453 1,741 3,608 2,355 2,819

자료: 中國農業出版社, ｢中國農業統計資料｣, 2002. 11.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은 배추로 2000년에 2,023

천㏊에 8,593만 톤이 생산되었는데, 배추의 재배

면 과 생산비 이 각각 13.3%, 20.3%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은 오이가 재배면  1,168천 ha, 생

산량이 4,453천 톤으로 많고 무, 고추, 토마토 순

으로 요한 비 을 차지하고 있다.  

  토마토의 경우 일반 토마토뿐만 아니라 방울토

마토에 한 소비자 선호가 증가하고 있어 생산

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고추, 마늘, 양  등 

양념채소는 세계 최 의 생산국으로 산동, 강서, 

안휘성 등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수출의 거 인 산동성은 마늘, 양 의 국 최  

생산지역으로 해마다 재배면 이 격하게 증가

하고 있다. 

  <표 3>을 보면 국의 주요 채소 산지는 산동, 

하남, 동, 강소, 호북성으로 이들 5  지역의 재

배면 은 585만㏊로 체의 39.5%를 유하고 있

다. 특히 산동성은 채소면 과 생산량이 각각 

국의 11.7%와 15.9%를 유하고 있어 국에 서 

가장 채소재배면 이 많다. 다음으로 하남성, 강소

성 순으로, 재배면 으로 볼 때 체에서 하남성

은 7.8%, 강소성은 6.9%의 비 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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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시별 주요 채소 재배면 (2000년)                                     (단 : 천ha)

구 분 채소,외류
*

채소 배추 무 오이 토마토 가지 고추

計 17281 15237 2023 1213 1168 565 1032 739 1309

北 京 116 108 15 5 6 2 5 4 2

天 津 141 128 2

河 北 954 866 155 85 80 49 72 33 55

山 西 291 242 58 25 26 34 36 20 18

內蒙古 258 209 28 11 10 29 14 11 18

遼 寧 452 413 38 17 115 24 106 71 31

吉 林 321 265

黑龍江 572 446 93 39 28 32 23 21 24

上 海 158 140 3 3 3 1 4 3 2

江 1160 1056 60 52 41 15 51 37 68

浙 江 576 499 23 43 12 1 10 14 9

安 徽 724 540 97 93 50 74 74 54 98

福 建 568 538 65 41 25 38 18 15

江 西 646 560 4 5 1

山 東 2056 1789 173 75 150 88 123 60 101

河 南 1495 1189 315 106 152 77 112 93 109

湖 北 1080 969 80 80 62 11 44 49 92

湖 南 826 720 61 58 38 1 12 26 131

廣 東 1052 1010 268 115 186 50 104 48 81

廣 西 970 899 164 86 34 12 42 22 65

海 南 164 149 10 6 9 2 5 12 58

重 慶 327 318 34 33 7 2 12 15 21

四 川 884 859 81 105 42 36 47 86

貴 州 370 355 37 24 19 4 31 28 109

云 南 372 353 71 50 15 15 23 17 42

西 藏 8 7

陝 西 262 229 55 31 25 19 18 16 38

甘 肅 216 185 14 14 17 11 17 13 20

靑 海 16 16 2 4 1 3 1 1

寧 夏 61 49 4 3 4 2 7 4 4

新 疆 187 131 15 5 10 8 13 5 12

* 국은 채소재배면 에 수박과 참외(멜론)를 제외하고 통계를 내고 있음

 (* 외류는 수박과 참외를 포함한 재배면 임)

자료: 中國農業出版社, ｢中國農業統計資料｣, 2002. 11.

 2. 국채소의 유통구조

   국 채소산업은 재배면 과 생산량이 격하

게 늘어나면서 유통구조도 히 변화하고 있

다. 1978년부터 채소 자유시장이 부활되었는데, 

자유시장(集貿 場, 集 貿易 場의 약칭)은 농

민과 도시상인들이 직  거래를 행하는 국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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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 거래의 기 시장으로서 한국의 재래시장(상

설시장, 정기시장)과 유사한 형태이다. 1985년에

는 채소유통의 통제 철폐와 가격자유화를 실시하

고, 1992년 이후 종래의 국 상업기구에 의한 

통제 심의 유통체제가 속히 해체됨에 따라 농

가를 주체로 한 자유출하․ 매의 자유 유통체제

가 확립되었다. 한 통신수단과 교통망의 발달 

등 유통조성기능이 빠르게 개선됨에 따라 채소재

배단지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원격지까지 속

히 확 되면서 규모 출하를 목 으로 한 시장

거래구조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 채소의 유통경로를 보면 작물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 으로 세생

산농민 ⇒ 집출하업자 ⇒ 도매업자 ⇒ 도매업

자 ⇒ 소매업자의 유통경로를 거치게 된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이를 좀 더 세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5종류의 유통경로를 거친다.

생

산

자

場(鎭村)
(産地 場)

産地仲買商人

(산지수집상)

∙농업겸업 매상인

∙ 업 매상인

産地中央都賣 場

( : 수 야채시장)

 ∙도매시장 도매상

 ∙ 송업자 리인

轉 販賣業

(大規模收集搬出商)

∙ 지인 송업자

∙소비지인 송업자

소비지 송업자

산지 송업자

도시도매시장

( : 북경 종사
 상해농부산품시장

農貿 場
(자유도소매시장)
( :상해조안로시장)

형유통업체

(백화 ,할인 )

청과물
소매

  량

소비처

소

비

자

<그림 1> 국 채소재배 농가의 출하 형태

   자료 : 국의 농산물 유통체계에 한 연구,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2.

  첫째 소규모 시장 는 노천 등지에서 농민이 

직  매하는 생산자 ⇨ 소비자 단계; 둘째, 소

규모시장 는 과일가게 등의 소매상인을 거쳐 

매하는 생산자 ⇨ 소매상 ⇨ 소비자; 셋째, 식

품회사나 교역시장을 통해 모여진 물품이 소매상

을 거쳐 매되는 생산자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넷째 식품회사나 교역시장을 통해 

규모의 물품이 하 단계의 각지 도매시장으로 운

송된 후 다시 소매상을 거쳐 매되는 생산자 ⇨ 

종합도매상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다

섯째, 생산자 ⇨ 도매상 ⇨ 형유통업체(고 음

식업체) ⇨ 소비자의 단계를 거친다.  

  도매시장은 1980년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

으며 도시를 심으로 정부운  도매시장(국가

소유, 성 소유, 구 소유 등)과 민간 도매시장으로 

운 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도매시장이 우

리나라의 유사도매시장 는 지방도시의 소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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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채소수출액(A) 20.9 19.9 18.6 18.7 18.8 20.3 23.4 26.3 30.7

채소수입액 0.1 0.2 0.2 0.3 0.5 0.7 0.8 0.7 0.7

농산물수출액(B) 146.2 142.5 149.9 139.4 136.0 157.0 160.7 181.5 214.3

비율(%)(A/B) 14.3 13.9 12.4 13.4 13.8 12.9 14.6 14.5 14.3

<표 5> 국의 지역별 채소수출량과 수출액(2000년)                            (단 : 억$)

공 장 수 으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시장으로 환될 필요성이 높다. 최종 소매단계

의 유통경로를 보면 국시민의 70% 이상이 채

소시장이나 농산물시장, 새벽도매시장에서 채소

를 구입하고 있으며, 슈퍼마켓, 부식품 상 , 농

산물도매시장 등에서 채소를 구입하는 시민들은 

비교  은 편이다. 그러나 1996년 소매유통업 

개방으로 1997년부터 월마트, 마크로, 까르푸 등 

다국  형 마트들이 상해, 북경, 청도 등 도

시를 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고, 백화 , 슈퍼

마켓 등이 증가하는 등 인 농산물 소매시

장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3. 국채소의 무역구조 

  국의 농수산물 무역구조를 보면 아직은 채소

와 과일의 비 이 낮아 이들 두 부류 합계의 수

출입 비 이 13∼14%에 머물고 있다. 과거 국

의 농산물 수출은 국내 소비 후 잔여분을 수출하

는 형태 으나, 1990년  후반 들어 국제경쟁력

이 있는 과일, 채소 등 원 품목의 수출 진을 

해 각 성별로 략  생산수출기지를 만들어

<표 4> 국의 농산물수출과 채소 수출액                                       (단 : 억, $)

자료: 국농업연감

구분 산동 동 복건 북경 하북 강소 요녕 흑룡강 강

수출량 74.2 50.0 39.2 35.0 36.9 25.0 23.2 17.0 12.3

수출액 4.4 1.1 2.6 1.0 2.1 1.9 1.2 2.2 1.4

자료: 국통계연감

 앞 다투어 수출을 확 하고 있다. 

  국의 농산물 수출은 아시아의 융 기 기간

인 1998년~1999년을 제외하면 1994년 이후 지속

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03년 농산물 수출

총액은 1994년보다 49%, 2002년보다는 18% 증

가한 214.3억 달러를 기록하 다. 채소부문의 수

출은 일반농산물과 마찬가지로 IMF 기동안 정

체내지 감소하 으나 2000년부터는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 다. 2003년에 수출총액은 2002년보

다 17% 증가한 30.7억 달러 으며 이 기간에 채

소수출이 체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한 비 은 

략 12%~14%로 안정 이었다.

  2000년 기 으로 국에서 채소수출액이 1억 

달러를 과하는 성들로는 산동(4.4억 달러), 

동(1.1억 달러), 복건(2.6억 달러), 북경(1.0억 달

러), 하북(2.1억 달러), 강소(1.9억 달러), 요녕

(1.2억 달러), 흑룡강(2.2억 달러), 강(1.4억 달

러) 등이었고 수출량은 각각 74.2만 톤, 50.0만 

톤, 39.2만 톤, 35.0만 톤, 36.9만 톤, 25.0만 톤, 

23.2만 톤, 17.0만 톤, 12.3만 톤이었다.

  <표 6>에서 보면 국채소수출 에서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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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늘
냉동

채소

말린 

채소
콩

버섯

통조림
 찹

수출액 3.5 3.4 3.1 3.0 2.5 1.9

치를 차지하는 품목으로는 마늘(3.5억 달러), 

냉동채소(3.4억 달러) 말린 채소(3.1억 달러), 콩

(3.0억 달러), 버섯, 통조림 (2.5억 달러), 찹

(1.9억 달러)등이다. 재 국의 채소수출을 방

한 생산능력(총생산량은 세계의 47%)에 비추

어 볼 때 향후에도 꾸 하게 증가할 것으로 망

된다. 국의 채소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망하

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첫째, 국 내 정치  정책  이유로 1978년 

개 개방 이후 식량 확보 시 정책에 탈피하여 

경제작물 생산정책으로 환하 기 때문이다. 

1980년  반 이후 기존의 식량 시 정책인 

“以粮为刚1)"정책에서 " 地 作2)"정책으로 

환하여 농가들의 작목선택의 폭이 넓어져 원 작

물과 축산작물이 증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정책의 환으로 채소의 생산이 늘어나고 수

출여력이 확 되었다는 이다.

 <표 6> 국의  품목별 채소수출액(2000년)  

           (단 : 억$)

자료: 국무역연감

  즉 1988년부터 채소안정공 정책의 국  추

진으로 채소산지에서 규모의 채소생산기지가 

형성되어 규모의 수출용 생산이 가능하 기 때

문이다. 한 국유기업의 구조개 으로 도시지역

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농 에 기반을 둔 향진 기

업의 고용흡수력도 하되어 농업부문의 잉여 노

동력이 농외로 유출되지 않고 농 에 남아 있어 

이들이 채소농사 등에 투입이 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국에서 을 둔 물류인 라의 

확충으로 도로, 항만시설 수출기반시설이 1990년

에 폭 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여 채소의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용컨테이  수송항로를 통해 

외국무역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외국과의 계로 국은 개 개방 이

후 외자도입을 극 으로 유치하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극 유인하여 심지어 일본 한국 등 기업

의 직 인 개발 수입을 유발하게 되었다. 한 

미국, 일본, 네덜란드, 한국 등 농업 선진국으로

부터 신품종 채소종자를 극 도입하고 종묘회사

의 진입을 권장함에 따라 수출국 요구에 맞는 채

소를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4. 국채소산업의 구조  변화 

  국의 경제발 으로 도시화와 공업화가 빠르

게 진행함에 따라 국의 채소산업에도 구조 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 채소산업의 발  국

면을 보면 시기 으로 단계성이 있다. 건국 이래 

국의 채소산지의 지역  분포를 보면 체 으

로 4개 단계를 거쳐 변화해 왔다. 첫 단계는 

1984년 이 이다. 채소생산지의 주요 분포는 

도시와 도시의 교외이고 원교 농업구역은 오직 

소량의 자 자족의 채소농지와 계 성 채소농지

가 있었으며 기본 으로 반 쇄상태의 자 자족

의 생산형태 다.

  둘째 단계는 80년  반부터 90년  반이

다. 사회경제의 속한 발 에 의하여 상업  채

소생산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5개의 농업지역에  

상품채소생산기지가 형성되었다. 상품화 된 채소

생산은 두 방면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나는 

1) 식량주의 정책임.
2) 지역에 맞게 경작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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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도시의 교외로부터 먼 교외로 확 되

어가고 다른 하나는 도시의 교외로부터 한 

농업지역으로 확장되는 과정인데 결국은 차

으로 도시근교와 먼 교외의 결합과 도시교외와 

농업지역의 결합으로 채소생산단지는 다층다방향

의 그물망으로 구성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셋째 단계는 90년  반이후 2000년까지이다. 

도시건설과 농업 자원이용에서 경쟁의 계가 존

재하면서 도시의 노임의 상승으로 인해 농업재

배지역의 변경과 이로 인한 채소생산의 구성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던 시기이다. 채소의 공 구조 

변화로 인하여 농업 지역이 채소 생산의 보조  

역할에서 벗어나고 주요 생산지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채소 재배면 이 6,000ha 이상

의 은 1990년의 163개에서 1998년의 559개로 

증가하 으며 이  2만ha 이상의 은 56개에 

달하 다.

  네 번째 단계는 2000년 이후로서 이 시기는 

국이 WTO 체제의 무역에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채소산업은  농민의 취업과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가장 큰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면서 국농

업을 선도하는 성장산업으로 발 하고 있다. 채

소 재배 농민은 차 으로 가정단 의 작은 채

소밭 형식의 생산방식에서 벗어났으며 상업  농

업경 을 하여 규모화, 문화, 지역화생산의 

길을 걷게 되었다.

III. 국채소산업의 경쟁력분석

 국제경쟁력의 개념은 복합 이며 다양하기 때문

에 국제경쟁력의 측정도 단일한 측정방법에 의하

여 이루어질 수 없으며 다양한 측면에 한 종합

인 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 으

로 국제무역에서 있어서 국제경쟁력은 두 차원으

로 나 어 정의 될 수 있다. 첫째는 특정국가 

는 특정상품의 무역 수행력의 측정, 즉 국내외환

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가 산업구조 

 무역구조에 얼마나 응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련된 의미로서 세계수출시장에 있어서의 특정

국가의 시장 유율, 자국시장에 있어서의 수입의

존도, 무역수지 등의 증감상태 내지 추이를 말하

며 둘째는 무역에 향을 주는 요소의 변동 개 

정도, 즉 가격경쟁력의 결정 요인과 비가격경쟁

력의 결정요인과의 비교에 련된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개념 즉 가격 경쟁력내지는 

비가격경쟁력의 결정요인과의 비교에 의하여 

국 채소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기로 한다.  

1. 비가격  근에 의한 경쟁력 분석 

  국채소가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된 요인을 비

가격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국은 다양한 

기후와 토양조건을 가지고 있어 세계에서 재배하

는 부분의 채소품종을 생산할 수 있는 재배환

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를 들면 동북, 화

북, 장강 하류, 화남 지역은 부분의 지역이 평

원과 낮은 산 주이고 강수량이 풍부하여 세계 

각국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생산 

해 낼 수 있어 총체 으로 비교우 인 입지조

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채소

산업은 풍부한 노동력과 렴한 임 을 이용하여 

노동집약 이고 토지 집약 인 방식으로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유리한 치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채소류는 노동집약형 농산물에 속하는데 특

히 배추, 무 외에 채소와 과일은 노동뿐 아니라 

토지를 집약 으로 사용하여 재배하는 농산물에 

속하기 때문이다. 셋째, 2000년 재 국의 채소

재배면 은  세계의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 채소산업의 경쟁력 분석

- 189 -

생산량은 62.1% 차지하는 등 국채소의 

인 생산량의 크기는 국채소의 경쟁력을 뒷받침

하는 튼튼한 기 가 된다. 넷째, 선진국들의 채소 

자 율이 지속 으로 하강하는 것도 국채소의 

경쟁력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채소

농업은 높은 노동 강도를 요하는 노동집약형 산

업으로서 선진국의 경우 높은 노동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노동력이 풍부한 국은 선진

국에 비해 채소의 수출증 의 유리한 입장에 있

다. 다섯째, 지리  입지는 수송비의 감 측면에

서 국채소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 

수출지역의 분포를  보면 국채소의 제일 큰 시

장은 일본으로서 국채소가 일본채소소비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최 의 농산물 수입

국인 일본에 인 한 지리  치는 국채소수출

의  하나의 비교우 를 갖게 하는 요소이다. 

<표 7> 국 채소산업의 SWOT분석

강  약  

자연자원의 다양성

풍부한 농업노동력자원

세계 최 의 생산량

일인당 경지면 이 음

유통인 라와 정보의 부족

안정성과 생문제의 잔존

덤핑수출로 무역분쟁 래

기  회   

선진국가의 채소산업의 쇠퇴

세계 채소소비의 증가

교역 상 채소품종의 증가

WTO의 가입에 의한 

  수입자유화 충격

국 국내 채소가격의 상승

   

  반면에 국 채소산업의 경쟁력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단  내지 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생산성의 하 상이다. 국의 

채소재배면 은 세계의 32.1%를 차지하고 있

으나 1인당 경지면 이 0.1ha에 불과한데 인구 

규모와 비하여 상 으로 부족한 국의 경지자

원은 장기 으로 국채소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국채소의 

단 당 생산량 수 은 아직도 채소 선진 농업국

가와 비교할 때 아직 큰 차이가 있다. 2001년 화

란은 ha당 4,010kg을 생산실 을 올렸으나 국

은 화란의 38%에 불과하 다. 앞으로 농규모

를 확 하고 시설재에 한 투자를 늘리지 않는 

한 낮은 노동 생산성으로 인하여 채소농가의 수

익성이 지속 으로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

째, 채소의 공 과잉 상이다. 국의 채소 산업

은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도 과거의 생

산량 확  주의 농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채소 재배면 이 계속 늘어나면서 채소공

의 과잉 상이 나타나고 있다. 산동성의 경우 생

산과잉으로 최근 몇 년간 연간 채소가격이 20%

의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채소가격 하락은 국제

경쟁력 향상이라는 이익을 가져오기는 하 지만 

일정 수 이하로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의욕을 떨

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국은 

채소 유통의 인 라 체계가 불완 하여 매의 

어려움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생

산과 매에 한 유통정보가 부족하며 장, 포

장  선별 수 의 낮음으로 인해 농가 소득과 

경 실 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이다.  

넷째, 생문제로서 부분의 채소가 재배 과정

에서 과도하게 많은 비료와 농약이 사용되고 있

다는 이다. 1998년 국 농업부의 조사에 따르

면, 엽채류 경작농가 가운데 약 32.8%가 독성이 

아주 높은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8개 채소품종의 81개 표본 가운데 농약잔류

허용표 을 과한 것이 50%에 달하 다. 다섯

째, 채소의 덤핑수출로 무역 분쟁을 래할 가능

성이 높다. 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함에 따

라 채소 수출의 안정 인 증가  채소시장의 개

척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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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품종 양배추 오이 고추 당근 감자 토마토

국국내의 

소매가격(A)
1.4 2.41 3.48 1.76 1.6 2.64

미국국내의 

소매가격(B)
7.6 15.7 27.9 10.2 26.9 25.6

가격비율

(A/B)
0.18 0.15 0.13 0.17 0.06 0.10

구  분 고추 마늘 양 당근 배추

국(A) 1,530 240 160 100 90 140

한국(B) 7,380 1,990 570 700 450 970

A/B 0.21 0.12 0.28 0.14 0.2 0.14

낮은 채소 수출가격은 교역상 국과 무역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한 크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가격 비교에 의한 경쟁력분석

  국채소산업이 국제 인 비교우 를 갖게 하

는 요한 요소로서 국제 가격보다 낮은 국내 가

격 덕분에 국은 채소를 렴하게 수출할 수 있

다는 이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국 채

소의 소매가격은 미국의 국내의 소매가격보다 5

분의 1이하의 수 에 불과하여 국 채소는 매우 

높은 가격우 를 가지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2002년~2004년) 한국과 

국 간의 주요 채소의 도매가격을 비교해 보면 

국채소의 가격이 한국산에 비해 양 는 12% 고

<표 8> 국과 미국의 채소가격 비교         

         (단 : 국 원/kg)

주): 국원화 1원=0.1146$

자료: 국 시장통계연감, 미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Department of Labor, 2000

<표 9> 국과 한국의 채소가격 비교(2002~  

        2004)                 (단 : 원/kg)

자료: 국은 북경 신발지 농부산물시장의 평균가격

주: 한국은 배추를 제외한 5개 품목은 국 5  공 도

매시장, 배추는 가락시장의 품 기  가격임.

추는 21%, 배추20%, 당근과 는 14%, 마늘

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은 채소수출의 표 인 지역인 산동

(山東)성 채소 평균 매가격과 수입가격을 나타

내고 있는데, 산동성의 채소 평균 매가격이 수

입가격보다 모두 0.16∼0.81까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10> 국국내외 채소 가격 비교(1999)

채소

품종

산동성 채소 소비자 매가격
국평균

수입가격(

B)(달러/

㎏)

국내외

가격차

(A/B)

최고가

( 엔

/㎏)

최 가

( 엔

/㎏)

평균가격

( 엔

/㎏)

(달러

/㎏)

(A)

무우 1.28 0.53 0.84 0.10 0.21 0.48

2.04 0.80 1.24 0.15 0.21 0.71

미나리 1.70 0.87 1.10 0.13 0.21 0.62

양배추 2.93 0.42 1.22 0.15 0.63 0.24

쪽 2.10 0.82 1.18 0.14 0.21 0.67

가지 3.59 0.78 1.94 0.23 0.43 0.54

토마토 3.25 1.09 1.86 0.22 1.35 0.16

양 2.01 0.77 1.40 0.17 0.21 0.81

상치 2.37 0.91 1.53 0.19 0.53 0.36

당근 1.83 0.82 1.24 0.15 0.21 0.71

마늘 3.57 1.08 1.88 0.23 0.64 0.36
자료： 1. ｢中國海關統計年鑒｣, 1999년.

       2. http : //www.sd.cei.gov.cn/sdnjxx/

3. 생산비 비교에 의한 경쟁력 분석

  낮은 생산비에 의한 농산물 생산은 경쟁력우

를 가능  해주는 주요한 요인이다. 여기서는 한

국과 국의 주요 채소류의 생산비를 비교함으로

써 국채소 산업의 경쟁력은 분석하고자 한다. 

국의 채소생산비용은 한국에 비해 20∼50% 수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의 생산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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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노력비는 20% 수 으로 

추정된다. 국은 체 채소 생산비 에서 노력

비가 차지하는 비 이 30% 내외로 한국의 50 

~60%보다 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

으로 종묘비, 비료비, 토지임차료가 차지하는 

비 이 한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

의 토지임차료는 임 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이외

에 국가와 지역 행정기 에 납부하는 농업세, 공

익  등의 세 이 포함되어 있어 생산비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1>은 채소류 종류별로 한 간에 생산비를 

비교한 것으로서 국의 경우 표 인 채소 주

산지인 산동성의 채소 생산비를 가지고 비교하

다. 산동성의 10a당 건고추 생산비는 17만원 내

외로 한국 생산비(110만원)의 16% 수 이며, 비

교 상 품목 에서 생산비 격차가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다. 국의 고추 생산비가 이 게 낮

은 이유는 국의 인건비가 낮은 데다 고추 수확 

회수가 한국과는 달리 연 1회가 부분이서 노동

력 투입시간이 은 것도 큰 이유로 작용한다.  

국 마늘의 생산비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0a당 24만원에서 33만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국 생산비 110만원의 22∼30% 수 이다.  

  국 산동성의 양  생산비는 지역에 따라 차

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별로 토지임차

료, 수리(水利)비, 노력비가 상이한데다 수출을 

주목 으로 생산하는 지역과 내수용으로 생산하

는 지역에서 재배되는 양 의 품종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산동성의 양  생산비는 10a당 28만 4

천원에서 44만 7천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국 생

산비 87만 4천원의 32∼51% 수 으로 다른 채소 

품목보다는 생산비의 격차가 은 것으로 나타났

다. 산동성의 배추 생산비는 10a당 27만 6천원으

로 추정되며, 이는 한국 생산비 73만 9천원의  

37% 수 이며, 양  다음으로 국과의 생산비 

격차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의 배추 생산

비  노력비 다음으로 비 이 가장 큰 비목은  

토지임차료로 체 생산비의 22%인 6만 3천원으

로 나타났다.  

<표 11> 국과 한국의 채소류 생산비 비교

        (2003년)                (단 :원/10a)

구   분 한국(k) 국(C)
비율
(C/K)

고
추

경 비
(A)

466,915
140,700~150,220
(1,005~1,073)

30%
~33%

자가노력비
(B)

632,514 25,200 (180) 3.1%

합계
(A+B)

1,099,429  
165,900~175,420 
(1,185~1,253)

15.1
~16.0%

마
늘

경 비
(A)

636,152
169,540~257,600 
(1,211~1,840)

26.1%
~15%

자가노력비
(B)

469,685
70,000~72,800 

(500~520)
14.9%
~15%

합계
(A+B)

1,105,837 
239,540~330,400

(1,77~2,360)
21.7

~29.9%

양

경 비
(A)

496,910
214,200~338,100 
(1,530~2,415)

43.1%
~68%

자가노력비
(B)

376,968
69,300~109,200 

(495~780)
18.3%
~28%

합계
(A+B)

873,878 
283,500~447,300  
(2,025~3,195)

32.4
~51.2%

배
추

경 비
(A)

407,804 198,520 (1,418) 48.6%

자가노력비
(B)

330,724 88,200 (630) 26.6%

합계
(A+B)

738,528 286,720  (2,048) 38.8%

 주) (  )은 국 원이며 1원=140원 용

자료: 한국, 농 진흥청 농축산물소득자료 2003, 국, 

야채공 안정기   

  결론 으로 생산비 비교방식에 의한 국산 채

소의 경쟁력을 분석할 때 한국채소에 비하여 

인 비교우 에 있으며 이러한 낮은 생산비용

은 높은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원천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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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낮은 생산비가 가능한 이유는 채소는 노동

집형의 농산물로서 생산비에서 높은 비 을 차

지하는 노력비에 있어 주요 항목인 국의 풍부

하고 값싼 노동력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IV. 국 채소산업의 망과 한국의 응방안  

1. 국채소산업의 망

   세계에 걸쳐 채소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에 

주요 수입국인 선진국의 채소재배면 과 생산량 

비 이 감소함에 따라 국산 채소의 수출 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 채소의 수출

이 연평균 9.8%씩 증가하 고 특히 1997년 ∼

2000년간 신선채소 수출량은 50%나 늘어나 연평

균 14.3%로 격하게 증가하 다. 채소 수출상

국도 1980년 까지만 해도 홍콩과 동남아 등지

으나, 1990년 에 들어와 일본을 비롯해 한국, 홍

콩, 러시아, 미국 등지로 다변화되었으며 동남아

와 유럽 등 수출시장이 백여 개의 국가로 확장되

고 있다. 

  한편 수출채소상품의 품종도 많아졌다. 1980년

 이  국의 채소수출은 기본 으로 국내의 

특산품, 통채소이었다. 를 들면 고추，고사리 

등이다. 그러나 80년  이후 수출채소의 품목들

이 통채소에서 국제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국내

에서 크게 생산하지 않았거나 혹은 생산되지 않

았던 채소 를 들면 우엉, 서란화 등을 생산 수

출하고 이 에 수출을 하지 않은 감자, 마늘 등

이 수출용으로 생산이  확 되었다. 

  국내 으로 국은 채소산업을 핵심 인 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한 략을 수립 추진함에 

국채소의 수출은 구조 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

가 있을 것으로 망된다. 첫째, 1990년 에 들어

와 일본 등 외국으로부터 채소종자를 도입하여 

지화하기 시작함에 따라 생산성과 품질향상이 

이루어졌으며, 채소산지 특히 수출용 채소 재배

단지가 동부 연안지역을 심으로 확 되어 채소 

재배면 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 으로도 채

소 수출산지간 경쟁이 심화될 것을 망된다. 둘

째, 외개방정책에 의한 일본, 유럽, 이스라엘, 

미국 등 극 인 외자 도입 확 로 일본 등의 

개발수입이 증하고 있고 내부 으로 1990년

에 도로, 항만, 온 리 물류시스템 등 수출기반

시설이 폭 으로 정비되어 수출 물류비가 감소

하고 신선도 유지가 가능하여 수출채소의 품질이 

향상될 망이다. 셋째, 1990년  채소 재배면  

증가와 단수 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로 공 과잉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수출여력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신선채소의 수출단가가 하락하여 가격경쟁

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최근에는 국의 빠른 공업화로 인한 폐

수, 매연, 산업폐기물 등으로 농업환경이 괴되

고, 농산물의 안 이나 생 등에 한 표 설정

이 미흡하여 수출확 에 문제 으로 부각되고 있

다는 이다. 다섯째, 국국민들의 생활수 이 

높아짐에 따라 채소의 수입도 차 증가할 망

이다. 국에서 채소를 수입하는 주요 수입국은 

재 미국으로서 1999년 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채소는 529만 톤으로서 국채소 수입의 68.1%

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외에 국 채소의 주요 

원산지는 태국, 뉴질랜드, 캐나다, 헝가리, 만과 

국이다.

  특히 2001년 국의 WTO 가입으로 국 채소

산업이 국가 으로 한 차원 높은 수출산업으로 

도약할 기회를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DDA 상과정에서 국은 채소와 련된 무역

회담에 공세 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세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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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과 할당 등의 방면에서 자국의 채소산업 

보호  수출확 를 하여 향력을 발휘하고자 

할 것이다.   

  

2. 한국 채소산업의 응방안  

  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국제경쟁

력이 있는 채소 생산단지를 확 할 계획으로 있

어 앞으로도 고추, 마늘, 양 , , 당근, 무 등 

국채소의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망된

다. 국 채소산업의 발 방향은 기본 으로 

임의 노동자원을 활용하여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농민의 수입을 증가시키는데 을 두고 있으므

로 우리나라는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응 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국이 채소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해서는 

WTO 가입국가에서 요구하는 품질, 생안  등 

표 의 요구를 수해야 하는데, 이는 필연 으

로 국채소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국산 농산물은 가격경쟁력이 월등

하지만 아직도 식품의 안 성면에서 신뢰성이 떨

어지고 신선도 유지와 포장기술이 부족하여 고품

질 농산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높은 국산 농산물이 품

질제고에도 노력할 경우 미래에는 강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망이다. 

  이와 같이 우리 채소산업을 하는 국산 

채소수입에 한 응 략은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가? 먼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국 농산물

에 한 경쟁력 향상을 하여 먼  고객지향의 

명확한 마  략을 확립하여 시장경쟁력의 토

를 마련하고 타켓 고객의 선정과 고객의 기호

에 맞는 상품화 략을 세우고 시장여건의 변화

에 응한 발 빠른 략과 국 채소산업에 한 

지속 인 정보수집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국경제의 성장에 따라 고소득층일수록 맛

과 안 성 등 고품질의 농산물을 시하여 자국 

농산물보다 10배이상 비싼 수입농산물의 구입도 

크게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도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채소를 생산하면 국

시장에 수출할 기회가 크게 열리고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며 국이 우리 채소 농업의 성장 동

력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정책  측면에서는 아래와 같은 응책의 

마련이 시 하다. 첫째, 단기 으로 고추, 마늘, 

참깨 등 고율 세 품목인 경우 고율 세를 물고 

정상 으로 수입하기보다 율 세로 비정상 인 

수입이 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한 특별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휴 농산물의 수입과 

수에 한 단속을 지속 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

다. 둘째, 신선, 냉동, 건조 등 수입형태별로 원산

지 표시를 철 히 실시하여 국내시장에서 국산과 

국산이 차별 으로 유통, 소비될 수 있도록 유

도한다. 장기 으로 셋째, 채소산업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채소 육종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산, 가공에서 매에 이르기까지의 

체 인 기술과 품질과 리표 을 향상시켜 나

가야 한다. 채소기술향상 연구에 한 투자를 증

가하고 병충제를 억제하는 고품질의 채소육종 기

술을 보 해야 한다. 넷째, 채소 생산비의 국산 

채소와의 가격차를 축소시키고 생산과정을 자동

화, 생력화하여 경 비를 감하여 가격경쟁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유통시스템의 고도

화로 유통비용 감과 등 화, 규격화, 포장화를 

추진하여 가격차를 보 할 수 있는 품질차별화 

략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섯째, 국에서 생산, 

조달하기 어려운 고기술, 고품질의 시설채소와 

가공품을 극 발굴하여 고 소비층을 향한  

국수출  국내 유통체계 구축을 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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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채소산업이 지속 으로 발 하기 

해서는 단순히 가격과 임 상의 비교우 만 고

려할 것이 아니라, 노동과 토지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채소 품종개발, 재배기술의 향상에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채소산업의 발달은 품종

개량, 재배방식, 유통, 수송, 포장 등 채소산업과 

연 된 과학기술의 박 인 수 에 따라 좌우되

므로 이와 련된 기술과 경 기법의 향상으로 

고부가가치화 구조로의 이행이 국 채소의 수입

에 응한 한국 채소산업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V. 결  론 

  국은 우리나라와 인 한 지리  여건, 재배

시기, 토양 등 농업 련 환경의 유사성으로 인해 

국산 채소의 수입이 더욱 늘어나고 이에 인해 

국내 채소농업이 받을 타격은 심각할 것으로 

상된다. 국 채소는 식습 , 생산여건 등이 우리

와 비슷해서 우리 채소농업의 기반을 흔드는 요

인을 작용하고 있어 이에 한 비책이 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특히 WTO의 가입과 수 년내

에 타결될 DDA 상은 국채소의 수출 확 에 

유리하게 개됨으로서 필연 으로 국의 채소

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고 

국채소의 생산력을 제고시키고 국제 경쟁력의 향

상을 진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채소산업의 생산과 유통, 

무역특징, 국제경쟁력의 비교  향후 변화 망

을 살펴보고 국산 채소의 수입에 응한 략

을 제시하 다. 재와 같이 한․ 간 무역환경

변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채

소농업이 생존하기 해서는 신속한 시장 응력

과 응 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국산 채소

에 하여 수동 인 자세로 응하기 보다는 우

리 농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비교우 를 발휘

하여 고부가가치형 채소농업으로 과감하게 구조

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해외의 농업 자원도 우리 

채소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활용함으로서 국

산 채소의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략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과제를 잘 해결

한다면 국산 수입채소에 응하여 우리 채소농

업도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으로 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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