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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ven though red pepp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n, the red pepper industry 
is decaying due to several reason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more specific studies are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sector of Korean red pepper market and to 
present the implications for the promotion of Korean red pepper industry. Survey analyses to producers and consumers 
were conducted for this research. The results of studies present a few findings: First, Korean consumers consume foreign 
red pepper products as well as domestic red pepper products, Second, more RPPC (Red Pepper Processing Complex) should 
be introduced, Third, WTP (Willingness To Pay) of consumers to red pepper products is different from WTP of producers, 
Forth, Consumers’ requirements to promote the red pepper market is also different from producers’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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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추는 우리나라 농업에서 차지하는 생산액 비중이 2%

를 넘는 주요 작목 중의 하나임에도 재배 면적이 매년 5% 

이상씩 감소하고 있어, 최근 재배 면적이 1996년 9만 ha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고추의 재배 면적 감소는 

농촌 노동력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추 생산 비용 

증가와 중국산 등 수입산 고추의 국내 시장 진입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식습관 및 식품 소비 트랜드의 변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고추 소비량도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

어, 향후 우리나라 고추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추 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

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고추 생산량 증대와 고추 

가격지지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으나, 대

부분 단편적인 처방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고추 산업의 두 축인 생산과 소비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되지 못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고추산업에 대한 연구는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

다. 신용광 등(2009)은 건고추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컨조

인트(Conjoint)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제시

하였고, 이삼섭과 정준호(2010)는 고추 및 고춧가루 산업

의 현황을 분석하고 농협 고추 가공사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전창곤과 조명기(2010)는 우리나라 주요 고

추 주산지인 안동의 고추 유통 구조를 분석하고 고추종합

유통센터 개설을 통한 유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김

경필 등(2010)은 주요 고추 가공제품인 고춧가루의 해외 

소비 동향을 조사하여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시사점을 제

시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의 연구들은 우리나라 고

추산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거나 한 분야에 집중하여 

현황 파악과 시사점 도출에 주력하고 있어, 고추 산업의 

생산과 소비 실태를 상호 비교하여 실질적인 고추 산업 활

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추의 생산과 소비 실태를 

각각 조사 ·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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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farmers. (unit : %)

항목 범주 응답률(%)

경작 규모

1,000 평 미만 35
1,000 평 ∼ 2,000 평 35
2,000 평 ∼ 4,000 평 25

4,000 평 이상 5
계 100

성별

남성 92
여성 8
계 100

영농 경력

5년 미만 29
5년 ~ 10년 35
10년 초과 36

계 100

Table 2. Characteristics of sample: consumers. (unit : %)

항목 범주 응답률

연령

10세 ~  19세 0
20세 ~ 29세 30
30세 ~ 39세 30
40세 ~ 49세 20
50세 ~ 59세 20

60세 이상 0
계 100

학력

중졸이하 1
고졸 37

대재 혹은 대졸 59
대학원 이상 3

기타 0
계 100

월 평균 

지출 규모

100만원 이하 3
100만원 ~ 199만원 23
200만원 ~ 299만원 26
300만원 ~ 399만원 21
400만원 ~ 499만원 15

500만원 이상 13
계 100

체적으로는 고추 생산 농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

사 및 집단심층면접조사(FGI: Focus Gruop Interview) 등

을 통해 우리나라 고추 소비 확대를 통한 생산 증대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2장에서는 연

구 방법과 기본 개요에 대해 논의하였고, 3장에서는 설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추 생산 및 소비 실태 분석과 시사점

들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4장에서는 전체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고추 산업 활성화 방안들을 제안하

였다.

II. 연구방법

우리나라 고추의 생산 및 소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산

지 농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각각 진행하였

다. 먼저 산지 농가 설문 조사는 고추 주산지인 경북 안동시

와 영양군, 충북 괴산군 등에 거주하는 150 농가를 대상으

로 직접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통계적으로 유의

한 89개 조사표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Table 1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조사 대상 고추 농가들의 

경작 규모는 1천평 미만과 1천평 ~ 2천평이 각각 35%를 

차지하였고, 2천평 ~ 4천평과 4천평 이상이 각각 25%와 

5%의 비중을 보였다. 

또한 성별은 92%가 남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농가 응답

자들이 남성이었고, 영농 경력은 5년 미만이 29%에 불과하

여 대부분 고추 재배 경력이 적지 않은 응답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비자 조사는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고추 상품 

소비를 주로 하는 기혼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

데, 연령과 거주 지역은 우리나라 인구 통계 비율과 유사하게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은데, 응답자중 20세 ~ 40세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고추 상품의 실 구매층이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은 대학 재학 이상이 전체의 62%로 나타났고, 

월 평균 소비 지출 규모는 100만원대부터 300만원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다. 

고추 생산 농가와 소비자에 대한 설문 조사를 각각 진행

한 다음, 시사점을 얻기 위해 빈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

한, 빈도 분석을 통한 결과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별도

로 집단심층면접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는데, 고추 생산 

농가 대표 및 산지 농협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고추 농가 

설문 조사 결과를 검증하였고, 식품 소비 전문가와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고추 상품 소비자 설문 조사 결과를 검증하

였다.



Sounghun Kim / The analysis on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red-pepper in Korea

CNU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0(4), 2013. 12 407

Fig. 1. Problems for production.

Fig. 2. Channel for selling at the farm-stage. Fig. 3. Satisfaction of RPPC.

III. 결과 및 고찰

1. 고추 농가의 설문 분석

가. 재배 여건

고추 생산 농가들이 고추를 재배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고추 농사 자체가 가장 힘이 든다는 의견이 

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추 농사를 통해 얻는 소득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43%로 조사되어 고추 

재배 농가들이 소득 문제보다는 고추 재배 자체에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추 재배에 겪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

과, 일손 부족이 전체의 57%로 절반이 넘는 수치를 보였는

데, 이는 고추 재배지역에서 발생하는 농가 고령화와 노동

력 감소,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

로 병충해 관리 문제가 29%로 나타났고, 농약의 잔류 기준 

허용치 이하 관리 및 종자(묘) 구입 문제가 각각 7%로 조사

되었다.

나. 판매 실태

조사 농가들이 수확한 고추를 판매하는 유형을 보면 건

고추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전체의 86%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다음으로 빨간 생고추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10%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고춧가루 등의 가공품으로 판매

하거나 풋고추(청고추)로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가들의 고추 판매처를 보면, 지역 농협이 52%로 절반

을 넘었고, 가공 공장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15%를 차지

하여 조사 대상 농가들의 상당수가 농협이나 가공공장에 

바로 고추를 판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적으로 직

접 판매하는 경우나 산지 상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각각 

19%와 14%로 적은 편이었다.

다. 고추종합처리장(RPPC)에의 만족도

최근 고추 산지 가공 및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추종

합처리장(RPPC: Red-pepper processing complex)이 설

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분

석 결과, 매우 만족이 19%, 상당 부분 만족이 38%로 전체의 

57%가 만족감을 표시하여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

다. 구체적인 만족 사항으로는 안정적인 판로를 유지해준

다는 응답이 전체의 68%로 가장 높았고, 높은 가격은 11%

로 나타나 대부분의 농가들이 고추종합처리장과 같은 가공

공장들이 수확된 고추를 안정적으로 구매하여주는 것에 만

족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하였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원하는 양만큼 구매하여 주지 않는다는 

불만과 가격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농가 지도가 미흡하다

는 지적도 다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라. 국산 및 수입산 비교

산지 고추 생산 농가들에게 국산과 수입산을 비교하도록 

하였는데, 가격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국산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성, 품질, 브랜드 

등에 대한 국산 고추의 우수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고추 상품의 포장 부분은 수입산에 비해 약간 우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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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TP of red-peppers: farmers.

Fig. 5. Strategy for developing market.

Fig. 6. Frequency of buying.

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국산과 수입산 고춧가루에 대한 최대 지불 의

사(WTP: Willingness To Pay)를 농가들에게 문의하여 가

격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였다. 조사 결과, 수입 원료만을 

사용한 고춧가루의 가격을 100으로 가정하였을 때, 수입 

유기농 원료만으로 가공한 고춧가루의 가격은 129로 29%

의 가격 인상을 인정하였다. 수입산과 국산을 각각 50% 섞

은 고춧가루의 가격은 110으로 나타나 수입 유기농 원료만

으로 만든 고춧가루보다 낮은 가격을 인정하고 있었다. 

한편, 국산 원료로 가공한 고춧가루의 가격은 198로 수

입 원료로 가공한 고춧가루의 약 2배에 달하는 가격을 받아

야한다고 농가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국산 유기농 고추로 

가공한 고춧가루의 가격은 304로 수입 원료로 가공한 고춧

가루의 3배에 달하는 가격을 농가들이 희망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마. 시장 확대 방안

농가들은 우리나라 고추 상품의 사용이 늘어나야하는지

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2%가 매우 동의하거나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농가들이 고추 상품 소

비 확대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할 일들을 조사하였는데, 원산지 

표시 강화를 주문한 응답이 전체의 43%로 가장 많았고, 국

산 고추 상품의 안전성 강화가 38%로 두 번째로 조사되었다.

맛이나 색깔 등의 상품 품질 개선을 제시한 응답은 19%

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였는데, 이는 국산 고추 상품

이나 중국산 등의 수입 상품과의 품질 격차를 늘리기가 안

전성 격차보다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농가들은 국산 고추상품의 가격 인하를 통한 시장 확

대에는 0%의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국산 고추 농가

들은 현재의 고추 상품 가격을 인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2. 고추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설문 분석

가. 고추 구매 빈도 및 구매 장소

고추 상품 중 가장 자주 구매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 생

고추(청고추)와 고춧가루가 각각 52%와 37%로 나타났다. 

반면, 건고추(홍 고추)를 가장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은 전

체의 10% 미만으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생식용 청고추나 

고춧가루를 주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추 상품의 주요 구매 장소를 품목별로 조사한 결과, 

신선 농산물인 생고추는 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구매

하고, 건고추는 산지에서 직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대비되

었다. 가공식품인 고춧가루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산지 직

구입, 재래시장 구매가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된 반면, 양념

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압도적으로 많아 차이를 보였다.

나. 고추 구매 시 고려 사항

고추상품을 구매할 때 가장 고려하는 한 가지를 조사한 

결과, 국산 여부를 따진다는 응답이 전체의 55%로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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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riteria for buying.

Fig. 8. Size for buying.

Fig. 9. WTP of red-peppers: consumers.

게 나타나 여전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국산 고추로 가공

한 고춧가루를 선호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

로 맛이나 색상 등의 품질을 중시하는 응답이 30%로 뒤를 

이었고,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응답도 11%로 나타났다.

또한 고춧가루 구매 시 지역별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전체의 50%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의 선호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고춧가루 산지인 시나 군의 브랜드화가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상당 부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다. 고추 구매 빈도 및 구매 장소

건고추와 고춧가루의 1회 구입량을 조사한 결과, 건고추

는 한 번에 500g 미만의 소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전체의 

34%로 가장 많았다. 고춧가루의 경우에는 500g ~ 1kg이 

전체의 38%로 가장 많았고, 1kg ~ 5kg이 24%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건고

추보다는 고춧가루를 더 큰 용량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건고추를 구매하여 다시 

고춧가루를 만들어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라. 국산 및 수입산 비교

국산 고춧가루와 수입산 고춧가루를 상호 비교하여 소비

자들의 응답을 조사하였는데, 가격과 제품 포장 부분을 제

외하고는 모두 국산이 월등하게 좋은 것으로 평가가 나타

나 국산 고춧가루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월등하게 우

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입원료만으로 만든 고춧가루의 가격을 100으로 

두었을 때, 다른 원료를 사용한 고춧가루의 가격으로 얼마

를 지불 가능한지를 조사한 결과, 수입 유기농 고춧가루의 

가격은 140으로 40%의 가격 인상을 인정했고, 국산과 수입

산을 섞은 것은 145로 나타났다. 이는 산지 농가의 의향 

가격인 129와 110과 차이를 보이는데, 소비자들이 산지 농

가에 비해 수입산이더라도 유기농인 고춧가루와 국산과 섞

은 고춧가루의 가치를 더 높게 인정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

된다. 또한 국산 원료 고춧가루와 국산 유기농 고춧가루의 

지불 의향 가격은 각각 193과 262로 조사되어, 산지 농가의 

조사 결과인 198과 304와 상대적으로 적은 차이를 보였다. 

이를 종합하면 농가에 비해 소비자들이 수입산에 대한 

고춧가루에 대한 지불 의향 가격이 높게 나타났고, 국산에 

대한 지불 의향 가격은 유사한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마. 시장 확대 방안

소비자들에게 국산 고추 상품의 사용 확대 여부를 조사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33%

가 일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91%가 국산 고추 상

품의 사용 확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국산 고추 상품의 소비 확대를 위한 과제로

는 원산지 표시제 강화가 전체의 38%로 가장 높았는데, 이

는 둔갑 상품 등으로 인한 국산 고추 상품에 대한 신뢰성 

하락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 고추의 생산 및 소비 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농업과학연구 제40권 제4호, 2013. 12410

Fig. 10. Issues for developing market .

다음으로 가격 인하가 29%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소

비자들은 가격보다 국산이라는 보증을 더 원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안전성 강화를 지적하는 응답과 품

질 향상을 요구하는 응답이 각각 20%와 13%로 나타났다.

IV. 결 론

우리나라 고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지 생산 단계와 

소비단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여야 하는

데, 산지 농가 및 소비자 설문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

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농가의 고추 상품 판매 형태는 건고추가 대부분이

지만, 소비자는 생고추(청고추)와 고춧가루가 각각 52%와 

37%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소비자가 국산과 수입

산을 혼용하여 사용함에 따른 결과로 생고추(청고추)는 주

로 국산을 구매하지만, 고춧가루는 수입산이 상당 부분 포

함되어 있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둘째, 고추의 산지유통 구조개선과 고추 가공을 통한 부가

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근 적극 도입하고 있는 고추종합

처리장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정책이 상당 부분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불만족 사유로 농가가 원하는 양만한 구매하여 주지 

않고 농가 지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고추 상품에 대한 최대지불의사를 계측한 결과 농

가와 소비자간의 인식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소비

자들이 수입산에 대한 고춧가루에 대한 지불 의향 가격을 

농가보다 높게 인정해주고 국산에 대한 지불 의향 가격은 

다소 낮게 생각하고 있어, 농가가 희망하는 국산 고추 상품

의 가격 차별성을 소비자들이 인정해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조건 국산이라고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을 인정해주던 시절이 지나가고 있기에 산지 농가들의 

대응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국산 고추 상품의 시장 확대에 필요한 전략도 농가와 

소비자가 다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농가는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와 식품 안전성 강화를 주로 주장했지만 고추 

가격 인하를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에 

반해,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 제도 강화에는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국산 고추 상품의 가격 인하에도 상당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농가와 대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노동력 고투

입으로 인한 높은 생산 비용 문제를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고추 재배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추 소비 확대를 통한 생산 증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산지 농가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한정된 조사 대상으로 도출된 

시사점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지만, 제시된 내용들이 우리

나라 고추 산업 발전을 위한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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