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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이 더욱 빠

른 증가세를 보여 무역수지 자 폭이 크게 확 되고 있다. 특히, 국제 신

용 기 발생 직 인 2008년에는 무역수지 자가 사상 최고인 188억 달러

에 달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 증가율이 상 으로 

조한 것은 수출시장을 목표로 생산단계에서부터 고품질 농산물을 재배

하는 문 농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 리카, 남미 등 개발도

상국의 수출 확 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은 물론, 농가 

소득 향상과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 그리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 향상 등 

다양한 정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해외 수출시장 확 를 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수출시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력 농식품 수

출 증 와 함께 수출 유망품목 발굴 등 종합 인 수출시장 확  방안을 모

색하고, 수출 시장 분석과 소비 조사결과 등을 토 로 보다 구체 이고 실

증 인 세부 품목별 수출시장 확  방안을 도출하기 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해 조언을 해주신 자문 원님들과 련 문가, 지 조사에 

극 조하여주신 수출․입 업체 계자분들과 농가  소비자분들께 감

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 결과가 농식품 수출확 를 한 효율  방

안으로 활용되어 우리나라가 농식품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

할 수 있기를 기 한다.

2010. 10.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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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농산물 수출시장 확 방안｣ 총 과제의 세부과제로서 2년 

동안 수행되는 과제의 1년차 과제이다. 본 세부과제는 농산물 상 품목 

 과실류와 특작류의 수출시장별 수출 황  문제 , 개선사항 발굴과 

수출확  방안을 제시하기 해 수행하 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사례 

심의 수출 장애요인 발굴과 개선사항을 제시한 내용들이 많다. 본 연구에

서는 수출원 문단지, 수출선도조직 운 실태, 해외시장조사, 수출강국 

사례 분석을 통하여 수출확  방안을 제시하는 데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수행기간이 2년이므로 연차별로 연구수행 품목과 수출 국가

를 구분하 다. 1년차 연구는 상 으로 근거리에 치한 아시아권 수출

시장 심으로 하여, 국시장에 한 버섯류, 인삼류 수출, 만시장에 

한 사과, 배 수출 내용을 심으로 하 다. 2년차에는 미국시장  동남아

시아에 한 단감 수출, 미국시장에 한 버섯류 수출, 캐나다와 러시아 시

장에 한 감귤 수출을 심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연구 내용별로 수출시장 동향  여건, 수출제약 요인은 농수산물유통공

사의 ｢품목별 수출 책  실천계획｣ 자료를, 국내 공 여건  기반 분석

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원 문단지 운 실태 조사자료, 농식품 수출선

도조직 평가자료｣를 활용하 다. 수출국 시장여건 분석은 수출 상 국가의 

수출입 통계자료, 지조사  수집자료, kotra의 수출시장 지조사 자료

를 이용하 다. 가격  품질경쟁력은 수출국 통계자료와 지 출장조사 

자료를 이용하 다. 수출국 소비자 구입행태  선호도 분석은 kotra를 통

한 지 소비자 조사결과를 이용하 다. 해외사례는 수출강국인 뉴질랜드

의 제스 리와 Turners & Growers(T&G) 그룹의 지 조사자료를 이용하

다. 그 외 시장여건  수출확  방안을 도출하기 해 농식품부에서 지

원하는 품목별 수출사업단과 해외 문가 등을 청하여 문가 세미나, 

의회를 개최하 다. 

  수출시장 확  방안은 분석 결과에 따라 국내 부문과 해외시장 부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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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수출시장 확 를 해 국내 부문에서 개선해야 

할 첫 번째 방안은 안정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품질 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해 수출원 문단지 기능 강화, 수출선도조직 운  강화, 

수출선도조직 유형별 특성을 살린 조직 강화, 수출물류체계 개선  지원

의 효율화 방안들을 제시하 다. 국내 부문의 두 번째 개선 방안은 수출 

련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해 수출 품목별 의회  표

조직 기능 강화, 수출 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  인  네트워크 구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 다.

  정부에서 수출기능을 강화하기 해 지원하고 있는 원 문생산단지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고 등 인 ‘수’ 등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37.3%’에 머물러 있으므로 수출 문단지로서의 기능을 개선해야 하는 단

지는 여 히 많다. 수출 기능을 강화하기 해 수출 교육과 회의 강화, 실

질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품질 리 매뉴얼 보 이 확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선도조직 운 사업이 2년이 경과하고 있으며, 수출업체  수출농가

들의 수출 조직화와 규모화에 한 공감 는 확 되고 수출참여도가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선도조직들이 부분 농가교육과 ID 리를 수

행하고 있으나 몇몇 농 과 연계된 조직에서는 개별 생산자와 수출물량 출

하계약과 이행율, 지속 인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농가들

에 한 계약 이행과 유지, 수출농가와 선별장에 한 ID 리 강화, 품질

리 문인력 육성, 운 의회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

례로 미루어볼 때 수출선도조직의 운 을 강화하기 해서는 수출업체 

심으로 품종개발, 물류시설 확보 등의 강력한 계열화 수단을 확보하는 것

이 필요하다. 수출물류 체계를 강화하기 해서는 유통기한 연장을 한 

수확후 리기술, 장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의 사과시장에서 시장비교우 는 뉴질랜드가 가장 높고 한국이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시장비교우 지수가 지속 으로 

증가하여 수출노력에 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산 신고배의 경우 

시장비교우 가 가장 높고 일본산은 1.0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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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소비자들이 과실을 구입할 때 ‘맛’이나 ‘가격’보다는 ‘모양, 색깔’을 최

우선 으로 고려하고 있다. 사과나 배를 수출할 때 당도 등 ‘맛’을 향상시키는 

것도 요하지만 ‘모양’이나 ‘색깔’을 엄격하게 리하는 것도 요하다. 만 

소비자들은 한국산 과실을 가정소비용으로 많이 구입하고 있지만, 일부 고소

득층에서 한국산 사과를 선물용으로 구입하고 있으므로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

품질 사과 공  략도 유효할 것으로 단된다. 한국산 사과와 배를 주로 호

기심에 구입하고 있지만 재구입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가격  품질

에 한 평가가 우수하고 향후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안정 이

고 지속 인 수출활동과 품질 리가 요구된다. 

  국시장에서 한국산 팽이버섯은 안 성과 신선도 등 품질이 우수해 

국의 주요 소비자층에서 선호도가 높다. 국 소비자들의 친환경  건강

식품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의 시장경쟁력은 더욱 높

아질 것으로 상된다. 국에 진출한 국내 형마트의 유통망을 통해 

매를 확 하는 수출 략이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의 한국 인삼 수입은 최근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에서 한국

산 인삼은 최고 품질로 인식되기 때문에 국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고소

득층을 심으로 한국산에 한 수요는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

다. 한 일반 산층에서 고려인삼의 효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극 인 

홍보  고가 필요하다. 

  수출확 를 해 해외시장 부문에서 개선해야 할 방안들은 수출시장의 

략  진출방안, 수출시장 유통망 연계  구축, 시장별 특성 분석  맞

춤형 마  략 수립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수출시장의 략  

진출을 해서는 한국 농산물에 한 인지도  선호도가 높은 인근 시장

에 우선 으로 진출하는 략과 수출 국가별 식물검역 해제품목을 확 하

기 한 상 노력이 필요하다. 수출시장 유통망을 확 하기 해서는 

지 유통망의 거래요건 악과 지법인 설립을 통한 지속 인 활동, 

소비자의 인지도  선호도 조사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출시

장 마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지 소비자들의 한국에 한 인지도 

 선호도가 높은 상품을 물로 홍보효과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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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속성을 조합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1년차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2년차에는 북미시장과 동남아 신흥시장, 러시아시장을 심으로 수출확

방안에 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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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ort Promotion Policy for Fruits and Specialty Crops

  This research is about increasing Korean agro-food products export 
to foreign market. This is the first year draft from 2 year research 
project.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pport export policy 
of domestic agro-food products. To meet the end, the study mainly fo-
cuses on general export polici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revious agro-food export studies usually deal with a specific food 
item or country while this research addresses multiple items and 
countries. Especially, the first year draft deals with main export items 
and markets.
  This report describes a current condition of agro-food export market, and 
points out its important characteristics and inherent problems. Also ana-
lyzes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agro-food products in two important 
export markets. In this research, foreign consumers’ preferences toward do-
mestic fruits, ginsengs&mushrooms are surveyed. The survey results are 
utilized to derive necessary policies and its future directions to increase ex-
port markets. 
  This research categorizes agro-food export system into six different 
stages and suggests policy recommendations to increase export to foreign 
markets on each stage. Firstly, in the production stage, it is difficult to se-
cure the sufficient quantities and proper qualities. Not enough room for 
price negotiation is also a problem. To solve the problems, organizing farm 
to scale and government’s expenditure on R&D investment is necessary. In 
the commercializing stage, poor conditioned facilities and inadequate adop-
tion of buyers’ requirements cause problems. These can be solved by pro-
viding new facilities to improve products' qualities with fostering ex-
port-specialized farms.
  In the export logistics stage, a lack of cold-chain system and a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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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t logistics system cause decreasing quality and increasing mana-
gerial cost problems. Also governmental export logistic subsidies cause an 
unnecessary side effect. Providing a proper logistic system with a new sub-
sidy scheme is strongly recommended to enhance efficiency. In the quar-
antine and customs clearance stage, the government has to make a mutual 
agreement with the importing country to alleviate an existing strict quar-
antine system.  
  In the stage of distribution in the importing countries, excessive price 
competitions between exporting companies cause several drawbacks such 
as damaging the image and price war. The government has to monitor ex-
porting companies effectively to secure an existing market with proper 
policies. Finally, foreign consumers’ lack of brand awareness has to be 
changed. Currently, the main target customer of exporting agro-food prod-
ucts is overseas Korean. Supports on participating overseas food ex-
hibitions and brand promotions, and entering local large-scale retailers are 
strongly recommended.

Researchers: Kyung-Phil Kim, Ho-seok Han 
E-mail: kkphil@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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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 되면서 국내 시장 공 물량이 과잉되는 한편 소

비자들의 선택 기회도 더욱 많아졌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

의 가격도 수입 농산물의 향을 크게 받게 되었고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

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한 자유무역 정(FTA) 체결국가 증가 등 교역국가가 늘어나면서 외국

산 농산물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수  여건이 변동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교역여건 변화는 우리에게 시장확 의 기회를 증 시

켜주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무역 장벽이 낮아지는 만큼 국내산 농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내 농산물 수 여건이 국제시장 향을 받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으므

로 국내 농산물의 공 시장 범 도 국제시장으로 확 할 수 있어야 국제수

 여건 변동에 탄력 으로 응할 수 있을 것이다. 농산물 수출을 증가시

킬 경우 국내 공 물량의 일정 부분을 해외시장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국내 

가격을 상승 혹은 유지시키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한, 수출을 할 때 

해외시장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경쟁력 수 을 진단할 수 있다. 세계 각국

의 농산물들보다 가격  품질경쟁력이 높아야 원활히 매할 수 있으므로 

국내 공 자들에게는 경쟁력을 높이기 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 일반 으로 공 , 소비되고 있지만 해외시장의 소비자들에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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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지 않은 농산물들도 있다. 한국 농산물에 한 해외시장 소비자들의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수출을 확 하고 국내 농산업의 안정  유지와 성장

을 꾀하는 것은 로벌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꼭 필요한 과제이다. 국내 농

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 하기 해서는 주요 수출시장별 수출 품목에 

한 수출 황  문제 , 개선사항 발굴과 수출확  방안을 제시할 필요

성이 있다. 

2.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농산물  과실류, 특작류의 수출을 확 하기 해 주

요 수출 장애요인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3. 선행연구 검토

3.1 수출시장 분석 관련 연구

  한국농 경제연구원(2009)은 농업·농 과 련된 기존의 연구와 각종 

통계자료를 심으로 우리 농업을 둘러싼 내외 여건 변화와 실을 진단

하고 그동안의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우리 농업이 가야 할 비 과 방

향을 제시하고 구체 인 략을 수립하 다. 연구 방법은 국내외 농업  

농업정책, 경제 련 각종 통계자료와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참고서 과 

기존의 연구보고서를 토 로 내외 여건 변화와 농업·농 의 실을 진단

하고 농업의 문제  분석과 농정평가를 실시하 다. 주요 연구내용은 농식

품 수출 동향과 품목별 동향, 국가별 동향의 황을 살펴보면서 국가별 수

출시장 여건  특성에 맞추어 수출증  노력을 기울여야 수출목표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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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시사 을 도출하 다. 수출증 의 주요 문제 으로 

고품질 수출 농식품의 안정  공 기반 미흡, 수출 물류 시스템과 기반 미

흡, 체계 인 수출시장 확  시스템 미흡 등을 제시하 다. 고품질 안  농

식품의 안정  공 기반 구축을 한 략으로 농식품 수출선도조직사업 

평가  지속 추진, 원 문생산단지의 수출농산물 공 기능 강화, 첨단

유리온실 수출 문단지 조성, R&D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확  도모, 수출

농식품 품질개선을 한 시설투입과 기술개발 지원 강화 등의 세부 추진

략을 제시하 다. 농식품 안 성 리체계 강화 방안으로는 생산이력제 강

화, 안 성 리 생산메뉴얼 제작․보 , 생산  출하 단계의 안 성 문

요원 리, 일본의 농약검사시스템(PLS) 응 책 마련  시행, 농식품 

수출안 성 확보를 한 ‘안 지킴이’ 제도 강화를 제시하 다. 수출물류 

시스템 개선과 물류기반 구축 방안으로는 온 유통시설  장비 지원, 

온수송 여건 개선, 수출시장의 온물류시설 건립  임 방안을 제시하

다. 수출시장의 체계 인 개척과 확 를 해서는 수출국 법인설립  시

장조사, 마  활동의 지속 인 수행, 수출국의 수입도매회사  형

매업체 연계 강화, 수출 틈새시장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수출시

장 마  강화  효율  추진을 해서는 국가별·품목별 특성에 맞는 마

 추진, 농식품부와 경련 간 수출확  업무 력 약정 체결, 재외공

·kotra·한상·한인회 등의 네트워크 강화  활용을 제시하 다. 고부가가

치 가공품, 식재료 수출 강화를 한 가공제품, 한식, 식재료 등 부가가치 

가 높은 품목의 시장개척  확  강화, 국내 식재료의 수요가 많은 해외

기 의 D/B화, 해외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상품  식재료 개발, 식재료 물

류센터 구축을 주장하 다.

  농림부․농수산물유통공사(2007)는 주요 농산물 수출시장 동향  안 

분석내용을 제시하 다. 주요 내용은 일본의 김치시장과 한국산 경쟁력, 

수입 농식품에 한 일본 소비자의 의식동향, 한국 농식품의 형유통매장 

진출 황과 망, 국 유망 수출품목 조사, 한국 농식품의 미국 통  

시 억류사례, 만의 “수입식품검사법” 개정내용, 한국산 감귤의 싱가포르

시장 진출 략, 러시아의 감귤 유통과 한국산 수출 략, 한국식품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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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출 략 등이다. 

  한국농 경제연구원(2009)은 개방화 진 에 따라 축소되는 국내산 농수

산물의 수요를 해외 시장에서 창출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 와 농어  활

성화에 기여하기 해 극 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 사업과 련

된 실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주요 연구내용은 우리나라 수출용 

농산물 생산의 문제 은 외국 품종에 한 큰 의존성, 수입국 안 성 기  

강화, 수입국 기호에 맞는 상품 생산 미흡 등이다. 가장 큰 농산물 수출시

장은 유럽이지만 EU 회원국 간의 교역이 많기 때문에 수출 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며 향후 수출 마 은 잠재력이 큰 아시아와 북미 그리고 

러시아 시장에 집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리하게 정부 정책이나 지원을 

추진할 경우 도덕  해이나 산낭비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에 수출 인 라 구축과 수출지원 창구 단일화를 유도해야 한다. 한 수

출증 의 장애요인들을 구조 으로 해결하여 수출을 안정 으로 증가시키

기 해 ‘국가 수출 표조직’을 설립하고 수출 물류의 개선을 해 농수산

물유통공사의 비축창고를 수출물류센터로 활용, 수확 후 리에 한 교육 

 홍보 강화, 간이 잔류 농약검사 장비 보 을 통한 안 성 리 체계 확

 등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상원(2008)은 수출농업 장을 폭넓게 이해하고 수출 정책을 공감하

기 한 수출실무 내용을 달하 다. 농산물 수출지원 마  략 로

그램을 근간으로 수출실무 경험과 장 근무경험, 애로사항, 농업 장 내

용을 바탕으로 구성하 으며 농수산물유통고사(aT)의 수출자료집과 수출

상담실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 다. 유리한 수출방법을 검하면서 우리 

수출농업의 치를 악하고 수출 농업정책 로그램을 이해시키면서 수

출 경쟁력을 높이기 한 략  방법을 제공하고, 수출되고 있는 품목의 

황  문제 , 한국산의 경쟁력, 수출확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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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출 대상국별 연구

  김경필 외(2008)는 최근 농산물 수출 유망시장으로 두되고 있는 러시

아에 해 극동러시아 지역 심으로 수출실태와 가능성을 악하고 시장

개척  진출의 애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수출을 증 시킬 수 있는 방

안을 도출하 다. 극동러시아에서 운 되고 있는 47개의 농산물 수입업체, 

형 매업체, 도매시장  소매 , 해외공 , 극동러시아 수출 경험이 있

는 국내 수출업체, 농산물 수입업체 문가에 한 설문조사와 면 조사 

결과를 기 로 작성하 다. 러시아시장의 체 인 동향과 망, 극동러시

아에 한 농산물 수출실태, 농산물 수출사례  시사 , 극동러시아 시장 

에 한 농산물 수출 확  방안을 제시하 다. 수출확  방안으로는 고품

질 농산물 생산  재배기술 개발,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조

직화 문화를 통한 수출물량 안정  확보, 온 선별장  데크 시설, 

온 선박수송 냉장컨테이  확보를 통한 물류여건 개선, 극 인 홍보, 

매 진 활동, 마  활동을 통한 마  개선, 검역  통  차 간소화

를 통한 수출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 다.

  김재수(2003)는 미국 체 농축수산물 수입액의 0.5%에 불과한 우리 농

산물의 미국 농업여건 변화에 응하여 미 수출증 를 한 문제 과 

책방안을 제시하 다. 수출 애로요인과 증 방안으로 고품질 농산물 수출, 

지역별, 계 별 특성에 부합되는 수출 략 추진, 건강과 기능성을 고려한 

지인의 입맛에 맞는 식품 개발, 다양한 수입업체의 극 인 활용과 이

들을 통한 마  략  홍보 지원 필요, 미국 시장에 한 연구조사  

홍보 강화, 수출품 규격과 품질 강화방안, 디자인 개선 등 수출 책을 종합

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농수산물유통공사(2007)는 GCC 경제  농식품 시장에 해 체계 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GCC FTA의 농업교역 부문에 미치는 향과 수출유

망품목 도출, 한국 농식품의 GCC 시장 진출 여건 평가 등을 통하여 우리 

농식품의 GCC 시장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식품 수출확  략  

정책  시사 을 제시하 다. 문헌조사, 해외 시장조사, GCC 농식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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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사례조사, 탄력성분석에 의한 무역확 효과, 산업연 분석에 의한 생

산효과 추정 등 농식품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다. 주요 연구내용

으로 GCC 국가의 사회·경제 황, GCC의 농업 황과 주요 정책방향, 농

식품 교역 황, 식문화와 GCC 주요국의 농식품시장 황, 국내외 기업의 

GCC 농식품시장 진출사례, 한-GCC FTA 평가와 농식품 교역에 미치는 

효과, GCC시장 농식품 수출확  략 등을 제시하 다. 농식품 수출확  

략으로 고가시장과 가시장의 양분된 진출 략, 가공식품류는 지인

을 상으로 가시장을 공략하고 농산품은 특산물을 심으로 고가 

시장 공략을 제안하고 이슬람 문화에 부합하는 제조  마  략과 유

능한 수입상 확보로 고가 이미지의 랜드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 다.

  산농 문화재단(2008)은 세계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

로서 국 내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 농식품 수출을 

증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국의 농업분야 투자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수행하 다. 이를 해 국 한민족 농업인들의 주요 활동분야 

 내용을 구체 으로 악하고 국 수출  농업투자 황과 문제 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 다. 지 문가, 공 , 교포 단체 등을 활용

하여 한민족으로서 농업  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주요 농업인 목록 

작성, 농업인 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명망 있는 농업인들의 네트워크와 

농업인들이 실질 인 도움을 주고받는 네트워크 등 국 내 한민족 농업 

련 네트워크의 내용을 분석,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농식품 수출  해

외농업투자 황과 련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통계자료에 한 조사를 진

행하고, 지 출장과 국 문가를 활용하여 지 농업 련 산업 종사자 

 투자자에 한 심층 면 과 조사가 이루어졌다. 국 내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해 한민족 농업인  농업 련 업종 

종사자 악, 한민족 농업인 간의 네트워크 황 악  분석, 효과 인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국 농식품 수출활성화 

방안 연구를 해 농식품 수출 황과 국 내 농식품 틈새시장  수출가

능성을 분석하고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활성화 방

안을 제시하 다. 국 수출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품질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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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목표시장의 설정, 국 내 충분한 유통망 확보  포장의 개선, 한

국 식문화의 와 련한 마  추진, 재  한민족 네트워크 활용, 수출 

 투자정보 지원체계의 재정비를 제안하 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7)은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출 략을 검토한 후 

국내산 수산물 수출 략 수립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 다. 일본의 농림

수산물 수출 동향을 살펴보고 종합 인 수출 략과 세부 인 수출 략을 

악하여 시사 을 도출하 다. 일본의 농림수산성 수출종합 략 수립의 

배경  수출 략 개요, 수출환경 정비, 품목 심의 략 마련, 능동  농

림어업인 지원, 기  간 력을 바탕으로 한 해외 홍보 강화 등 세부 인 

수출 략을 살펴보았다. 밥, 생선회 등 일본요리의 이미지를 일본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이나 식품에까지 연계시키는 등 요리의 인기를 수출 확

의 키워드로 활용한 , 후생노동성, 외무성 등 행정기 은 물론 다양한 

민간기 과의 력을 통해 략의 효율  실행을 모색한 , 수출 해요

인으로 작용하는 검역 등 문제요인을 정비하고 수출에 심이 있는 개인이

나 단체 등이 실행에 용이하게 나설 수 있는 지원체제를 정비한  등을 

시사 으로 제시하고 있다.

3.3. 수출품목 관련 연구

3.3.1. 품목별 수출증  방안 연구

  최정섭 외(1998)는 감귤수출에 따른 애로요인을 생산, 유통, 수출물류, 

수출 지원체계 등 련 기능뿐만 아니라 제도 인 측면까지 규명함으로써 

감귤수출 증 를 실 하기 한 실천방안을 제시하 다. 감귤 수 망과 

오 지 수입 향의 계량분석, 수출 황  애로요인 면 조사, 수출 련 

유통단계별 문제  추 , 해외 수출시장 지조사, 문헌  인터넷 조사를 

수행하 다. 수출 감귤의 물류유통과 지원제도, 감귤수출의 문제 , 수출조

직의 정비  담기구 설치와 업무, 수출시장별 시장개척  확 방안 등



서 론8

을 제시하 다. 수출시장별로 캐나다는 가격경쟁력 제고  일본 유율의 

체, 미국은 통상 력의 강화와 수출 차의 간소화, 일본은 품질향상과 

노지감귤의 시장 개척, 러시아는 수출 융의 안정화, 동남아는 수출물량의 

지속화, 유럽은 수출교두보의 확보 등을 제안하면서 다양한 수출 련 조

직을 시스템화하여 효율 으로 업무를 분담·조정해야 함을 제안하 다.

  성명환 외(2004)는 고려인삼 장기 수출확 를 한 략방안 연구로 

미 수출애로 요인 분석과 수출증  방안을 제시하 다. 해외인삼시장 동

향, 수출  국제경쟁력 실태, 고려인삼 수출 확 방안 등을 제시하 는데 

수출확  방안으로는 고려인삼 문  확   활동 강화, 홍보활동의 

강화, 수출시장의 다변화, 수출인삼제품의 안 성 강화, 통상  경제 력

의 강화, 부정유통 방지를 제안하 다.

  박문호(2005)는 문헌조사, 실태조사, 수출국 소비자 시음평가 등을 통하

여 녹차 수출시장 진출 략 수립과 수출국 수요에 맞는 수출상품 개발방향 

을 제시하 다. 국내 녹차산업의 황과 수출기반 분석, 주요 수출국 산업

동향 분석, 녹차 수입국의 유통․소비 실태, 해외시장에서의 차 소비의식 

 시음평가, 녹차 수출시장 진출 략 등을 제시하 다. 시장확  방안으

로 고가 고품질 수출 략을 통한 산층 이상의 소비계층을 목표로 하는 

문  입  략, 지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  포장디자인 개발과 

한국녹차 문  확보, 수출 가능성이 큰 거 국가 심의 수출지원·정보

체계 구축  문화 활동과 연계한 홍보활동 강화를 제안하 다. 

3.3.2. 수출 유망품목 련 연구

  김병률 외(2006)는 수출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

여 품목별로 수출 상국의 시장성과 경쟁성을 분석하여 생산, 수확 후 상

품화, 해외마  략 수립과 지원방안을 제시하 다. 국내외 연구  조

사자료, 통계 분석, 일본과 미국 지조사, 품목별 SWOT 분석, PLC분석

(수출상품생애주기 분석) 등을 수행했다. 수출 유망품목의 수출 시장성과 

경쟁성 분석, 수출 유망품목의 수출확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 다.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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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를 한 주요과제로 수출농산물 종합 리체계 구축과 수출매니 제도 

실시, 수출농산물 자조 제도 는 험공동부담제도, 수출단지 규모화와 

기업  생산, 수출 유도, 정부의 시설원 화 지원 재개, 품종 개발  

육종연구 강화, 재배기술의 고도화를 한 지도  교육훈련체계 구축, 수

출농산물 공동선별, 당도선별 의무화와 품질 규제, 수출업체의 이력 리와 

규모화 유도, 국 등 수출상 국의 지 도매 매체계 구축, 수출농산물 

표 랜드 육성을 제안하 다.

3.3.3. 수출물량 확보 련 연구

  한국농 경제연구원(2008)은 농식품 생산에서부터 수출까지 일 화시킬 

수 있는 계열화 수출 문조직을 체계 으로 육성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

고 부류별 표품목 심으로 수출 운 모델  실행 매뉴얼을 작성하

다. 기존 수출 련 발표자료와 국내외 수출우수사례 조사, 수출업체 의식 

설문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 다. 농식품 수출동향을 악하고 경쟁력 있는 

수출인 라 구축, 세계 일류상품 육성, 략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2017

년까지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한 비 을 제시하고 국내외 수출우수사

례를 분석하고 계열화 수출 문조직 육성의 필요성과 계열화 수출 문조

직 개념 정립  자격요건 규정, 품목  수출 문조직 선정방향과 조직 

선정 평가방안을 제시한 다음 계열화 수출 문조직 육성사업의 지원 방향

과 지원 시 고려사항, 정착  활성화 방안, 계열화 수출 문조직 운 모델 

 사업 매뉴얼을 제공하 다.

3.3.4. 수출경쟁력 련 연구

  박문호 외(2006)는 선행연구, 인터넷자료, 통계자료를 비롯한 련 문헌

자료 수집, 시비교우 지수(RCA)를 이용한 수출경쟁력 제시, 지조사, 

소비자 조사 등을 실시하여 WTO/DDA, FTA 상  타결 이후 국내 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한 생산구조 개선, 출하  유통의 조직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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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응 기본방향과 추진 략 등 실 인 실천방안을 제시하 다. 과수산

업의 여건 변화와 망, 주요국의 가격 경쟁력, 경 평가 자료를 이용한 경

구조 분석, 국내 산지사례와 일본의 산업동향  산지사례 분석, 산지 조

직 우수사례에 한 유형별 추진사항과 성공요인 등을 제시하 다. 한 

과실 소비자의 구매행태와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품질·가격 경쟁력 

제고, 수출 증   소비 진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과수산업

의 경쟁력 제고를 해서는 생산성을 갖춘 정면 의 과원유지, 부 지 

과원의 폐원을 통한 생산기반의 재정비, 품질경쟁력과 안 성에 기 한 고

품질의 규격화된 과실생산,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선도 인 업농 심의 

선택과 집 , 산지유통센터를 심으로 한 생산·유통의 계열화, 지속  국

내 시장 유를 한 상품개발  공 여건 구축, 소비자의 요구를 반 한 

과실의 고품질화  안 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 다.

3.3.5. 수출물류  유통 련 연구

  김성훈 외(2009)는 농축산물 매 진사업 제도의 황과 문제 을 분석

하고, 수출 물류비 지원 제도 개선안 도출, 앙 정부와 지자체의 수출 물

류비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수출 물류비 지원을 체하는 수

출인 라 강화를 한 방안 도출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연구와 련

된 선행 연구  기타 자료 수집, 수출업체, 계 단체 표, 앙 정부  

지자체 정책 담당자, 련 문가 의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수출업체 

 지자체 담당자 등을 상으로 한 조사표 배부  방문조사, 농축산물

매 진사업의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한 품목별 성과를 평가하기 해 

지원효과 신축성 계수와 상  계수를 계측하 다. 농축산물 매 진사업

의 여건  기본 황 제시, 농축산물 매 진사업의 양  사업인 수출 물

류비 지원사업과 수출 인 라 강화 사업 분석, 앙정부의 수출 물류비 지

원사업에 한 품목별 성과를 분석하 다. 제도개선 제안 내용은 수출물류

비 직  지원의 단계  철폐  수출인 라 강화 확 , 앙정부와 지자체

의 수출지원제도 통합  효율성 제고, 개별 지원에서 표 단체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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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  환 등을 제안하 다.

3.3.6. 수출지원제도 련 연구

  김병률 외(2005.12)는 수출 농산물의 국내 생산조직인 수출단지와 수출

업체의 운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지원실태와 문제 을 악하여 농산물 

수출확 를 한 해결과제들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수출단

지 실태 분석, 농산물 수출업체 면담조사, 수출지원기  조사, 련 연구문

헌  2차자료 분석을 수행하 다. 수출단지 개선방향으로 생산농가  단

지 규모화 유도, 수출단지 생산시설  내부장치에 한 개보수 지원, 수출

문단지의 수출용 농산물 계약재배 확 , 수출단지 생산물의 문화 유

도, 수출단지의 APC 설치 확 와 공동 선별, 규격선별 수  제고, 장미, 

국화, 양란 등 품종 개발을 한 수출단지 활용을 제안하 다. 수출업체 

개선방향으로 농 무역은 민간수출업체 등과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단

조합 수출업체는 수출업체와 계약에 의한 계열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농법인 수출업체는 생산공  계약에 의해 계열화된 직수출 모델로 육성

해야 함을 제안했다. 한 지자체 투자 수출업체는 지역 농산물에 한 

해외 마  지원, 홍보 강화에 집 하고 지역 농산물 수출업체에 한 

지원에 집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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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무역장벽 관련 연구

  윤성훈(2007)은 환율 가율 추정 시 나타날 수 있는 결제통화 문제와 비

교우  변화를 반 하여 환율이 품목별 수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기존 연구와 다르게 한국 수출의 비교우  변화를 분석모형에 반 하고, 

수입국통화/달러 환율도 분석 모형에 포함시켰다. 한국 수출 추이를 살펴

보면서 품목별 비교우 를 측정하고 수출에 요한 변수로 알려진 비교우

, 환율, 세계수요 등과 수출과의 상 계를 개략 으로 분석하고 품목

별 수출물량함수와 수출단가함수를 비교우 와 결제통화 문제를 반 하여 

설정하여 추정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환율이 수출물량과 수출 액(달러

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4. 연구 차별성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사례 심의 수출 장애요인 발굴과 개선사항을 제

시한 내용들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원 문단지, 수출선도조직 운

실태, 해외시장조사, 수출강국 조직운  사례 분석을 통하여 수출확  방

안을 제시하는 데 차별성이 있다.

5. 연구 범

  본 연구과제의 수행기간은 총 2년이며, 올해는 그  1년차 연구단계이

다. 총 2년간 연구수행 기간 동안 연구 상 품목은 주요 과실류와 버섯류, 

인삼류의 주요 품목이다. 사과는 국내시장에서 최근에 수출물량이 늘어나

면서도 향후 공 과잉이 상되는 품목이며, 감귤은 생산연도별로 공   



서 론 13

가격 변동 폭이 커서 수출로 공 물량을 조 할 필요성이 크며 배와 단감

은 이미 국내 생산  공 이 과잉 경향을 보이므로 지속 으로 수출을 증

시킬 필요성이 크다. 팽이버섯은 국제시장에서 가격  품질경쟁력이 있

는 편이나 국내 공 이 과잉되는 경우가 많으며, 새송이버섯은 수출이 크

게 늘어났으나 최근에는 성장이 더딘 편이다.

  연구 상 국가의 범 는 품목별 주요 수출국가나 수출성장 잠재성이 큰 

국가를 상으로 하 다. 과실류  사과의 주력 수출시장은 만이며, 배

는 미국과 만이 가장 큰 수출시장이며 감귤은 캐나다 수출 비 이 감소

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신성장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단감은 말 이시아 

수출 비 이 가장 높으며, 최근에 홍콩 등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을 시도하

고 있고 잠재성도 높다. 버섯류  팽이버섯은 국이 수출유망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삼은 최근에 수출 증가율이 높고, 국 수출시장 진출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품목류 품목 수출액 증감 동향

과실류

사과,
배,
감귤
단감

･ 사과는 향후 공  과잉이 상되는 품목이며 최근에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 감귤은 연도별로 생산량 변동이 큰 편이며, 수출물량도 ･ ･ 

･ 생산량 변화에 따라 향을 크게 받음

･ 배와 단감은 국내 공 량이 많은 편이어서 수출확  

필요성이 큰 품목임

버섯류
새송이
버섯,
팽이버섯

･ 팽이버섯은 최근에 수출이 증하고 있음

･ 새송이버섯은 최근에 수출성장이 상 으로 더딘 편임

인삼류 원형삼  
･ 인삼류 수출액은 ‘02년부터 증가세로 환되어 연평균 

14%씩 증가함

표 1-1.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액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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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상 
국가

국가별 수출 동향

과실류

사과 만 · 만 수출 액은 국내산 사과 수출액의 88.3%를 차지함

배
미국,
만

·미국과 만은 수출액이 가장 많은 국가임
 (’08년 기  각각 220만 달러 수 임)

감귤
러시아,
캐나다

·러시아는 최근에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지역임
 (‘03년 77만 달러→’08년 110만 달러)
·캐나다는 최근 수출이 정체되는 국가임
 (‘03년 290만 달러→’09년 48만 달러)

단감
말 이
시아 등

·말 이시아는 수출액이 370만달러로 비 이 제일 높음

버섯류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미국, 
국

·미국과 국은 버섯수출 유망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음

인삼류
원형삼, 
제품

국
·원형삼의 주 수출국가인 홍콩시장은 정체 경향이며, 최
근에 국시장 진출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음

표 1-2.  주요 수출품목의 국가별 수출 동향

  본 연구의 수행기간은 2년이므로 연차별로 연구수행 품목과 수출 국가

를 구분하 다. 1년차는 상 으로 근거리에 치한 아시아권 수출시장 

국가 심으로 수행하 다. 1년차의 수출 국가별 상 품목은 국시장에 

한 버섯류, 인삼류 수출, 만시장에 한 사과, 배 수출을 심으로 하

다. 2년차에는 미국시장  동남아시아에 한 단감과 버섯류 수출, 캐

나다와 러시아 시장에 한 감귤 수출을 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년차 시장 국가 사과 배 감귤 단감 버섯 인삼

1차년도
국 ○ ○

만 ○ ○

2차년도

미국 ○ ○ ○

말 이시아 ○

캐나다 ○

러시아 ○

표 1-3.  연구 수행 연도별 분석 국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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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방법

  수출시장 동향  여건, 수출제약 요인은 농수산물유통공사 품목별 수출

책 조사자료를 활용하 다. 국내 공 여건  기반 분석은 농수산물유통

공사의 원 문단지 운 실태 조사자료,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평가자료

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수출국 시장 여건은 수출 상국가의 수출입 동향 

통계자료, 지조사  수집자료, 기존 시장조사 자료(aT), kotra의 지시

장조사서비스를 이용한 시장조사자료를 이용하 다. 가격  품질경쟁력

은 수출국 통계자료와 지조사 자료를 이용하 다. 수출국 소비자 구입행

태  선호도는 지소비자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컨조언트 분석을 실시하

다. 해외사례는 수출강국인 뉴질랜드의 제스 리와 Turners & Growers 

(T&G) 그룹에 한 지 조사자료를 이용하 다. 그 외 시장여건  수출

확  방안을 도출하기 해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품목별 수출사업단과 

해외 문가 등을 청하여 문가 세미나, 의회를 개최하 다.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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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류 

  2009년 농림수산식품 총 수출액은 년보다 7.0% 증가한 48억 1천만 달

러이다. 그  신선농식품은 버섯류, 가 육류, 과실류 등 부분의 부류에

서 수출이 증가하 으며, 김치, 인삼 등 국가 표 품목의 수출이 년에 이

어 지속 으로 호조세를 보여 년보다 9.5% 늘어난 7억 3천만 달러를 수

출하 다.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감률

(B/A)물 량 액(A) 물 량 액(B)

농림수산식품 3,759 2,211.2 4,496.5 2,634.3 4,809.3 7.0

 ○ 농 식 품 2,532 1,625.9 3,048.2 1,982.1 3,298.1 8.2

   (신선농식품) (597) (252.5) (675.0) (309.2) (739.3) (9.5)

   (가공농식품) (1,935) (1,373.4) (2,373.2) (1,672.9) (2,558.8) (7.8)

   - 농 산 물 2,222 1,450.3 2,714.6 1,753.7 2,990.8 10.2

   - 축 산 물 182 98.3 215.1 59.7 139.6 △35.1

   - 임 산 물 128 77.3 118.5 168.7 167.7 4.3

 ○ 수산식품 1,227 585.3 1,448.3 652.2 1,511.2 4.3

표 2-1.  농림수산식품 수출 실

단  : 천 톤, 백만 달러, %

 

1
 농수산물유통공사, ｢64억 달러 달성을 한 품목별 수출 책  실천계획｣.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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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과

1.1.1. 국내 동향

  1990년  공 과잉 이후 재배면 과 생산량이 감소하다가, 2003년 이후 

사과가 고소득 작물로 인식되어 배 재배지가 사과 재배지로 환되면서 증

가세로 환되었고 생산량도 유목면 과 단수 증가로 2003년부터 지속 인 

증가세를 보인다. 주 수출 시기는 9월~익년 3월까지이며, 장성이 높은 후

지는 익년 5월까지 수출되면서 체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9월 하

순～10월 순까지 홍로와 양 , 10월 하순부터 후지 주로 수출한다.

구 분 '00 '07 '08 '09 '10. 4

재배면 (ha) 29,063 29,358 30,006 30,451 30,992(추정)

생 산 량(톤) 488,960 435,686 470,865 494,000 489,000(추정)

수출
물 량(톤) 2,860  1,582 4,744 10,117  911

액(천 달러) 2,339 3,404 9,363 19,631 1,662

단가
수출단가(달러) 0.82 2.15 1.97 1.94 1.85

국내가격(원/kg) 2,095 3,820 3,519 3,752 3,653

표 2-2.  사과 생산  수출 동향

자료: 농식품부 품목자료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1.1.2. 수출 추이

  사과 수출은 주 수출국인 만과의 외교 안정성, 국내생산․수 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2006년 이후 꾸 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 만교역이 재

개되었으며, 2008～2009년 특별 수출 책으로 수출이 증가하 다. 하지만 

2004년 일본 사과 복숭아심식나방 검출에 따른 2006년 사과 수출 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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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폭 감소하 다. 2009년 사과 수출물량은 국내 생산량의 2% 수

이며, 수출비 은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만으로의 사과수출은 

1992년 외교단 , 1997～2001년 구상무역 불이행문제에 따른 교역마찰 등

으로 2000년 수출이 없다가 2001년 경제교역 재개, 2002년 만의 WTO 

가입 시 사과 수입쿼터와 세인하로 수출이 증가하 다. 기타 수출국으로

는 인도네시아 422천 달러, 싱가포르 377천 달러, 일본 170천 달러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수입 1억 2천만 달러로 세계 11  시장이나 국산 사

과에 부분 잠식되어 한국 사과의 유율은 0.3%에 불과하다. 싱가포르

도 사과 수입 4천 9백만 달러로 25  시장이나 가격 경쟁력을 갖춘 국, 

남아 리카, 미국에 려 유율은 1%에 머물고 있다. 일본은 수입이 증가

하는 추세이나, 일본 국내 생산량 증가세 지속과 미국사과 유입으로 수출

시장은 불투명할 것으로 상된다.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체
 액 2,339 3,235 14,383 7,711 5,179 7,798 2,501 3,404 9,363 19,631

물 량 2,860 3,890 7,907 4,740 2,654 3,237 1,228 1,582 4,744 10,117

 만
 액 0  723 13,916 7,393 4,890 7,360 2,073 2,966 8,143 17,953

물 량 0 464 7,591 4,445 2,531 3,040 965 1,306 4,208 9,276

기 타
 액 2,339 2,512 467 318 289 438 428 438 1,220 1,678

물 량 2,860 3,426 316 295 123 197 263 276 536 841

표 2-3.  사과 주요 수출국에 한 수출 동향

단  : 천 달러, 톤

1.1.3. 해외시장 동향 

  세계 사과 재배면 은 4,848천 헥타르로 최근 5년간 1% 증가하 으며 

국이 2,000천 헥타르로 체의 41%, 세계 생산량은 최근 5년간 19% 증

가한 69,604천 톤이며 역시 국이 2,985천 톤으로 체의 45%를 유하

고 있다. 주 수출국은 미국, 국, 이탈리아 순이며, 우리나라는 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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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주 수입국은 러시아, 독일, 국이며, 우리나라 주 수출시장인 만

은 12  수 이다.

1.1.4. 경쟁국 일본 동향

  가의 국산 후지가 동남아 등 주요 수출시장을 잠식함으로써 일본산

은 고 시장인 만으로의 수출비 이 높으며, 국내산 사과 수출의 최  

경쟁국은 만 고가 시장을 유하고 있는 일본이다. 일본은 2008년 기

 73.1백만 달러의 사과를 수출하 으며, 주 수출국은 만으로 88.0% 비

율을 차지한다. 일본은 수출용 품종, 규격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수출함으

로써 선물용 고 매장에서 일반가정 소비용인 가 매장까지 시장을 확

하고 있다.

1.2. 배

1.2.1. 국내 동향

  한국의 배 재배면 은 2001년부터 감소세로 환되었으며 성목면   

단수가 증가하여 생산량의 큰 변화는 없었으나 2008년을 기 으로 재배면

과 함께 생산량도 감소세로 환되었다. 주 수출시기는 10월~익년 1월

까지이며 장성이 높은 신고는 익년 5월까지도 수출된다.  8월 말~9월 

순까지는 조생종인 원황이, 10월 이후부터는 신고 주로 수출된다. 추석

시기가 빨라질 경우 신고가 조기 수출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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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0 '07 '08 '09 '10.3

재배면 (ha) 26,206 19,888 18,277 17,090 16,239

생 산 량(톤) 324,166 467,426 470,745 448,000 -

수출
물 량(톤) 8,746 19,982 23,668 27,236 2,743

액(천 달러) 17,104 49,180 47,384 53,770 5,791

단가
수출단가(달러) 1.96 2.46 2.00 1.97 2.11

국내가격(원/kg) 1,744 2,707 1,681 2,254 2,240

표 2-4.  배 생산  수출 동향

자료: 농식품부 품목자료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1.2.2. 수출 추이

  배 수출은 생산  수 에 따라 연도별 소폭의 변동은 있으나 꾸 히 증

가하는 추세이다. 2008년산은 조생종 품질 하에 따른 지 수요 감소로 

2007년 비 소폭 감소하 다. 배 수출물량은 총 생산량의 약 5% 수 이

며, 수출비 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력 수출시장은 만(46.0%)과 미국

(45.9%)이며 체 수출의 92%(‘09 액 기 )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수출

시장으로는 캐나다(96만 3천 달러)와 인도네시아(76만 9천 달러), 싱가포

르(56만 1천 달러) 등이 있다.

  만시장 수출물량은 체 쿼터가 9,800톤(수입기 )으로 한정되어 있으

나 연말 조기 선 으로 수출물량 변동이 가능하다. 2002년 WTO 가입에 

따라 동양배 수입이 개방된 후 매년 쿼터물량을 증 해왔으나 2004년 

DDA 상 결렬로 재 쿼터물량 수 (9,800톤)이 동결되고 있다.

  미국 수출은 생산량  품질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 으나 차 증 되

고 있는 추세이다. 2003년은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국내가

격이 상승하여 수출이 감소하 다. 주 시장은 교민시장이나 최근 한정된 

교민시장에서 벗어나 지시장으로의 진출을 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 

지시장 진출물량은 798톤이었으나 2009년은 1,502톤으로 88.2% 증가하

다. 캐나다와 인도네시아는 만, 미국에 이은 3, 4  수출시장이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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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의 경쟁시장으로 수출수요가 불안정하다. 최근 캐나다의 국산 식품

의 안 성 문제 두로 체품을 찾고자 하는 수요로 증가세로 환되었

다. 싱가포르는 국산의 향으로 2005년 수출이 감소하 으나 이후 소

과 배 생산 지원 등의 효과로 가격 경쟁력 확보, 수출증가세로 환되었다.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체
 액 17,104 19,568 34,060 30,087 35,243 56,087 36,651 49,180 47,384 53,770 

물 량 8,746 11,488 17,427 16,207 16,915 25,171 16,316 19,982 23,668 27,236 

 만
 액 0 105 11,923 13,987 15,924 29,886 13,167 22,138 22,118 24,731 

물 량 0 51 6,133 7,682 7,648 14,003 6,049 9,606 12,323 13,371 

미 국
 액 11,278 13,202 15,541 11,822 15,441 22,589 20,083 24,029 21,838 24,663 

물 량 5,096 6,312 6,551 5,598 7,158 9,375 8,340 8,884 9,248 10,998 

기 타
 액 5,826 6,261 6,596 4,278 3,878 3,612 3,401 3,013 3,428 4,376

물 량 3,650 5,125 4,743 2,927 2,109 1,793 1,927 1,492 2,097 2,867

표 2-5.  배 주요 수출국에 한 수출 동향

단 : 천 달러, 톤

1.2.3. 해외시장 동향 

가 .  만

  만에 동양배는 9월부터 수입되며 한국산과 일본산이 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만은 한국산을 포함한 일본산 등 동양배에 해 수입할당제도

(쿼터제도)를 용하며 연간 9,800톤의 수입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한국산

은 일본산에 비해 품질에서 다소 떨어지나 일본산 가격이 높아 한국산 수

입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009년 일본배 수입실 : 604톤, 1,219천 달

러). 만으로 수출되는 배는 ‘한국산 사과, 배, 복숭아 생과실의 만수출 

검역요건’에 따라 복숭아심식나방에 한 방제를 철 히 해야 한다. 만

산은 반 으로 시원한 맛이 떨어지며 과육이 신고보다 무른  등 품질

의 차이가 있으며 보 기간이 짧다. 만의 배 생산량은 138천 톤(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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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으로 우리나라 생산량의 1/3 수 이다. 쿼터물량을 분배받은 수입자

만이 수입할 수 있으며 쿼터물량은 그  2년간 실제 수입 실 의 평균 수

량으로 분배되었다. 수입을 많이 할수록 차후 더 많은 쿼터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업체 간 쿼터물량 거래( 매)가 가능하다. 유통경로는 수입상(생

산자) → 도매상 → 간도매상 → 소매상이 표 이지만, 최근 형 할

인매장에서 직  구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설(춘 )을 후로 선물

용 수요가 가장 많고, 5kg(7～9개) 상자 형태로 많이 매된다.

나.  미국

  미국 시장에서 동양배는 주로 한국, 칠 , 국, 일본, 뉴질랜드에서 수

입하고 있다. 국산 배(Ya pear)는 2003년 병해(aquarantine significant 

fungal disease)가 발견되면서 수입이 지되었으나, 2006년부터 수입이 재

개되었다. 일본산(20세기)은 매우 고가(USD4.3/kg, '09 수입실  기 )에 

소량이 수입된다. 일본산의 주 소비층은 일본인이며 고가로 매되어 수출

물량 증 가 어렵다. 칠 , 뉴질랜드산은 3~7월에 유통되어 시기 으로 한

국산과 경쟁하지 않는다. 미국산 동양배는 날씨에 따라 당도가 결정되며 

한국산보다 육질  외 이 좋지 않으나 최근 품질향상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한국산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망이다. 주 생산품종은 20세기, 

Shinsui(신수), Hosui(풍수) 등이나 신고도 생산하기 시작하 으며, 1990년

부터 아시안 배의 재배면 이 등하 다. 한국산 배(USD19.99/7과/5kg)

는 미국산(USD 13.9.9/10~12과/5kg)이나 칠 산 아시안 배에 비해 가격이 

비싸 구매기피 요소로 작용한다. 한국산 주요 수입품종은 신고, 황 , 원황 

등이 있으며, 한인 교포유통업체에서 주로 수입해 지 도매상과 소매상에 

공 한다. 교민마켓의 경우, 수입업체가 유통매장에 납품하거나 한인마트

에서 직  수입하기도 하나 지시장의 경우 유통매장별 벤더와 로커를 

반드시 통해야 한다. 한인마켓에 비해 유통경로가 많은 지마켓의 경우 

단계별 유통마진 때문에 매장 매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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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마켓  
 

 현지마켓  

그림 2-1.  배 미국 수출시장의 유통경로

2. 특작류

2.1. 팽이버섯

2.1.1. 국내 동향

  국내 팽이버섯의 재배면 은 감소하 으나, 재배공정이 모두 자동화설

비화 되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최근 소득증   웰빙 식품으로 각 받

으며 국내생산과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재배형태는 톱밥배지를 원

료로 한 병 재배가 주를 이루며, 생산시기 조 이 가능하여 주년생산  

공 이 가능하다. 특히 병 재배는 공장식 재배로 량생산이 가능하므로 

수   가격변동 폭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팽이버섯 출하는 생

산자조직을 통해 도매시장, 량수요처 등에 공 되는 비 이 61.3%로 높

다. 주요 유통경로는 생산자 → 도매시장 → 간도매상 → 소매상의 경로

가 주를 이루고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버섯은 일반 으로 식업체, 소규

모 소매업체 등으로 분산되며, 일부는 형유통업체에 매되기도 한다. 

할인  등 형유통업체는 주로 도매시장에서 구매하거나 버섯 문 유통

업체로부터 납품받으며 산지직거래를 확 해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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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재배면 (ha) 67 67 96 114 85 84 49 49 54

생 산 량(천 톤) 24 24 38 41 33 40 34 37 55

생산농가(호) - - - - 51 51 58 54 49

수  

출

물량(톤) 15 53 239 161 129 138 1,045 1,915 6,221 12,662

액(천 달러) 62 117 505 360 304 255 1,746 3,449 11,259 21,277

수출단가($/kg) 4.1 2.2 2.1 2.2 2.4 1.8 1.7 1.8 1.8 1.7

국내가격(원/100g) - 263 251 245 222 156 174 170 167

표 2-6.  팽이버섯 생산  수출 동향

2.1.2. 수출 추이

  팽이버섯 수출은 200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 으나, 2005년 이후 활발

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으로 수출이 차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국시장을 기반으로 큰 폭 증가하 다. 2008년 최  수출시장인 국을 

심으로 미국, 홍콩, 호주와 싱가포르, 말 이시아 등지로 수출국가를 다양

화하여 수출량이 차 증가하고 있다.

2.1.3. 해외시장 동향 

가 .  미국

  미국의 버섯류 생산은 36만 6천 톤으로 국 다음으로 많으며, 세계 생

산량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품종별로는 아가리쿠스의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체 버섯류 생산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버섯 재배농가는 많

지 않으나, 호당 재배규모가 규모인 것이 특징이다. 주 생산지는 펜실베

니아(60%), 캘리포니아(14%), 로리다  기타(26%) 지역이다. 팽이버섯

은 품질이 손상받기 쉬워 3~5온스(90~150g)들이 용기에 진공포장을 하며, 

12~24개의 진공 포장물을 한 상자에 담아서 매하고 있으며, 신선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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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도 보 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버섯은 웰빙,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소비량이 더욱 늘고 있다. 주로 익히지 않고 신선샐러드나 샌드

치에 사용되며 스 나 샐러드에 곁들여 먹기도 한다. 버섯 구매자의 약 

73% 정도가 포장된 버섯을 구매하고, 가장 선호하는 포장의 크기는 8온스

이다. 미국은 버섯소비 증가에 따라 자국 생산량 비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국으로 체수입의 61%를 차지하고 있고, 액

으로 보면 캐나다가 24%로 1 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 유율은 2005년

부터 물량이 2배 이상 늘면서 2007년 17%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버섯 수입은 부분 캐나다산으로 지리  이 으로 선도가 매우 뛰어

나다. 국산은 원산지 표시가 없고, 포장도 없이 주로 낱개로 매되고 있다. 냉

장 보  매가 아닌 일반 선반 매로 품질이 떨어진다. 한국산은 캐나다산이나 

미국산과는 달리 향도 좋고 맛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품질과 상품성에서 캐나다

산보다 경쟁력이 있으나, 수송기간이 길어 선도유지가 건인 것으로 지 되고 

있다. 미국 버섯 생산업체들과 공 업체들은 기존의 양송이버섯에서 벗어나 색

다른 버섯을 취 하려는 경향이며, 간편포장에 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신제품 출시  새로운 포장법과 이에 따른 요리법을 제공할 수 있는 라벨이 있

는 경우 매확 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  네덜란드

  유럽에서 일반 으로 통용되는 버섯은 양송이버섯이며, 주 생산국은 폴

란드  네덜란드이다. 버섯재배의 강국이었던 국을 제치고 유럽 버섯 

생산 1  국가가 된 네덜란드는 최근 들어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04년 

EU 가입 이후 속한 발 을 보이며 렴한 가격으로 공 되는 폴란드산 

양송이버섯의 공세로 네덜란드산의 경쟁력이 속히 떨어지고 있다. 네덜

란드의 버섯재배농가는 어드는 반면 주식회사 형태의 재배 기업은 증가

하는 추세로 2005년 버섯재배농가의 30~40%가 산 기에 처해 있다. 폴

란드는 최근 버섯재배의 규모확 와 문화를 통해 버섯 신을 이룬 결과 

네덜란드에 이어 양송이 재배 2  국가로 성장하 다. 유럽의 체 버섯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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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은 2002~2004년간 110만 톤 수 에서 2006년 105만 톤 수 으로 

다소 감소하 다. 팽이  새송이버섯은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

에서 병이나 배지를 이용하여 소량 재배하고 있다. 유럽에서 양송이버섯은 

이에서 수 까지 각종 요리에 범 하게 사용한다. 가공용은 납작하게 

썰어 소 물에 장해서 유리병 는 캔에 포장하여 피자를 비롯한 각종 냉

장, 냉동 즉석식품 등 다양한 형식으로 매된다. 양송이버섯  흰양송이 

버섯이 가장 많이 소비되며, 최근에는 밤양송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산 팽이와 새송이 버섯의 유럽시장 진출은 서서히 확 되는 추세이

다. 2003년에 유럽시장에 일부 소량 유통되었으나, 2006년 네덜란드 라우

라 사가 한국산 버섯을 수입해 주요 유럽시장에 공 하고 있다. 한국산 팽

이버섯은 한국에서 1개당 100g, 포장 5kg박스 단 로 공 하고 있다. 한국

산 버섯은 유럽시장에서 아주 생소한 상품으로 주 구입자는 아시아계나 아

시아 음식에 심이 있는 일부 지인에 불과하지만, 최근 유럽에서는 비

만과 성인병으로 건강식에 한 심과 수요가 늘고 있어 버섯 수요가 증

가하는 추세이다. 팽이버섯은 아시아인에게, 새송이버섯은 주로 지인에

게 인기가 있다. 아직 한국산 버섯에 한 인지도가 낮아 수출입장벽이 없

는 상태로 한국에서는 신선버섯이 검역 품목에 해당되지 않고, 유럽에서도 

검역을 받지 않고 한국수출서류만으로 통 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산 버

섯이 우수한 생산시설에서 생산되어 유럽시장에서 최상  품질과 가격경

쟁력으로 수요는 향후 더욱 늘어날 망이다.

다.   국

  국의 식용버섯 체 생산량은 2007년 기  1,682만 톤으로 2005년 

비 26% 증가하 고 매년 꾸 히 증가하고 있다. 그  팽이버섯은 약 7%

인 118만 톤을 차지하며,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의 팽이

버섯 주요산지는 흑룡강 일 부터 운남성, 강소성, 신장까지 비교  재배

분포가 넓다. 주기 으로 생산되지 않고 단기간에 집 으로 출하되어 시

장의 혼란이 빈번히 발생되며, 일반버섯에 비해 고 버섯의 비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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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수공업식 생산에서 설비를 갖춘 체계화, 표 화로 환되고 

있어 생산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생산형 농장이 나타남에 따라 생산규

모가 증 되고 있다. 생산형 농장의 1일 생산규모는 10톤 내외이며, 이들 

농장에서 생산되는 팽이버섯은 품질이 균일하고 포장이 통일되어 높은 시

장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유통경로는 크게 매장(슈퍼), 음식 , 도매시장으

로 구분된다. 한국산 버섯의 주 유통경로는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형매장

에서 매되고 있는 국산 팽이버섯에 비해 가격은 낮으나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기타 국산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거래되고 있다. 한국산 팽이

버섯 문 수입업체를 통해 버섯 도․소매시장을 거쳐 샤 샤 와 같은 

요식업체에 납품하여 량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 내 유통되는 

버섯은 부분 자국산이며, 일부 물량을 만과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그 양은 많지 않다. 2005년 기  체 생산량 1,334만 톤  수입량은 202

톤으로 미미하다. 2008년은 한국산 팽이버섯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국의 수입실 이 2007년 체수입의 12배를 차지할 정도로 폭 증가하

다. 멜라민 동 등 자국산 농식품에 한 불신감 확산과 한국산 버섯의 

품질․가격  경쟁력 확보로 한국산 친환경버섯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팽이버섯이며, 국에는 샤 샤  식당이 많

고 요리가 발달한 지역을 심으로 버섯 소비량이 많다.

  시장에서 매되고 있는 팽이버섯의 부분은 유명 랜드가 없어 소비

자들이 랜드에 한 인지도가 높지 않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자기의 

랜드로 생산하여 매하기 시작하면서 포장이 양호하고 품질이 좋은 일부 

랜드 제품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 다.

  2005년부터 한국산 버섯이 수출되기 시작하여 품질과 생 인 측면에

서 우수하다는 인식이 알려지고 있으나, 지 매가격에 맞추기에는 채산

성이 떨어진다. 도매시장 한국산 단가는 kg당 13.3~16.7 엔, 국산은 

10~13.3 엔이다. 한국산 팽이버섯은 버섯재배의 노하우  우수한 재배설

비로 생산하는 등  품질 면에서 만산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가격경쟁력에 있어 국산에 비해 조  비싸기는 하나 수입산이라는 

랜드로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 으로 알려져 있다. 국산 생산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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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증가함에 따라 국의 팽이버섯 수입물량  액은 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한국산과 만산이 수입되고 있으나, 수입산 유통량은 

은 편이다. 팽이버섯을 수입할 때 특별한 제한조건은 없으나, 험성 병균

이나 해충, 유해물질이 발견될 때에는 수입이 제한된다.

2.2. 인삼

2.2.1. 국내 동향

 2008년 기  인삼 생산량은 24,613톤, 생산액은 7,533억 원으로 최근 건

강에 한 심  소비 증 로 재배면 , 생산량, 생산액은 증가하고 있으

며, 수출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 분 ’95 ’00 ’08 ’09

재배면 (ha)2  9,375 12,445 19,408 -

생산량(톤) 11,971 13,664 24,613 -

생산액(억)3  2,839  3,727  7,533 -

수 출
물 량(톤)  2,521   2,078    2,128  3,104

액(천 달러) 139,936  78,986 97,229 108,928

단 가
수출단가(달러)4     275   250  364 331

국내가격(천 원/kg)5     456   456  456 456

표 2-7.  인삼 생산  수출 동향

자료: 2008년 인삼통계자료집, 2009,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2 2008년 인삼통계자료집, 2009,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3
 인삼 형태별 생산액은 수삼생산액(’07: 7,355억원) → 뿌리삼으로 제조 시(1.5조

원) → 엑기스 등 제품류로 제조 시(2.6조원), ｢인삼산업육성 정책방향, 2009, 농

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참조함.
4
 홍삼(원형삼)기 이며, 총 수출액을 kg으로 환산하 음. 제품유형이 25가지로 

표제품인 기 으로 산정함.
5
 2009년도 기 으로 이  연도 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인삼생산 유통구조 

개선 책, 2009,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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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수출 추이

  인삼 수출액은 1990년 1억 5천만 달러로 최고조에 달한 후 2002년 5천 

5백만 달러까지 감소하 으나 2003년부터 증가세로 환되었다. 홍콩시장 

수출 감소는 미국·캐나다 화기삼의 가 략  고려인삼 승열작용에 

한 과장 고 략에 히 응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미

국·캐나다는 화기삼의 높은 가격경쟁력을 수단으로 인삼 집산지인 홍콩시

장 바이어를 공략 독 화하는 데 성공하 다.

  1992년 비 2009년 수출은 홍콩시장으로의 수출이 가장 크게 감소하

으며, 국과 베트남에 한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 다. 홍콩시장 수출

은 1992년 8,200만 달러(56.9%)에서 2002년 1,000만 달러까지 감소한 뒤 

2009년 2,800만 달러로 회복되는 추세이다. 인삼공사가 홍콩 지법인에서 

지정한 정 장 랜드 문직  70여개소를 통하여 시장확 를 도모하

지만 고가품으로서 유통마진이 고 시장 포화상태로 지법인 철수를 

검토 에 있다. 국은 1992년 14만 8천 달러에서 2009년 680만 달러로 

큰 폭 상승하 다. 국은 1995년 수입품에 해서 뿌리삼을 의약품으로, 

가공제품을 보건식품으로 분류하고 품질 표 등록 등과 수입, 통   검

역, 유통 등의 기술장벽을 설치하여 자국삼을 보호하고 있으나 2004년 한·

 간의 통상 력을 통하여 6년근 홍삼 뿌리삼에 해 의약품 수입등록을 

허용하 고, 일부업체에서 제품류를 보건식품으로 등록하여 수출이 증가

하는 추세이지만 까다로운 진입장벽으로 속한 수출 확 가 어려운 상황

이다.

2.2.3. 해외시장 동향 

  세계 인삼류 교역 황을 살펴보면, 2009년  세계 인삼교역액(HS.1211.20기

: 엑기스, 차, 음료 등 제외)은 2억 7천 9백만 달러로 추정된다. 주 수출

은 한국, 국, 캐나다, 미국, 홍콩, 만, 북한 등이며 주 수입국은 홍콩, 

만, 일본,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베트남, EU 등이다. 지역별로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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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세계 수입액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미는 19%, 유럽은 

4% 정도의 비 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인삼의 가격경쟁력은 kg당 생산

비가 미국의 약 1.9배, 캐나다의 1.4배, 국의 6.9배 수 으로 낮은 편이

다. 미국․캐나다․ 국은 노동비, 농약비 등 생산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단 당 생산수량이 높아 kg당 생산비가 월등히 낮다. 한국의 토지임차료는 

미국의 4.8배, 캐나다의 2.6배, 국의 4.8배임이며 인건비는 미국·캐나다

와 비슷하고, 국보다는 12.9배 이상 높다.

2.2.4. 경쟁국 동향

가 .  홍콩

  홍콩에서의 시장 유율은 한국이 2007년에 18%에서 2009년 26%로 증

가하 다. 캐나다  미국산은 2007년 78%에서 2009년 72%로 소폭 감소

하 으며, 국의 유율은 미미한 수 이다. 홍콩은 세계 인삼시장의 집

산지이며 소수 거상(40여 인삼상인)에 의한 인삼 시장의 독  지배구조

(수출입상과 도․소매상 역할이 혼재)로 한약재를 취 하는 상인들이 캐나

다, 미국, 국, 한국 등지에서 인삼을 수입하는 수입상을 겸하고 있으며, 

벌크(bulk) 형태로 수입하여 자기 상표 부착이 가능하여 제품화 과정을 거

쳐 재수출도 한다. 한국삼은 6년근 주로 고가품으로 수요가 제한 이고, 

국삼에 비해 마진이 작아 취 업체들의 선호도가 낮은 편이다.

나.  국

  국에서의 한국의 유율은 캐나다를 제치고 2009년에 1 를 차지한

다. 국의 총수입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국삼 보호정책으로 수입, 통  

 검역, 유통에 있어서 기술장벽을 설치하고 수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뿌리삼은 약재로 취 되어 부분 약국과 

백화  약재 인삼코 를 통해 매되며, 보건식품(제품류)은 약국, 형 

할인마트, 백화  식품코  등에 매되고 있다. 국은 “수입의약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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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보건식품등록제도”를 운 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등록시

간과 공식 등록비용, 비공식 비용이 과다하여 소규모 소 세기업은 인

삼제품 등록에 애로 이 있다. 고려홍삼 뿌리삼 매업을 하기 해서는 

인삼 문 매  개설 시 약품 경 허가증 취득 등 약국개설과 동일한 

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인삼 문 매  개설이 어려워 한국업체 직

의 유통망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다. 부분의 소비자들이 인삼을 약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약국 주의 유통으로 소비 근성이 떨어진다. 

화권( 국, 홍콩, 만, 싱가포르)은 고려인삼을 약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승렬작용에 한 잘못된 인식으로 동 기가 성수기이고 하 기는 비수기

이다. 반면 서양삼은 청렬작용이 있다는 인식으로 연  소비가 되는 상황

이며, 제품류보다는 부분 홍삼 등 뿌리삼을 선호한다.

다.  일본

  일본은 2009년 한국의 인삼수출 비  1 의 국가이며, 자체 생산량이 

어 매년 약 600톤 이상의 원료삼(한국산보다 5 ~ 7.5배 가격)을 98% 이

상 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제약용  드링크제로 사용하고, 트링크제를 제

외한 제품류(엑기스, 인삼차, 의약료 등)의 70%를 한국산에서 수입하고 있

는 등 양분 구조로 나뉘어져 있다. 한국산은 건강식품 (30%), 약국(30%), 

백화 (20%), 한국식품 문 (10%), 통신 매 등을 통하여 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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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류

1.1. 사과

1.1.1. 생산기반 구축 

  고품질 사과 수출확 를 한 수출단지 부족  생산농가의 수출마인드 

결여로 사과 국내가격 상승 시 수출물량 확보에 애로 이 있다. 사과 수출

단지는 재  충북 청원, 음성, 단양, 제천, 보은, 경북 안동, 화 지역에 

7개가 있고 사과 수출단지의 수출비 은 2009년 기  12%이다(수출단지 

1,217톤/ 국가 체 10,117톤). 수출단지의 조직화, 계열화를 통한 안정 인 

수출물량 확보가 필요하다.

1.1.2. 수출 검역  통

  수출농가  선과장이 난립해 있으나 식물방역을 목 으로 구성되어 있

어, 리카 ID 리와 같이 농약안 성을 담당하는 기 과 시스템이 미

비한 상태이다. 최근 2009년산 만 수출사과 3개 업체 물량에 한 만 

6
 농수산물유통공사, ‘64억 달러 달성을 한 품목별 수출 책  실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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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통  차  무작  샘 링 검사에서 미등록 농약 검출로 반송되는 

사례가 발생하 다. 주로 내수용 주로 재배되고 있어 수출확  시 해외

기 에 부 합하다. 농가 부분이 고령으로 농약에 한 지식이 부족하고 

사과의 경우 유 품으로 농약에 한 인식수 이 낮다. “ 만과 EU의 잔

류농약 허용기 ”에 하여 2009년 8월 농 원, 농진청과 합동교육을 실시

한 바 있으나 지도기 에서 주기 , 반복  교육이 필요하며 일본수출 채

소류 안 리지침처럼 쉽게 볼 수 있는 농약품명 자료를 품목별로 만들어 

배포,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1.3. 해외 마  

  경쟁력 열세로 만시장에 수출이 편 (91.5%)되어 있으므로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 일본의 사과 생산량이 지속 으로 증가함에 따른 수출 

증 정책 추진, 만과 국과의 교역가능성 등 잠재 인 한국산 수출 감

소요인 내재로 신규 수출국가 발굴이 시 한 실정이다. 주력시장인 만에

서의 포지셔닝이 불확실하다. 품질․가격은 일본산 아래, 미국산 의 

간  치에 있으며 만 소비자에게 한국산 사과의 품질 치는 일본 > 

한국 > 미국 순서이다. 일본산과 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사

과 육성을 통해 품질에 한 소비자 신뢰도 회복이 필요하다.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수출가격 하락 유발  지자체별로 수출지원 이 달라 물류

비 지원이 상 으로 은 지역 업체의 가격경쟁력이 하되고 있다. 사

과 수출 의회 신설을 통해 과당경쟁 방지와 공동마 이 필요하며 공사

와 지자체 간 수출물류비 총액한도제 도입 등 개선책 도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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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배

1.2.1. 생산기반 구축 

  과 심의 국내 생산패턴으로 수출국에서 선호하는 소과 규격품 확

보에 애로사항이 많다. 국내 가격변동에 따른 수출가격 진폭이 커 안정

이고 지속 인 수출에 문제가 있다. 지마켓 물량 공 을 해서는 최소 

매 2개월  가격  물량이 결정되어야 하나 생산자는 국내 내수가격에 

따른 수출 공 가격을 결정한다. 기후조건에 따라 품질이 일정치 않으며 

생산비가 높아 경쟁국산과의 가격 경쟁력이 열 에 있다. 신고의 경우 

국산에 비해 외 , 착색 등은 우 이나 당도는 떨어진다. 

1.2.2. 해외 마  

가 .  만시장

  한정된 수입물량(쿼터) 확보를 해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쿼터물량을 갖고 있는 수입업체 심의 시장 형성  한국산 배의 

단가 하락 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나.  미국 시장

  교민시장과 달리 지시장 진출에 드는 마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

며 지시장 진출주체가 수출업체 는 단 농 이 됨에 따라 통합  마

이 어렵다. 한 미국산 아시안 배의 품질향상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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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작류

2.1. 팽이버섯

2.1.1. 생산·유통 기반 구축 

  고품질 버섯류 생산․공 을 한 체계  공 기반 마련이 미흡한 실정

이다. 수확 후 냉 리 미흡 등 품질 하품 발생  수출 우려 등으로 한

국산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국내가격 변동에 따라 공 량이 변동되어 안

정  수출물량 확보가 미흡하다. 신품종 개발  품질개선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해서는 끊임없는 신품종 개

발과 기존 제품에 한 품질 개선 노력이 으로 필요하다.

2.1.2. 수출 활성화

  EU  미국 등 원격지 수출 시 장거리 운송에 따른 신선도 유지에 애로

사항이 있다. 특이버섯으로 인식될 만큼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장

거리 운송 등으로 신선도 유지가 곤란하여 해외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 주류시장의 효율  공략을 한 마  노

력이 미흡하다. 아시아계 주로 국한되어 있어 지 주류시장 공략을 

한 효율  마  방안 추진이 미흡하다. 주 수출시장이 유럽, 미국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다수의 수출업체가 제한된 시장을 공략함으로써 출 경쟁

을 래하고 있다. 미국, 네덜란드, 국, 일본 등 상  4개국 수출비 이 

체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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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삼

2.2.1. 생산기반 구축

  고온장해․내병․내재해․다수확 우량품종 등 개발보 이 필요하며 연

작피해 방지를 한 이동경작 증가 등 재배기술․환경 조성이 미흡하다. 

국, 캐나다, 미국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생산비가 많이 든다. 10a 기

으로 7,373천원의 생산비가 들며 토지(15.7%), 정지 리(6.7), 묘삼구입 

 이식(15.8), 해가림설치(28.8), 잡 , 병해충방제(14.4%), 수확(6.7), 기타

(11.9)의 비율이다. kg당 생산비는 미국의 1.9배, 캐나다의 1.4배, 국의 

6.9배 수 이다. 한 무공해  청정재배기술 개발노력이 미흡하다.

2.2.2. 유통조성  효율화

  유통경로의 경우, 수삼은 생산자·가공업체 간 계약재배를 통한 직거래 

비 이 40%, 산지취 상의 포 거래가 35%, 농  계통출하가 15% 수 이

며 계약재배의 경우 부분 5년근 이상 가공용 원료삼으로 활용되며, 4년

근은  산지취 상 등을 통해 수삼으로 유통되고 있다. 유통비용은 64.2%

로 농축산물 평균 유통비용 51.3%보다 12.9%p가 높다. 단계별 유통비용은 

소매 33.9 > 도매 16.1 > 출하 14.2%순이나, 농 계통출하의 경우 출하 

41.7 >도매 16.6 > 소매단계 11% 순이다. 가공된 뿌리삼(홍삼·태극삼·백

삼)은 엑기스 등 2차 가공품으로 제조·유통되는 비 이 68%, 나머지 32%

는 뿌리삼으로 유통되고 있다. 뿌리삼의 경우 검사를 받아야 유통 가능하

며 홍삼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58.1%(백삼 38.7, 태극삼 3.2)이다.

2.2.3. 수출기반 조성  수출 마

  고려인삼은 고가품으로 수출국 상 계층에 한정되어 국제가격경쟁력에

서 열세에 있다. 생산비도 미국의 1.9배, 캐나다 1.4배, 국의 6.9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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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국제품에 비해 5 ~ 10배 이상 고가의 가격이다. 원료수 이 불안정

하여 생산원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으나 수출업체는 안정 인 원료조달을 

한 계약재배가 미흡한 실정이다. 계약재배면  비율은 (’02) 24% →

(’04)35 → (’05)37 → (’08)39%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력 리가 수반

되는 비율은 (2008)년 18.6%에 불과하다. 한 품목 특성상 랜드 인지도

가 시장 확 의 건이나, 인삼공사의 ‘정 장’ 이외에는 인지도가 낮고 소

규모 수출업체가 다수이다. 수출규모 기 으로 인삼공사(’09. 63백만불, 

58%차지)와 기타 소업체로 양분되어 있다. 세계 각국에서 뿌리삼을 의

약품 등으로 분류하여 수입, 통 , 유통 등의 기술 장벽을 통해 수입을 다

양한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려인삼의 우수성에 한 학술 회, 세미

나 등은 바람직하나 인삼의 효능을 규명하는 임상실험 등은 상 으로 소

홀한 실정이다. 

  주요 수출국의 고려인삼(高麗人蔘)에 한  가격 조 상품이 늘

어나고 있다. 국의 재배 심지인 길림성을 심으로 만, 홍콩, 베트남 

등 국경지 에 수가 성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가격의 국

산을 보따리상 등을 통해 수입되고 있다. 고려인삼의 승열작용에 한 

오인식이 상존하고 있다. 화권  한국의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인삼을 

승열작용이 있는 것으로 처방하고 있다. 화기삼은 청렬작용에 한 지속

인 마 으로 연  균등 매가 되나 고려인삼은 승렬작용에 한 오인식

으로 동 기에 매가 증가하고 하 기에는 매 감소, 고 압 환자 복용 

기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인삼시장을 주도 으로 선

도할 수 있는 국가인삼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세계건강기

능식품(260조원) 선 , 인삼수출 문단지, 유통단지, 련 산업단지, 연구

단지, 단지, 체험농장 등 지자체와 의하여 민자유치 추진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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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류 원 문생산단지 운  실태 

1.1. 분석 자료

  농산물 수출 주요 제약요인들  국내에서 발생하는 내용은 수출 문단

지 부족과 농가의 수출인식 부족으로 인한 수출물량 확보물부족과 품질

리의 어려움, 가격경쟁력 하 문제 등이다. 정부에서 농식품 수출 증 와 

기반 강화를 해 원 문생산단지를 지정·운 하고 있는데 문생산단

지의 운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수출물량의 안정  확보, 수출물량 품질

리의 개선사항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원 문단지 분석자료는 2005〜

2009년까지 각 연도별 정부지정 원 문생산단지 수조사 결과이다. 연

도별 단지 수는 2005년 128개, 2009년 재로는 158개이며 단지별 평가결

과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평가기 에 의해 수행된 결과이다.

1.2. 단지동향 개요

  과실류 원 문생산단지의 면 규모는 2005년 6,812ha에서 2009년 

5,886ha로 13.6% 감소하 다. 단지 수는 2005년 53개소에서 2009년 52개

소로 1.9% 감소하 고, 평균 단지규모는 128.5ha에서 113.2ha로 11.9%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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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 다. 과실류 단지면 은 2005년 43,144천㎡에서 2009년 53,928천㎡

로 34.6% 확 되었고 품목별로 단감 159.0%, 배 37.0%, 포도 196.6%, 유

자는 20.2% 증가하 지만 감귤 63.7%, 사과 단지면 은 26.4% 축소되었

다. 과실류 수출 농가 수는 2005년 3,332호에서 2009년 3,693호로 10.8% 

증가하 으며 과실류 원 문단지의 평균 수출 농가 수는 2005년 62.9호

에서 2009년 71.0호로 13.0% 증가하 다.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감률

과실류
단지규모 6,812 7,693 8,248 6,655 5,886 -13.6

단지수 53 57 65 54 52 -1.9

표 4-1.  과실류 원 문생산단지 규모 황

단 : ha, 개소, %

  주: 증감율은 2005년 비 2009년 증감

자료: 각 연도 원 문생산단지 평가·분석결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원자료 재분석

부류 품목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감률

과실류

감귤 1,854,216 1,854,216 2,045,526 793,851 672,663 -63.7 

단감 3,052,171 3,636,768 3,603,300 6,820,740 7,904,181 159.0 

배 23,109,638 40,268,564 43,829,603 44,475,475 31,663,782 37.0 

사과 14,381,340 29,789,780 30,582,706 11,726,035 10,578,004 -26.4 

포도 746,330 743,804 1,674,390 1,996,995 2,213,389 196.6 

유자 - - 745,646 736,049 896,000 20.2 

계 43,143,695 76,293,132 82,481,171 66,549,145 53,928,019 34.6 

표 4-2.  과실류 품목별 원 문 단지규모 황

단 : ㎡, %

  주: 1. 품목 부류는 단지별 표 품목으로 산정함.

     2. 증감률은 2005년 비 2009년 증감

자료: 각 연도 원 문생산단지 평가·분석결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원자료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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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감률

과실류

수출농가수 3,332 2,913 3,768 3,625 3,693 10.8

단지수 53 57 65 54 52 -1.9

평균 62.9 51.1 58.0 67.1 71.0 13.0

표 4-3.  과실류 원 문단지 수출농가수 동향

단 : 개소, %

  주: 증감률은 2005년 비 2009년 증감

자료: 각 연도 원 문생산단지 평가·분석결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원자료 재분석

1.3. 수출물량 확보 기반

  과실류 생산량 비 수출물량에 한 평가결과 ‘수’ 등 은 2005년 

15.1%에서 2009년 37.3%로 22.2%P 증가하 으며, ‘우’ 등 은 15.1%에서 

5.9%로 9.2%P 감소, ‘미’ 등 은 13.2%에서 5.9%로 7.3%P 감소하 다.7 

과실류 원 문단지의 수출액은 2005년 3,365만 달러에서 2009년 4,618

만 달러로 37.2% 증가하 다. 품목별로 감귤 96.3%, 단감 285.8%, 배 

20.8%, 사과 13.8%, 포도 119.9%, 유자 4.0% 증가하 다. 단감, 포도, 감

귤이 큰 폭으로 증가하 지만 유자, 사과, 배는 상 으로 증가폭이 작았

다. 과실류 원 문단지의 자조  조성액은 2005년 15억 9천만 원에서 

2009년 3억 4백만 원으로 80.9% 감소하 다. 품목별로 단감 2천 4백만 원, 

포도 5천 3백만 원 증가하 지만, 감귤 2억 6천 9백만 원, 배 10억 8천 4백

만 원, 사과 3천 4백만 원, 유자 3백만 원 감소하 다. 2009년 과실류 품목

별 계약재배 비 은 감귤과 단감은 각각 2005년 비 40%P, 12.5%P 감소

하 고, 배 22.0%P, 사과 27.6%P, 포도 34.2%P 증가하 다. 유자는 2008

년부터 100% 계약재배를 하고 있으며, 감귤은 2009년 재 계약재배를 시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8 

7 수출물량의 안정  확보 여건 분석을 하여 단지별 생산량 비 수출물량 분

석이 필요하나 자료에 평가등  결과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등 별 동향을 제시함.
8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조사·평가과정에서 계약재배와 수출물량 약정계약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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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감률

과실류

수
개소 8 5 20 16 19 137.5

비 (15.1) (8.8) (30.8) (29.6) (37.3) (22.2)

우
개소 8 2 6 7 3 -62.5

비 (15.1) (3.5) (9.2) (13.0) (5.9) (-9.2)

미
개소 7 3 4 8 3 -57.1

비 (13.2) (5.3) (6.2) (14.8) (5.9) (-7.3)

양
개소 4 9 7 7 8 100.0

비 (7.5) (15.8) (10.8) (13.0) (15.7) (8.1)

가
개소 26 38 28 16 18 -30.8

비 (49.1) (66.7) (43.1) (29.6) (35.3) (-13.8)

계
개소 53 57 65 54 51 -3.8

비 (100.0) (100.0) (100.0) (100.0) (100.0) (0.0)

표 4-4.  원 문단지의 과실류 생산량 비 수출물량 평가 등  동향

단 : 개소, %, %P

  주: 1. ‘05년 수: 30%이상, 우: 20%이상, 미: 15%이상, 양: 10%이상, 가: 10% 이하

     2. ‘06년 이후 수: 40%이상, 우: 33%이상, 미: 27%이상, 양: 20%이상, 가: 20% 이하

     3. 증감률은 2005년 비 2009년 증감 

자료: 각 연도 원 문생산단지 평가·분석결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원자료 재분석

부류 품목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감량

과실류

감귤 40.0 40.0 40.0 0.0 0.0 -40.0

단감 100.0 85.7 98.6 87.5 87.5 -12.5

배 65.7 67.9 65.3 97.4 87.7 22.0

사과 31.7 35.7 46.5 52.1 59.3 27.6

포도 50.0 50.0 92.8 100.0 84.2 34.2

유자 - - - 100.0 100.0 -

계 58.9 59.1 63.7 86.0 80.3 21.4

표 4-5.  원 문단지 과실 품목별 계약재배 비  변화

단 : %P

  주: 1. 품목 부류는 단지별 표품목으로 산정함.

     2. 증감량은 2005년 비 2009년 변화분

     3. 부류 소계 평균 비 은 데이터가 없는 경우 제외.

자료: 각 연도 원 문생산단지 평가·분석결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원자료 재분석

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100%로 나타나거나 0%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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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류 교육  회의 횟수는 2005년 579회에서 2009년 569회로 1.7% 

감소하 으며 품목별로 감귤이 93.3% 크게 감소하 고, 포도는 126.5% 증

가하 다.

부류 품목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감률

과실

류

감귤 75 31 11 3 5 -93.3

단감 78 65 41 58 77 -1.3

배 300 332 290 342 325 8.3

사과 92 41 62 52 70 -23.9

포도 34 15 60 74 77 126.5

유자 -　 　- 15 15 15 　

계 579 484 479 544 569 -1.7

표 4-6.  원 문 생산단지 품목별 교육  회의 횟수

단 : 회, %

  주: 1. 품목 부류는 단지별 표품목으로 산정함.

     2. 증감률은 2005년 비 2009년 증감률임.

자료: 각 연도 원 문생산단지 평가·분석결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원자료 재분석

1.4. 시사점

  단지별 평가결과 ‘수’ 등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물량 

비   수출물량 공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 다. 한편, ‘수’ 등  

비율이 아직 “37.3%”에 머물러 있으므로 수출단지로서의 기능을 더욱 높

이기 해 개선이 필요한 단지는 아직도 많다. 과실류 수출 문단지에서 

수출단가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출물량이 지속 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수출 문단지의 수출품질 개선과 물량확보의 안정성 기능이 개선되는 것

으로 보인다. 과실류 품목의 자조  조성액 증감률은 품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성액 규모도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품목별 자조  규

모를 지속 으로 늘리고 국내 수 뿐만 아니라 지속 인 수출확 에도 기

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과실류 수출 문단지의 생산과실의 품질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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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고 안 성 리 강화를 한 생산자  수출담당자의 교육과 의회 

개최가 늘어나야 하지만, 재 과실류 부문은 체 으로 교육  회의횟

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 

2. 수출선도조직 운  실태

2.1. 분석 자료 개요

2.1.1. 수출선도조직

  국내 농산물 수출업체가 약 3,900여개로 국내외에서 과당경쟁 구조이고  

수출업체와 농가 간 체계 인 품질 리와 안정 인 공 계약이 미흡한 실

정이다. 농산물 수출을 문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물량의 안정  공

과 품질 리가 필요하며, 이를 주도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출선도조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수출선도조직은 수출을 수행하는 수출업체나 생산자

조직들 상으로 공모·평가하여 선정된 조직으로 장기 으로는 동일품목

의 조직 간 통합을 통해 품목별 마  보드(Marketing Board) 설립까지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다. 수출선도조직의 개념은 농식품 수출업체와 생산

농가(‘생산자조직’ 포함)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품종 선택에서부터 재

배, 수확, 선별, 포장, 안 성  품질 리, 정산, 농가교육, 수출업무 등의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수출농식품의 경쟁력 제고  수출확 를 선도하

는 조직이며, 선정 황은 2009년도 13개 조직, 2010년도 6개 신규조직을 

선정하여 총 19개 조직이 선정·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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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분석 자료 개요 

  수출선도조직의 운  실태를 분석하기 한 자료는 품목별 수출선도조직 사업

자별 운  실태를 검해 사업의 효율  추진을 유도하고 도출된 애로  문제

에 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익년도 사업추진계획 등에 반 함으로써 수출목

표 조기 달성을 목 으로 실시된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운  실태 검결과 개선

사항 조사(aT) 결과를 인용하 다. 조사자는 농식품부와 aT 본사·지사 담당, 수

출선도조직 운 원 등이며, 조사기간은 2009년 9월 17일∼9월 24일, 2010년 7

월 29일∼9월 8일이다. 조사 상은 2009년도 13개 수출선도조직 사업자(수출업

체 혹은 생산자조직), 2010년도 19개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사업목표 달성도, 생

산자와의 조직화  규모화를 한 이행노력 정도, 수출시장에 한 마  활

동, 선도조직 육성사업의 내실화 노력 정도 등이다. 

수출선도조직명
품목

2009년도
조사 상

2010년도
조사 상선정년도 조직

1차
년도
조직

NT 리카 ○ ○
LP 리카 ○ ○
AO 여름딸기 ○ ○
MM 새송이 ○ ○
FS 배 ○ ○
CP 배 ○ ○
JC 감귤 ○ ○
MF 단감 ○ ○
DN 백합 ○ ○
RP 장미 ○ ○
DS 김치 ○ ○
HU 김치 ○ ○
HS 유자차 ○ ○

2차
년도
조직

KM 팽이버섯 - ○
ET 토마토 - ○
NT 멜론 - ○
GH 국화 - ○
GD 선인장 - ○
LT 겨울딸기 - ○

19개 조직 16품목

표 4-7.  수출선도조직 운 ·조사 상 황

주: 수출선도조직 명칭은 익명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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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평가내용
가
치

득 
평가방법  수

사업
목표
달성
도
(60)

규격품 수출물량, 재배면  
목표  실

※평균달성율[①+②/2]로 평가
40

①규격품 수출물량 목표 (%) 
  : 수출물량실 /목표 × 100

②재배면  목표 (%): 
참여재배면 (천㎡)실 /목표

×100

선도조직 수출신장율 - 
국가품목

수출신장율 = 실 신장율
※ 신장율은 년 비 기

10

수 우 미 양 가

20%
이상

1～20
미만

-10～0
미만

-20～
-10미만

-20
미만

10 8 6 4 2

선도조직 자체 수출신장율
※()는 수출증가액기 (백만$)

10

수 우 미 양 가

20%
이상
or(2
이상)

5～
20미만
or(1
이상)

0～5
미만

-10～
0미만

-10
미만

10 8 6 4 2

조직
화/
규모
화 
이행
노력
(17) 

규격품 
생산  
계약이행
리 (8)

품질향상, 안 성
강화 노력

5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농가계약이행(연합
조직은 

물량․가격정보 
공유노력 포함) 

리노력

 3

수 우 미 양 가

3 2.5 2 1.5 1

수출활성화
인센티
(4)

용도의 정성 2
수 우 미 양 가

2 1.5 1 0.5 0

사용 차, 의사록 
작성의 정성

2
수 우 미 양 가

2 1.5 1 0.5 0

규격품의 
안정  
물량확  
노력
(5)

참여농가
확  노력

3
수 우 미 양 가

3 2.5 2 1.5 1

신품종,신기술 
개발노력 등

2
수 우 미 양 가

2 1.5 1 0.5 0

표 4-8.  수출선도조직 조사·평가 항목

주: 1. 평가항목은 4개 분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가 치를 부여하여 평가함

   2. 평가항목․가 치는 조정될 수 있으며, 득 은 소수  둘째자리까지 사사오입하여 

계산함

자료: aT의 수출선도조직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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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석 결과9 

2.2.1. 조직화·규모화 이행 실태 

가 .  총  

  2009년에 수출선도조직들은 반 으로 생산자 리, 의회 운 , 품질

리사 활동실 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생산자 리 상황은 체

로 수출선도조직들이 표 계약서를 용하여 농가와 물품공  계약을 체결

하고, 생산자( 는 조직)에 개별 ID를 부여해 리하고 있다. 신규농가 확보 

등 재배면  확 를 해 노력하고 있으나, 농가별 계약에 한 확인이나 실

이 조한 농가에 한 조치 등 실질 인 리노력은 미흡하며, 일부조직

은 품목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수출조직에 농가를 유인

하는 효과가 미흡하다. 외부 문가 컨설  는 농약안 지침 등과 연계해 

자체교육을 실시 이나 연합조직은 회원사에 한 실질 인 리가 미흡하

고 개별조직은 품질 리가 취약한 농가, 신규 참여농가 상의 맞춤형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다. 생산자와 의사결정기구( 의회)의 활성화를 해 생산

자 표가 참여하는 의회를 구성·운 하고 있으나, 일부 수출조직은 운

규정․회칙이 없고, 개최실 이 조한 경우가 많아 활성화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며 품질 리 지도사 운  실태는 내·외부 품질지도사 는 수출국 

지 문가 등과 계약을 통해 생산단계부터 재배지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

나 일부조직은 품질지도사의 역할 미숙지, 지도실  등의 자료 미비, 품질

리매뉴얼 활용교육 미실시 등 운 이 미흡한 실정이다.

나.  요인별  운  실 태 

1) 생산자 리 실태

  수출선도조직에서 수출참여 농가들에게 수행한 교육실 은 2009년에 

9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조사 결과  재분석한 내용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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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양호, 2010년 선정조직에는 KM과 ET 조직이 조한 편이다. 하지만 

수출농가들에 한 ID 리는 2009년과 2010년 모두 양호한 편이다. 생산

자별 계약은 FS, CP, JC, MF 등 주로 농 단 로 물량을 수집하는 조직유

형의 운 실태가 미흡한 편이며, 수출에 참여하는 신규 생산자를 확보하기 

한 노력이 일부 농 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년도 사업자명

생산자 리사항

2009년도 2010년도

교육
실

ID

리

생산
자별
계약
확인

신규
생산자
확보
노력

교육
실

ID
리

생산
자별
계약
확인

신규
생산자
확보노
력

1차년도

NT ○ ○ ○ × ○ ○ ○ ○

LP ○ ○ ○ △ ○ ○ ○ ○

AO ○ ○ ○ ○ ○ ○ ○ ○

MM ○ ○ ○ △ ○ ○ ○ ○

FS ○ ○ ○ ○ △ ○ △ ○

CP ○ ○ △ △ ○ △ △ ×

JC ○ ○ △ △ △ ○ △ ○

MF ○ ○ 미수출 △ ○ ○ × ×

DN ○ ○ △ ○ ○ ○ ○ ○

RP ○ ○ ○ ○ ○ ○ ○ ○

DS ○ ○ △ △ ○ ○ ○ ○

HU ○ ○ ○ ○ ○ ○ ○ ○

HS ○ △ 미수출 △ ○ ○ ○ ○

2차년도 

KM - - - - × ○ ○ ○

ET - - - - × ○ × ○

NT - - - - ○ ○ ○ ○

GH - - - - ○ ○ ○ ○

GD - - - - ○ ○ × ×

LT - - - - ○ ○ ○ ○

표 4-9.  수출선도조직의 생산자 리 실태

주: 1. ○ : 양호,  △ : 보통,  × : 미흡

   2. 양호는 리사항을 실제 이행하면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보통은 리사항을 이

행하지만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미흡은 이행하지 않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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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 의회·품질 리사 운  실태

  2009년도 조사결과 수출업체와 생산자조직 간 운 의회 구성은 JC를 

빼고는 부분 이루어졌으며, MF는 의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회의실 은 

미흡하다. 수출선도조직의 문 품질 리사 운 은 부분 양호한 편이다. 

2010년에 모든 수출선도조직에 운 의회 구성이 완료되었다. 배를 수출

하는 FS는 회의실 과 품질 리사 운 이 미흡하여 2009년도에 비해 오히

려 운 실태가 나빠졌다. 단감을 수출하는 MF는 품질 리사 운 실태가 

개선되었으나 운 의회 회의실 은 2009년도에 이어 여 히 미흡한 상

태이다. 토마토를 수출하는 ET도 운 의회는 구성했으나 회의실 과 품

질 리사 운  실태는 미흡한 실정이다.

선정년도 사업자명

2009년도 2010년도
운 의회 품질

리사
 운

운 의회 품질
리사
 운

구성
여부

회의
실

구성
여부

회의
실

1차년도

NT ○ ○ ○ ○ ○ ○
LP ○ ○ ○ ○ ○ ○
AO ○ △ ○ ○ ○ ○
MM ○ ○ ○ ○ ○ ○
FS ○ ○ ○ ○ × ×
CP ○ ○ ○ ○ ○ ○
JC × × ○ ○ ○ ○
MF ○ × △ ○ × ○
DN ○ ○ ○ ○ ○ ○
RP ○ ○ ○ ○ ○ ○
DS ○ ○ ○ ○ ○ ○
HU ○ ○ ○ ○ ○ ○
HS ○ ○ ○ ○ ○ ○

2차년도 

KM - - - ○ ○ ○
ET - - - ○ × ×
NT - - - ○ ○ ○
GH - - - ○ × ○
GD - - - ○ ○ ○
LT - - - ○ ○ ○

표 4-10.  수출선도조직 운 의회·품질 리사 운  실태

주: 1. ○ : 양호,  △ : 보통,  × : 미흡

   2. 양호는 리사항을 실제 이행하면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보통은 리사항을 이

행하지만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미흡은 이행하지 않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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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수출시장 마  활동

  2009년도에는 출하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과실류를 제외하고 해외마  

노력은 반 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도에는 반 으로 상

반기의 해외마 , 홍보( , 박람회, 청행사 등)와 향후계획 수립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조직은 신상품의 포장디자인 개발 등 신시장

개척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조직이 기존의 한국인을 통

한 수출활동으로 인해 수출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보다 극 으로 신규 

시장의 바이어 과 시장개척을 한 노력이 요구된다. CP 등 연합조직

의 경우 각 회원사별 개별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공동 랜드를 활용한 공

동마  노력은 미흡하다.

가 .  수출시장 마  

  2009년에는 부분 박람회나 시회, 행사에 참여하는 수 이었으

나 2010년에는 신규 바이어 발굴로 마  활동의 진 된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마  활동을 벌이는 국가도 동남아시장뿐만 아니라 북미 등으

로 확 되고 있다.

나.  신규  바이 어 발굴  수출시장 확  

  2009년에는 부분의 수출선도조직들이 신규바이어를 발굴 에 있거나 

동남아시장의 바이어를 발굴하는 수 이 다. 2010년에는 바이어 발굴업

체 수가 늘어나고 시장  바이어 발굴지역이 확 되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  공동마  노력 

  2009년에는 조사결과에서 공동 마 을 한 공동 랜드 포장상자 제

작 사용은 체로 미흡한 편이며, 몇몇 수출선도조직에서 휘모리 박스를 



수출농산물 공 여건 분석 51

사용하거나 제작 에 있다. 2010년에도 여 히 공동 랜드  공동 포장

상자를 이용하는 수출선도조직은 많지 않으며 오히려 2009년 조사결과 공

동박스를 디자인 인 선도조직도 2010년에는 단한 업체들이 있다.

선정년도 사업자명
수출시장 마  활동

2009 2010

1차
년도

NT
Foodex Japan 휘모리 참여
수출상담회 2회(BKF 등) 
국 검역  청 1회

호주수출용 리카 선과장 
 생산온실 등록

LP
10회(일본 도쿄 등)
(회원사 기 )

일본  러시아 신규 바이어 
5개업체 발굴

AO 1회(9월 홍콩 시회)
일본 신규 바이어 1개업체 발굴
몽골, 만,싱가폴,일본 상

MM
해외박람회 6회

싱가포르, 국에서 행사
일본 신규 바이어 1개업체 발굴

FS
해외 수출상담 3회
( 만2회, 미국1회)

-

CP
수출상담회, 박람회, 바이어 

방문 등 10회
두바이, 미국, 호주, 뉴질랜드 
신규시장  바이어 발굴

JC 6개국 마  실시
미국, 캐나다 시장조사활동
동남아한국식품수입상 의회와 

MOU 체결

MF
바이어 청, 박람회 참가 등 

4회
캐나다  일본 신규 바이어 

2업체 발굴

DN 국 박람회  시장개척 2회 일본 신규 바이어 1개업체 발굴

RP 바이어 청 4회 우즈벡 시회 1회

DS - -

HU 수출 상담회(BKF) 참가 1회 -

HS 행사 3회(상해,타코, 련) 국 신규 바이어 1개업체 발굴

2차
년도

KM -
일본 신규 바이어 1개업체 발굴
베트남 사무소 개설 추진

ET - 일본 신규 바이어 1개업체 발굴

NT - -

GH - 일본 신규 바이어 2개업체 발굴

GD - 신상품 샘  발송(10개국)

LT - (생산시기 미도래)

표 4-11.  수출선도조직의 수출시장 마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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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년도 사업자명

해외시장개척을 한
공동마  실태

2009 2010

1차
년도

NT 휘모리, Dole 포장 사용 휘모리 랜드 사용

LP 공동 랜드  포장 실시
공동 랜드  공동박스 

활용

AO 자체 포장 박스 운  -

MM MM 공동 랜드(휘모리) 휘모리 랜드 사용

FS 공동 박스 디자인 -

CP -
공동 랜드  공동박스는 
제작하 으나 활용도 미미

JC - -

MF 공동 박스 디자인 -

DN 공동 랜드 사용 -

RP 공동 랜드  박스 사용 공동박스 활용

DS - -

HU - -

HS - -

2차
년도

KM -
공동 랜드  공동박스 

제작 

ET -
공동 랜드  공동박스 

제작 

NT - -

GH - -

GD - -

LT - -

표 4-12.  수출선도조직의 공동 마  실태

2.2.3. 선도조직 운  내실화 노력

  수출선도조직들의 2009년 규격품 리상황은 양호하며, 품 기  수

를 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도에도 규격품 리  품

기  수 상황은 체로 지정 선별장 사용, ID부착을 통한 품질 리 표

시, 포장박스 차별화를 통한 규격품의 구분 표기 등의 노력은 양호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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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되었다. 품질 리매뉴얼 리  활용은 매뉴얼 제작 후 농가배포 

등은 양호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매뉴얼을 활용한 품질교육 등의 실 은 

미흡하다. 특히, 신규농가 등 품질 리가 미흡한 생산자에 한 개별품질

지도가 필요하나, 집합교육 수 에 머무르고 있다. 

가 .  규 격품  리  실 태

  선도조직들의 규격품 리는 2009년에 선별·포장과 규격품 별도 구분, 비

계약농가 상품 혼입여부 구분 실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생산이력 

ID 부착은 과실류 수출 농 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1차

년도와 2차년도 선정조직 모두 선별포장, 규격품 구분, 비계약농가 물량 구

분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이력 ID 부착 실태도 부분 양호

한 수 에 이르고, ID 추 도 수출선도조직들 모두 가능하게 되어 규격품 

리 수 이 크게 향상되었다.

나.  품 · 품 질과  안 성 실 태 

  2009년에 품 리요원활동, 품 리 일지작성, 품질 리 메뉴얼 활용

은 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도 품질 리 매뉴얼 활

용실태는 새송이버섯, 배, 감귤, 단감, 유자차, 김치 품목 취 업체에서 미

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에는 품질 리 메뉴얼 보유 여부를 평가하

고 2010년에는 실질 으로 활용하는 수 을 평가하 기 때문에 평가결과

가 상이한 것으로 추정된다. 체로 품질 리 매뉴얼 활용이 미흡한 실정

이므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매뉴얼 제작  활용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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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년도 사업자명

2009 2010

선별
포장

규격품
별도
구분

비계
약농
가
혼입
구분

생산
이력
ID
부착

ID
추
가능여
부

선별
포장

규격
품
별도
구분

비계
약농
가
혼입
구분

생산
이력
ID
부착

ID
추
가능
여부

1차
년도

NT ○ ○ ○ ○ ○ ○ ○ ○ ○ ○

LP ○ ○ ○ ○ ○ ○ ○ ○ ○ ○

AO ○ ○ ○ ○ ○ ○ ○ ○ ○ ○

MM ○ ○ ○ ○ ○ ○ ○ ○ ○ ○

FS ○ ○ ○ × 미수출 ○ ○ ○ ○ ○

CP ○ ○ ○ × △ ○ ○ ○ △ ○

JC ○ ○ △ △ △ ○ ○ ○ ○ ○

MF 미수출 미수출 미수출 미수출 미수출 ○ ○ ○ ○ ○

DN ○ ○ ○ ○ ○ ○ ○ ○ ○ ○

RP ○ ○ ○ ○ ○ ○ ○ ○ ○ ○

DS ○ ○ △
해당
없음

△ ○ ○ ○
해당
없음

○

HU ○ ○ ○
해당
없음

△ ○ ○ ○
해당
없음

○

HS 미수출 미수출 미수출
해당
없음

미수출 ○ ○ ○
해당
없음

○

2차
년도

KM - - - - - ○ ○ ○ ○ ○

ET - - - - - ○ ○ ○ ○ ○

NT - - - - - ○ ○ ○ ○ ○

GH - - - - - ○ ○ ○ ○ ○

GD - - - - - ○ ○ ○ ○ ○

LT - - - - - ○ ○ ○ ○ ○

표 4-13.  수출선도조직 규격품 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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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년도 사업자명

2009 2010

규격품 
품 기  
수 품질

리
메뉴
얼 
활용

안 성 
리강화

규격품 
품 기  
수 품질

리
메뉴
얼 
활용

안 성 
리강화

품
리
요원
활동

품
리
일지
작성

원격
지 
생산
자
리

자체
안
검사

품
리
요원
활동

품
리
일지
작성

원격
지 
생산
자
리

자체
안
검사

1차
년도

NT ○ ○ ○
○
(ERP)

○ ○ ○ ○ ○ ○

LP ○ ○ ○ ○ ○ ○ ○ ○ ○ ○

AO ○ ○ ○ ○ ○ ○ ○ ○ ○ ○

MM ○ ○ ○ ○ ○ ○ ○ × - -

FS 미수출 미수출 ○
GAP
계획

○ ○ ○ × - -

CP 미수출 미수출 △ ○ ○ 미수출 미수출 × - -

JC 미수출 미수출 ○ 미수출 ○ 미수출 미수출 × - -

MF 미수출 미수출 ○ △ △ 미수출 미수출 × - -

DN ○ ○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 - -

RP ○ ○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 - -

DS ○ ○ ○ △ ○ ○ ○ ○ ○ ○

HU ○ ○ ○ ○ ○ ○ ○ × ○ ○

HS 미수출 미수출 ○ △ ○ ○ ○ × - -

2차
년도

KM - - - - - ○ ○ △ - -

ET - - - - - ○ ○ ○ ○ ○

NT - - - - - ○ ○ △ ○ ○

GH - - - - - ○ ○ ○ - -

GD - - - - - ○ △ ○ - -

LT - - - - - ○ ○ ○ ○ ○

표 4-14.  수출선도조직 품 ·품질·안 성 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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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시사

  수출선도조직 운 사업은 2009년에 시행한 이후 2년이 지나가고 있다. 

체로 주산지에 있는 수출업체  농가들이 농산물 수출의 조직화·규모화 

필요성에 한 공감 가 높아지고 수출조직에 연계된 생산자들의 참여도

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 인 효과로 단된다. 수출선도조직들은 부

분 농가교육과 농가별 ID 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몇몇 농 과 연계된 조

직에서는 생산자별 계약과 신규 생산자 확보가 미흡하다. 농 과 연계된 

수출조직은 농 에 물량을 출하하는 농가수가 많기 때문에 수출조직에 신

규로 농가를 참여시킬 동기가 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출에 참여하는 개

별 생산자와 수출물량 출하 계약과 이행률, 지속  참여 계를 높일 수 있

는 농가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수출물량을 안정 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

을 강화해야 한다. 품질 리 문인력이 일부 수출선도조직에서는 강화된 

반면, 일부 조직에서는 약화되기도 하여 문인력 활용실태가 안정 이지 

않다. 일부 수출 조직은 운 의회 운 실 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농

가와의 연계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 회의 구성  주기

인 의회 개최는 수출조직 운 진과 참여농가의 소통과 이해의 기회를 증

시킬 것이므로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2009년에 해외 박람회나 시회에 

참여하는 수 에서 2010년에는 신규 바이어 발굴 확  등 보다 구체 인 

마  활동의 성과와 실 을 보이고 있어서 마  활동이 개선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수출선도조직들이 공동 랜드  포장상자 이용이 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수출국 바이어들과 거래 조건에서 쉽게 해

결하기 어려운 한계 일 수도 있다. 공동 랜드와 개별 수출업체의 랜드

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규격품 리 실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선별  포장, 상품성 제고수 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

직도 수출선도조직  생산농가들이 실질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품질 리

매뉴얼 작성과 보 은 미흡한 것으로 단되며 지역별 여건과 품목별 특성

을 고려하여 수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 설정과 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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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수출시장

1.1. 시장경쟁력 

1.1.1. 분석 방법

  각국의 비교우  체제를 검토하기 한 방법으로 B. Balassa가 사용한 

‘비교우 지수(RCA)’가 있지만 RCA지수는 시장규모효과도 함께 반 된

다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시장규모효과를 배제할 수 있고 공  측면의 

경쟁력 효과를 보다 잘 반 하는 시장별 비교우 지수(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를 이용하여 어떤 국가의 i상품의 시비교우 지

수를 특정한 개별시장( 만)을 상으로 산출하 다. 시장비교우 지수

(MCA)지수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사용하여 계측할 수 있다. 


 


 



- 
 : i상품의 j시장 수출액(j시장의 해당국가로부터의 i상품 수입액)

- 
 : j시장에 한 i상품의 총수출액(j시장의 i상품 총수입액)

- : 해당국가의 j시장에 한 총수출액(j시장의 해당국가로부터의 수입액)

- : j시장에 한 총수출액(j시장 총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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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국가의 
는 그 국가의 특정시장(j는 여기서 만)에 수출한 

특정상품(i는 여기서 사과, 배)의 비 이 j시장에서 차지하는 해당국가의 

시장 유율에 한 비율이다. 
는 해당국가의 j시장 수출에서 i상품

이 차지하는 비 의 j국 수입에서 i상품 수입이 차지하는 유율에 한 상

 비율로 
가 1보다 크다는 것은 해당국가 i상품이 j시장에서 해당

국가의 j시장 수출 체에 비하여 좋은 수출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하며, 1보다 작다면 그 상품의 수출성과는 평균에 못 미치고 있음을 의미

한다.

1.1.2. 사과시장 경쟁력

  한국 사과의 2006년 MCA는 0.226에서 2009년 1.050으로 높아지고 

2009년 이 까지는 사과 수출성과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 지만 2009년 이

후 사과 수출이 체 수출에 비하여 수출성과가 개선되었다.

한국사과 
만수출액

만의 사과 
총수입액

만의 
한국산 
총수입액

만의 
총수입액

시장비교우
지수(MCA)

2006 1,441 101,414 15,048,361 239,783,718 0.226

2007 1,404 106,345 14,960,601 217,223,911 0.192

2008 4,119 142,077 13,154,162 201,607,563 0.444

2009 7,896 124,641 10,479,582 173,763,844 1.050

표 5-1.  한국 사과의 만시장 시장비교우 지수(MCA) 분석

단 : 천 달러

  주: 사과 Product Code 0808100000(Fresh apples)

자료: Taiwan Customs Statistics

  일본 사과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시장비교우 를 가지고 있었

지만, 2006년 시장비교우 지수(MCA)는 1.392에서 2009년 1.248로 소폭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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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과 
만수출액

만의 사과 
총수입액

만의 
일본산 
총수입액

만의 
총수입액

MCA

2006 27,346 101,414 46,449,752 239,783,718 1.392 

2007 33,997 106,345 46,203,701 217,223,911 1.503

2008 37,386 142,077 45,631,107 201,607,563 1.163

2009 32,369 124,641 36,164,387 173,763,844 1.248

표 5-2.  일본 사과의 만시장 시장비교우 지수 분석

단 : 천 달러

  주: 사과 Product Code 0808100000(Fresh apples)

자료: Taiwan Customs Statistics

  미국 사과의 2006년 시장비교우 지수(MCA)는 2.945에서 2009년 3.327

로 매년 시장비교우 에 있으며 높아지는 추세이다.

미국사과 
만수출액

만의 사과 
총수입액

만의 
미국산 
총수입액

만의 
총수입액

MCA

2006 32,613 101,414 26,187,578 239,783,718 2.945

2007 33,424 106,345 26,145,289 217,223,911 2.611

2008 53,730 142,077 22,498,600 201,607,563 3.389

2009 42,909 124,641 17,979,294 173,763,844 3.327

표 5-3. 미국 사과의 만시장 시장비교우 지수 분석

단 : 천달러

  주: 사과 Product Code 0808100000(Fresh apples)

자료: Taiwan Customs Statistics

  칠  사과의 2006년 시장비교우 지수(MCA)는 33.483에서 2009년 

26.057로 만 시장에서 비교우 는 매우 높지만 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수출시장 분석60

칠 사과 
만수출액

만의 사과 
총수입액

만의 
칠 산 
총수입액

만의 
총수입액

MCA

2006 28,708 101,414 2,027,190 239,783,718 33.483

2007 23,694 106,345 1,809,810 217,223,911 26.743

2008 27,530 142,077 1,635,022 201,607,563 23.893

2009 25,113 124,641 1,343,620 173,763,844 26.057

표 5-4.  칠  사과의 만시장 시장비교우 지수 분석

단 : 천 달러

  주: 사과 Product Code 0808100000(Fresh apples)

자료: Taiwan Customs Statistics

  뉴질랜드 사과의 2006년 시장비교우 지수(MCA)는 38.942에서 2009년 

40.879로 상 국에 비해 매우 높은 시장비교우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사
과 
만수출액

만의 사과 
총수입액

만의 
뉴질랜드산 
총수입액

만의 
총수입액

MCA

2006 9,401 101,414 570,805 239,783,718 38.942

2007 11,872 106,345 561,776 217,223,911 43.168

2008 15,830 142,077 501,457 201,607,563 44.794

2009 13,447 124,641 458,601 173,763,844 40.879

표 5-5. 뉴질랜드 사과의 만시장 시장비교우 지수 분석

단 : 천 달러

  주: 사과 Product Code 0808100000(Fresh apples)

자료: Taiwan Customs Statistics

  남아 리카 사과의 2006년 시장비교우 지수(MCA)는 1.685에서 2009

년 2.224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이며, 한국보다 높은 시장비교우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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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리카   
사과 
만수출액

만의 사과 
총수입액

만의 
남아 리카산 
총수입액

만의 
총수입액

MCA

2006 693 101,414 971,781 239,783,718 1.685

2007 1,035 106,345 895,103 217,223,911 2.363

2008 2,352 142,077 1,274,008 201,607,563 2.620

2009 1,803 124,641 1,130,494 173,763,844 2.224

표 5-6.  남아 리카 사과의 만시장 시장비교우 지수 분석

단 : 천 달러

  주: 사과 Product Code 0808100000(Fresh apples)

자료: Taiwan Customs Statistics

  각 국가별 만 사과시장 비교우 를 살펴보면 뉴질랜드가 가장 높고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시장

비교우 지수(MCA)는 높아지는 추세여서 수출성과가 개선되고 있다.

한국 일본 미국 칠 뉴질랜드 남아 리카

2006 0.23 1.39 2.94 33.48 38.94 1.69

2007 0.19 1.50 2.61 26.74 43.17 2.36

2008 0.44 1.16 3.39 23.89 44.79 2.62

2009 1.05 1.25 3.33 26.06 40.88 2.22

표 5-7. 만시장의 국가별 사과 시장비교우 지수 비교

1.1.3. 동양배 시장 경쟁력

  한국 배의 2006년 시장비교우 지수(MCA)는 14.342에서 2009년 

15.131로 소폭 높아졌으며 2006년 이후 꾸 하게 만시장에서 시장비교

우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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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 
만수출액

만의 배 
총수입액

만의 
한국산 
총수입액

만의 
총수입액

MCA

2006 13,514.46 15,014.36 15,048,361 239,783,718 14.342 

2007 12,065.41 13,930.76 14,960,601 217,223,911 12.576 

2008 12,838.61 14,235.91 13,154,162 201,607,563 13.822 

2009 12,574.22 13,779.55 10,479,582 173,763,844 15.131 

표 5-8.  한국 배의 만시장 시장비교우 지수 분석

단 : 천달러

  주: 배 Product Code 0808201900(Other fresh pears)

자료: Taiwan Customs Statistics

  일본 배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시장비교우 에 있지 못하며,  

2006년 시장비교우 지수(MCA)는 0.442에서 2009년 0.420으로 소폭 감소

하 다.

일본배 
만수출액

만의 배 
총수입액

만의 
일본산 
총수입액

만의 
총수입액

MCA

2006 1,284.88 15,014.36 46,449,752 239,783,718 0.442 

2007 1,758.81 13,930.76 46,203,701 217,223,911 0.594 

2008 1,265.66 14,235.91 45,631,107 201,607,563 0.393 

2009 1,205.30 13,779.55 36,164,387 173,763,844 0.420 

표 5-9.  일본 배의 만시장 시장비교우 지수 분석

단 : 천 달러

  주: 배 Product Code 0808201900(Other fresh pears)

자료: Taiwan Customs Statistics

  칠  배의 2006년 시장비교우 지수(MCA)는 1.694에서 2008년 1.140

로 소폭 감소하 으며 만시장에서의 시장비교우 가 낮아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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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배 
만수출액

만의 배 
총수입액

만의 
칠 산 
총수입액

만의 
총수입액

MCA

2006 215.01 15,014.36 2,027,190 239,783,718 1.694 

2007 106.53 13,930.76 1,809,810 217,223,911 0.918 

2008 131.64 14,235.91 1,635,022 201,607,563 1.140 

2009 13,779.55 1,343,620 173,763,844

표 5-10.  칠  배의 만시장 시장비교우 지수 분석

단 : 천 달러

  주: 배 Product Code 0808201900(Other fresh pears)

자료: Taiwan Customs Statistics

  뉴질랜드 배 시장비교우 지수(MCA)는 2006년 36.650에서 2009년 

61.593으로 큰 폭으로 높아졌고 만 시장에서 매우 높은 시장비교우 를 

하고 있다.

뉴질랜드배 
만수출액

만의 배 
총수입액

만의 
뉴질랜드산 
총수입액

만의 
총수입액

MCA

2006 57.96 15,014.36  570,804.63 239,783,718 36.650 

2007 92.91 13,930.76 561,776.28 217,223,911 43.253 

2008 109.47 14,235.91 501,457.40 201,607,563 37.125 

2009 212.97 13,779.55 458,600.94 173,763,844 61.593 

표 5-11.  뉴질랜드 배의 만시장 시장비교우 지수 분석

단 : 천 달러

  주: 배 Product Code 0808201900(Other fresh pears)

자료: Taiwan Customs Statistics

  미국 배의 시장비교우 지수(MCA)는 2006년 8.334에서 2009년 8.071

로 조  낮아졌지만 만시장에서 시장비교우 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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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배 
만수출액

만의 배 
총수입액

만의 미국산 
총수입액

만의 
총수입액

MCA

2006 604.70 15,014.36  26,187,578.46 239,783,718 8.334 

2007 681.21 13,930.76 26,145,288.86 217,223,911 6.814 

2008 1,015.03 14,235.91 22,498,600.13 201,607,563 7.672 

2009 1,094.11 13,779.55  17,979,294.10 173,763,844 8.071 

표 5-12.  미국 배의 만시장 시장비교우 지수 분석

단 : 천 달러

  주: 배 Product Code 0808201900(Other fresh pears)

자료: Taiwan Customs Statistics

  각 국가별로 만 배 시장의 비교우 를 살펴보면 신고배의 경우 한국

이 시장비교우 지수(MCA)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2006년 비 2009년은 

소폭 높아졌다. 일본의 연도별 시장비교우 지수(MCA)는 1보다 작아 수

출성과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양배의 경우 뉴질랜드의 시장비교

우 지수(MCA)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이 평균 이상의 수출성과를 올

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의 시장비교우 지수(MCA)는 매년 높아

지는 추세이며 향후 만 시장에서의 서양배 수출에 지속 인 시장비교우

를 할 것으로 망된다.

구 분
신고배 서양배

한국 일본 칠 칠 일본 뉴질랜드 미국

2006 14.34 0.44 1.69 - 0.01 36.65 8.33

2007 12.58 0.59 0.92 7.89 0.01 43.25 6.81

2008 13.82 0.39 1.14 6.19 0.01 37.12 7.67

2009 15.13 0.42 - - 0.01 61.59 8.07

표 5-13.  만시장 국가별 배 시장비교우 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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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통구조

1.2.1. 물류  분배 체계10

  한국에서 만까지 수출하는 농산물의 운송기간은 보통 3∼4일이다. 주

로 부산항, 양항, 평택항에서 출발하며, 냉장컨테이 를 이용한다. 배는 

부분 40피트, 메론은 20피트 컨테이 를 이용한다. 만 시장에서 수입

회사들이 이용하는 온 장고 등 물류시설은 부분 자체 으로 보유하

고 있다(Fu-fruit, Ding-Vang 등). 일부 수입회사들은 과실 수입  배분 기

능뿐만 아니라 Fresh-cut의 신선편의식품 상품화 작업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한 별도의 작업장  시설도 소유하고 있다. 수입회사의 수입물량 

분배체계는 항구에 도착한 물량을 부분 수입회사에서 도매시장과 형

유통업체(까르푸, RT Mart 등)로 바로 배분하고 있다. 만 수입회사에서 

한국 수출회사로 물량을 발주할 때 납품처와 품질조건을 함께 수출회사로 

주문내용으로 달한다. 만시장 유통업체별로 ① RT Mart에는 주로 소

과 주로 직  분배하고 ② 도매시장에는 주로 과 주로 납품하여 경

매과정을 거쳐 상인에게 배분되며, ③ 간업자로 들어간 상품은 도매상

인, 마트, 소매상으로 분배된다. 

1.2.2. 유통구조  특징11

  만에서 과실류 유통주체는 생산자(수입자), 생산자조합, 산지수집상, 

도매업자, 포장(가공)업자, 탁상, 소매상, 정부기 이 있다. 주체별 기능

은 생산자가 일부 농산물 소매기능을 담당하고 공동출하가 늘어나고 있다. 

농회(農 =우리나라의 농 )는 수집, 출하, 수출입 기능을 담당한다. 수

집상은 산지시장 는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수집, 선별, 포장하여 소비

10
 한국농 경제연구원 만 지조사 결과(2010. 5.)

11
 만 과실류 시장동향 조사, 농수산물유통공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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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 출하하고, 탁상은 생산자나 수집상으로부터 상품을 탁받아 

매하며 수수료를 징수한다. 소매상은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 매하는 역

할을 담당한다.

  농산물 유통기구는 산지수집시장, 도매시장, 소매시장으로 분류된다. 산

지 수집시장은 지방정부가 개설하여 운 하거나, 정부와 조합의 공동 운

, 는 조합이 운 하는 경우가 있다. 도매시장은 주로 도시에 치하

며 주요 구입자는 지역 소매상, 문 도매상, 수출업자, 가공업자 등이며 

매자는 산지수집상, 농회, 생산자 조합, 도매상이다. 소매시장은 소비자

가 집 되어 있는 지역에 개설되는 시장으로 지방정부가 개설하여 운 하

거나 민간업자가 개설․운 한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도매시장법에 의해 개설, 운 되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 청과시장, 가축시장, 가 시장, 수산시장 등으로 나뉜다. 도매시장의 

유형은 산지도매시장과 소비지 도매시장이 있으며 거래주체는 농민단체가 

출자하여 만든 법인, 농민단체와 정부가 공동 출하한 법인, 농민과 상인이 

공동 출자한 법인, 정부기 이 출자한 법인, 정부기 과 민간단체  상인

이 출자한 법인 등 여섯 가지 유형이 있다. 거래방법은 경매거래, 상 거

래, 표 가 거래, 입찰거래 등 네 가지 유형이 있으나 실제로는 경매와 상

거래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만의 도매시장은 공 형태로 

시와 민간인이 공동으로 운 하고 있으며, 거래는 도매인이 주도하고 있

다. 북시의 도매시장을 제외하면 부분 산지 도매시장인데, 철 하게 

공익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만 도매시장 70개  2개 시

장만이 경매시스템을 채택하고 그 외는 상 거래 방식이며, 산지도매상은 

상  거래방법을, 소비지 도매시장은 경매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일본제도

가 모델이며, 출하자 등록의무제  출하량 조 제가 시행되고 있는 과 

공공 출자법인에 의한 리, 운  일원화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도매시

장은 시설낙후와 장기 발 략 부재의 문제 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는 

형유통업체와 산지 간의 직거래를 유도하고 있어 도매시장 운 에서 새

로운 사업방안을 모색 이다. 도시에 슈퍼마켓, 과실 문매장 등장으로 

경쟁에 직면하자 직역특산품 탁 매와 병원 등과 같은 량수요처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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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경로를 환하고 있다.  

1.2.3. 유통경로

  만의 농산물 유통경로는 곡물, 담배, 사탕수수와 같이 정부 기 이 취

하는 농산물을 제외한 부분의 농산물은 민간 상인과 생산자 조직을 통

해 유통되고 있다. 청과물 유통경로는 다음 여섯 가지 경로로 구분된다. 

1) 생산자 → 소비자

2) 생산자 → 소매상 → 소비자

3) 생산자 → 산지수집상 → 도매업자 → 소매상 → 소비자

4) 생산자 → 산지수집상 → 가공업자 → 소매상 → 소비자

5) 생산자 → 산지수집상 → 수출업자

6) 생산자 → 농회(생산자조직) → 도매업자 → 소매상 → 소비자

  도매시장 운 시스템을 살펴보면, 만 도매시장  최  규모인 북 

농산운쇄복분유한공사는 일본 제도를 모방하여 채택한 형태로 1일 평균 

거래물량은 제1, 2 도매시장을 합하여 총 2,000톤 가량이 된다. 제1도매시

장 거래량은 1,500톤, 제2도매시장 400톤 정도이다. 집하시간은 배추와 무

의 경우는 오후 3시, 기타 과실  채소는 오후 5시 30분에 집하가 완료된

다. 경매는 오  3시 20분에 시작하여 2∼3시간에 종료되며 과실류는 무선 

응찰기에 의한 자식 경매를 시행하고 있으며, 채소류는 수지식 경매로 

체 물량의 약 70%가 자식 경매로 시행되고 있다. 출하 주체는 농민 

는 농회가 주요 주체이며 농회출하가 64%를 차지한다.

1.2.4. 도매시장 매실태

  도매시장에는 자국에서 생산된 바나나, 인애  등 다양한 열 과실들

과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사과, 배 등이 매되고 

있다. 포장단 는 15kg, 5kg 단 로 골 지 상자에 포장되어 매되고 있

으며, 도매시장 내에서 망 소포장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일본산 사과 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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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산 과실은 특히 색택이 진하고 착색률이 높아 외 상으로도 품질이 좋은 

이미지이며, 사과나 배 꼭지에 별도로 스폰지 처리하여 꼭지 신선도를 오

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한국산 배는 ‘이선생' 랜드가 매되고 있

었고 골 지 상자 안에 과실별로 붉은색 ‘梨' 자가 새겨진 하얀 종이로 

개별 포장되어 있다.12

한국산 신고배 한국산 신고배 포장상자

일본산 사과, 배 뉴질랜드산 사과

그림 5-1.  만 앙도매시장 매과실

12
 한국농 경제연구원 지조사결과(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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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소매시장 황

  2005년 만의 소매시장 규모는 240억 달러이다. 형유통 업태별 시장

유율은 백화  28%, 편의  24%, 형할인  20%, 슈퍼마켓 12% 순으

로 높다. AC닐슨과 Euromonitor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만인의 슈퍼마켓 

이용률은 41% 으나 29%로 감소하 으며 감소원인으로는 슈퍼마켓을 

체하는 형할인  붐이 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 하 다. 편의 의 발달

로 형소매업체의 시장 유율이 높은 편이고 도심외곽에 자리 잡은 형

할인 의 매성장이 상되고 있다. 백화 은 일본과 만의 합작형태가 

주류이며 형할인 은 외국계 기업인 까르푸, 오 (Auchan)의 랑스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만의 농산물 소비형태는 “편의성”보다는 “신선식

품”을 선호하는 형태로 거주 지역에 인 하고 소량씩 바로 구매가 가능한 

재래시장 이용이 높다. 경제부 통계에 의하면 공공/민간 재래시장 수는 

631개이며 거래 가 은 639개로 총 매액은 130억 달러 가량이다. AC

닐슨의 ‘Shopper Trends’ 2005에 의하면 63%가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71%

가 형할인 을 이용한다고 답해 만인들은 양쪽 모두에서 구입하고 있

음을 악할 수 있다. 형 할인매장은 1989년 최  할인 인 Makro가 

만에 진출한 이후 속한 성장세를 이루다 2001년 경기침체로 속한 확

추세가 감소하 다. 만에는 외국계 기업인 까르푸, 오 , Geant, 코스

트코가 할인  시장의 75%( 매액기 )를 차지하고 있다. 1개 포당 인

구수는 229,000명으로 한국의 165,162명보다 포 집도가 낮은 편이다. 

슈퍼마켓은 형마트와 편의 과의 경쟁에 20년의 속한 성장 이후 정체

기를 맞아 슈퍼마켓 업체 간 합병이 지속될 것으로 상된다. “신선

(freshness)”이 슈퍼마켓의 고객 유입 략으로 신선식품의 체 품목의 

50% 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형마트와 편의 과의 차별화 략으로 활용

하고 있다. 편의 에 응하여 원스톱 쇼핑  연 무휴 24시간 운 을 실

시하고 재래시장 축에 따른 거주 지역에 한 신선식품 공 에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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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포장 특성

  만에서 신선과실 포장에 한 특별한 규정규격은 없고, 선물용  버

클형 등을 분류하여 각 상거래 습에 맞게 상자를 제작하여 유통하는데 

약 5kg 단 가 다수를 차지한다. 수입과실 포장은 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부분이 카톤박스 형태로 내부 깔개를 사용하여 과실의 손상을 최

한 방지하고 있다. 미국산의 경우 비교  두꺼운 재질의 튼튼한 카톤박

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칠 산은 용량의 박스에 내부 라스틱 깔개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한국산과 일본산 배의 경우 부분이 카톤박스에 

내부 깔개와 외부 그물완충제  종이로 과실을 포장하고 있다.

국 가 포장 특성 단  특성

한
민국

박스 안에 낱개 포장을 해서 내용물
이 손상되지 않도록 여러겹 포장함

낱개 단 로 매하거나 선물세
트용으로 10개 이내 단층으로 구
성함

 만
일부 고 형은 낱개 포장을 하기도 
하지만 국내산이므로 운송에 용이하
게 제작된 박스로 포장함

체로 벌크형으로 매되고 국
내산의 이 을 살려 산지의 신선
함을 유지하기 쉬움

일 본
박스 안에 낱개 포장을 하는 것
은 같지만 과실의 꼭지 부분에도 
특별히 세심한 신경을 

일본산 역시 낱개 단 로 고가의 
낱개 단 로 매되는 것이 보통

미 국
상자 안에 량의 벌크식 포장으
로 유통되고 있음

형마트에서 묶음 단 로 매되
고, 량 단 로 매되고 있음

칠 
미국산과 마찬가지로 량으로 
벌크식 포장이 되어 있음

미국산과 마찬가지로 묶음 단  
는 량 단 로 매되고 있음

표 5-14.  국가별 청과물 포장  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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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격 및 품질경쟁력13

1.3.1. 풍백화 (Breeze Super) 매과실

  만에서 유통업체별 이용 계층은 코스트코는 회원제로 운 될 정도로 

최고  유통매장에 속하며, 최고 품질의 농산물들을 취 하고 있다. 풍

백화 도 상류층이 주로 이용하는 백화 이며 매과실 품질도 좋은 편이

다. 까르푸는 시장 유율이 제일 높으며, 일반 슈퍼마켓까지 진출해 있으

며, RT-Mart는 일반 소비자들이 으로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풍백

화 에서 매되는 과실들은 2〜5개 정도로 소포장하여 매하고 있다. 

매 과실들의 외 상 품질은 매우 좋다. 국가별 사과 가격은 후지품종 기

으로 일본산이 가장 높고(12,186원/2개), 뉴질랜드산(5,897원/2개), 미국산

(2,359원/1개) 순으로 높게 매되고 있다. 한국산 사과, 배는 매되고 있

지 않았으며, 상 으로 일본산 사과의 수확 후 리기술이 좋아 장기

간이 길고 품질이 우수하여 고 매장 매기간이 긴 것으로 추정된다.

뉴질랜드산 후지
150TWD ≒ 5,897원/2개

미국산 후지
60TWD ≒ 2,359원/1개

그림 5-2.  만 풍 백화  매과실 

13
 한국농 경제연구원 만 지조사 결과에 근거한 사례분석 결과임(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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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태평양 SOGO 백화  매과실14

  SOGO 백화 에서 매되는 과실류들은 주로 일본산, 미국산, 칠 산, 

뉴질랜드산 만산 과실류들이며, 한국산, 국산 과실류는 매되지 않고 

있다. 가공식품은 한국산 매 가 따로 있어, 유자차, 김치류, 장류가 

매되고 있다. SOGO 백화 에서 매되고 있는 과실류도 품질이 좋으며, 

부분 2〜4개 단 로 소포장되어 매되고 있다. 선물용으로 2〜3개 과실 

품목을 섞어 상자나 바구니 단 로 포장하여 매하는 상품도 있다. 

SOGO 백화 에서 매되는 사과 가격은 일본산, 뉴질랜드산, 미국산 순

으로 비싸게 매되고 있다. 동양배는 일본산, 만산이 매되고 있으며 

일본산이 비싸게 매된다. 국가별 매 사과가격은 일본산 성사과가 

169TWD(≒ 6,643원/2개)로 가장 비싸게 매되고 있고, 뉴질랜드산 후지

(大) 129TWD(≒ 5,071원/2개), 미국산 후지 매가격은 119TWD(≒ 4,678

원/2개), 미국산 Grnnysmith 사과가격은 99TWD(≒ 3,892원/4개) 순으로 

높다. 배는 만산 신세기배 259TWD(≒ 10,181원/2개), 만산 풍수배 

(190TWD ≒ 7,469원/2개), 일본산 배는 사과와 혼합된 상품으로 

1,280TWD(≒ 50,317원/6개)에 매되고 있다. SOGO 백화 에서도 일본

산 사과, 배는 매되고 있지만, 한국산 사과, 배는 매되고 있지 않아 상

으로 일본산에 비해 한국산 사과, 배의 유통기한이 짧거나 품질이 낮

은 편이다.

14
 한국농 경제연구원 지조사 결과(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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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후지
119TWD ≒ 4,678원/2개

미국산 GRANNYSMITH
99TWD ≒ 3,892원/4개

 뉴질랜드산 후지(大)
129TWD ≒ 5,071원/2개

뉴질랜드산 후지( )
89TWD ≒ 3,499원/4개

만산 신세기배
259TWD ≒ 10,181원/2개

 만산 풍수배
190TWD ≒ 7,469원/2개

그림 5-3.  만 SOGO 백화  매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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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사과.배 
1870TWD ≒ 73,510원/7개

일본산 사과.배 
1280TWD ≒ 50,317원/6개

1.3.3. 윤발(RT) 마트 매과실

  RT 마트의 주 이용 계층은 백화  소비층보다 소득수 이 낮은 계층이

다. 한국 형할인업체와 비슷한 매방식으로 매 에 량으로 상품을 쏟

아놓고 낱개로 매하고 있다. 

품종 원산지
가격/개
(TWD)

당도
(°Bx)

과즙 식미감, 맛

부사 사과 뉴질랜드 20.0 14.8
많지 
않음

나쁘지 않음
한국부사 맛

Gala 
사과

뉴질랜드 15.0 12.6
조  
있음

육질 푸석푸석

Rose 
사과

뉴질랜드 10.0 13.2
거의 
없음

식미감 있음

Granny 
smith

미국
청사과

15.0 11.9 많음
시고 맛없음, 육질 
사각거리는 맛 음

표 5-15.  만 형 유통업체(RT-Mart) 사과 매가격  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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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사과 당도 12.6°Bx 만산 고 배 당도 10.1°Bx

그림 5-4.  만 형 유통업체(RT-Mart) 매사과 당도

일본 후지사과 79NT$ ≒ 3,105원/개 일본 성사과 65NT$ ≒ 2,555원/개

한국산 신고배 79NT$ ≒ 3,105원/개 만 풍수배 79NT$ ≒ 3,105원/근

그림 5-5.  만 형 유통업체 매과실 가격(까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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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신고배 
당도 14.9°Bx

한국산 신고배
당도 13.2°Bx

만산 고 배 당도 10.7°Bx 만산 고 배 당도 10.8°Bx

그림 5-6.  만 형 유통업체 매 배의 당도(까르푸)

1.3.4. 종합15

  만에서 일본사과는 색택, 모양이 한국산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도 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사과보다 경도가 좋아 장기간

도 더 긴 것으로 악된다. 일본사과는 아삭아삭한 맛이 더 있으며 한국 

사과의 맛은 괜찮은 편이나 색택이 일본사과에 비해 떨어진다. SOGO 백

15
 한국농 경제연구원 만 지 과실 수입회사 APPLE LIFE 지조사 자료

(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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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에서 매 인 일반 사과 량은 421~440g, 당도는 12.0∼12.2°Bx이

지만, 일본산 고당도 사과 량은 346~380g, 당도는 12.9∼14.2°Bx로 일본

산이 크기  량이 작지만 당도가 높다. 고당도 사과는 아삭아삭하고 당

도도 높은 편이나 일반사과는 당도도 높지 않고 조  푸석푸석한 편이다. 

SOGO 백화 에서 매 인 일본산 배의 량은 382~349g, 당도는 12.1

∼12.6°Bx이며, 맛은 한국 배와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비슷하

다. 미국산 사과는 2개에 99NT$(3천 5백원)로 미국산 사과 가격은 일본산 

사과 가격의 1/5 수 이다. 무게는 평균 300g, 당도는 11.7∼13.4°Bx이며, 

아삭아삭한 맛은 다. 

  배의 품질은 만<한국<일본 순으로 우수하고 가격은 일본산 가격이 한

국산의 두 배, 한국산 가격은 만산의 두 배 수 으로 한국산 배 가격경

쟁력이 있다. 유통량은 한국배 물량이 일본배보다 2배 정도 많으며 소비용

도를 보면 고 계층은 일본산 배를 선물용(고  랜드)으로 구입하고, 

산층은 가정소비용으로 한국산을 구입·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산 배는 

개당 NT$75원, 만산은 NT$66원으로 한국산 배 단가가 높았으나 소비자 

반응은 한국산이 더 좋은 편이다.

  만시장에서 한국산 사과, 배 외의 포도, 복숭아 수입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만포도 품질이 양호하고 미국, 칠 의 드 러  포도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한국산 포도는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진다고 단

하기 때문이다.

1.4. 대만시장 수출사례16

1.4.1. 수출 성공사례

가 .  한 국 산 사 과  ‘da ily’ 홍보  ,  유통 채  진 입

16
 한국농 경제연구원 만 지조사 결과(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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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시장 과실 수입업체에서 한국산 사과의 ‘daily’ 랜드에 한 인지

도와 선호도가 최근에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만의 표 인 수입업체 

FU-FRUIT 업체 표가 ‘daily’ 홍보용 옷을 입고 작업할 정도이다. 만에

서 ‘daily’ 홍보   과정에서 지속 , 으로 물량을 배포하고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수입업체와 유통인들에 한 한국산 사과의 인지

도를 높인 것이 성공 요인이다.

나.  논산배  홍보  활동,  유통 채  진 입

  만시장에서 한국산 배는 논산배, 김포배의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다. 

홍보  활동에서 만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국 인삼차를 한국산 논

산배를 매하는 도매시장인, 유통인들에게 배포하면서 한국산 배를 알렸

다. 성공요인으로는 배 수출업체에서 인삼차 등 한국산 제품에 한 선호

도가 높은 제품을 함께 배포하면서 유통인들에게 한국산 배 인지도를 제고

시키고 수출 배 유통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과육이 단단한 배를 수출하

기 때문이다.

1.4.2. 수출 실패사례

1) 배 수출

  만시장 수출 시 배 생산과정 품질 리가 미흡하여 발생한 실패사례이

다. 과육을 빠르게 비 시킬 수 있도록 지베 린을 처리한 배는 육질이 쉽

게 물러지고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빠른 기일 안에 매하

지 못할 경우 미 매 물량 처리에 애로를 겪는다. 수출용 배 품종 육성, 수

출용 배 생산을 한 수출 문농가  수출 문단지 육성으로 수출용 배 

생산과 유통을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 만시장 수출 배 선별, 상품

화가 미흡하다. 수출용 배는 국내 출하용보다 유통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과육에 조그만 상처나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수출시장 지까지 유통되는 

과정에서 과육 충격에 의해 무루거나 터진 과실로 변하게 되어 상품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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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고 품질 클 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국내 산지유통

센터(APC)에서 과실을 선별·포장하는 과정에서 과육이 쉽게 물러터질 수 

있는 품질 속성을 고려하여 가  외부충격을 게 받을 수 있도록 선별

라인을 구성하고 작업자의 세심한 취 방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과실류는 

상 으로 유통기간이 짧은 국내 출하 상품보다 더 세심하게 취 하는 과

정이 요구된다. 한 엄격한 선별기  용이 미흡하다. L농 에서 M수출

업체에 2009년산 배를 수출해  것을 요청하여 수출을 수행하 는데, 처음

에 선 한 배들은 품질이 좋았으나 나 에 선 한 물량에 품질이 낮은 배

들이 혼합 포장되어 클 임이 제기되고, 미 매 물량이 발생하 다. 선별, 

포장할 때 산지유통센터에서의 엄격한 품질기  용과 포장 리가 필요

하다.

2) 멜론 수출

  출하 직  멜론 약제 살포로 상품성이 훼손된 사례이다. 멜론 기를 싱

싱하게 하고 멜론에 택이 나며 네트무늬(멜론표면무늬)를 선명하게 유지

하기 해 수출용 멜론에 수확 직  약제를 살포하는데 이 약제를 살포할 

경우 유통기간이 짧아지며, 수출시장에 도착하는 시기에는 상품성이 손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수출용 멜론에 하는 약제처리는 품질 리 문가

나 수출업체에게 상의해야 하며, 특히 유통기간을 짧게 하는 약제처리는 

장기간 품질 리를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므로 살포에 매우 유의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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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 수출시장 

2.1. 팽이버섯17

2.1.1. 시장 동향

가 .  생 산 동향

  국 팽이버섯은 주로 장(浙江)성 쟝난(江南)과 허베이(河北)성 탕(唐)

, 링쇼우(灵寿)에서 생산하고 있다. 국에서 팽이버섯은 자연 재배로 혹

은 황색 팽이버섯 재배가 주 으나, 1980년  말 일본으로부터 백색 품종

을 수입한 후 백색 팽이버섯 재배가 큰 폭으로 증가하 다. 2008년 기  

국 팽이버섯 생산량은 1만 8천 톤으로 5년간 57.5% 늘어났다.

  팽이버섯 재배형태는 자연 인 재배와 자동시설 재배로 구분되며, 자연 

재배는 주로 허베이(河北) 링쇼우(灵寿) , 자동시설 재배는 주로 상하이, 

선양(沈阳), 장춘(长春), 선 (深圳) 등 도시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밖에 장쑤(江苏), 장(浙江), 간쑤(甘肃) 등에 소형 자동화 재배 공장

이 집해 있다. 국 내 팽이버섯 산업은 특정 선도 기업이 존재하지 않

으며, 최근 우 (番禹)의 ‘허창 이(和昌牌)’와 상하이 푸동(浦东)의 

‘톈 이하오(天厨一号)’ 랜드가 출시되었다. 

  일반 농가에서 생산하는 자연재배 팽이버섯의 경우 생 리, 규격화, 

량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한 최근에 자연재배 농가의 수익이 크게 떨

어져 자연재배 면 이 크게 어들고 있다. 한편, 자동화 시설을 통해 생산

된 팽이버섯은 국의 연해 지역  각 도시 지역을 심으로 리 매되

고 있다. 국 내 자동화 시설을 이용한 팽이버섯 재배 업체는 1천여개에 

달하며, 하루 평균 수백kg에서 25,000kg을 생산하고 있다.

17
 KOTRA 칭다오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kbc)의 맞춤형 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2010년 9~10월까지 조사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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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국 팽이버섯 생산량  증가율

단 : 천 톤,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가율
(‘08/’04)

생산량 8,764 10,390 11,603 13,345 14,740 16,822 18,272 57.5

표 5-17.  국 팽이버섯 주요 생산지역별 생산량

단 : 만 톤

지역
허난
(河南)

산둥
(山东)

푸젠
(福建)

장쑤
(江苏)

허베이
(河北)

헤이룽강
(黑龙江)

생산량 235 191.8 191.6 158 154 103

자료: 국식용버섯 회통계연보, 中国食用菌协会统计年报 

나.  소비 동향

   세계에서 팽이버섯의 소비량은 아시아 지역이 가장 많으며, 그 에서

도 특히 일본과 국은 팽이버섯의 최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재 

국의 하루 평균 팽이버섯 공 량은 400톤 정도로 국 체 팽이버섯 소비

량의 10% 수 으로 수요가 공 을 과하는 실정이다. 팽이버섯은 주로 

고  호텔, 식당, 훠궈(火 , 국식 샤 샤 ) 체인 으로 유통되고 있

다.18 

  국 팽이버섯의 주요 시장  국 우(广州) 서북 지역에 치한 

우 쟝난(江南) 채소 도매 시장은 둥 지역에서 가장 큰 채소 도매 시

장 의 하나이다. 우 지역의 소매 상인과 인근 소도시의 팽이버섯 소

매업체들이 이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하루 매량이 둥성 체의 50% 

정도를 차지한다.

  선 (深圳)의 선  동먼(东门) 채소 시장은 선 (深圳)시에서 가장 큰 채

소 소매시장이다. 이 시장을 통한 팽이버섯 매량이 선 (深圳)시 체 팽

이버섯 매량의 80%를 차지한다. 홍콩에서는 소량의 팽이버섯을 진공 포

18
 국의 팽이버섯은 주로 도시의 형 마트에서 매됨



수출시장 분석82

장하여 매한다. 팽이버섯의 가격 가 높으며 다수가 일본과 만으로

부터 수입한 것이다. 

  홍콩의 슈퍼마켓에서 매되는 자연재배 팽이 버섯은 우 (番禹)

의 ‘허창 이(和昌牌)’ 한 개뿐이며, 주로 자동화 시설에서 생산된 팽이버

섯이 매된다. 홍콩의 팽이버섯 매업체들은 선 (深圳)에 소형 가공 공

장을 설립하고, 허베이(河北)에서 생산된 팽이버섯을 선  공장에서 다시 

재포장하여 홍콩의 슈퍼마켓에서 매하고 있다. 허베이에서 생산된 버섯

의 가격경쟁력은 일본과 만산에 비해 우 에 있다.

다.  수출입 동향

  국의 팽이버섯 수입은 2006년 28만 달러에서 2010년 3,920만 달러로 

13배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팽이버섯 수출은 2006년 66만 3천 달러

에서 2010년 1.4배 정도 증가했다. 

표 5-18.  국 내 팽이버섯 수입 동향

단 : 천 달러,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가율
(‘10/’06)

수입액 121 280 94 994 4,477 3,920 1,300.0

자료: www.kita.net

표 5-19.  국의 팽이버섯 수출 동향

단 : 천 달러,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가율
(‘10/’06)

수입액 1,035 663 1,099 1,046 1,428 1,576 137.7

자료: www.kita.net

  국에서  팽이버섯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는 한국과 만이며, 한국산

이 380만 달러로 81.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 팽이버섯은 2008년 이후 

량으로 국에 수입되었고, 시장 유율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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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 북방시장을 시작으로 남방시장까지 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표 5-20.  국 내 팽이버섯 주요 수입국가

단 : 천 달러, %

순 국가명
2009년 2010년 9월

액 증감률 액 증감률

1 한국 3,627 308.8 3,793 43.3

2 만 850 699.4 127 -76.3

총계 4,477 350.6 3,920 23.1

자료: www.kita.net

표 5-21.  한국산 팽이버섯 수출입 동향

단 : 천 달러

자료: www.kita.net

2.1.2. 팽이버섯 유통 구조 

  팽이버섯이 국세 을 통 할 때 부과되는 세 은 세와 증치세

(VAT)로 구분된다. 세액(A)은 ｢상품의 CIF 가격× 세율 13%｣이며, 



수출시장 분석84

세율은 한국산에 한 특혜 세율이 용된 비율이다. 증치세액(B)은 ｢[상

품의 CIF 가격 + 세액(A)]×증치세(13%)｣로 계산되며, 세  총액은 ｢

세액(A)+증치세액(B)｣이 된다. 

표 5-22.  국으로의 팽이버섯 수입 세율

HS Code 세 증치세 단

0709.5930 13% 13% kg

 자료: 국세 통계

  국 내에서 팽이버섯의 운송은 항공운송과 기차 운송으로 구분할 수 있

다. 항공운송은 1994년 이후 증가하 고 국 남방 지역의 경우, 허베이(河

北)에서 생산한 량의 팽이버섯을 북경 공항으로 운송한 후 우 바이

(白云) 공항으로 항공 운송하며, 하루 운송량은 70톤 정도이다. 기차 운

송(냉장 보 )은 장(浙江)성, 푸젠(福建)성에서 주로 사용하는 운송 방식

이며, 상품을 상하차하는 횟수가 잦아 포장에 유의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에서 수입한 팽이버섯은 주로 수출입 회사에서 직  매하거나 유

통업체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달된다. 재 한국산 팽이버섯은 타오바

오(http://www.taobao.com), 알리바바(http://www.alibaba.com)와 같은 인터

넷 쇼핑몰에서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5-7.  국 내 수입 팽이버섯의 유통채

각지 도매상

지 리상

형 마트

백화
소비자생산지

2.1.3. 경쟁력 동향

  국에서 팽이버섯의 가격은 계 과 날씨의 변화에 향을 많이 받는 

다. 1년  9~11월 가격이 비교  높고, 11월 이후에 팽이버섯의 생산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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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격 수 이 하향 안정된다. 일반 으로 11월 이후 

재배되는 팽이버섯의 평균 가격은 5 엔이며, 그  백색 팽이버섯의 평균 

가격은 6 엔 정도이다. 2010년 7∼10월 팽이버섯 평균 가격은 kg당 10

엔 정도이고, 최고 가격은 12 엔 이상이다. 자동화 시설에서 생산된 팽이

버섯의 가격은 kg당 20 엔 정도이다. 

 그림 5-8.  국 팽이버섯의 주요 생산지  매가격 

품종 사진
주요
생산지

평균가격
( 엔/kg)

매처

황색 
팽이버섯

상하이
(上海)

8.2
쑤 우(苏州)
난환(南环)

시장 발  유한공사

백색 
팽이버섯

허베이
(河北)

13.0
베이징(北京) 

슌신스먼(顺鑫石门) 
농산품 도매 시장

그림 5-9.  국 팽이버섯의 월별 매가격 동향

단 : 엔/kg

주: 쑤 우(苏州) 난환(南环) 시장 발  유한공사 매가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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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국 팽이버섯의 도매시장 가격 

단 : 엔/kg

주: 베이징(北京) 슌신스먼(顺鑫石门) 농산품 도매 시장의 거래가격 기

  한국산 팽이버섯은 국산에 비해 렴한 가격으로 매되고 있다. 국

산 팽이버섯의 평균 가격은 kg당 10 엔이며, 이에 비해 한국산 팽이버섯

의 평균 가격은 8 엔으로 국 팽이버섯에 비해 렴하다. 한국의 자동화 

생산시설  시스템이 우수하여 생산원가 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국은 팽이버섯과 련된 식품안  기 이 모호하고 팽이버섯의 재배

기술, 가공  리시스템이 낙후된 상황으로, 국산 팽이버섯은 국 소

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산 팽이버섯은 재배  

매 과정에서 생과 청결을 시하고 제품을 진공 포장함으로써 안 성

과 신선도에 한 고품질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다. 국에서 팽이버섯의 

주요 수요층은 식품의 생과 품질을 시하는 30~50 의 여성 주부들이

며, 안 성과 품질 수 이 높은 한국산 팽이버섯은 경쟁력이 있다.

  최근 국 소비자의 친환경  건강식품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으

므로 품질이 좋고 안 성이 높은 한국산 팽이버섯의 시장경쟁력이  향

상될 것으로 상된다. 국 소비자들이 한국산 팽이버섯에 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주로 형 마트에서 구매하고 있으므로 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형 마트와 합작하여 국 내 매를 진시키는 유통채  확 략

이 효과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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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삼

2.2.1. 수  동향

가 .  시장 동향

  국 시장에서는 한국의 고려삼, 미국과 캐나다의 서양삼, 일본 동양삼

이 차지하는 비 이 크다. 유통되는 인삼 가공제품은 인삼차, 인삼 분말, 

인삼 액즙, 인삼 캡슐 등이 있는데 소득 수 이 향상되고 건강에 한 인

식이 증가하면서 선물용이나 가정용 건강식품으로 보 돼 수요가 늘고 있

다. 국 시장에는 여러 개의 랜드가 동시에 나와 있지만 품종이 다양하

지는 않다.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한 서양삼과 국산이 주를 이루

고, 홍삼 시장은 한국산이 거의 독 하고 있으며 한국 고려인삼에 한 소

비자의 인지도 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상품 상품명 상품규격 가격( 엔) 산지 매처

长白山野山
参

(장백산 
야생삼)

1뿌리 400
길림성
장백산

상계

东北特产
西洋参
(동북 특산 
서양삼)

5～10kg 400

길림

  합이빈시
  남강구
  홍삼원토
  특산품
   

11～50kg 390

51～100kg 385

高丽人参
(고려인삼)

1～10kg 118

길림 류휘휘11～20kg 116

21kg～ 108

표 5-23.  국산 인삼가격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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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 산 동향

  국은 세계에서 요한 인삼 생산 국가이며, 재배 면 , 총생산량 모두 

세계 시장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국의 인삼 총생산량은 세계 생산량

의 약 70%를 차지하나 총생산액은 비교  낮은 편이다. 세계 인삼 총생산

량은 매년 2.1만 톤 이상이고, 국의 인삼 총생산량은 매년 약 1.6만 톤으

로 연간 생산액은 약 7억 엔 정도이다. 

  국은 생약 원료용 인삼을 주로 생산하고, 이는 체 인삼 산업에서 

인 비율을 차지한다. 국산 인삼은 산지에서 반가공 후 둥성, 장

성, 후베이성, 랴오닝성 등 주요 집산지에서 집산된 후 남방지역 도시 소

비시장으로 공 된다. 가공기업의 규모와 가공 수 에서 보면, 재 국 

인삼 가공공장은 국유, 단체, 비교  큰 규모의 민  가공공장을 제외한  

다수가 한 집 한 집씩 분산되어 가공한다. 이로 인해 가공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며, 선진 인 기업이 없고, 소수의 기업만이 GMP 인증을 통과하

다. 국 인삼 가공시설  가공방법은 나날이 엄격해지는 국제 표 에 부

합하지 않는 실정이다.

다.  집산지  시장 동향

  국 최 의 인삼 교역 집산지는 인삼 생산으로 유명한 지린성 바이산시

에 있는 만량장백산인삼교역시장(万良长白山人参交易 场)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삼 도매시장이다. 지린성 등지에서 생산된 각종 인삼은 

이곳을 통해 철도 는 육로로 국 각지로 보내진다. 국 최 의 물류 

심지인 우시를 포함한 동(廣東)성 체에는 국 17개 약 문시장 

 2개의 약재 문 교역시장이 있다. 이  주청평 약시장(广州清平中药

场)은 국에서 인삼, 녹용 등이 모이는 가장 큰 보신용품 약재의 집산지

이며 연간 교역액은 30억 엔으로 국 약재 교역액의 25%를 자치하며 

1일 방문객수는 1만 명에 달하며 홍삼교역량이 국에서 가장  많다.  다

른 약재 시장인 동보녕 약재시장(广东普宁中药材 场)의 업체 수는 500

여개로 동 동부지역에서 가장 큰 약재 집산지이며 연간 교역액은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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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이며 화기삼, 제비집 등의 교역량이 국 내 1 이다.

라.  수출입 동향

  국의 인삼 수입액은 2005년에 851만 5천 달러에서 2007년 594만 달

러로 감소하다가 2009년에는 977만 8천 달러로 증가하 다.

구  분 수입 액 년 비 증감률

2005년 8,515.3  -61.8 

2006년 5,940.5 -30.2

2007년 5,354.0 -9.9 

2008년 6,779.9 26.6

2009년 9,777.9 44.2

2010년 11,271.7 79.3

표 5-24.  국시장의 연도별 인삼 수입통계(2005～2010년 8월)

단 : 천 달러, %

자료: 국해 통계(www.customs.gov.cn)

   국에서는 주로 한국의 고려인삼, 미국과 캐나다의 서양삼, 일본의 동

양삼을 수입하고 있다. 인삼 가공품으로는 인삼차와 인삼 분말, 인삼 액즙, 

인삼 캡슐 등이 있으며 소득 수 의 향상과 건강에 한 인식 증가로 선물

용이나 가정용 건강식품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한 

서양삼과 국산 인삼의 시장 유율이 높지만 홍삼은 한국산이 거의 독

하고 있다. 한국의 고려인삼에 한 소비자의 인지도 한 상당히 높은 편

이다. 

  미국산 인삼 수입액은 2009년 2천 4백만 달러에서 5천 4백만 달러로 크

게 증가하여 수입시장 유율 1 로 올라선 반면, 한국산 수입액은 3천 3

백만 달러에서 3백만 달러로 낮아지면서 시장 유율 2 로 떨어졌다.

  한국산 인삼 수입액은 1990년  반까지 1,400만 달러에 달했으나 이

후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생산된 가 인삼에 려 2002년 55만 달러까지 

감소하 다. 이후 2008년에는 년 비 53.8% 증가한 110만 달러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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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한국 인삼이 수출세를 회복한 것은 건강에 한 국인들의 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원화가치 하락도 유리하게 작용하 다. 한 

국 정부가 산림훼손을 이유로 인삼 재배를 제한하여 자국 생산량이 감소

한 이유도 있다.

순 국가명
2009년 2010년 8월

액 증감률 액 증감률

1 미국 2,420.8  107.3 5,443.0 301.1

2 한국 3,342.9  231.0 3,046.2  60.0

3 캐나다 2,702.0  -35.7 2,298.7 34.2

4 북한 854.8  115.1 431.5  -49.5

5 국 85.5    - 51.0 -40.4

6 만 1.4  -66.5 1.4 -0.2

7 일본 370.4  - 0 -

총   계 9,778.0  44.2 11,271.7 79.3

표 5-25.  국시장의 주요 국가별 인삼 수입 황(2009～2010년 8월)

단 : 천 달러, %

자료: 국해 통계(www.customs.gov.cn)

 주: 인삼가공제품의 수입액은 제외한 액

2.2.2. 한국산 인삼의 수입 구조

가 .  국 의  통   세 제도

  국에서 인삼을 수입할 때 세는(인삼, 홍삼제품별) 한국산의 경우 특

혜 세율이 용되며 세 통  시 13%의 증치세(VAT)가 부과된다. 통  

시 필요한 서류는 입국화물 통 서(A), 출국화물 통 서(B), 멸종 기 물

품 수출허가 증명서(E), 멸종 기 물품 수입허가 증명서(F), 수입약품 통

서(Q)가 있다.19

  국 정부는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수입의약품 리방법'에 의거

19
 부록 3에 국의 수입 인삼 품목유형별(HS code) 수입 세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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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뿌리삼을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반드시 수입의약품등록 비 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 으나 수입의약품 등록제도는 신청 서류 구비가 

까다로워 사실상 국내산 인삼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수입규제의 수단이 되

고 있다. 양 국가 간 상으로 수입의약품 등록제도와 신청서류 구비 조건

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한국산 인삼은 2001년부터 매년 약 2~4톤의 홍삼 물량에 해 임시 수

입 비 을 취득해 수입했으나 매년 비  차에 따른 수출 확 에 애로가 

있어 그동안 물량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에는 임시 수입 비  물량

이 증가한 바 있다. 까다로운 등록제도 운 으로 한국인삼공사 등 규모 

기업체 외에는 시장진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최근 홍삼 유효성분 추출

제품, 3~6년 미만의 년근 홍삼 등 신규 제품 개발 노력에 힘입어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2.2.3. 한국산 인삼의 유통 구조 

  수입한 인삼은 주로 수출입 회사에서 직  매, 혹은 유통업체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매되며 일부 수입 인삼이 가공업체의 가공을 거쳐 매

된다. 재 한국산은 통런탕(同仁 ) 계열의 약국에서 매되고 있으며, 타

오바오(http://www.taobao.com/), 알리바바(http://www.alibaba.com)와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 각종 인삼 가공 제품과 같은 건강식품은 주로 건강식품 문 체인

매장, 형 백화   슈퍼마켓 내 건강식품 매장, 리상  도매상 매, 

직거래 매 , 온․오 라인 매  등에서 매되고, 일반 인 홍보방식

으로는 매(특정 이벤트 개최 는 일부러 매체홍보 효과가 있는 사

건을 통해 제품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 랜드 매, 고  , 정부 

 교육채 을 통한 매, 체험형 매 등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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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1-6

12.46 13.37 16.2 18.45 14.81 15.3

그림 5-11.  국내 한국산 인삼의 유통채

2.2.4. 경쟁력 동향

가 .  가 격 경 쟁력

  국산 인삼은 2010년 상반기에 1,331톤 수출되었으며, 수출 가격은 kg

당 15.3달러로 한국산 인삼가격(kg당 139.1달러)의 9% 수 에 머물러 가

격 경쟁력 면에서는 국제시장에서 국산 인삼이 우 를 하고 있다. 

2005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여 거의 하락하지 않던 국산 인삼 수출가격

은 2009년에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 다. 

표 5-26.  국산 인삼 연도별 수출가격 변화

단 : 미국 달러/kg

자료: 국해 통계(www.customs.gov.cn)

  국산 인삼의 2010년 상반기 수출 총량(1,331톤)은 한국산 인삼 수출 

총량(209톤)의 6배에 달하나 수출 총액은 한국산 인삼의 70%에도 미치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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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2010년 상반기 기  고려인삼의 수출가격은 이미 국 인삼 평균 

수출가격의 9배를 상회하 다. 일본과 미국 수출용 고려인삼 가격이 각각 

50%, 33% 인하된 것과는 달리 국시장에서는 오히려 26% 인상되었다.  

  2009년 말 기 으로 국이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서양삼(西洋

蔘)은 체 인삼 수입량의 82%를 차지하며 가격은 한국산의 15~20% 수

이다. 2010년 1~8월 국이 수입한 미국산 인삼 총액은 5,443천 달러로 

년 동기 비 301.1% 증가하 으며, 미국은 캐나다를 제치고 국의 인삼 

최  수입국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3,046천 달러로 

3 에 머물 다. 

나.  품 질 경 쟁력

  비(非)한국산 인삼의 경쟁력은 랜드가치, 인삼 처리  포장기술면에

서 한국산에 비해 크게 낮다. 하지만 최근 한국 고려인삼과 비교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지린성(吉林省) 일  인삼의 품질이나 효능이 차 개량되

고 있으며 서양삼(西洋蔘)에 한 수요도 꾸 히 늘고 있다. 

  한국 인삼 수출이 2010년 상반기 미국, 일본 수출량이 차 감소한 

것과 달리 한국의 국 수출액은 년 동기 비 54% 증가하 다. 이는 

국인들의 건강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려 인삼의 선진화된 재배

와 리 방식으로 인해 국 내에 확립된 고  이미지에 기인하 다. 

  고려인삼에는 사포닌 성분이 34종 이상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서양삼

(13종)과 국 동북삼(14종)보다 월등히 높은 수 이다. 국 소비자들에게 

고려인삼은 승열(昇熱)작용을 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최근에 열을 내려주

는 작용을 하는 서양삼에 한 수요가 증하 으나 학계에서는 고려인삼

의 승열작용은 확실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  한 국 산 인삼  차별 화  가 능 요인

  한국 인삼의 국 내 시장 유율은 과거에 비해 폭 감소했지만 우수

한 효능으로 고품질·명품으로 인지되고 있으므로 시장 타깃을 고가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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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을 방문하는 국 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산 인삼에 한 인지도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소비량이 지

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효능이 이미 다수의 실험을 통해 

입증된 바 있으므로 이에 한 과학  연구 자료를 근거로 월등한 품질 효

과에 한 홍보를 지속하고 유사품에 한 리도 엄격히 해야 한다.

2.2.5. 소비 동향

  한류 열풍과 국 소득 수 의 증가로 인해 고려 인삼에 한 인지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지긴 했으나 지 고, 홍보의 부족으로 일반 시민들은

고려인삼의 우수한 효능에 해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재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한국산 인삼 제품의 품질이 랜드 종류에 따라 조 씩 차이를 

보이므로 일반 시민들이 제품의 품질을 단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고려인삼에 한 인지도 부족으로 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자국산 인

삼을 선호하고 있다. 고려인삼은 서양삼과의 경쟁에서도 슈퍼마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양삼 슬라이스 제품이나 캡슐형 제품에 리고 있는 

실정이다. 

  자국산 인삼에 비해 가격 수 이 높기 때문에 한국산 인삼에 한 소비

층이 다양하지는 않다. 주로 정부 기 이나 한국과 교류가 잦은 고소득 계

층이 주요 소비층이다. 다수의 국민들에게 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소수의 한국과의 교류가 잦은 고소득계층에게는 한국산 인삼, 혹은 정 장

에 한 인지도가 높다. 

  국 인삼소비자  다수는 가공되지 않은 인삼 뿌리 자체보다는 인

삼차, 인삼 우더, 캡슐 등 휴 에 편리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가공 형태

를 선호한다. 국인들에게 인삼은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리 퍼져 있으

므로 소득이 비교  높은 계층에서는 인삼의 가격보다는 효능을 요시 여

겨 인삼 제품을 구입한다. 국인들이 구매를 결정할 때는 주로 고나 

로모션 활동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입소문이 가장 큰 향을 끼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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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인삼의 국 내 시장 유율은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지만 우수

한 효능으로 명품  인지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고가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산 고려인삼 가격은 다른 인삼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고가

이고, 특히 정 장은 한국 인삼을 표하는 고  랜드로 한국 표 랜

드 5  안에 포함 으나 과학  연구자료 부족으로 극 인 홍보  

화에 어려움이 있다. 국시장 내 한국인삼은 명품으로 인정받아 주로 선

물용으로 각 받고 있으며, 특히 장시성, 장성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국에 주로 수출되는 고려인삼제품은 홍삼, 홍삼분, 백삼정, 인삼음료, 

백삼분, 수삼, 인삼 편, 인삼차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홍삼이 90%

에 달한다. 정식 수출된 제품 이외에 거래된 제품이 남방 도시 집산시

장에 유입돼 실수요자에게 매되고 있으므로 공식 인 유통망 체계 구축

이 시 한 실정이다. 

  시회는 기업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제품을 홍보하기에 효과 일 뿐

만 아니라 지의  에이 트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극 인 

참가가 필요하다. 국 인삼의 성장과 가 해외 인삼의 수입으로 한국산

의 경쟁력 약화에 한 우려도 있으나, 국의 소득수 과 건강인식 향상

으로 고 품질의 한국산에 한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망되고 있다.

2.2.6. 시사

  국의 한국 인삼 수입은 1990년  반까지만 해도 1억 4,000만 달러

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국, 미국 등 국가에서 생산된 가 인삼에 리

면서 2002년에는 수출액이 5,500만 달러까지 떨어지며, 기복을 보이다가 

2008년에는 동기 비 53.8% 증가한 1,101만 달러를 기록하 다. 

  한국 인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국인들의 건강의식이 확산되

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출에 유리했던 배경이 작용

했으며, 국 정부가 산림훼손을 이유로 삼 재배를 제한하면서 국산의 

생산량이 감소한 것도 주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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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인삼의 국 내 유율은 과거에 비해 폭 낮아졌지만 우수한 효

능으로 명품  인지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타깃을 고가시장에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을 방문하는 국 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산 인삼에 

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선물용으로 홍삼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한류 열풍과 국 소득 수  상승으로 고려 인삼에 한 인지도가 과거

에 비해 높아지긴 했으나 지 고, 홍보의 부족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고

려인삼의 우수한 효능에 해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수한 

효능이 이미 다수의 실험을 통해 입증된 바 있으므로 이에 한 과학  연

구 자료를 근거로 월등한 품질 효과에 한 홍보가 필요하다. 

  국의 인삼 소비자  다수는 가공되지 않은 인삼 뿌리 자체보다는 

인삼차, 인삼 우더, 캡슐 등 휴 에 편리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가공 형

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인들에게 인삼은 건강식품이라는 인

식이 리 퍼져 있으므로 소득이 비교  높은 계층에게는 인삼의 가격보다

는 효능이 오히려 인삼 종류를 선택하게 하는 요 요소이다. 

  국인들이 구매를 결정할 때는 주로 고나 로모션 활동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입소문이 가장 큰 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고려인삼의  소비 확 를 해 가공제품으로 시장 공략을 해

야 하며 소득 계층별 차별화 마 을 실시해야 한다. 한 고려인삼의 홍

보부족으로 일반 시민들이 고려인삼에 해 잘 모르는 상황이라 시회 등

에 참석하여 기업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제품을 홍보하고 지 에이 트

와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지 시장 진출을 해 노력해야 할 필요

가 있다. 국 인삼의 성장과 가 해외 인삼의 수입으로 한국산의 경쟁력 

약화에 해 우려되는 측면도 있으나, 국의 소득 수 과 건강인식 향상

으로 고품질로 인식되는 한국산 인삼에 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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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개요

1.1. 조사 내용

  만 수출시장을 확 하기 해서는 지 소비자의 구입 행태와 상품 

선호속성을 악하여 선호도가 높은 상품 공 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 

소비자의 과실 구입 행태  상품 선호 속성을 악하기 하여 한국산 사

과, 배를 심으로 맛, 경도, 과즙, 크기, 포장 단  등 과실 상품 선호 속성

과 구입 시 제일 요시 여기는 사항, 한국산 과실의 인지도·선호도, 한국

산 과실 구입경험과 구입횟수, 구입 이유, 과실 구입 후 불만사항, 향후 구

입의향 등 구입 행태를 만 소비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하 다.

1.2. 응답자 특성

  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  특성으로 체 조사 응답자 163명  여성이 

120명(73.6%)으로 비 이 높으며, 이는 주요 조사 상이 주부이기 때문이

다. 응답자 가족 수는 3∼4인이 89명(54.6%)로 가장 많고, 연령별 분포는 

20  56명(34.4%), 40  45명(27.6%), 30  37명(22.7%) 순이다. 가구소득 

규모별로는 연간 수입이 250,000∼500,000NT$ 58명(35.6%)으로 제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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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소득층인 1,000,000NT$ 이상인 가구는 15명(9.2%)이다.

구분　
응답자
(명)

비 (%) 구분　
응답자
(명)

비 (%)

체 163 100 체 163 100

성별

남성 30 18.4

가족수

1인 3 1.8

2인 14 8.6여성 120 73.6

3∼4인 89 54.6무응답 13 8.0

5인 이상 55 33.7
- - -

무응답 2 1.2

연령별

20 56 34.4

연간
수입

250,000NT$ 이하 42 25.8

30 37 22.7 250,000∼500,000 58 35.6

40 45 27.6 500,000∼1,000,000 42 25.8

50 18 11.0 1,000,000∼2,000,000 12 7.4

50  이상 6 3.7 2,000,000 이상 3 1.8

무응답 1 0.6 무응답 6 3.7

표 6-1.  만 소비자 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  특성

주: 1NT$는 37.31원임(2010.6.15 기 )

2. 만 소비자의 사과·배 구입 행태

2.1. 분석 결과

2.1.1. 과실 구입 시 우선  고려사항

  만 소비자들이 과실을 구매할 때 가장 우선 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모양·색깔’ 비율이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과실을 구매할 때 

모양이나 색택으로 과실의 신선도나 맛을 상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국내

산 수출과실의 생산  선별과정에서 당도나 맛을 높이는 노력도 요하지

만 모양이나 색깔에 한 리도 요하다는 것을 보여 다. 과실을 구입

할 때 가장 요시 여기는 항목에서 ‘가격을 우선 고려한다’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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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맛
모양·
색깔

크기·
량

식미
감

포장
단

가격
생산
국가

무응
답

체

소

득

수

별

250천NT$ 이하 7.1 33.3 9.5 26.2 7.1 14.3 2.4 0.0 100.0

250천∼500천 19.0 25.9 5.2 17.2 1.7 19.0 5.2 6.9 100.0

500천∼1,000천 14.3 38.1 0.0 28.6 0.0 9.5 4.8 4.8 100.0

1,000천∼2,000천 25.0 25.0 0.0 16.7 8.3 8.3 0.0 16.7 100.0

2,000천 이상 0.0 33.3 0.0 33.3 0.0 0.0 0.0 33.3 100.0

무응답 0.0 16.7 16.7 16.7 0.0 33.3 0.0 16.7 100.0

계 14.1 30.7 4.9 22.7 3.1 14.7 3.7 6.1 100.0

독립성 검정값  Pearson 카이제곱값: 34.898, 근유의확률 0.473

연

령

별

20 14.3 35.7 8.9 23.2 3.6 8.9 1.8 3.6 100.0

30 21.6 24.3 2.7 18.9 2.7 18.9 2.7 8.1 100.0

40 8.9 35.6 4.4 26.7 2.2 13.3 6.7 2.2 100.0

50 16.7 16.7 0.0 22.2 0.0 22.2 5.6 16.7 100.0

60  이상 0.0 33.3 0.0 16.7 16.7 33.3 0.0 0.0 10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계 14.1 30.7 4.9 22.7 3.1 14.7 3.7 6.1 100.0

독립성 검정값  Pearson 카이제곱값: 41.022, 근유의확률 0.223

표 6-2.  만 소비자의 과실 구입 시 우선  고려사항

단 : %

(14.7%)이 ‘맛’ 응답 비율보다(14.1%)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김병무 외

(2004) 분석결과20와는 다른 결과이다. 

  한편, 과실 구입 시 생산국가를 우선 으로 고려하는 비 은 3.7%로 낮

아 수입과실에 한 배타심이 크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값이 0.473, 0.223으로 과실 구입 시 우선  고려사항에 한 소

득수 별, 연령별에 따른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김병무 외(2004)에서 만 소비자는 배 구입 시 가격(33.0%)보다는 품질(41.0%)

을 우선 고려하는 비 이 더 높고, 사과 구입 시 품질응답 비 이(44.8%) 가격 

비 (29.9%)보다 높다. 품질속성 에서는 배는 맛/당도(33.0%)가 신선도

(30.0%)보다 더 높았지만, 사과는 신선도(36.0%)가 맛/당도(35.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2008)의 극동러시아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는 품질 

에서 신선도, 맛 순으로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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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한국산 사과·배 인지도

  한국산 과실이 만으로 수입· 매되는 것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사과 

63.8%, 배는 70.6%, 모르는 소비자는 각각 35.6%, 28.2%로 나타났다. 한

국산 사과보다는 배 매에 한 인지도가 높으며, 만의 과실 품목별 수

입에서 한국산 배 비 이 사과보다 훨씬 높은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소득 수 별로 1,000,000NT$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연령별로는 

50 에서 ‘조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으며, 특히 

사과는 나이가 많을수록 한국산 사과에 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50 의 고소득층에서 한국산 사과, 배에 한 인지도가 높으므로 이들 

계층 심으로 한국산 사과에 한 만족도를 높이는 매 략이 필요하며 

아직도 한국산 사과, 배 매에 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28.2%∼35.6%

의 소비자들과, 한국산 인지도가 낮은 20∼40  계층들 심으로 인지도 

제고를 한 략 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2.1.3. 한국산 사과·배 선호도 

  만 소비자들의 한국산 사과에 한 선호도는 가정소비용 3.7%, 선물

용 6.7%로 낮게 나타난 반면, 일본산 사과는 각각 54.6%, 69.9%로 가장 

높고 미국산도 17.2%, 7.4%로 국내산보다 높다. 일본산 사과는 선물용으

로 더 선호하고 있으며, 한국산도 미국산과 달리 가정소비용보다 선물용으

로 더 선호하고 있다. 체 으로 한국산 사과가 미국산보다 선호도가 낮

지만 연간 100만NT$ 이상 소득층에서 한국산 사과의 선물용 구입 비율

(16.7%)은 미국산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시장 소비자 분석 101

구분

잘 알고 
있다

조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잘 
모른다

 
모른다

무응답 체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배

소

득

수

별

250천NT$

이하
19.0 19.0 31.0 35.7 11.9 19.0 31.0 21.4 4.8 2.4 2.4 2.4 100.0 100.0 

250천∼500

천
19.0 20.7 15.5 20.7 15.5 15.5 37.9 31.0 12.1 10.3 0.0 1.7 100.0 100.0 

500천∼

1,000천
33.3 40.5 19.0 28.6 21.4 9.5 19.0 19.0 7.1 2.4 0.0 0.0 100.0 100.0 

1,000천∼

2,000천
33.3 33.3 41.7 50.0 8.3 0.0 16.7 16.7 0.0 0.0 0.0 0.0 100.0 100.0 

2,000천 이상 33.3 33.3 66.7 66.7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무응답 33.3 50.0 16.7 16.7 33.3 16.7 16.7 16.7 0.0 0.0 0.0 0.0 100.0 100.0 

계 24.5 27.6 23.3 29.4 16.0 13.5 28.2 23.3 7.4 4.9 0.6 1.2 100.0 100.0 

독립성 검정값
사과: Pearson 카이제곱값 25.233, 근유의확률 0.449

배: Pearson 카이제곱값 25.027, 근유의확률 0.461

연

령

별

20 23.2 23.2 23.2 26.8 8.9 16.1 41.1 32.1 3.6 1.8 0.0 0.0 100.0 100.0 

30 32.4 37.8 13.5 24.3 13.5 5.4 29.7 21.6 10.8 8.1 0.0 2.7 100.0 100.0 

40 17.8 24.4 24.4 31.1 22.2 13.3 26.7 22.2 8.9 6.7 0.0 2.2 100.0 100.0 

50 33.3 33.3 38.9 44.4 16.7 11.1 0.0 5.6 11.1 5.6 0.0 0.0 100.0 100.0 

60  이상 16.7 16.7 16.7 16.7 50.0 50.0 0.0 16.7 0.0 0.0 16.7 0.0 100.0 100.0 

무응답 0.0 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계 24.5 27.6 23.3 29.4 16.0 13.5 28.2 23.3 7.4 4.9 0.6 1.2 100.0 100.0 

독립성 검정값
사과: Pearson 카이제곱값 55.605, 근유의확률 0.000

배: Pearson 카이제곱값 24.080, 근유의확률 0.515

표 6-3.  만 소비자의 한국산 사과·배 매 인지도

단 : %

  분석 결과로 미루어볼 때 한국산 사과를 선물용으로 고 화하여 고소득

층을 공략할 경우 매를 확 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과

는 아직까지 소비자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한국산 물량 유통비 이 

고 지속 으로 공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근 1∼

2년간 만 수입업체들의 한국산 ‘daily' 사과에 한 선호도가 빠르게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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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고 있기 때문에21 향후 소비자 선호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 

만 소비자를 상으로 한 한국산 사과에 한 극 인 홍보  마  

활동이 필요하다. 만 소비자들의 한국산 배에 한 선호도는 가정소비용 

36.8%, 선물용 31.3%로 높은 편이며, 가정소비용(36.8%)은 일본산 배

(31.3%)보다도 높다. 한편, 일본산 배는 특히 선물용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

은 것으로(46.0%) 나타났다. 만 소비자들은 가정소비용으로 한국산 배

를, 선물용으로 일본산 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본산 배 품

질을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배 구입에 있어서 선호하는 생산국

가의 소득 수 별, 연령별 차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구분

한국산 일본산 미국산 칠 산 잘모름 무응답 체

가정
용
선물
용
가정
용
선물
용
가정
용
선물
용
가정
용
선물
용
가정
용
선물
용
가정
용
선물
용
가정
용
선물
용

소

득

수

별

250천NT$ 이하 2.4 0.0 54.8 71.4 14.3 11.9 7.1 7.1 16.7 7.1 4.8 2.4 100.0 100.0 

250천∼500천 5.2 5.2 60.3 69.0 8.6 6.9 15.5 10.3 8.6 6.9 1.7 1.7 100.0 100.0 

500천∼1,000천 0.0 9.5 50.0 71.4 28.6 2.4 11.9 7.1 4.8 2.4 4.8 7.1 100.0 100.0 

1,000천∼2,000천 8.3 16.7 58.3 66.7 16.7 16.7 8.3 0.0 0.0 0.0 8.3 0.0 100.0 100.0 

2,000천 이상 0.0 0.0 33.3 100.0 66.7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무응답 16.7 33.3 33.3 50.0 16.7 0.0 0.0 0.0 33.3 16.7 0.0 0.0 100.0 100.0 

계 3.7 6.7 54.6 69.9 17.2 7.4 11.0 7.4 9.8 5.5 3.7 3.1 100.0 100.0 

독립성 검정값
가정소비용: Pearson 카이제곱값 29.752, 근유의확률 0.234

선물용: Pearson 카이제곱값 26.131, 근유의확률 0.401

연

령

별

20 0.0 0.0 64.3 75.0 14.3 8.9 5.4 5.4 14.3 7.1 1.8 3.6 100.0 100.0 

30 5.4 8.1 54.1 70.3 13.5 5.4 13.5 5.4 13.5 8.1 0.0 2.7 100.0 100.0 

40 2.2 11.1 46.7 62.2 22.2 6.7 15.6 13.3 4.4 2.2 8.9 4.4 100.0 100.0 

50 16.7 16.7 55.6 77.8 16.7 5.6 5.6 0.0 5.6 0.0 0.0 0.0 100.0 100.0 

60  이상 0.0 0.0 16.7 50.0 33.3 16.7 33.3 16.7 0.0 16.7 16.7 0.0 100.0 100.0 

무응답 0.0 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계 3.7 6.7 54.6 69.9 17.2 7.4 11.0 7.4 9.8 5.5 3.7 3.1 100.0 100.0 

독립성 검정값
가정소비용: Pearson 카이제곱값 35.528, 근유의확률 0.079

선물용: Pearson 카이제곱값 20.621, 근유의확률 0.714

표 6-4.  만 소비자의 사과 구입 용도별 선호 생산국가

단 : %

21
 한국농 경제연구원 지조사 결과 보고서(2010.5)



수출시장 소비자 분석 103

구분

한국산 일본산 미국산 칠 산 잘모름 무응답 체

가정
용

선물
용

가정
용

선물
용
가정
용
선물
용
가정
용
선물
용
가정
용
선물
용
가정
용
선물
용
가정
용

선물
용

소

득

수

별

250천NT$ 이하 23.8 21.4 40.5 54.8 0.0 0.0 0.0 0.0 31.0 19.0 4.8 4.8 100.0 100.0 

250천∼500천 34.5 27.6 36.2 44.8 3.4 3.4 1.7 1.7 17.2 19.0 6.9 3.4 100.0 100.0 

500천∼1,000천 45.2 38.1 23.8 38.1 7.1 4.8 0.0 0.0 16.7 9.5 7.1 9.5 100.0 100.0 

1,000천∼2,000천 50.0 33.3 41.7 66.7 0.0 0.0 0.0 0.0 0.0 0.0 8.3 0.0 100.0 100.0 

2,000천 이상 66.7 66.7 33.3 33.3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무응답 50.0 66.7 16.7 16.7 0.0 0.0 0.0 0.0 33.3 16.7 0.0 0.0 100.0 100.0 

계 36.8 31.3 33.7 46.0 3.1 2.5 0.6 0.6 19.6 14.7 6.1 4.9 100.0 100.0 

독립성 검정값
가정소비용: Pearson 카이제곱값 20.602, 근유의확률 0.715

선물용: Pearson 카이제곱값 21.273, 근유의확률 0.677

연

령

별

20 23.2 21.4 46.4 51.8 0.0 0.0 0.0 0.0 28.6 23.2 1.8 3.6 100.0 100.0 

30 43.2 35.1 27.0 40.5 2.7 2.7 0.0 0.0 18.9 16.2 8.1 5.4 100.0 100.0 

40 37.8 33.3 24.4 40.0 8.9 6.7 2.2 2.2 15.6 11.1 11.1 6.7 100.0 100.0 

50 61.1 55.6 27.8 44.4 0.0 0.0 0.0 0.0 11.1 0.0 0.0 0.0 100.0 100.0 

60  이상 50.0 16.7 33.3 66.7 0.0 0.0 0.0 0.0 0.0 0.0 16.7 16.7 100.0 100.0 

무응답 0.0 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계 36.8 31.3 33.7 46.0 3.1 2.5 0.6 0.6 19.6 14.7 6.1 4.9 100.0 100.0 

독립성 검정값
가정소비용: Pearson 카이제곱값 33.421, 근유의확률 0.121

선물용: Pearson 카이제곱값: 26.165, 근유의확률 0.399

표 6-5.  만 소비자의 배 구입 용도별 선호 생산국가

단 : %

2.1.4. 한국산 사과·배 구입 경험

  한국산 사과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33.7%, 구입경험이 없는 

소비자는 39.9%이며, 배는 각각 46.6%, 31.3%로 나타났다. 한국산 배 구

입경험 비율이 사과보다 높으며, 사과는 구입경험자보다 구입무경험자 비

율이 더 높다. 소득 수 별로 사과는 유의수  10% 이내에서 소득수 이 

높을수록 한국산 구입경험이 많고, 연령별로는 사과, 배 모두 5% 범  내

에서 연령이 많은 계층에서 구입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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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높은 계층에서 한국산 사과·과실에 한 구입경험이 많은 것은 고무

이며, 아직도 한국산 사과, 배를 구입하지 않은 경험이 31.3%, 39.9%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시식 등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산 과실에 한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구분
있다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체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배

소

득

수

별

250천NT$ 이하 26.2 38.1 47.6 35.7 23.8 23.8 2.4 2.4 100.0 100.0 

250천∼500천 27.6 37.9 31.0 27.6 39.7 31.0 1.7 3.4 100.0 100.0 

500천∼1,000천 40.5 59.5 40.5 28.6 19.0 11.9 0.0 0.0 100.0 100.0 

1,000천∼2,000천 66.7 66.7 33.3 33.3 0.0 0.0 0.0 0.0 100.0 100.0 

2,000천 이상 66.7 66.7 33.3 33.3 0.0 0.0 0.0 0.0 100.0 100.0 

무응답 16.7 50.0 83.3 50.0 0.0 0.0 0.0 0.0 100.0 100.0 

계 33.7 46.6 39.9 31.3 25.2 20.2 1.2 1.8 100.0 100.0 

독립성 검정값
사과: Pearson 카이제곱값 24.168, 근유의확률 0.062
배: Pearson 카이제곱값 17.043, 근유의확률 0.316

연

령

별

20 21.4 26.8 53.6 46.4 25.0 26.8 0.0 0.0 100.0 100.0 

30 40.5 51.4 40.5 35.1 18.9 10.8 0.0 2.7 100.0 100.0 

40 37.8 57.8 24.4 13.3 35.6 24.4 2.2 4.4 100.0 100.0 

50 55.6 72.2 33.3 16.7 11.1 11.1 0.0 0.0 100.0 100.0 

60  이상 16.7 50.0 33.3 33.3 33.3 16.7 16.7 0.0 100.0 100.0 

무응답 0.0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계 33.7 46.6 39.9 31.3 25.2 20.2 1.2 1.8 100.0 100.0 

독립성 검정값
사과: Pearson 카이제곱값: 30.849, 근유의확률 0.009
배: Pearson 카이제곱값: 28.259, 근유의확률 0.020

표 6-6.  만 소비자의 한국산 사과·배 구입 경험

단 : %

2.1.5. 한국산 사과·배 구입 이유

  한국산 과실을 구입한 이유는 사과의 경우 ‘호기심에 구입’했다는 응답

자가 가장 많고, ‘맛 비 가격 렴’, ‘품질 신뢰성’ 순서로 나타났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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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도 ‘호기심에 구입’ 했다는 비 이 제일 높으며, 다음으로 ‘품질신

뢰성’, ‘맛이 좋음’ 순서로 나타났다. 아직도 한국 사과, 배 모두 품질이나 

가격 요인보다는 ‘호기심’에 구입한다는 이유가 많아 품질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안정 인 시장정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2.1.6. 한국산 사과·배 구입횟수

  만 소비자들이 한국산 사과를 구입한 횟수는 2010년 기 으로 1∼3회 

사이가 21.5%로 제일 많고, 4회 이상 구입한 비율은 6.7%로 미미하다. 배 

품목은 각각 29.4%, 12.3%로 사과보다 구입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

과보다 시장 진출 비 이 높다.

사과 배

1회 이상 4회 미만 21.5 29.4

4회 이상 7회 미만 4.9 8.6

7회 이상 10회 미만 0.6 2.5

10회 이상 1.2 1.2

무응답 71.8 58.3

계 100.0 100.0

표 6-7.  만 소비자의 2010년 한국산 사과·배 구입 횟수

단 : %

2.1.7. 한국산 사과·배 품질 문제

  사과, 배를 구입하고 문제가 발생했던 소비자는 은 편이지만, 배 품목

이 사과보다 두 배로 많게 나타났다.22 한국산 사과·배 구입 후 문제가 발

생한 주요 요인은 사과의 경우 ‘당도·맛이 낮음’ 8.0%, ‘과심속이 썩음’과 

‘과실 압상  러짐’이 각각 4.3%, ‘과숙되어 육질이 무름’ 3.7% 순으로 

22
 문제발생 횟수의 응답수가 은 이유는 주 식으로 기입하는 설문지 형식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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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배의 경우 ‘당도·맛이 낮음’ 9.2%, ‘과숙되어 육질이 무름’과 ‘과

실 압상  러짐’이 6.1%, ‘과심속이 썩음’ 5.5%로 나타났다. 사과와 배 

모두 과실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빈번한 요인은 ‘당도  맛’이

며, 다음으로 사과는 ‘과심 속이 썩음’이, 배는 ‘과실 압상  과육 무름’으

로 나타나 소비자 만족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임을 보인다.

구분 사과 배

당도·맛이 낮음 8.0 9.2

모양·색택이 좋지않음 3.1 4.9

과심속이 썩음 4.3 5.5

과숙되어 육질 무름 3.7 6.1

과실 압상  러짐 4.3 6.1

무응답 76.7 68.1

계 100.0 100.0

표 6-8.  한국산 사과·배 구입 후 문제 요인

단 : %

2.1.8. 한국산 사과·배 랜드 인지도

  한국산 사과, 배 랜드에 해 아는 로 기재하도록 개방형으로 질문

한 결과 사과는 ‘데일리’로 응답한 소비자가 6명이다. 배는 재 만 시장

에 진출해 있는 ‘논산배’, ‘이선생’, ‘천안배’ 등의 랜드를 기재한 응답자

는 한 명도 없었다. 최근 1~2년간 사과를 만시장에 수출하기 한 활동

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수출 사과 공동 랜드인 ‘daily' 

의 극 인 홍보  행사의 결과 소비자 랜드 인지도를 확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배는 만시장에서 유 비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 만 소비자들에게 확실히 인지된 랜드는 거의 거의 없는 것으로 보

인다. 사과의 경우 ’daily' 랜드 인지도를 확 할 수 있도록, 배는 한국산 

배 랜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랜드를 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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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한국산 사과·배 구입의향

  만 소비자들이 향후 한국산 사과를 구입할 의향은 77.3%, 구입할 의

향이 없는 소비자는 16.0%로 나타났다. 배의 경우 구입할 의향이 있는 소

비자는 86.5%, 구입할 의향이 없는 소비자는 11.0%로 나타났다. 향후 구

입할 의향은 배가 사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구입 의향이 각각 

77.3%, 86.5%로 나타난 결과는 한국산 과실 인지도에 비해 높은 응답결과

로 단된다. 한, 가구수입이 연간 100만NT$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모든 

응답자가 한국산 사과, 배를 구입할 의향을 보이는 것은 한국 사과, 배 수

출 확 에 매우 정 인 결과로 해석된다. 사과 구입의향에서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실질 인 과실구매자로서 구매력을 가진 40

와 50 에서 구입 의향이 높고, 배도 40 의 구입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

나 향후 한국 사과, 배 수출 망이 밝다고 볼 수 있다.

구분
사과 배

아니오 아니오

소
득

수

별

250천 NT$ 이하 76.2 14.3 88.1 7.1

250천∼500천 75.9 19.0 84.5 12.1

500천∼1,000천 73.8 19.0 83.3 16.7

1,000천∼2,000천 100.0 0.0 100.0 0.0

2,000천 이상 100.0 0.0 100.0 0.0

계 77.3 16.0 86.5 11.0

독립성 검정값
사과: Pearson 카이제곱값 6.816, 근유의확률 0.743
배: Pearson 카이제곱값 6.768, 근유의확률 0.747

연

령

별

20∼29세 82.1 17.9 87.5 12.5

30∼39세 59.5 24.3 78.4 10.8

40∼49세 84.4 11.1 91.1 8.9

50∼59세 83.3 11.1 88.9 11.1

60세 이상 66.7 0.0 83.3 16.7

계 77.3 16.0 86.5 11.0

독립성 검정값
사과: Pearson 카이제곱값 21.462, 근유의확률 0.018
배: Pearson 카이제곱값 14.642, 근유의확률 0.146

표 6-9.  만 소비자의 한국산 사과·배 구입 의향

단 : %

주: 무응답자의 비율은 표 내용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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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구입경험 유무별 구입 의향

  과거에 한국산 사과·배를 구입한 경험의 유무에 따른 한국산 사과·배 재

구입 의향을 살펴보면, 사과의 경우 한국산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의 80.0%가 향후 재구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사과를 구

입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 에서 69.2%가 향후 구입 의향이 있는 것으

로, 21.5%는 구입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의 경우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92.1%가 향후 재구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6.6%는 재구

입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배 구입 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74.5%가 향후 구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21.6%는 구입 의향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재구입 의향은 배가(86.5%) 사과보다(77.3%) 높으며, 사과와 

배 모두 구입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재구입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

과는 구입경험자가 향후 구입 의향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과 구입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배도 구입경험자의 재구입 의

향이 높게 나타나 향후 수출증 에 정 인 향을  것으로 단된다.

구분
사과 배

아니오 무응답 체 아니오 무응답 체

구입경험 있음 80.0 16.4 3.6 100.0 92.1 6.6 1.3 100.0 

구입경험 없음 69.2 21.5 9.2 100.0 74.5 21.6 3.9 100.0 

모르겠다 87.8 7.3 4.9 100.0 90.9 6.1 3.0 100.0 

무응답 50.0 0.0 50.0 100.0 100.0 0.0 0.0 100.0 

계 77.3 16.0 6.7 100.0 86.5 11.0 2.5 100.0 

독립성 검정값
사과: Pearson 카이제곱값 12.030, 근유의확률 0.061

배: Pearson 카이제곱값 9.789, 근유의확률 0.134

표 6-10.  만 소비자의 한국산 사과·배 구입 경험 유무별 재구입 의향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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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구입 의향 이유

  향후 한국산 사과·배를 구입할 의향이 있는 만 소비자의 구입 이유는 

사과의 경우 ‘맛이 좋다’ 35.0%, ‘모양·색깔이 좋다’ 21.5%, ‘맛 비 가격

이 렴하다’ 19.0%, ‘품질을 믿을 수 있다’ 14.1%로 나타났다. 배도 사과

와 마찬가지로 ‘맛이 좋다’ 44.2%, ‘모양·색깔이 좋다’ 22.7%, ‘맛 비 가

격이 렴하다’와 ‘품질을 믿을 수 있다’가 각각 14.1%로 나타났다. 한국

산 사과와 배를 구입할 의향이 가격 요인보다는 ‘맛과 모양·색깔이 좋다’

라는 품질 요인 때문에 재구입 의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과실의 ‘맛’과 ‘모

양·색깔’ 품질 리가 더욱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산 사과, 배의 재

구입 의향에서 소득 수 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연령별로는 

재구입 의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20 와 40∼50 에서 ‘맛이 

좋다’라는 이유가 많으며, ‘맛 비 가격이 렴하다’는 이유는 연령이 많

은 계층에서 응답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은 계층에서 한국산 사과의 ‘맛’

이 좋기 때문에 재구입할 의향이 높다는 것은 재의 20 가 향후 주요 소

비계층으로 성장할 경우 시장 확 와 소비 계층 확 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한국산 사과, 배 수출이 지속 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 시사점

  만은 국내산 사과·배 수출 비 이 제일 크면서, 온 과실 수출시장으

로서의 잠재성이 높은 국가이다. 본 분석은 만의 소비자를 상으로 한

국산 과실 구입 행태와 의향을 악하여 국내산 사과, 배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도출하기 해 수행하 다. 만 소비자들이 과실을 구입할 때 

‘맛’이나 ‘가격’보다는 ‘모양, 색깔’을 최우선 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맛’

을 단하기 해 모양이나 색깔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나 배

를 수출할 때 당도 등 ‘맛’을 향상시키는 것도 요하지만 ‘모양’이나 ‘색

깔’을 엄격하게 리하는 것도 요하다. 만 소비자들의 한국산 사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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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지도는 조  있는 편이지만 아직도 이지는 않으며, 한국산 과

실 구입에 한 선호도는 낮은 편이다. 한국산 과실은 선물용보다는 주로 

가정소비용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선물용으로는 일본산보다 선호도가 낮

다. 

구분
맛이 좋음

맛 비 
가격 렴

모양·색깔 
좋음

품질 신뢰 무응답 체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배

소

득

수

별

250천NT$ 이하 38.1 40.5 23.8 21.4 19.0 19.0 14.3 16.7 4.8 2.4 100.0 100.0 

250천∼500천 32.8 39.7 17.2 12.1 29.3 31.0 8.6 8.6 12.1 8.6 100.0 100.0 

500천∼1,000천 33.3 47.6 21.4 16.7 19.0 23.8 14.3 11.9 11.9 0.0 100.0 100.0 

1,000천∼2,000천 33.3 41.7 8.3 0.0 8.3 8.3 33.3 33.3 16.7 16.7 100.0 100.0 

2,000천 이상 33.3 100.0 33.3 0.0 33.3 0.0 0.0 0.0 0.0 0.0 100.0 100.0 

무응답 50.0 66.7 0.0 0.0 0.0 0.0 33.3 33.3 16.7 0.0 100.0 100.0 

계 35.0 44.2 19.0 14.1 21.5 22.7 14.1 14.1 10.4 4.9 100.0 100.0 

독립성 검정값
사과: Pearson 카이제곱값 16.778, 근유의확률 0.667
배: Pearson 카이제곱값 28.208, 근유의확률 0.105

연

령

별

20 48.2 51.8 19.6 16.1 12.5 12.5 16.1 16.1 3.6 3.6 100.0 100.0 

30 16.2 37.8 24.3 16.2 32.4 29.7 8.1 10.8 18.9 5.4 100.0 100.0 

40 40.0 40.0 15.6 11.1 26.7 33.3 11.1 8.9 6.7 6.7 100.0 100.0 

50 33.3 44.4 16.7 11.1 11.1 11.1 33.3 33.3 5.6 0.0 100.0 100.0 

60  이상 0.0 50.0 16.7 16.7 33.3 33.3 0.0 0.0 50.0 0.0 100.0 10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계 35.0 44.2 19.0 14.1 21.5 22.7 14.1 14.1 10.4 4.9 100.0 100.0 

독립성 검정값
사과: Pearson 카이제곱값 46.553, 근유의확률 0.001
배: Pearson 카이제곱값 36.898, 근유의확률 0.012

표 6-11.  만 소비자의 한국산 사과·배 재구입 의향에 한 이유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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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일부 고소득층에서 한국산 사과를 선물용으로 구입하고 있으므

로 한국산 수출사과의 일부는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도 효과 일 것으로 보

인다. 만 소비자들이 한국산 과실을 구입한 경험은 사과보다는 배를 구

입한 경험이 많고, 사과는 구입경험자보다 구입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더 

많은 실정이다. 한국산 과실 구입경험이 고 인지도가 낮으므로 한국산 

과실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국내산 사과, 배의   홍보

활동을 주기 , 지속 으로 수행해야 한다. 한국산 사과, 배를 구입하는 주

요 이유는 호기심 때문이므로 한국산 사과, 배의 품질이나 가격경쟁력을 

확보를 통한 시장 진출은 약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단된다. 그리고 한국

산 과실 구입 후 문제가 발생한 가장 빈번한 이유는 ‘당도·맛이 낮음’ 때문

이므로 당도  맛을 리할 필요성이 크다. 한국산 과실 랜드 인지도는 

사과의 경우 일부 소비자들에게 ‘daily' 랜드가 인지되어 있지만, 배는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랜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국산 사과, 배 

수출의 랜드 단일화와 품질 리가 엄격히 수행된 과실을 지속  공 함

으로써 국내산 과실 랜드의 인지도와 충성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만 

소비자들은 한국산 사과와 배를 호기심 때문에 구입하는 경향이 있지만, 

향후 구입 의향은 높게 나타나 국내산 과실이 가격 비 품질이 우수하게 

평가받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구입 의향은 실질 구매력이 높을 것으로 

상되는 40~50  계층에서 높고, 한국산 사과, 배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

비자의 재구입 의향이 높아서 향후 만시장에 한 한국산 사과, 배 수출

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향후 만시장에서   홍보 활동을 

지속 으로 수행하며, 품질 리가 수행된 물량의 안정  확보와 지속  공

, 인지도 제고를 한 활동을 지속 으로 수행할 경우 만시장에서 한

국산 과실 진출 비 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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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속성 수
사과 배

부분가치 요도 부분가치 요도

맛

아주 단맛 0.562

17.77

0.524

17.21조  단맛 -0.576 -0.528

단맛 0.013 0.004

식미감

조  부드럽고 
과즙이 많음

-0.868

40.43

-0.925

38.42
조  단단하고 
과즙이 많음

2.242 2.237

조  단단하고 
과즙이 음

-1.374 -1.312

크기

과 0.772

21.47

0.838

22.10과 -0.291 -0.329

소과 -0.481 -0.510

포장단

1～4개 0.977

20.33

1.046

22.285～10개 0.000 0.000

10개 이상 -0.977 -1.046

표 6-12.  만 소비자의 사과·배 속성별 요도  부분가치 

단 : %

3. 만 소비자의 사과·배 상품 선호 속성 분석

3.1. 속성의 중요 및 부분가치 추정

  만시장 소비자들의 사과 선택 속성별 요도는 ‘식미감’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다음에 ‘크기’, ‘포장단 ’, ‘맛’의 순서로 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배 

속성에 한 요도 조사 결과도 식미감, 포장단 , 크기, 맛의 순서로 나타나 

사과와 유사하지만, ‘크기’의 요도가 사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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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산 사과·배 최적 상품 조합 

  속성별 결합 측정으로 추정해본 한국산 사과의 최 상품조합은 ‘아주 단

맛, 조  단단하고 과즙이 많음, 과, 1~4개 포장’의 제품인 것으로 분석

된다. 한국 배의 최 상품조합도 사과와 마찬가지로 아주 단맛, 조  단단

하고 과즙이 많음, 과, 1~4개 포장의 제품으로 나타났다. 사과의 속성 조

합 총 효용은 137.067, 배의 속성조합 총 효용은 136.787인 것으로 도출되

었다.

구분

사과 배

속성 수 총효용
최  
속성조합 
총효용

속성 수 총효용
최  
속성조합 
총효용

맛 아주 단맛 9.989

137.067

아주 단맛 9.015

136.787
식미감

조  단단하고 
과즙이 많음

90.642
조  단단하고 
과즙이 많음

85.941

크기 과 16.572 과 18.518

포장단 1~4개 19.864 1~4개 23.303

표 6-13.  만 소비자의 한국산 사과·배에 한 최  상품조합 

3.3.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한 시장 세분화 

3.3.1. 군집 분석을 이용한 시장 세분화

  만의 수출시장을 세분화하기 하여 컨조인트 분석에서 도출된 부분

가치를 이용한 군집 분석을 실시하 다. 도출된 부분가치의 표 값을 기

으로 군집 분석을 실시하 으며, 군집의 수는 군집 간 부분가치의 평균차

이가 95% 신뢰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군집들로 규정하 다.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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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에 한 군집 분석 결과 군집 1에 속하는 만의 소비자들은 4가지 속

성  크기에 가장 큰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맛은 단맛, 식미

감은 조  단단하고 과즙이 은 것, 크기는 과, 10개 이상의 포장을 선

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다른 2개의 군집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소비자가 포함된 군집 2의 경우 식미감, 포장단 , 크기, 맛의 

순서로 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속성수 에서는 아주 단

맛, 조  단단하고 과즙이 많고, 과, 1~4개 포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군집 3에서는 각 속성의 요도가 식미감, 포장단 , 맛, 크기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 속성별 가장 높은 부분가치를 보이는 속성수 은 군집 2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된다.

속성 속성 수
군집1(33) 군집2(86) 군집3(44)

부분가치 요도 부분가치 요도 부분가치 요도

맛

아주 단맛 -0.426

28.02

0.544

14.71

1.338

16.08조  단맛 -0.641 -0.462 -0.748

단맛 1.066 -0.082 -0.589

식미감

조  부드럽고 

과즙이 많음
-0.691

27.64

-0.927

41.58

-0.885

47.78
조  단단하고 

과즙이 많음
-0.165 2.282 3.969

조  단단하고 

과즙이 음
0.856 -1.354 -3.084

크기

과 1.339

34.86

0.852

20.44

0.191

13.43과 -1.254 -0.444 0.732

소과 -0.085 -0.408 -0.923

포장

단

1～4개 -0.153

9.48

1.037

23.28

1.709

22.715～10개 0.000 0.000 0.000

10개 이상 0.153 -1.037 -1.709

표 6-14.  한국산 사과의 세분 시장별 부분가치와 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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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배에 한 군집 분석 결과에서는 군집 3이 크기, 맛, 식미감, 포

장단 의 순으로 높은 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군집들과의 차이

를 보인다. 각 속성별 높은 부분가치를 갖는 속성 수 을 보면, 단맛, 조  

단단하고 과즙이 많은 식미감, 과, 10개 이상의 포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집 1은 식미감, 포장단 , 크기, 맛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가

장 이상 인 배 상품의 조합은 아주 단맛, 조  단단하고 과즙이 많음, 

과, 1~4개 포장이다. 군집 2는 식미감, 포장단 , 맛, 크기의 순이었으며, 

아주 단맛, 조  단단하고 과즙이 많음, 과, 1~4개의 포장이 가장 높은 

부분가치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속성 속성 수
군집1(88) 군집2(41) 군집3(34)

부분가치 요도 부분가치 요도 부분가치 요도

맛

아주 단맛 0.447

13.05

1.398

17.51

-0.331

27.59조  단맛 -0.362 -0.886 -0.526

단맛 -0.085 -0.512 0.857

식미감

조  부드럽고 
과즙이 많음

-1.119

40.96

-1.008

44.51

-0.320

24.50
조  단단하고 
과즙이 많음

2.324 3.663 0.291

조  단단하고 
과즙이 음

-1.205 -2.655 0.029

크기

과 1.055

22.38

0.195

12.35

1.053

33.13과 -0.523 0.545 -0.880

소과 -0.532 -0.740 -0.173

포장
단

1～4개 1.133

23.61

1.821

25.63

-0.115

14.795～10개 0.000 0.000 0.000

10개 이상 -1.133 -1.821 0.115

표 6-15.  한국산 배의 세분 시장별 부분가치와 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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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세분 시장별 특성 

  각 세분 시장의 특성을 보다 면 히 악해보기 하여 다음과 같이 세

분 시장별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하 다. 총 12개의 로 일을 이용하여 

가상 시장 유율을 추정한 결과 사과와 배 모두 ‘단맛, 조  부드럽고 과

즙이 많음, 과, 1~4개 포장’의 상품이 가장 높은 시장 유율을 보일 것으

로 측된다. 반 으로 높은 선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 로 일들은 

체로 크기는 과 이상, 포장은 소포장이었으나 식미감과 맛의 속성에 

해서는 각각의 로 일들이 조 씩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과의 

경우 식미감에서는 체로 과즙이 은 상품이 높은 가상 시장 유율을 보

일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 상품에서는 과즙이 은 상품에 한 선호가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사과(%) 배(%)

세분1 세분2 세분3 세분1 세분2 세분3

성별
남자 36.4 24.5 22.7 27.3 22.0 29.4

여자 63.6 75.6 77.3 72.7 78.0 70.6

연령

20～29세 33.3 33.7 38.7 40.9 24.4 29.4

30～39세 24.2 19.8 27.3 18.2 34.1 20.6

40～49세 33.3 29.1 20.5 26.1 26.8 35.3

50～59세 9.1 12.8 9.1 11.4 14.6 5.9

60세 이상 - 4.7 4.5 3.4 - 8.8

가족 

구성원

의 수

1인 12.1 4.6 2.3 4.5 - 2.9

2인 51.5 7.0 9.1 8.0 12.2 8.8

3～4인 36.4 61.6 43.2 53.4 53.7 58.8

5인 이상 - 26.7 45.5 34.1 34.1 32.4

가구 

연간 

수입

25만 이하(TWD) 6.1 20.9 34.1 23.9 24.4 32.4

25만～50만(TWD) 27.3 36.1 40.9 37.5 43.9 38.2

50만～100만(TWD) 39.4 30.2 18.2 25.0 26.8 26.5

100만～200만(TWD) 24.2 9.3 6.8 10.2 4.9 2.9

200만 이상(TWD) 3.0 3.5 - 3.4 - -

표 6-16.  만 소비자의 한국산 사과·배에 한 세분 시장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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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식미감 크기 포장단
Logit(%)

사과 배

아주 단맛 조  단단하고 과즙이 음 과 1～4개 7.6 8.8

아주 단맛 조  부드럽고 과즙이 많음 과 1～4개 7.7 4.9

조  단맛 조  단단하고 과즙이 음 과 1～4개 14.2 13.7

단맛 조  부드럽고 과즙이 많음 과 1～4개 34.4 35.0

아주 단맛 조  단단하고 과즙이 음 과 10개 이상 3.0 2.5

단맛 조  단단하고 과즙이 많음 소과 5～10개 3.3 3.6

조  단맛 조  단단하고 과즙이 많음 과 5～10개 0.9 0.9

단맛 조  단단하고 과즙이 음 과 10개 이상 2.6 2.1

아주 단맛 조  단단하고 과즙이 음 소과 1～4개 0.8 1.3

조  단맛 조  단단하고 과즙이 음 과 1～4개 10.6 10.8

아주 단맛 조  부드럽고 과즙이 많음 과 5～10개 8.8 10.4

조  단맛 조  부드럽고 과즙이 많음 소과 10개 이상 6.2 6.1

표 6-17.  한국산 사과․배의 가상 시장 유율

3.4. 시사점

  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한국산 사과·배 상품 속성  요도는 사과

의 경우 식미감 40.43%, 크기 21.47%, 포장단  20.33% 순으로 나타났다. 

배도 사과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단순히 당도 증진뿐만 아니라 사과와 

배의 고유 식미감을 살릴 수 있는 생산  유통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

다. 상품을 구성하는 속성들의 조합별로 사과와 배 모두 ‘단맛, 조  부드

럽고 과즙이 많음, 과, 1〜4개 포장단 ’ 상품이 가장 높은 시장 유율

을 보일 것으로 측된다. 만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속성의 조합을 갖춘 

상품을 공 함으로써 한국산 사과, 배 포장 상품에 한 선호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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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 산업 조직 황 

1.1. 원예산업 조직

  뉴질랜드 원  련 조직은 체 생산자 조직의 표기구인 원 회, 

원 산물 수출공사(HEA), 정책에만 여하는 농수산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 품목별 생산자 조직의 이익을 변하는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구성되

어 있으며, 생산자에게 주는 정부보조 은 재 없는 실정이다. 원 회

의 역할은 22개 품목, 7천여 생산자를 표하여 원 산업 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생산자 그룹과 회 간의 긴 한 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한 

국내 체와 지역 입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개의 잡지 출 , 국제 

안  농산물 품질 리 기 을 벤치마킹한 뉴질랜드 GAP 설정, 체 회원

을 표하여 정부정책 변화 모니터링, 원 산업 발 을 한 로모션을 

수행하고 있다. 원 수출공사(HEA)는 생산자 그룹 투표로 8명의 이사를 

선출하여 앙  지방정부에 표자격으로 생산자 조직의 이익을 한 정

책을 제안하고, 리더십 교육, 뉴질랜드 GAP 지도, 노동인력 보   고용, 

환경, 무역, 방역, 산업지원, 식품안  등 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 

법률에 근거하여 회 가입에 동의한 용 상 품목에 하여 수출 면허제

23
 한국농 경제원 지조사 결과  수집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함(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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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운 하고 있으며, 품목단체가 해당 품목의 수출 략을 수립하도록 도

움을 주고 있다. 이 밖에 수출 략에 필요한 사항 수립, 수출 면허부여 결

정, 수출면허 시행  모니터, 원 수출 증진 자문, 정부기 과 업무 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2. 생산자 조직

  키  생산자의 상업 , 정치  이익을 표하는 키  회는 1993년 산

업 구조조정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 표자로 산업  정부 정책결정에 변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생산자의 이익을 해 일원화된 마켓 창구를 유

지하고 있으며, 생산자가 25개 지역구/지방 표를 선출한다. 주요 업무로 

회원 리, 자문, 화창구, 변인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과·배 회

는 뉴질랜드 사과, 배 생산자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사과, 배 산업을 표하고 있다. 사과·배 회는 자국 생산자들에게 기술, 

정책,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내수  수출 시장에서 생산자들의 이익을 

변하고 있다. 한 산업 정보 제공, 규제  련 그룹을 조언하고 과실 종

합 안  생산(IFP) 리 규정 수립  리를 하고 있다.

1.3. 마케팅

  키  마 은 생산자 조직이 소유한 키  마  회사인 제스 리 인

터내셔 을 통해 키  체 생산량의 89%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단 호주 

수출의 경우 외). 단일화된 수출 창구 운 은 국제 시장에서 수출업체 

간의 경쟁을 최소화시켜 생산자들에게 최 의 이익을 돌려주고 있다. 사과 

마 은 2001년까지 생산자 조직이 발의한 일원화된 조직인 사과, 배 마

보드가 존재하 지만 재는 Turners&Growers 개인회사의 계속 인 

노력의 결과로 사과/배 마  규제를 완화하 다. 하지만 사과, 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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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의 운 실책으로 생산자 이익이 감소하는 상이 발생하 다. 한 규

제완화 직후부터 사과산업 수출액과 생산자가 으로 감소하 다.24

2. 생산자 조직 운  형태  특징

2.1. 제스프리 인터내셔널과 생산자 조직

2.1.1. 제스 리 인터내셔

  ‘ 구나 인정하는 키 의 세계 리더’를 비 으로 내세워 키 의 우수한 

품질로 소비계층 카테고리화,  세계 고객 계의 신화, 비용 효율과 

로벌 아웃소싱을 통한 우수한 품질 생산기반 확충을 사업 분야로 설정하

다. 제스 리 인터내셔 의 목표는 제스 리 농가와 주주의 수익 극 화이

다. 제스 리 인터내셔 은 1997년 생산자가 심이 되어 만든 마  조

직으로 기에는 몇 개의 수출업체가 존재하 으나, 키  생산자 조직의 

요청으로 뉴질랜드 정부의 법령하에서 새로이 탄생하 다. 제스 리 인터

내셔 의 특징은 독 인 마 (그린, 골드, 유기농 키 ), 소비자와 고

객 심의 로벌 마 회사, 100% 재배자 소유, 특별한 시스템 운  등

이다. 제스 리 랜드는 활력, 상쾌함, 건강, 신선함, 재미, 지속 가능함, 

맛, 활기, 신과 리더십의 감각을 반 하 으며, 키  구매 유도에 있어 

가장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키  맛 향상과 품질 일 성 유지에 집 하

고 있다. 한 소비자들의 우선  선호속성과 이해를 한 심도 깊은 연구

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비자 이해를 통한 품종개량 로그램과 품질 향상, 

소비자 지향 인 과실 시장 세분화를 향한 명확한 방향 설정을 수행하고 

있다. 제스 리 조직 계는 2,700호의 뉴질랜드 농가와  세계 으로 

24
 2000년 1500여 농가 → 2009년 518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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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제스 리 조직 계

4,000호를 넘는 농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객 요구사항을 달하기 해 

계열화 사업을 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제스 리는 랜드, 건강, 맛, 새

로운 품종, 지속 가능성의 5개 요소에 집 하고 있다. 한 환경, 사회 경

제  요소들의 균형을 시하는 사업 경 과 제스 리 랜드의 주요 행동 

강령( 리 지침)을 설정하 다. 제스 리는 병해충 집 리의 세계  선

도업체이며, 사회·윤리  규범을 수한다. 안 , 자연 식품의 생산지라는 

뉴질랜드의 이미지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요한 마  수단이다.

그림 7-2.  제스 리 랜드의 5  집  분야

생산자

제스프리 고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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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제스 리 신 우선순  분야

2.1.2. 키  생산자 조직

  3,500여개 농가, 2,700여개의 과원으로 구성된 키  생산자 조직은 제스

리를 소유한 생산자 조합으로 키  생산자 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생

산자 조직은 생산자들의 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수확 후 리 업무, 제스

리 인터내셔  활동내용 참여  검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 

수출업체끼리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 때문에 수출업체들이 키  수

출 을 정한 수 에서 농가들에게 환원하지 못해 키  생산농가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 고 국 인 키  생산자 의회가 만들어졌다. 키

 생산자 조직은 정부에 수출조직의 규율, 규정 변경을 요청하 고, 정부

에서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되었다. 수출업체들은 정부를 상 로 수출업체

들이 소득기회를 잃어버린 ,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 , 특

정 수출업체에 한 기술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을 걸었다. 소송결과 정

부가 1개 수출업체에게만 20만 달러를 보상하고 조직 계가 정리되었다. 

이후 수출업체들은 키  수출 활동에서 이탈하거나 키  외 다른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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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상 품목을 변경하 고, 키  과실 분야는 새롭게 이사진을 구성하여 

생산자를 한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때 기존 수출업체 운 진 외에 

일반직원  제스 리 직원이 된 경우도 있다. 1평 이상의 농장을 소유한 

키  생산자만 제스 리 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수출업체는 주식을 소유

하고 있지 않다. 한 수출물량 100상자당 1투표권을 가지고 매년 생산량 

 수출물량에 따른 투표권 행사수도 조 씩 달라지고 있다. WTO가 지정

한 지침에 따라 제스 리 지침이 만들어졌으며,  세계 키  생산자들은 

제스 리가  세계 키  소비량과 수요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제스 리 운

시스템을 환 하고 있다. 키  생산자 조직의 자조 은 없으며 생산자가 

제스 리 매 의 16%를 수수료로 지 하고 수수료는 활동비에 사용

하고 있다. 수수료 기 은 품종개발 등 생산부문 개선, 유통  마  활

동 자 으로 사용하여 자조  역할을 하고 있다.

2.2. Turners&Growers 

2.2.1. 조직 개요

  Turners&Growers(T&G)는 수출업체 심의 자체 생산공  기반을 갖추

고 있는 문수출조직 유형이며, 강력한 생산자 조직인 제스 리와 비교가 

가능하다. Turners&Growers는 120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로, Adward 

Turner가 최  설립하고 계속 Turners 일가가 운 하고 있으며, 상장되기 

 60여년간은 가족회사 다. Turners&Growers 그룹 주요 회사는 TURNERS& 

GROWERS DOMESTIC, TURNERS&GROWERS INTERNATIONAL, ENZA  

INTERNATIONAL(사과․배 마  회사 : 체 매출의 33% 차지), TURNERS 

TRANSPORT(50 의 트럭을 소유한 물류회사), THE FRUIT CASE COMPANY(선

과, 포장업체), STATUS PRODUCE LTD(토마토 생산 회사), KERIFRESH(오 지쥬

스 생산), FLORAMAX, ENZA FOODS,  ORCHARDS 등이 있다. 

  ENZA INTERNATIONAL은 2001년 Turners&Growers에서 인수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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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인수  생산자 동조합에 속한 마 보드로 사과, 감귤류, 토마토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키  등의 과실을 생산하고 있으며, 재 생산하고 있

는 사과의 Envy와 Jazz 품종을 등록·진행 이다. Enza Newzealand는 90

명의 상주직원과 성수기 기간에 임시직 약 500여명이 근무하는, 약 250여

개의 생산자 그룹으로 구성된 가공식품회사로 생산에서 최종 매까지 계

열화된 이 이 있다. ENZA’s Global Marketing Partners로 국에 T&G가 

50%의 지분을 보유한 력사가 있고, 미국에 T&G가 15%의 지분을 보유

한 력사가 있다. 한, 아시아와 호주, 북미, 남아메리카 등에 T&G가 

70%의 지분을 소유한 매회사가 있으며 최근 유럽에 T&G가 100%의 지

분을 보유한 매회사를 설립하 다.

2.2.2. 운  내용

가 .  사 과

  ENZA INTERNATI.NAL은 2009년 아시아지역에 9%를 수출하 고, 3

년 후에는 한국 등에 JAZZ(품종명)를 심어 공 할 정이다. 한, 골드키

, 그린키 처럼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사과 랜드를 만들 정이다. 

재 12개 국가에 사과가 식재되어 있으며 단일 랜드로 매할 정이

다(JAZZ, ENVY 등). 사과 생산  50% 정도를 뉴질랜드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세계에 1년 연  사과를 공 할 수 있는 생산 공 체계를 구축

하는 이다. 2015년까지 18kg 단  1상자 기 으로 600만 상자를 공 할 

정이며, 2015년 이후 물량 증 보다는 품질 리를 통한 고 화에 주력할 

정이다. 재 국 사과 시장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 으로 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생산량이 많은 남아 리카 사과의 경우 생산량은 

많지만 가격이 낮고, 칠 산의 경우 간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뉴

질랜드 원 연구소와의 력을 통하여 고가의 사과품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재 어린이들을 한 작은 과실, 건강한 아이들 먹거리 등의 주제로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고하고 있으며 유튜 와 페이스북 등에 ENV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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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고 JAZZ는 독특한 개성의 활동성 있는 사과로, ENVY는 고 이

고 귀한 사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17세 뉴질랜드 여학생을 모델로 사과

를 의인화시키는 고를 진행 이며, 사과를 음식 식자재로 이용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나.  기 타

  T&G는 재 50만 상자의 키 를 독자 으로 수출하고 있고 재 키 품

종을 자체 개발 에 있으며, 정부로는 뉴질랜드 키  생산자조직에서만 수

그림 7-4.  ENZA의 랜드 마

<사과를 이용한 음식 요리법 소개> <소매  로모션>

<JAZZ의 독특함, 개성함을 살린 

웹사이트>
<페이스북, 유튜 , 트 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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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할 수 있는 수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T&G는 재 그린키 , 골

드키 , 속이 빨간 키  등 5개 품종 키 의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속이 빨

간 키 는 재 국에서 생산 에 있어 올해 10만주 가량을 들여올 정

이다. 키 는 재 북미와 유럽 등에 소량 수출 이고 T&G에게 사과 다음

으로 요한 품목이며, 한국도 요한 키  수출 시장으로 여기고 있다.

3. 시사

3.1. 제스프리

  제스 리 키  생산자 조직  마 보드는 생산  수출업체 매 수

익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탄생하 다. 한국의 농산물 매  수출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가능성, 수출업체나 도매시장 매 수익 불만이 극

단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얼마인지는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제스 리는 

강력한 생산자 조직에 의한 마 보드 구성, 운 사항 감독 기능을 한다. 

국내 수출선도조직도 농 , 농조합법인 등 강력한 생산자 조직(조직 주

체)이 되어야 마 보드(수출 행)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마 보드의 

거래교섭력을 한 최소한의 물량규모가 필요하므로 국내 수출선도조직도  

시장에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최소 거래물량규모는 되어야 한다. 국내 

수출선도조직, 수출업체들이 물량규모에서 국제 인 교섭력 강화를 해

서는 다수 수출품목/수출업체가 참여한 물량공  기반이 요구된다. 한 

제스 리처럼 생산자 조직과 마  문가 이사회(운 의회) 구성이 필

요하다. 생산자 표 원 포럼( 원회) 구성과, 생산자 조직과 유통업체(수

출업체)의 의견 수렴  결정을 한 원회(보드) 구성은 필수 이다.  

세계를 향한 비 과 목표 설정과 달성을 한 략이 필요하다. 제스 리

는  세계를 향한 뉴질랜드 키 의 보 , 소비자 수요를 선도하는 최고 

리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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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Turners&Growers 

  품종개발(R&D), 묘목공 으로(Jazz, Envy 등) 물량확보와 품질 표 화 

수단을 확보하고 계열화 체계를 구축하 으며 생산자는 실질 으로 생산

행 역할을 수행했으며, 동일품종의 물량은 규모화하고, 랜드화 효과를 

가져왔다. 생산자, 수출회사, 제3자가 출자  지분을 공유함으로써 산업 

주체 간 공동 이익 발생 구조와 안정  물량 확보 기반을 구축하 으며 생

산농가들도 주주로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고, 물량공  기반을 형성하

다. 국내 수출업체와 생산자 조직도 공동법인  이익 공유방식을 채택하

고 해외시장 유통채  확보  안정  거래를 해 해외유통업체 지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미래수요, 환경을 망하고 소비자 수요, 선호 변화에 

품종 개발로 응하고 국제  무역 확 , 로벌화와 지화를 추진하

다. 한, ENZA, 생산자 회, 컨설턴트 역할 분담  책임 역할을 명확히 

하 다.

3.3. Zespri VS Turners&Growers 

  한국에서는 수출업체 심과 생산자 심 조직  어떤 유형의 수출조

직 모델이 합하고 농가 조직력과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는가를 단

하기 해 수출선도조직 입장에서 조직 변화 방향과 기능 강화를 한 모

델 고민과 선택이 필요하다. 수출 문조직 지분 구성의 경우 제스 리는 

농가 100%(독  치), T&G는 생산자-수출회사-제3자 공동 구성(지분 

공유) 형태이다. 물량확보  품질 리 기반의 경우 제스 리 유형은 생산

자 조직 심이기 때문에 안정 이고, T&G는 생산자 이탈 가능성이 높아 

수출물량 확보가 상 으로 불안정하므로, 단  생산규모를 가지거나 

생산농가와 계약  이행 수 이 높아야 한다. 제스 리와 T&G 모두 일시

 성장보다 지속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제스 리는 껍질째 먹는 키

, 속이 빨간 키  등 신품종 개발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T&G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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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감에 더 잘 맞는 신품종 사과를 개발하고 있다. 어떤 수출조직 유형이든 

품종개발 등 기술개발(R&D) 성과가 조직 존속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을 

정도로 요하다는 것을 보여 다. 제스 리와 T&G 업무 역의 경우 제

스 리는 키  생산과 마  활동에 집 (선택과 집  가능)하고 있고, 

T&G는 생산-포장-유통-가공-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계열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내 수출선도조직들도 사업 분야를 확 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선도조직 간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생산자-수출선도조직 간

-제3자 지분 출자에 의한 공통 사업 상을 발굴할 수도 있다. 국내 여건에

서의 수출 문조직 운 모델 추진 가능성에 해서는, 재 제스 리 같은 

수출마 회사-강력한 생산자 조직을 구성할 정도로 국내 농가가 극단

으로 불안정한 치에 이를 가능성이 고 농가 보조는 계속 이루어질 가

능성이 높아, 제스 리 같이 극단 인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

다. 반면에,  T&G처럼 수출업체가 마 회사를 설립하거나 규모화하여 

생산-도매-소매-수출까지 계열화하는 방안이 오히려 실천하기에 실 인 

방안으로 단된다. 국내 수출선도조직들이 T&G 모델로 이행된다면 수출

업체는 품종확보, 생산 리에 있어서 강력한 계열화 수단을 확보해야 한

다. 정책 으로 제스 리, T&G의 장단 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선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수출농산물의 차별화된 

이미지 제공, 교섭력을 갖춘 물량규모, 품질 리 시스템, 수출 문조직 시

스템 구축, 해외 유통망 진출  확 가 필요하다.





수출시장 확  방안  제8장

1. 국내 부문

1.1.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와 품질관리 기반 구축 

1.1.1. 수출원 문단지 기능 강화

  원 문단지에서 출하되는 물량의 품질개선과 물량확보 안정성이 높아

지고 있지만, 품질 향상을 한 당도 증진, 농약방제, 지베 린 처리 등을  

해 수출용 과원과 수출 업농 리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 

  품질 향상과 안 성 리를 강화하기 해 생산자  수출담당자의 교육

과 회의가 필요하지만 과실류 부문의 교육  회의횟수가 감소하고 있으므

로 품질  안 성 교육, 단지 조직력 강화를 한 회의활동을 강화해야 한

다. 한 수출단지의 과실 생산은 국제규격을 수할 수 있는 지침 설정과 

리 수 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출을 해 등록된 선과장의 선과 문가, 

수출농가  지자체 공무원을 상으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직도 수출선도조직  생산농가들이 실질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품질

리매뉴얼 작성과 보 은 미흡한 것으로 단된다. 지역별 여건과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  설정과 리가 필요하

다. 한 선별장 등에 부착하여 실질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약된 매뉴얼 

보 도 활용효과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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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수출선도조직 운  강화 

  수출선도조직들은 부분 농가교육과 농가별 ID 리를 수행하고 있으

나 몇몇 농 과 연계된 조직에서는 생산 농가별 계약 이행과 유지가 미흡

한 편이다. 수출 농가, 선과장에 한 ID 리제 도입  강화가 필요하며, 

수출에 참여하는 개별 생산자와 수출물량 출하 계약과 이행률, 지속  참

여를 높일 수 있도록 수출의지가 높은 농가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수출물량

을 안정 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품질 리 문인력 활용은 일부 수출선도조직에서는 강화된 한편, 일부 

조직에서는 약화되기도 하여 문인력 활용실태가 안정 이지 않다. 일부 

수출 조직은 운 의회 운 실 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수출업체와 농

가와의 연계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운 의회 구성  주

기 인 의회 개최를 통해 수출조직 운 진과 참여농가의 소통과 이해의 

기회를 증 시킬 수 있어야 한다.

1.1.3. 수출선도조직 유형별 특성을 살린 조직 강화

  뉴질랜드의 수출조직 유형을 분석한 결과 뉴질랜드 수출 문조직의 지

분 구성을 살펴보면 제스 리는 농가100%(독  치), T&G는 생산자-

수출회사-제3자 공동 구성(지분 공유) 형태이다. 물량확보  품질 리 기

반의 경우 제스 리 유형은 생산자 조직 심이기 때문에 안정 이고, 

T&G는 생산자이탈 가능성이 높아 수출물량 확보가 상 으로 불안정하

므로 단  생산규모를 가지거나 생산농가와 계약  이행 수 이 높아야 

한다. 지분 공유방식으로 생산자 조직이든, 마  회사든 결속력을 강화

해야 한다.25

25
 뉴질랜드의 표 인 수출조직은 제스 리와 T&G(Turners&Growers)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제스 리는 키  생산자 조직과 마 활동을 수행하는 제스

리 인터내셔 로 구분되며, 생산과 수출업체 매수익이 최악에 이를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 법령을 통해 탄생하 다. 제스 리 생산자조직은 3,5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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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조직 심 혹은 수출업체 심 유형에서 어떤 수출조직 유형을 

선택할 경우에도 품종개발 등 기술개발(R&D) 성과가 조직의 지속 인 성

장에 큰 향력을 미치므로 지속 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여건에서 수출 문조직 운  모델은 생산자 조직 심의 제스 리 

유형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어 보이고 T&G 유형처럼 수출업체가 마

회사를 설립하거나 규모화하여 생산-도매-소매-수출까지 계열화하는 방안

이 실 일 것으로 보인다. 수출업체 심의 수출 문조직을 육성할 경우 

수출업체는 품종확보, 생산 리에 있어서 강력한 계열화 수단을 확보함으

로써 조직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1.1.4. 수출물류 체계 개선  지원 효율화 

  재 만시장의 고품질 사과·배 매업체에서는 주로 일본산, 미국산, 

뉴질랜드산이 매되고 있으며, 유통기간도 국내산보다 더 긴 편이다. 수

출시장에서 한국산 과실들의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물류체계 개선이 필요

하다. 기본 으로 고품질 상품 공 을 한 노력을 투입하는 한편, 유통기

간 연장을 한 수확 후 리기술, 장기술 개발과 물류시설이 필요하다. 

  수출지원 사업과 품목 선정에 있어서 수출물류비 지원의 효율성과 성과

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수출지원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개의 생산농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  회사인 제스 리 인터내셔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제스 리 인터내셔 의 마 활동, 해외 지화 등의 

운 에 한 의사결정은 생산자 조직 심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T&G 그룹은 60여년간 가족회사로 운 된 후 상장된 120년의 역사를 지닌 회

사이다. 수출업체 심의 강력한 생산공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선과·포장, 

가공, 물류, 마 , 식품회사를 운 하고 있다. 사과·배 생산자 동조합 마

 회사인 ENZA INTERNATIONAL을 2001년에 인수했다. T&G는 수출회사, 

제3자가 출자  지분을 공유함으로써 산업분야별 주체 간 공동 이익 발생구조

와 안정 인 물량확보 기반을 구축하 다. 제스 리와 T&G 유형의 가장 큰 차

이 은 지분보유 방식과 조직운 사업의 범 이며, 제스 리 지분은 100% 생

산자인데 비해 T&G는 지분 주체가 다양하며, T&G가 생산에서부터 가공, 수출

에 이르기까지 사업범 가 다양하게 계열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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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수출업체나 수출 품목에 해 일률 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정부

지원으로 인한 수출성과와 실 , 수출시장별 유망품목이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차등 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한,  DDA 농업의장 안(‘08.12)에 따라 수출보조 이 장기 으로 

감축될 계획이므로 농축산물 매 진사업의 물류비지원방식도 개편되어

야 한다. 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 으로 지 되고 있는 수출물류비의 

지원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자체 간, 수출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자체 수출업체 간 출 경쟁 방지, 수출물

류시설 건립 지원, 국가 인 공동 사업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효

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1.2. 수출 관련 지원 기능 강화 

1.2.1. 수출품목별 의회  표조직 기능 강화 

  농산물 수출품목별 회  의회 운 이 필요하다. 농산물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발굴, 정책 건의사항 발굴, 정부 제출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며 

수출 품목별 창구 일원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1.2.2. 수출 문인력 육성 

  생산과정에서 품질이 향상되고 안 성이 갖추어진 농산물을 생산하기 

해서는 품질향상 조건과 병해충 리, 약제 살포에 한 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문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농산물은 연도별 기후조건의 변

화에 품질이나 상품성의 향을 받기 쉽다. 한 선별  취  방법이나 

외부 조건에 의해 상품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농산물  품질 

고유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문 인 인력이 업무를 수행해야 수입업체의 

클 임 발생 가능성을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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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해외시장 개척, 인  네트워크 구성

  해외시장 개척이나 유통망을 개척하기 해서는 지 사정을 잘 악하

고 있는 마  문가가 필요하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 문가를 

고용하거나 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

2. 해외시장 부문

2.1. 수출 시장의 전략적 진출

  수출시장 개척활동의 성과를 높이기 해서는 한국산 농산물의 수요 잠

재성이 높은 국가들 심으로 시장진출 활동을 벌이는 략이 요구된다. 국

내 농산물에 한 인지도와 한류 이미지가 빠르게 개선되는 아시아권 국가

부터 진출하고 차 권역을 확 시키는 것이 효율 이다. 자유무역 정이 

체결된 국가는 세가 인하될 뿐만 아니라 식물검역조건 등 비 세장벽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므로 이들 국가들에 한 수출가능 품목을 발굴

하는 노력이 효과가 높을 것이다.

  수출국가별 식물검역 해제품목을 확 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한

국 과실 수입 통 과정에서 잔류농약 때문에 가끔 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국에서는 사용 가능한 농약 종류가 140∼150가지로 등록되어 

있지만, 만에는 80가지 정도만 등록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허용하는 농약

들을 제한없이 살포하여 만 시장진입의 안 성 검사과정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만에서 사용가능한 허용 농약 종류가 더 

많아져야 할 것이며 이는 정부 차원에서 의,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 시장의 경우 수입회사들은 배 쿼터 물량이 늘어나기를 원하지 않

는 실정이므로 제한된 수출물량 수 에서 수출액을 늘리기 해서는 품질 

제고와 수취가격 제고 략이 필요하며, 수출업체들끼리의 공동 노력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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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다. 만약 특정 수출업체에서 조각과실(freshcut)용으로 가격 배를 출

하할 경우 수출 가능물량을 그만큼 축소하게 되므로 수출액 감소와 고품질 

배 수출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2.2. 수출시장 유통망 연계 및 구축

  지 형 매 , 백화 과 연계한 유통망 개척을 해 유통망 진입조건 

과 거래 요건 악이 선결되어야 한다. 한 주요 수출시장  수출성장 

가능성이 큰 국가 심으로 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법인

이 설립되면 농산물 부류별 공동설립으로 규모의 경제 성과를 달성하는 효

과가 있으며 유통경로, 유통망 진출여건, 소비자 구입행태, 선호도 등의 

지 시장 정보 수집, 분석이 가능하다. 

2.3. 시장별 특성 분석 및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

  수출선도조직의 수출시장 마  활동은 차 신규 바이어 발굴 확  

등 보다 구체 인 마  활동의 성과와 실 을 보이고 있어서 마  활

동이 개선되고 있으며, 규격품 리 실태는 체로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수출선도조직들의 공동 랜드  포장상자 이용이 조하므로 수출농산물 

공동 랜드인 ‘Whimori’ 랜드 사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하다. 수출업체  수출선도조직들이 ‘Whimori’ 랜드를 극 으로 사

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수입국 시장에서 기존의 수출 랜드가 정착되었

거나 자체 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입업체들의 요구가 거래조건에 포

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 수출농산물 공동 랜드인 

‘Whimori’ 랜드의 운 리 시스템에 한 객 인 성과 분석  평가, 

‘Whimori’ 랜드의 운 방향 설정, 사업 성격과 지원 내용 등에 한 유

사한 수출선도조직과의 사업 조정 등으로 국가지원사업이 효율 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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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면서 수출시장에서 국가 공동 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

  수출국 유통업체, 소비자에 한 한국산 농산물의 인지도,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략  활동을 지속 으로 투입해야 한다. 만 시장의 경우 사과

는 수출성과가 계속 개선될 것으로 보이므로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기 

한 노력을 투입할 경우 성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만 시장의 경우 소비자들은 과실을 구입할 때 ‘맛’이나 ‘가격’보다는 

‘모양, 색깔’을 최우선 으로 고려하고 있다. 과실의 ‘맛’이 ‘모양이나 색

택’보다 덜 요한 속성이라기보다는 과실 구입과정에서 직  쪼개어 시식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 ‘모양이나 색깔’로 ‘맛’을 단하여  구입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과나 배를 수출할 때 당도 등 ‘맛’을 향상시키는 

것도 요하지만 ‘모양’이나 ‘색깔’을 엄격하게 리하는 것도 요하다.

  한국산 과실 구입경험이 고 인지도가 낮으므로 한국산 과실 기회

가 더 많아지도록 국내산 사과, 배의   홍보 활동을 주기 , 지속

으로 수행해야 한다. 한국산 과실 구입 후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이유는 ‘당도·맛이 낮음’ 때문이므로 ‘당도  맛’을 리할 필요성이 크

다. 한국산 사과, 배 수출의 랜드 단일화와 품질 리가 엄격히 수행된 

랜드 과실을 지속  공 함으로써 국내산 과실 랜드의 인지도와 충성도

를 제고시켜야 한다.

  만 시장의 경우 상품공  략은 단순히 당도 증진뿐만 아니라 사과와 

배의 고유 식미감을 살릴 수 있는 품질 생산과 유통 개선에 한 노력이 필요

하다. 상품을 구성하는 속성들의 조합별로 사과와 배 모두 ‘단맛, 조  부드

럽고 과즙이 많음, 과, 1〜4개 포장단 ’ 상품이 가장 높은 시장 유율을 

보일 것으로 측된다. 만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속성의 조합을 갖춘 상품을 

공 함으로써 한국산 사과, 배 포장 상품에 한 선호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최근 동남아시아 권역 등에서 한류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으므로 한국의 이미

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장진출 략이 필요하다. 를 들어 만시장에서 

한국산 배를 매하는 유통업체에게 인삼차를 배포 하면서 한국산 상품의 인

지도를 확 시켰는데 장  등 한국의 농산물과 음식이 드러나는 드라마를 

CD로 제작·배포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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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만 소비자의  과 실  구 입행 태  선 호 속 성 조사 표 ( 번역 본)

 소비자의 과실 구입행태  상품 선호속성에 한 조사내용입니다. 조 부탁드

립니다. 

 조사자 : 이름                    화(HP)  

Ⅰ. 과실(사과, 배) 품질 선호도 

1. 과실의 어떤 맛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해당 번호에 (√)표시를 해주세요.

사과

(당도)

① 아주 단맛

  (14°Bx 이상)

② 조  단맛

  (12~14°Bx)

③ 단맛

(당도 10~12°Bx)

배(신고)

(당도)

① 아주 단맛

  (13°Bx 이상)

② 조  단맛

 (11~12°Bx)

③ 단맛

(당도 10∼11°Bx)

2. 과실의 식미감  과즙에 있어서 어떤 품질을 좋아하십니까? 

사과
① 조  단단하고 과즙이 은 

품질

② 조  부드럽고 과즙이 많은 

품질

배
① 조  단단하고 과즙이 은 

품질

② 조  부드럽고 과즙이 많은 

품질

3. 과실의 크기  량은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사과는 후지품종 기 , 배는 아시아품종 신고배 기 임)

사과

(1개당 무게)

① 소과(후지)

(20개이상/5kg)

(개당 215∼250g)

② 과

(15개/5kg)

(개당 250∼300g 이하)

③ 과 

(13개이상/5kg) 

(300∼375g 이상)

배

(1개당 무게)

① 소과 

(11∼12개입/5kg)

(개당 430g 이하)

② 과

(9∼10개입/5kg)

(개당 520g 내외)

③ 과 

(6∼8개입/5kg) 

(710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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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소비용으로 과실을 구입할 때 포장 단 당 몇 개씩 포장되어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후지사과, 신고배 과 크기 기 )

사과 ① 1∼4개 ② 5∼10개 ③ 10개 이상

배 ① 1∼4개 ② 5∼10개 ③ 10개 이상

아래 제시된 사과의 상품 종류들 에서 가장 선호하는 순서 로 (1 , 2 , 3

) 순 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문5-1. 다음 3개의 사과 상품 종류 에서 선호하는 순 를 순서를 각각 

기입해주십시오. 가장 선호하는 상품은 1 , 가장 선호하지 않는 상

품은 3 입니다. 

상품 

종류

상품 구성 요인 

선호순
맛 식미감  과즙 크기  량 포장단

1유형

아주 단맛

(당도 14°Bx 

이상)

조  단단하고

과즙이 음

과

( 량 

300～375g 

이상)

1∼4개 (     )

2유형 

아주 단맛

(당도 14°Bx 

이상)

조  부드럽고

과즙이 많음

과

(300～375g 

이상)

1∼4개 (     )

3유형

조  단맛

(당도 

12～14°Bx)

조  단단하고

과즙이 음

과

(300～375g 

이상)

1∼4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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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2. 사과의 품질이 맛, 육질, 량, 포장단 에서 다양할 때 다음 9가지 

상품 종류 에서 가장 선호하는 순서를 1번부터 9번까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선호하는 상품의 선호순 는 1번, 가장 좋아

하지 않는 상품 순 는 9번입니다. 

상품 

종류

상품 구성 요인 
선호순

맛 식미감  과즙 크기  량 포장단

1유형
단맛

(10～12°Bx)

조  부드럽고

과즙이 많음

과

(300～375g 

이상)

1～4개 (       )

2유형
아주 단맛

(14°Bx이상)

조  단단하고

과즙이 음

과

(300～375g 

이상)

10개 이상 (       )

3유형
단맛

(10～12°Bx)

조  단단하고

과즙이 많음

소과

(215～250g 

이하)

5～10개 (       )

4유형
조  단맛

(12～14°Bx)

조  단단하고

과즙이 많음

과

(300～375g 

이상)

5～10개 (       )

5유형
단맛

(10～12°Bx)

조  단단하고

과즙이 음

과

(250～300g 

사이)

10개 이상 (       )

6유형
아주 단맛

(14°Bx이상)

조  단단하고

과즙이 음

소과

(215～250g 

이하)

1～4개 (       )

7유형
조  단맛

(12～14°Bx)

조  단단하고

과즙이 음

과

(250～300g 

이하)

1～4개 (       )

8유형
아주 단맛

(14°Bx이상)

조  부드럽고

과즙이 많음

과

(250～300g 

사이)

5～10개 (       )

9유형
조  단맛

(12～14°Bx)

조  부드럽고

과즙이 많음

소과

(215～250g 

이하)

10개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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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제시된 한국산 배의 상품 종류들 에서 가장 선호하는 순서 로 

(1 , 2 , 3 ) 순 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문6-1. 다음 3개의 한국산 배 상품 종류 에서 선호하는 순 를 순서 로 

(1 , 2 , 3 ) 각각 기입해주십시오. 가장 선호하는 상품은 1 , 

가장 선호하지 않는 상품은 3 입니다. 

상품 

종류

상품 구성 요인 

선호순
맛 식미감  과즙 크기  량 포장단

1유형
아주 단맛

(13°Bx 이상)

조  단단하고

과즙이 음

과

(710g 이상)
1～4개 (       )

2유형
아주 단맛

(13°Bx 이상)

조  부드럽고

과즙이 많음

과

(710g 이상)
1～4개 (       )

3유형

조  단맛

(11～12°Bx 

사이)

조  단단하고

과즙이 음

과

(710g 이상)
1～4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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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2. 한국산 배 품질이 맛, 육질, 량, 포장단 에서 다양할 때 다음 9가

지 상품 종류 에서 가장 선호하는 순서를 1번부터 9번까지 기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선호하는 상품의 선호순 는 1번, 가장 

좋아하지 않는 상품순 는 9번입니다.

상품 

종류

상품 구성 요인 
선호순

맛 식미감  과즙 크기  량 포장단

1유형
단맛

(10～11°Bx)
조  부드럽고
과즙이 많음

과
(710g 이상)

1～4개 (       )

2유형
아주 단맛
(13°Bx이상)

조  단단하고
과즙이 음

과
(710g 이상)

10개 이상 (       )

3유형
단맛

(10～11°Bx)
조  단단하고
과즙이 많음

소과
(430g 이하)

5～10개 (       )

4유형
조  단맛
(11～12°Bx)

조  단단하고
과즙이 많음

과
(710g 이상)

5～10개 (       )

5유형
단맛

(10～11°Bx)
조  단단하고
과즙이 음

과
(520g 내외)

10개 이상 (       )

6유형
아주 단맛
(13°Bx이상)

조  단단하고
과즙이 음

소과
(430g 이하)

1～4개 (       )

7유형
조  단맛
(11～12°Bx)

조  단단하고
과즙이 음

과
(520g 내외)

1～4개 (       )

8유형
아주 단맛
(13°Bx이상)

조  부드럽고
과즙이 많음

과
(520g 내외)

5～10개 (       )

9유형
조  단맛
(11～12°Bx)

조  부드럽고
과즙이 많음

소과
(430g 이하)

10개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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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실 구입 행태

7. 과실을 구입할 때 가장 우선 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① 맛 ② 모양·색깔 ③ 크기· 량  ④ 식미감 ⑤ 포장단  

  ⑥ 가격 ⑦ 생산국가 

8. 사과와 배를 가정소비용, 선물소비용으로 구입할 때 어느 국가산을 가

장 좋아하십니까? 

사과
가정용 일본산 한국산  칠 미국산 잘모름

선물용 ① ② ③ ④ ⑤

배 
가정용 ① ② ③ ④ ⑤

선물용 ① ② ③ ④ ⑤

9. 만에 한국산 사과, 배가 수입되어 매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다 조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잘 모른다
 

모른다

사과 ① ② ③ ④ ⑤

배 ① ② ③ ④ ⑤

10. 한국산 사과, 배를 구입한 경험이 있습니까?

구입한 이 있다 구입한 이 없다 모르겠다

사과 ① ② ③

배 ① ② ③

11. 한국산 사과, 배를 구입하 다면 가장 요한 이유는?

맛이 좋음
맛 비 가격이 

렴함

품질을 

믿을 수 있음

호기심에 

구입함

사과 ① ② ③ ④

배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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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산 사과, 배에 해 알고 있는 랜드를 아는 로 어주세요

사과 ① ② ③ ④

배 ① ② ③ ④

13. 올해(2010년 1월 1일 이후 재까지) 한국산 사과, 배를 몇 번이나 구

입했습니까? 구입 후 품질에 문제가 생긴 은 몇 번입니까? (품질문

제 : 당도, 속 썩음, 무 익음, 물러터짐 등) 

구입횟수 문제발생 횟수

사과 총      회 총       회

배 총      회 총       회

14. 한국산 사과와 배를 구입하고 문제가 발생한 이 있다면 무엇이었습

니까?

당도·맛

(맛이 

없음)

모양·색택
과심속이

썩음

과숙되어 

육질이 

무름

압상되어 

러짐

사과 ① ② ③ ④ ⑤

배 ① ② ③ ④ ⑤

15. 2010년도  언제 가장 마지막으로 한국산 사과, 배를 구입했습니까?

사과 ① 2월 이   ② 2월  ③ 3월  ④ 4월  ⑤ 6월 이후

 배 ① 2월 이   ② 2월  ③ 3월  ④ 4월  ⑤ 6월 이후

16. 향후에 한국산 과실을 구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사과 ①  ② 아니오 

 배 ①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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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한국산 사과, 배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면 가장 요한 이유는?

맛이 좋음
맛 비

가격이 렴함

모양이나 

색깔이 좋음

품질을 

믿을 수 있음

사과 ① ② ③ ④

배 ① ② ③ ④

Ⅲ. 응답자 특성

18. 응답자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19. 응답자 나이는? 

 ① 20  ② 30   ③ 40  ④ 50  ⑤ 60  이상 

20. 가족수는? 

  ① 1인 ② 2인 ③ 3~4인 ④ 5인 이상

21. 조사 상 가구의 연간수입은(TWD)?

 ① 250,000TWD 이하             ② 250,000~500,000TWD  

 ③ 500,000~1,000,000 TWD        ④ 1,000,000~2,000,000 TWD  

 ⑤ 2,000,000TWD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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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 국 산 사 과 ․배 ․복숭아  생 과 실  만 수출검역 요건26

1.  과 수원  요건

 ○ 만 수출용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복숭아(Prunus 

persica) 재배농가는 해당 과수원에서 재배기간  복숭아심식나방

(Carposina sasakii = C. niponensis)에 하여 방제를 철 하게 실시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할 지역 내에 있는 만 수출용 사과, 배  복숭아 

재배농가가 농 진흥청에서 작성한 병해충 방제력에 따라 지역 실정

에 맞게 방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국립식물검역원(이하 “식물

검역원”이라 한다)은 한국을 방문하는 BAPHIQ( 만동식물방역검역

국) 식물방역 에게 이 병해충 방제력을 제공함.

 ○ 만 수출용 배는 복숭아심식나방에 감염되지 않도록 과실의 직경이 

2.5cm 이하일 때부터 지를 워 재배되어야 함.

 ○ 식물검역원  BAPHIQ 식물방역 은 만 수출 과수원에서 수행하

고 있는 지 우기 재배, 찰  방제, 찰과 방제사항 기록 등 복

숭아심식나방 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함.

26 식물방역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른 한국산 사과․

배․복숭아 생과실 만 수출검역요건(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9-21호,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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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는 담 지도사를 지정하여 사과  복숭아 과수원에 

해 다음의 요령에 따라서 복숭아심식나방 찰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

치를 해야 함. 다만, 담지도사가 체 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담 지도사 책임하에 찰요원을 활용하거나 문기  용역을 

통해 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찰트랩 종류  설치

    - 트랩종류 : Z7-20-11Kt 유인제와 끈끈이 이 부착된 Delta trap 

는 Wing trap

    - 설치시기 : 5월 31일까지

    - 설치장소 : 기주 과실나무

    - 설치높이 : 지상에서 1.5m

    - 설치개소 : 과수원 면  기  매 ha당 1개소(1ha 미만인 경우에는 

1ha로 계산)

 ○ 조사기간  간격

    - 조사기간 : 6월 상순부터 10월 하순까지

    - 조사간격 : 조사기간  2주 간격

    - 조사방법 : 찰트랩에 부착된 복숭아심식나방 개체 수 조사

 ○ 유인제  끈끈이  교체

    - 유인제 : 2개월 단

    - 끈끈이  : 2주 간격

 ○ 담 지도사는 찰사항을 찰트랩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

리하고, 찰결과를 매 익월 5일까지 할 식물검역원 지원 는 사무

소(이하 “지원 는 사무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함. 한 찰결과 

1개 트랩에서 복숭아심식나방이 3마리 이상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해

당농가에 찰결과와 방제방법을 통보하고, 인근 수출농가에도 방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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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실시하여야 함.

 ○ 수출농가는 복숭아심식나방 방제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리하여야 하고, 담 지도사는 농가의 방제기록부를 수시 확인하는 등 

기록 장을 리하여야 함.

 ○ 수출농가와 담 지도사는 복숭아심식나방 찰  방제기록부 사본

을 수출 선과장에 제공하여 BAPHIQ 식물방역 의 한국 방문 시 확

인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과  복숭아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수출농가를 등록하고 선과장에

서 한국을 방문하는 BAPHIQ 식물방역 에게 제공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수출농가 등록  수출 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해 재배농가 표, 수출업체, 선과장 표  지원 는 사무소 

계자 등으로 수출 의체를 구성․운 하여야 함.

    - 선과장의 소유자 는 리인은 수출 희망농가를 조사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재배농가의 행정 할 지방자치단

체에 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선과장에서 제출한 수출 희망농가에 해 수출 의

체 의를 거쳐 수출농가로 확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출

농가 등록 장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선과장과 지원 는 

사무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함.

    - 선과장과 지원 는 사무소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수출

농가 등록 장을 선과장별로 통합하여 리함.

 ○ 배 선과장의 소유자 는 리인은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4호 서

식에 따라 배 생과실 수출농가 등록 장을 작성하여 선과장을 할하

고 있는 지원 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BAPHIQ 식물방역 에게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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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 배 지 검사

 ○ 선과장 소유자 는 리인은 수출업체  수출농가와 의하여 사과

는 수확 15일 , 복숭아는 수확 10일 에 할 지원 는 사무소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재배지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재배지검사신청을 수한 지원 는 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하

여 농가별 재배지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식물방역 은 담 지도사 입

회하에 과실 수확 까지 재배지검사를 완료해야 함. 지원 는 사무소

는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 으로 하여  재배지검사를 실시하

게 할 수 있음.

 ○ 재배지검사는 과수원별로 엑스(X)자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다음의 요

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 표본추출 방법 : 과수원 면  기

    - 1ha 이하 : 10주, 주당 20과(무작 ), 총 200개 과실

    - 1ha 과 1.5ha 이하 : 15주, 주당 20과, 총 300개 과실

    - 1.5ha 과 2ha 이하 : 20주, 주당 20과, 총 400개 과실

    - 2ha 과 시 매 0.5ha마다 5주, 100개의 과실을 추가

    - 표본으로 추출된 과실에 해 복숭아심식나방 감염여부를 육안 는 

개하여 검사해야함.

    - 해충 발견 시 장에서 분류 동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험실 정 검

사를 실시해야 함.

 ○ 재배지검사 과정에서 찰트랩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찰  방제

기록이 없는 과수원은 불합격 처리하고 재배지검사를 단함.

 ○ 재배지검사 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 리하고, 복숭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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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나방이 발견되었거나 “라”항에 해당하는 과수원은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연도에는 만 수출 상에서 제외

시킴.

3.  선 과 장 요건

가. 선과장 승인

 ○ 만 수출용 생과실을 선별․포장하고자 하는 선과장의 소유자 는 

리인은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만 수출 선과

장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선과장을 할 는 지원하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 단, 제출기한 이후 시설이 보완되거나 신축된 선과장

은 추가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식물검역원 지원장 는 사무소장(이하 “지원장 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만 수출 선과장 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선과장이 제1

조 사항․아항과 제3조 나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해 

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원장 는 사무소장은 지조사 결과 선과장 요건에 합하다고 

단되는 경우 별표 1을 참고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만 수출 선

과장 등록 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만 수출 선과장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단, 동일 선과장인 경우에는 매년 

선과장 코드번호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미 부여된 선과장 코드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나. 선과장 구비요건

 ○ 모든 과실은 수확시 부터 선과기간 동안 온 장창고나 폐된 

장창고에 보 하여 복숭아심식나방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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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10월 에 선과작업을 하는 선과장에는 방충시설(선과장의 

창문  환기구에는 직경 1.6mm 이하의 망, 출입구에는 에어커튼, 고

무커튼 등)이 설치되어야 함.

 ○ 선과장에는 병해충 감염과실 선별을 한 검사 , 병해충 제거장치  

집진시설, 조명시설 등 생과실 선별시설과 식물방역  용검사 가 

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함.

 ○ 각 선과장은 식물검역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선과 문가 1명 이상을 선과과정에 배치하여 복숭아심식나방 감염

의가 있는 과실을 선별하여야 함. 지원 는 사무소는 각 선과장의 선

과 담당자에 하여 선과요령 등을 교육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

라 선과 문가교육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음.

 ○ 각 선과장은 선과장 내부에 최소 2개의 비(非)페로몬 트랩(황색 는 

청색 끈끈이 등)을 설치하고 선과기간 에는 매일 복숭아심식나방 발

생유무를 조사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 하여야 하며, 

복숭아심식나방 발견 시 식물검역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식물검역원은 선과장 내 비(非)페로몬 트랩에서 복숭아심식나방이 검출

된 사실을 선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원인이 밝 지고 시정조

치가 취해질 때까지 선과작업을 단시키고 이를 BAPHIQ에 통보하여

야 함.

다. 선과장 승인취소

 ○ 만 수출 선과장으로 승인된 선과장이 다음 각 호의 각각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장 는 사무소장은 선과장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선과장이 제3조 나항의 요건에 미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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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선과장 소유자 는 리인이 부정․불법수출에 련된 경우

    - 선과장이 부정․불법수출에 이용된 경우

    - 선과 문가가 수출용 생과실을 선과하지 않는 사실이 식물방역 에

게 2회 이상 발된 경우

    - 수출용 과실 선과기간  선과장 내 해충발생 등 청결상태가 유지되

지 못하여 식물방역 에게 2회 이상 발된 경우

라. 선과 차

 ○ 만 수출용 과실을 온 장창고나 폐된 장창고에 보 하는 때

에는 내수용 는 다른 국가 수출용 과실과 완 하게 격리시켜야 함.

 ○ 선과장의 선과 문가는 만 수출용 배 생과실이 선과장에 반입되기 

에 지 운 상태를 확인하여 지가 개  는 손 는 제거된 

과실은 선과장 반입을 지토록 하고 식물방역 은 부 합한 과실이 

선과장에서 발견되면 이를 수출 상에서 제외시켜야 함.

 ○ 선과장은 매일 선과  포장작업이 시작되기 후에 청결상태가 유지

되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 5월부터 10월까지 만 수출용 생과실 선과  포장작업은 내수용 

는 만 이외의 국가 수출용 과실과 동시에 실시되지 않아야 하며, 일

몰 후에는 선과, 포장작업  컨테이  재작업 등 선과 련 작업이 

단되어야 함.

 ○ 식물방역 은 선과  포장과정을 감독하여야 함.

 ○ 선과장은 선별된 과실을 별도의 용기에 수거하여 매일 폐기․소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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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과장은 지원 는 사무소에 선과 1일 까지 선과계획(품목  품

종, 선과기간, 선과 상량, 수출량, 수출회사 등)을 제출하고, 매일 선

과가 끝난 직후에는 당일 선과실 을 통보하여야 함.

마. 서류 보

 ○ 선과장은 다음의 과수원 찰, 방제  재배지검사 기록을 보 하여야 

하며, BAPHIQ 식물방역 의 지조사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함.

    - 담 지도사의 사과  복숭아 과수원 찰 기록부 사본

    - 수출농가별 복숭아심식나방 방제 기록부 사본

    - 재배지검사 결과 통보서

바. 포장재 요건

 ○ 수출용 포장상자에는 과실명, 선과장 이름 는 선과장 코드번호와 

“ 만 수출용(To Taiwan)”이라고 표기되어야 한다. 시는 다음과 같음.

To Taiwan To Taiwan

 Name of Fruit  Name of Fruit

 Code No. of

 Packing House 는

 Name of

 Packing House

 ○ 포장상자에 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1.6mm 이하의 망으로 차단하

거나 폐된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수송되어야 함.

사. 선과장 요건 

 ○ 과실 상자는 야 되지 않아야 하며 과실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됨.

 ○ 과실 상자를 온 장창고 는 폐된 장창고까지 운송하는 때에는 

1.6mm 이하의 방충망 는 천막 는 비닐 등으로 완 히 덮어야 함.



부 록 155

 ○ 검사가 완료된 과실이 온 장창고 는 폐된 장창고에 보 되

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않은 과실과 함께 보 되지 않아야 함.

4.  만 식 물방역 의  지 검사  요건

 ○ 식물검역원은 매년 사과, 배, 복숭아 과수원의 병해충 찰  방제, 

선과장 그리고 수출검사 확인을 한 만 식물방역 의 견을 

한 시기에 BAPHIQ에 요청하여야 함.

 ○ 식물검역원의 청 서신에는 제3조 가항의 선과장 목록이 포함되어야 

함. 한 수출 시즌  신규로 등록된 선과장이 있는 경우 식물검역원

은 추가된 선과장 목록을 지체 없이 BAPHIQ에 제공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함.

 ○ 만 식물방역 의 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한국 측이 부담함.

5.  수출검사

 ○ 만 수출용 생과실 수출검사는 제4조에 의한 BAPHIQ 식물방역 의 

지조사 청 서신 발송 후 개시함.

 ○ 식물방역 은 선과과정  복숭아심식나방 등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

을 철 하게 선별하여 매일 폐기하도록 선과장을 감독하여야 함.

 ○ 식물방역 은 포장이 완료된 검사단 (Lot)에서 2% 이상의 상자를 임

의로 추출하여 상자 내 모든 과실에 해 검사를 실시해야함. 검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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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필요시 증가될 수 있음.

 ○ 식물방역 은 수출검사  살아 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 

해당 검사신청 건을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 과실이 발견된 과수원에

서 해당 연도에 생산된 과실은 만 수출을 지시켜야 함. 다만, 복

숭아심식나방 이외의 살아 있는 나비목 유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검사신청 건에 해서만 불합격 처리함.

 ○ 식물검역원은 수출검사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때까지 

해당 선과장에서 포장된 과실의 만 수출을 단시켜야 하며 이 상

황을 BAPHIQ에 통보하여야 함.

 ○ 식물방역 은 수출검사에 합격한 과실에 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수출 식물 

검역증명서를 발 하여야 함.

 ○ 검사합격 후 14일 이내에 수출되지 않은 화물의 경우에는 식물방역

의 재검사를 받은 후 수출 식물 검역증명서를 다시 발 받아야 수출될 

수 있음.

6.  수송  안  요건

 ○ 화물이 제3국이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BAPHIQ에서 규정한 

“식물 는 식물성 산물을 검역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

가나 지역에서 환 하기 한 요건”이 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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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만의  수입검사

 ○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에 한 만의 수입검사 차, 방법 

 검사수량은 “ 만 식물보호  검역법”  련 규정에 따름.

 ○ 식물검역원의 식물방역 이 발 한 수출 식물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증명서에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포장상자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화물은 만으로 수입될 수 없음.

 ○ 수입검사에서 살아 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화물은 반송 는 

폐기 처리됨.

 ○ BAPHIQ는 수입검사 과정에서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식

물검역원에 즉시 통보함. 통보 시에는 살아 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

견된 포장상자에 한 모든 정보  해당 화물에 해 발 된 수출 식

물 검역증명서의 사본, 해충 사진  감정보고서 등 련 자료가 포함

되어야 함.

8.  수출 단   재 개

 ○ 식물검역원은 만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살아 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되었다는 통지를 BAPHIQ로부터 과실이 생산된 해당 연도 7월부

터 다음 해 6월 에 1회 받으면 지체 없이 동일 과종의 수출검사를 

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단 조치일 이 에 수출 식물 검역증명서가 발 된 경우에는 단 조

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 되면 만으로 수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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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물검역원은 수출 단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원인에 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한 후 BAPHIQ에 조사결과를 통보하

여야 함.

 ○ 식물검역원은 조사결과 수출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 진 경우 BAPHIQ에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BAPHIQ는 시스템 개선조치 사항을 확인하기 하여 식물방역

을 한국에 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함.

 ○ 수출 단 조치는 식물검역원 통보 내용에 하여 BAPHIQ의 검토와 

동의 는 이와 함께 BAPHIQ 식물방역 이 한국측에서 요건 미이행

을 시정하기 하여 취해진 조치에 한 지 확인을 통하여 검토와 

동의를 한 후에 해제됨.

 ○ 식물검역원은 살아 있는 복숭아심식나방 발견 통지를 과실이 생산된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 에 2회 받은 경우에는 복숭아심식나

방의 모든 기주 생과실에 하여 수출검사를 지체 없이 단하도록 

조치하고 제8조 가항 내지 제8조 마항을 이행하여야 함.

9 .  만 잔류 농약안 허용 기 27

 ○ 제1조

    - 동 기분은 식품 생 리법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함. 

 ○ 제2조

    - 동 기 에서 언 된 잔류농약안 허용량과 실제 조사된 농약 잔류량 

27
 Standards for Pesticide Residue Limits in Foods, Food No. 0980403407, 20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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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는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생산물의 량을 근거로 산출하 음.

    - 농약 잔류량 조사는 농약성분 자체와 그 사물질을 포함해야 함.

 ○ 제3조

    - 축산물, 가 류, 수산물을 제외한 식품에서의 농약 잔류는 부록

(Appendix) Table 1에 규정된 것과 같이 식품별 잔류농약안 허용

량 기 을 충족하여야 함. 

    - 부록 1에 등재되지 않은 농약은 그 수입허용치(import tolerance)가 

개발된 것을 제외하고 검출되어서는 안 됨.

 ○ 제4조

    - 부록 Table 2에 등재된 농약은 매우 안 하므로 잔류농약안 허용량 

결정  그 잔류물질을 반드시 조사할 필요는 없음.

 ○ 제5조

    - 다른 규정을 용하지 않는 한, 농업 련 당국이 사용을 지한 농

약의 경우 어떠한 잔류물질도 검출되어서는 안 됨. 이러한 농약명은 

부록 Table 3에 등재되어 있음.

 ○ 제6조

    - 식품별 잔류농약안 허용량 기 으로 언 된 작물의 분류는 부록 

Table 4에 등재되어 있음.

 ○ 제7조

    - 동 기 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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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품목명

수입 세율
(%)

증치
세율
(%)

단
감독
조건

특혜국 기본

1211201100  
     ↓     
 1211209100 

수삼(raw ginseng)   
其他鲜人参(不论是否切割,压
碎或研磨成粉 ) 기타 신선한 
인삼(자른 것, 분쇄한 것, 
분말 등에 계없이 부)

20 50 13 kg AB

1211201210  
    ↓      
1211209900

백삼(본삼/major roots. 
white   

ginseng)其他干人参(不论是
否切割,压碎或研磨成粉)기타 
마른인삼(자른 것, 분쇄한 것, 
분말 등에 계없이 부)

20 50 13 kg ABQ

1211201220  
    ↓      
1211209900

백삼(미삼/gingseng tail. 
white   ginseng)  

其他干人参(不论是否切割,压
碎或研磨成粉 )기타 

마른인삼(자른 것, 분쇄한 것, 
분말 등에 계없이 부 )   

20 50 13 kg ABQ

1211201240  
  ↓    

1211209900

백삼(잡삼/minor root. white  
 ginseng) 

其他干人参(不论是否切割,压
碎或研磨成粉 )기타 

마른인삼(자른 것, 분쇄한 것, 
분말 등에 계없이 부 )

20 50 13 kg ABQ

1211202110  
    ↓      
1211209900

인삼분(백삼의 것)  
其他干人参(不论是否切割,压
碎或研磨成粉 )기타 

마른인삼(자른 것, 분쇄한 것, 
분말 등에 계없이 부 ) 

20 50 13 kg ABQ

1211202120  
  ↓    

1211209900

인삼타 렛, 캡슐(백삼의 것)  
其他干人参(不论是否切割,压
碎或研磨成粉 )기타 

마른인삼(자른 것, 분쇄한 것, 
분말 등에 계없이 부 )

20 50 13 kg ABQ

부록 3 

국 의  인삼  수입품 목 유형별 ( H S  code)  수입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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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02190  
  ↓     

1211209900

인삼분말(인삼분, 타 렛, 
캡슐 이외 기타/백삼의 것) 
其他干人参(不论是否切割,压
碎或研磨成粉 )기타 

마른인삼(자른 것, 분쇄한 것, 
분말 등에 계없이 부 )

20 50 13 kg ABQ

1302191110  
    ↓      
1302199099 

인삼엑스  
其他植物液汁及浸膏 기타 
식물액즙  엑스트랙트

20 80 17 kg AB

1302191120  
    ↓      
1302199099

인삼엑스분 
其他植物液汁及浸膏 기타 
식물액즙  엑스트랙트

20 80 17 kg AB

1302191190  
    ↓      
1302199099 

인삼액즙, 인삼엑스(인삼정, 
인삼정분 이외 기타/ 백삼의 
것)  其他植物液汁及浸膏  
기타 식물액즙  엑스트랙트  

20 80 17 kg AB

2106903011  
    ↓      
2106909090 

인삼차    
其他编号未列名的食品  기타 
코드가 배열되지 않은 식품

20 90 17 kg AB

2106903019  
    ↓      
2106909090 

백삼조제품(인삼차 이외 
기타)  其他编号未列名的食品  
기타 코드가 배열되지 않은 

식품    

20 90 17 kg AB

1211201310  
    ↓      
1211209900 

홍삼(본삼/major root. red   
gingseng)  

其他干人参(不论是否切割,压
碎或研磨成粉 )기타 

마른인삼(자른 것, 분쇄한 것, 
분말 등에 계없이 부 )   

20 50 13 kg ABQ

1211201320  
    ↓      
1211209900 

홍삼(미삼/gingseng tail. red  
 gingseng)  

其他干人参(不论是否切割,压
碎或研磨成粉 )기타 

마른인삼(자른 것, 분쇄한 것, 
분말 등에 계없이 부 )   

20 50 13 kg ABQ

1211201330  
    ↓      
1211209900

홍삼(잡삼/minor root. red   
gingseng)   

其他干人参(不论是否切割,压
碎或研磨成粉 )기타 

마른인삼(자른 것, 분쇄한 것, 
분말 등에 계없이 부 )   

20 50 13 kg A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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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02210  
    ↓      
1211209900

홍삼분  
其他干人参(不论是否切割,压
碎或研磨成粉 )기타 

마른인삼(자른 것, 분쇄한 것, 
분말 등에 계없이 부 )   

20 50 13 kg ABQ

1211202220  
   ↓    

1211209900

홍삼타 렛, 캡슐   
其他干人参(不论是否切割,压

碎或研磨成粉)기타 
마른인삼(자른 것, 분쇄한 것, 
분말 등에 계없이 부 ) 

20 50 13 kg ABQ

1211202290  
  ↓    

1211209900

홍삼분말(홍삼분, 타 렛, 
캡슐 이외 기타)  

其他干人参(不论是否切割,压
碎或研磨成粉)기타 

마른인삼(자른 것, 분쇄한 것, 
분말 등에 계없이 부 )   

20 50 13 kg ABQ

1302191210  
    ↓      
1302199099

인삼류(홍삼엑스)    
其他植物液汁及浸膏  기타 
식물액즙  엑스트랙트      

20 80 17 kg AB

1302191220  
     ↓     
 1302199099

인삼류(홍삼엑스분)  
其他植物液汁及浸膏  기타 
식물액즙  엑스트랙트      

20 80 17 kg AB

1302191290  
    ↓      
1302199099

홍삼액즙,홍삼엑스(홍삼정,홍
삼정분 이외 기타)    

其他植物液汁及浸膏  기타 
식물액즙  엑스트랙트 

20 80 17 kg AB

2106903021  
    ↓      
2106909090

홍삼차    
其他编号未列名的食品  기타 
코드가 배열되지 않은 식품   

20 90 17 kg AB

2106903029  
    ↓      
2106909090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기타)    

其他编号未列名的食品  기타 
코드가 배열되지 않은 식품   

20 90 17 kg AB

1211209100  
    ↓      
1211209100 

인삼잎  기      
其他鲜人参(不论是否切割,压
碎或研磨成粉)  기타 신선한 

인삼(자른 것, 
분쇄한 것, 분말 등에 

계없이 부)           

20 50 13 kg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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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09900  
    ↓      
1211209100 

인삼(인삼근, 분말, 잎, 기, 
종자 이외 기타)   

其他鲜人参(不论是否切割,压
碎或研磨成粉) 기타 신선한 
인삼(자른 것, 분쇄한 것, 
분말 등에 계없이 부) 

20 50 13 kg AB

1302191900  
    ↓      
1302199099

인삼의 액즙과 엑스(백삼, 
홍삼의 것 이외 기타)    

其他植物液汁及浸膏  기타 
식물액즙  엑스트랙트      

20 80 17 kg AB

2202901000  
    ↓      
2202900099 

인삼음료      
其他包装无酒精饮料 기타 
포장한 無주정 음료

35 100 17 kg AB

3301904510  
    ↓      
3301901090 

추출올 오 진(백삼)     
其他提取的油树脂  기타 
추출한 올 오 진

20 80 17 kg 무

3301904520  
    ↓      
3301901090

추출올 오 진(홍삼)     
其他提取的油树脂  기타 
추출한 올 오 진

20 80 17 kg 무

3301904530  
    ↓      
3301901090

추출올 오 진(기타인삼)    
 其他提取的油树脂   기타 
추출한 올 오 진     

20 80 17 kg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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