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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WTO 체제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 다. 

2007년 기  농산물 수입량은 2,600만 톤, 수입액은 101억 달러로 늘어났

다. 농산물 에서도 과일과 채소와 같은 청과물에 한 수입은 특히 빠르

게 증가하 는데, 1995년 이후 청과물 수입량은 4배, 수입액은 3배 이상 

수 으로 늘어났다.

  청과물 수입이 증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증하는 수입 청과물은 어떤 품목이고 상품 형태는 어떤 것이며 우리 청과

물과는 어떻게 경합되는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수입 청과물의 가신고

나 미신고, 그리고 원산지표시 반 등 불법  거래 사례가 언론 등에서 

거론되기도 한다. 수입 농산물의 안 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수입 청과물에 한 의문과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수입 청과

물이 구에 의해 수입․유통되고 어떻게 유통되는지 악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증하는 수입 청과물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체계를 밝히기 

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청과물 수입 증가의 특징과 요인, 수입 청과물

의 유통 특성과 문제 , 그리고 수입 청과물 유통 련 제도의 운용 실태와 

문제 을 악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 다. 

  아무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수입 청과물의 유통 체계를 이해하고 개선 

과제를 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견해를 제시하는 등 극 조해 주신 문가들께 감사

드리며, 면담 조사에 성실히 응해주신 수입업체, 도매인 등 유통 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2008. 11.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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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증하는 수입 청과물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체계를 밝히기 

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WTO 출범에 따른 수입 개방이후 청과물 수

입 증가의 특징과 요인, 수입 청과물의 유통 특성과 문제 , 그리고 수입 

청과물의 유통 련 제도의 운용 실태와 문제 을 악하고자 하며, 이를 

해결하기 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청과물 수입  유통 특성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청과물 수입은 개방 기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다양한 신선 과일을 

심으로 증가하 고, 국산 냉동  가공 채소를 심으로 빠르게 증가

하 다. 과일류 수입은 단가가 높은 품목들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동일 품

목에서도 고품질 상품으로 변하는 등 고 화․다양화하고 있다. 채소류 수

입은 국으로부터의 냉동․반가공(1차 가공) 양념 채소류와 김치를 심

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일은 남반구 등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채소는 수입 기간이 늘어나며 청과물 수입이 주년화하고 있다.

  (2) 수입업체는 청과물의 수입과 국내 유통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 업체수는 과일 취 업체가 채소 취 업체에 비해 은 반면, 업체당 취

규모는 과일 취 업체가 3～5배 크다. 청과물 수입업체의 취 규모는 증

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 부분의 수입업체가 세 규모에 머물러 있

는 반면, 일부 업체들의 규모는 매우 큰 양극화된 분포를 나타낸다. 

  (3) 수입 과일류는 주로 가정에서 생과로 소비되기 때문에 유통경로가 

수입업체 - 도매시장 - 소매업체를 심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수입 채소류

는 주로 외식․ 식업소의 식재료나 가공업체의 가공용으로 사용되기 때

문에 유통경로가 도매시장뿐 아니라 재래시장, 가공공장, 납품․ 식업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수입 청과물의 30～40%가 도매시장을 경유하여 유

통되고 있다. 수입 청과물의 유통 마진은 출하 단계가 도매 단계에 비해 

체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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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입 과일을 취 하는 도매인은 다양한 종류의 수입 과일만을 

문 으로 거래하는 반면, 수입 채소 취  도매인은 한 두 가지 품목에 

해 국내산과 국내산 비수기의 수입품을 함께 취 하고 있다. 도매인이 

수입 청과물을 선호하는 요인은 렴하고 안정된 가격과 규격․가공․문

제 발생 시의 사후 처리 등 취 상의 용이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5) 형유통업체는 수입 과일의 33% 이상을 수입업체에서 매입하며, 

자체 수입 이나 계열사를 통해 해외에서 20% 가량을 직매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 채소의 30%는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

다. 재래시장에는 방앗간 등 소규모 가공시설이 있어서 이 곳에서 냉동고

추 등의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 청과물 유통상의 문제 은 수입업체의 세성과 과당 경쟁, 도매시

장의 역할 미흡, 불법  유통 등이다. 

  (1) 세청 통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업체의 사업지속기간은 평균

으로 2년 는 그 이하이며, 5년 이상 사업지속 업체수는 그 비율이 4.7%

에 불과하 다. 수입업체나 도매인 등의 수입 청과물 취  규모가 체

로 세한데다 경쟁이 심하여 과당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시장 집 도 계

수를 계측한 결과, 특히 냉동고추와 냉동마늘, 당근, 양 ,  등 채소류의 

수입업체간 경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도매시장의 수입 청과물 유통이 비효율 이다. 도매법인이 결제 기

능만을 수행한다는 비 이 있으며 일부 도매인은 불법 인 장외거래를 

하고 있다. 수입 청과물은 도매시장을 거치면서 하역비 차별 등으로 물류

비가 추가되는 문제 도 있다. 

  (3) 양념채소류는 주로 외식․ 식업소의 식재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냉동 형태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건조․분쇄 등의 재가공 과정

을 거쳐 유통되고 있다. 양념 채소류는 원산지표시가 이행되지 않는 사례

가 자주 나타난다.

  수입 청과물 련 제도는 크게 수입 리제도, 통   검역․검사 제도, 

원산지표시제도 등이 있다. 이들 제도의 운용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

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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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추, 마늘, 양 는 율 세할당(TRQ) 품목으로 국  무역에 의해 

수입이 리되고 있다. 이들 세 품목의 수입량  15～30%가 국  무역으

로 수입되며, 국  무역으로 수입된 물량은 공매, 상장, 직배(직  분배) 등

의 방법으로 매된다. 국  무역에 의한 수입 농산물은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과 다른 경우가 많아 주로 외식업소나 가공공장에서 구입하고 있다. 

양념 채소류는 냉동품 등 유사  체 가공품들의 세가 낮아 수입이 

증하고 있다. 따라서 TRQ 리에 의한 생산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 

  (2) 가신고나 수 등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류 

검사 주의 검사 과정은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리 부처가 분산되어 있

으며 상호 정보 공유가 미흡하다. 검사․검역을 한 문 인력과 첨단 장

비가 매우 부족하며 기술 수 도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검사․검역 과정

이 철 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 원산지 표시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 을 갖고 있다. 원산지 허 표

시에 한 련법간 처벌 규정이 다르며, 원산지 단속기 이 이원화되어 

있다. 재래시장이나 노 상 등 소규모 포의 반 행 가 많이 발생한다.

  수입 청과물의 유통을 개선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

야 한다. 

  (1) 통  과정의 개선을 해서는 가신고 여부를 단하기 한 통계 

모형을 개선하고 기  정보를 수집하여 축 하여야 하며, 수 방지를 

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검사․검역 과정을 개선하기 해서는 서류 검사의 비 을 낮추는 

반면 정  검사와 무작  표본검사의 비 을 높여야 한다. 사  검사를 지

원하고 문 인력과 첨단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검사․검역 담당 기 을 

일원화해야 하며, 련 법규를 국제 규격에 일치시켜 네거티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포지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수입 리 방식은 수입 청과물의 규격을 국내 규격에 하여 세분화

하고 수입권 공매 등 시장지향 인 TRQ 리방식을 단계 으로 확 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4) 수입 청과물의 유통에 있어서 수입업체의 역할이 요하다. 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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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한 신용 등 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등의 정보 체계를 도입하는 방

안을 강구해야 한다. 

  (5) 도매시장은 수입 청과물의 도매 유통과정에서 심 인 역할을 하는 

유통 기 이다. 수입 청과물에 해 안정 인 가격으로 거래하되 부 비용

을 가  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해 정가․수의매매에 의

한 자 거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6) 원산지 표시에 한 기  간 표시 처벌 규정을 통일하거나 단속 기

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재래시장 등 비제도권 시장이나 소규모 업체에 

한 원산지 표시 지도․ 리를 보다 체계 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가

공업체의 수입 청과물 취  리 기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음

식 에서의 원산지 표시 리를 단계 으로 확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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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Korean Distribution System of Imported 
Fruits and Vegetables

  This study has a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local distribution system 
of imported vegetables and fruits whose volume is increasing after the es-
tablishment of WTO.  It deals with the features and causes of the increase 
in vegetable and fruit import, the features of imported vegetable and fruit 
distribution and associated problems, and the matters for improvement to 
resolve such problems. A total of 36 importers and 47 intermediary whole-
salers were interviewed for this study. 
  The analytical results of the features of vegetable and fruit import and 
distribution are as follows:    
  (1) Fruits are mostly imported as fresh fruits. Fruits whose unit price is 
high or which have higher quality tend to be imported more frequently. In 
vegetables, frozen or half-processed (1st processing) spicy vegetables and 
Kimchi are imported from China in a significantly increasing volume.
  (2) Import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ortation and local distribution 
of vegetables and fruits. Fruit importers are smaller in terms of number 
than vegetable importers. But in terms of import volume, fruit importers 
are 3-5 times larger than vegetable importers. The  volume imported by 
fruit and vegetable importers shows the growing trend on average. 
However, most of them are small-sized except for a few. Likewise, im-
porters are polarized by scale.  
  (3) Imported fruits are consumed at most home in the form of fresh fruit 
so that they are mainly distributed through importers, wholesalers and re-
tailers in order. In the meantime, imported vegetables are used as food ma-
terials at restaurants and facilities for providing meals or for processing 
purpose by food processing companies. Therefore, the distribution routes of 
imported vegetables include wholesale markets, traditional open markets, 
processing factories, food suppliers and facilities for providing meals. 30% 



viii

to 40% of imported fruits and vegetables are distributed through wholesale 
markets. The profit margin from imported vegetables and fruits are higher 
on the release stage than on the wholesale stage in general.  
  (4) Intermediary wholesalers of imported fruits trade a variety of im-
ported fruits only for profit gaining purpose, while the intermediary whole-
salers of imported vegetables handle one or two items of local produce as 
well as imported vegetables which are not locally produced at a certain 
time. Intermediary wholesalers prefer imported vegetables and fruits be-
cause of low and stable price, specifications, processing and follow-up 
measures (after problem occurs). 
  (5) Large-scale distributors import imported fruits from importers by 
40% or above and recently they are presumed to import through their own 
importing division or an affiliate by some 20%. Quasi-wholesale markets 
and traditional open markets are presumed to account for 26% of the dis-
tribution of imported vegetables and fruits and to account for 30% of that 
of imported vegetables. Since traditional open markets have small-scale 
processing facilities such as mill, processing of frozen hot peppers, etc. is 
taking place there. 
  The problems faced when distributing imported vegetables and fruits in-
clude small and unstable importation structure, excessive competition with-
in the market, inefficient quarantine and inspection, wholesale market struc-
ture and illegal distribution.  
  (1)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Korea Customs Service's clearance 
data, the years in business of importers are 2 years or below on average 
and the importers which have been in business for 5 consecutive years or 
above account for 4.7% only. The imported vegetable and fruit volume 
handed by importers and intermediary wholesalers is small and they are in 
fierce competition. The measuring of intensity factors such as CR4 and 
HUI shows that competition is the most fierce in vegetables including fro-
zen hot pepper, frozen garlic, carrot, onion and green onion.
  (2) Many issues were raised regarding inefficiency and long time taken 
in the quarantine and inspection process of imported vegetables and fruits, 
which results in lowering product values. Inefficiency is also found in the 
distribution of imported vegetables and fruits at wholesale markets. It was 
criticized that a wholesale corporation performs the settlement func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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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 some intermediary wholesalers conduct illegal trading outside the ex-
change; and fees such as unloading fees are added at wholesale markets. 
Spicy vegetables are mainly used by restaurants and facilities for providing 
meals so that they are imported in the frozen form applied with lower tariff 
rates and distributed in Korea after reprocessing processes such as dry and 
grinding. When it comes to spicy vegetables, many cases of illegal dis-
tribution related to labeling of origin place are found. 
  (3) Spicy vegetables including hot pepper, garlic and onion are tariff rate 
quota items so that their importation is managed by the government. For 
the three items, the government's import takes up 15-30% of the total im-
port volume. They are sold in the form of public auction, listing and direct 
distribution. The agricultural products imported through the government 
trading do not meet the quality expectation of general consumers, so that 
they are mainly purchased by restaurants and processing factories. Since 
the tariff is very low to quasi and alternative processed foods, the im-
portation of spicy vegetables is dramatically increasing. This indicates the 
limit in protecting producers through TRQ management. 
  (4) The issues found related to the clearance and quarantine/inspection 
are as follows: The reporting of low prices, illegal smuggling and other il-
legal distributional cases are found. The document-based inspection process 
is less trustworthy. The departments in charge are multiple and they don't 
share information much. The importer management system is not existent. 
The registration-based importing system can accelerate the pop-up of 
small-scale importers. The lack of professional staff and high-tack gears for 
inspection and quarantine and the low technical standards puts a block to 
the thorough inspection and quarantine process. 
  (5) The country of origin labeling has several issues as follows: The 
false labeling of country of origin is differently punished by diverse related 
laws and controlled by two organizations. When it comes to traditional 
markets and small-scale stores such as street vendors, malpractice related 
to country of origin labeling is difficult to be regulated. The reporting of 
false country of origin is still insufficient.  
  To improve distribution of imported vegetables and fruits, the following 
issues should be addressed:  
  (1) To improve the customs clearance process, it is necessary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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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istical model that detects reporting of low prices and to collect basic 
information. The monitoring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to prevent ille-
gal smuggling. 
  (2) To enhance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process, paper examination 
should take place less but instead in-depth examination and random sam-
pling-based examination should take place more. It is necessary to desig-
nate one organization solely responsible for inspection and quarantine and 
to align the local laws and regulations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to 
improve the negative system or introduce a positive system like advanced 
countries. 
  (3) As a method of import management, the specifications for imported 
vegetables and fruits should be prepared in more details, and the mar-
ket-oriented TQA method including the public auction of importation right 
should be expanded gradually.
  (4) The roles of importers are critical in distributing imported vegetables 
and fruits. The database on importers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system 
of evaluating and disclosing credit rating of importer should be sought. 
Wholesale market is a distributional organization that plays a key role in 
distributing imported vegetables and fruits. Trading imported vegetables 
and fruits at stable prices is essential and the method of reducing sub-
sidiary expenses should be pursue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seek 
electronic trading through fixed price and private sales.
  (5) The inconsistent penalties by different organizations for country of 
origin labeling should be uniformed or the organization in charge should 
be designated as one. The guidance and management of country of origin 
should be continuously provided and conducted toward the non-regulated 
markets or small-scale companies. Processing companies should be man-
dated to manage the records on imported vegetables and fruits. The obliga-
tion of labeling country of origin at restaurants should be expanded on a 
gradu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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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

  1995년에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은 세

에 의한 수입개방 체제로 환되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 진행되면서 농

산물 수입량은 1995년 2,000만 톤에서 2007년 2,600만 톤으로 늘어났으며 

수입액은 같은 기간 55억 달러에서 101억 달러 수 으로 증가하 다.

  과일, 채소 등 청과물에 한 수입은 특히 빠르게 증가하 다. 1995년 

이후 청과물 수입량은 4배 수 인 160만 톤, 수입액은 3배 이상 많은 14억 

달러로 증가하 다. 청과물은 수입물량이 농산물 체의 6%에 불과하지

만, 수입단가가 농산물 체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수입 액

은 농산물 체의 15%를 차지한다.

  청과물 수입이 증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과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청과물 수입이 증하여 국산 청과물 시장을 축시킨다. 개방 기의 수

입 청과물은 품 , 가 국산 청과물과 수요가 경합되어 이들 청과물의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지 되었다. 그런데 수입 청과물이 증하는 것은 

품목이나 상품 형태, 품질, 수입시기 등이 개방 기와 달라지고 있기 때문

인지, 달라지고 있다면 어떤 방향인지에 한 의문이다. 청과물 수입 패턴

을 악하는 것은 국내산 청과물과의 경합 계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에 한 보다 구체 인 단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수입 청과물의 불법  거래에 한 문제가 제기된다. 통  단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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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나 미신고( 수)에 의한 반입, 국내 유통과정에서 둔갑 매 등 

원산지 표시를 반하는 사례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거론되기도 한다.

  수입 청과물의 안 성에 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국산 고춧가루

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김치에서 납 성분이 과다 검출되는 등 수입 청

과물의 안 성에 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크다. 수입 청과물의 안 성 문

제는 국내에 반입되기 이 에 검증되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에서 검사․

검역 과정 등이 요할 것이다.

  시장 개방은 소비자의 후생을 증 시키기 해 국내 생산자의 손해를 

감수함을 의미한다. 즉 시장 개방에 의해 외국으로부터 값싼 농산물 수입

이 증가하면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후생은 증

할 것을 기 한다. 그러나 수입 농산물의 유통 과정이 비효율 일 경우

의 후생 증가분은 효율 일 경우에 얻게 될 후생 증가분에 비해 을 것이

다. 수입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이나 왜곡은 국내산 농산물의 유통에도 

나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오 지나 키  등의 수입 청과물은 물류나 마  과정이 우

수 사례로 거론될 만큼 선진화된 측면이 있다. 수입 청과물이 국내 유통업

자들에게 선호되는 이유를 악하는 일은 우리 농산물의 유통 개선을 해

서도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의문이나 문제의식에 해 그간 부분 으로 분석되고 개선

방안도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청과물의 수입 실태나 국내 유통 실태와 

체계에 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이 많아 생산자와 소비자, 언론과 정부

의 단을 혼란하게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수입 청과물은 어떤 것들인지, 

구에 의해 어떻게 수입되는지, 국내에서는 구에 의해 어떻게 거래되고 

유통되고 있는지 등에 해 보다 구체 으로 실태를 악하고 밝 내는 일

이 요하다. 수입 청과물의 유통 체계를 악하는 일은 수입 청과물 유통 

문제의 소지를 이해하거나 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내

에서의 청과물 유통 체계를 체 으로 이해하기 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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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

  이 연구는 증하는 외국 청과물의 수입  유통 실태를 조사․분석함

으로써 그 체계를 실증 으로 밝히는 것을 주 목 으로 한다. 과일류와 채

소류의 유통 경로와 마진, 수입․유통 기 (주체)  그들의 거래 행태, 그

리고 유통 련 제도의 운용 실태를 악하고자 한다. 특히 수입․유통 기

의 조직 형태와 거래 규모, 원물 조달에서 장․가공 등 물류, 매, 

험 리에 하여 악하고 그들의 경쟁 구조와 거래 방식 등에 해서도 

주목함으로써 청과물의 수입․유통에 있어서의 특성과 문제 을 악하고

자 한다. 이를 해 주요 유통 기  표본에 한 면  조사와 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통계 원자료 등의 2차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실증

 설명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수입 청과물의 유통 개선을 한 과

제를 도출하는 것을 이 연구의 부차 인 목 으로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3.1. 선행 연구

  청과물의 수입․유통에 련된 선행연구는 각기 수입 련 연구와 국내

유통 련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청과물 수입과 련된 연구는 박동

규 외(2008), 최세균 외(2000), 김병률 외(2003), 김경필 외(2006), 최세균 

외(2006), 이용선․심송보(2005), 박기환 외(2007), 김병률 외(2004), 김완

배 외(2006), 어명근 외(2007) 등이 있다.

  박동규 외(2008)는 수입 동향에 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보고

서를 포함한 연도별 ｢농업 망｣보고서에서는 품목별 수입 동향과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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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되었다. 수입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향에 한 평가․추정 연구 

에서 최세균 외(2000)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소비자후생과 생산자후생의 

변화를 계측하고 수입이 감귤 가격, 양돈 가격의 안정성에 미친 향 등을 

보다 구체 으로 분석하 으며, 김병률 외(2003), 김경필 외(2006), 최세균 

외(2006)는 각각 DDA, DDA  FTA, 한미 FTA의 국내 원 산업 는 농

업에 한 향을 사 으로 추정하 다. 

  수입 청과물의 수요에 한 연구로서 이용선․심송보(2005)는 주요 수

입 청과물에 한 계 별(작형별) 수입 수요를, 박기환 외(2007)는 주요 채

소에 한 월별 수입 수요에 해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료 제

약 등으로 국내외 가격이나 환율 변수 이외의 소득 변수나 기타 변수에 

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김경필(2006)은 주요 과일에 해 국산과 

미국산 구입 의향을 소비자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분석하고 국별 가치를 

비교하 다.  

  국산 채소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의 청과물 생산, 유통, 수출 등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김병률 외(2004)는 국 산동성의 채소 생산․유

통․수출 황을 분석하고 망하 다. 김완배 외(2005)는 국의 채소 생

산에서 유통․수출 체계와 국산 수입 채소의 국내 유통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해 범 하게 조사하고 분석하 다. 다만 수입업체 등의 수입 

 매 경로에 해서는 사례를 심으로 설명하는 데 그쳤다. 어명근 외

(2007)는 국 원 작물 수 과 수출입 동향을 악하고 경쟁력을 분석하

며, 국 정부의 원 산업 정책 변화에 해 설명하 다.

  수입 청과물의 유통 체계에 련된 연구는 드물게 수행되었다. 수입 청

과물의 유통실태에 한 연구로서 이용선 외(2003)는 수입 포도의 국내 유

통경로를 조사하 으며, 김병률 외(2006)는 도매시장에서의 수입 농산물 

거래실태를, 창곤 외(2006)는 김치의 국내 유통경로와 거래실태를 조

사․분석하 다. 농수산물유통공사(2005, 2006)는 마늘과 고추․양  등 

국 무역품의 유통경로를 조사한 바 있다. 탁 식업체의 수입 식재료 사

용과 련된 연구로 구용훈(2002)이 있으며, 형유통업체의 수입 과일 매

입처에 한 연구로 김상덕(2006)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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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와 련한 연구로 박동규․유남식(1995)은 참

깨, 고추, 마늘 등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이계임 외(2004)는 국산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연구하 다. 수입 농산물의 안 성에 한 연구로서 최지  외(2005), 최지

 외(2006)가 있는데, 국의 수출 농식품 안 리 실태를 분석하고 수

입 농식품의 안 성 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수입 농산물의 세할당량(TRQ) 리에 한 연구로는 박재홍․홍승지

(2005), 서진교(2006), 임정빈(2006), 임정빈․홍승지(2007) 등이 있다. 이

들 연구에서는 TRQ 리 황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 다. 수입 

농산물의 통 에서 문제가 되는 가신고와 이에 따른 세 탈루에 한 

연구로는 손정 (2007), 태응렬(2007) 등이 있다. 특히 태응렬(2007)은 수

입농산물의 투명과세를 한 세당국의 조치의 효과와 가신고 여부와 

탈루세액에 해 추정․분석하 다. 조흥수․김동민(1995)는 수입농산물

의 검사, 검역 체계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 다. 

  일본의 련 연구로는 尾磅  亨(2000)가 있는데, 이는 일본의 채소 수입 

 유통 체계에 해 조사하고 분석한 바 있다.

3.2. 이 연구의 차별성

  선행 연구는 청과물의 수입  유통과 련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양한 기여를 하 지만 다음과 같은 에서 한계를 갖는다. 선행 연구는 특

정 품목이나 일부 유통과정에 국한하 다. 특히 수입업체나 도매인 등 

수입․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수입 청과물 취 실태나 거래방식 

등에 한 체계 인 조사 연구가 부족하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서 선행 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이 연구는 과일, 채소 등 청과물의 수입과 국내 도매유통 체계에 

한 ‘종합 ’ 분석을 시도하 다. 신규 수입품목이나 상품유형(고 화, 가

공형태) 등 수입 구조의 질  변화에 한 분석도 포함하 으며, 통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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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까지의 과정을 포 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입 청과물의 유통 체계

를 종합 으로 악하고자 하 다.

  둘째, 이 연구는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에 한 표본 조사를 실시함으로

써 청과물의 수입․유통 실태를 악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조사 연구  성

격을 지닌다. 셋째, 통  원자료 등 세부 자료를 수집․활용하여 분석을 실

시함으로써 수입 청과물의 유통에 해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실증 인 분

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4. 연구 내용

  연구 내용은 크게 다섯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연구 내용은 청과물 수

입 동향과 특징을 검토하는 부분, 수입업체의 청과물 거래 실태에 한 부

분, 수입 청과물의 도소매 유통 실태에 한 부분, 유통 련 제도의 운용 

실태를 평가하는 부분, 수입 청과물의 유통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부분 등

으로 구성된다. 각 부분별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청과물의 수입 개황, 세 체계, 과일류 수입 동향과 특징, 

채소류 수입 동향과 특징 등 청과물의 수입 동향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청과물 수입업체의 황과 수입  국내 매․유통실태 등 

수입업체의 거래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수입 청과물의 도소매 유통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유통 

경로와 마진, 도매시장의 수입 청과물 취  황, 도매인의 수입 청과물 

거래 실태, 소매 유통  가공 실태, 그리고 수입 청과물의 유통 특성과 문

제 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5장에서는 수입 청과물 유통 련 제도의 운용 실태에 해 분석한다. 

수입 리 실태, 통   검역․검사 실태, 원산지 표시  리 실태 등에 

한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수입 청과물의 유통과 련하여 이상에서 

도출된 문제 을 개선하기 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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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범 와 방법

5.1. 연구 범위

  연구의 상품목은 신선 청과물을 심으로 하되 일부 신선 청과물과 

체성이 높은 주요 가공품을 포함한다. 연구 상은 과일류와 채소류로 

크게 분류하며, 일부 조사․분석은 주요 품목 심으로 실시하지만 종합  

분석을 해서는 수입 증가율이 높은 품목 등 다른 품목을 포함하여 포

으로 실시한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 상 과일은 오 지, 포도, 바나나 

등이고, 채소는 고추, 마늘, 양 로 한다. 다만 고추에는 건고추, 냉동고추 

등이 포함되고, 마늘에는 깐마늘, 냉동마늘 등이 포함된다.

  이 연구는 수입 통 이후의 청과물 유통 체계를 연구하는 데 한정하며, 

수입 청과물의 유통 실태를 악하고 진단하기 해 기 인 조사와 통계 

원자료 등의 2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데에 한정한다. 이 연

구는 특정 제도의 개선 방안을 구체 으로 제안하기 해 수행된 것은 아

니다.

  이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유통의 범 는 수입 후 통 에서 도매 유통

까지를 주된 상으로 한다. 소매 유통은 이 연구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지

나치게 다양하고 범 가 넓다. 그러나 주요 소매유통 경로에 해서는 선

행 연구와 도매유통기 에 한 본 연구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5.2. 연구 방법

  청과물 수입  국내 유통 실태를 악하기 해 표본 조사와 사례 조사

를 실시하 다. 표본 조사는 수입업체와 도매시장의 도매인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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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 다. 수입업체는 수입 청과물을 국내에 출하하는 첫 유통 단계의 

주체이므로 표본을 설정하여 조사하 다. 한편 도매유통 단계에서는 도

매인을 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하 다. 도매 단계에서는 도매시장이 가

장 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업체는 서울․경기  부산 소재 수입업체로서 조사에 응한 37개소

에 해 수입 실태에 한 지 면  조사를 실시하 다. 한 일부 방문 

조사가 어려운 수입업체에 해서는 화․팩스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도매시장의 도매인 조사는 서울․부산․충북 소재 도매시장 3개소에서 

조사에 응한 47인에 해 면 에 의해 조사하 다. 수입업체와 도매인 

조사 과정에서 특이한 경우에는 보다 구체 인 정보를 수집하기 해 심층 

조사를 실시하 다.

  수입업체와 도매인 이외의 도매법인, 형유통업체, 가공업체, 재래시

장  유통 련 공공기  등 기타 유통 련 기 ․업체에 해서는 방문하

거나 화 등을 통해 자료 수집과 사례 조사를 실시하 다. 

  청과물 수입과 련하여 세청 통 련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이 자료에는 수입 건별 물량과 액, 수입업체명 등 상세한 정보가 포

함되어 있어서 실증  분석을 해 매우 유용하다. 이 원자료를 업체별, 품

목별로 집계함으로써 시장 진입․퇴출  사업 지속 연한과 거래 패턴에 

해 분석하 으며, 상  집 도계수(CR)와 허쉬만-허핀달 지수(HHI) 등

을 계측함으로써 시장 경쟁구조를 단하 다. 이외에 신문 기사나 인터넷 

검색 자료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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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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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과물 수입 개황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의 농산물 시장은 세에 의한 

수입개방 체제로 환되었다.1 농산물 시장 개방이 진행되면서 농산물 수

입량은 1995년 2,000만 톤에서 2007년 2,600만 톤으로 늘어났으며, 수입액

은 같은 기간 55억 달러에서 101억 달러 수 으로 증가하 다<표 2-1>.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과일, 채소 등 청과물에 한 수입은 특

히 빠르게 증가하 다. 1995년 이후 청과물 수입량은 4배 수 인 160만 

톤, 수입액은 3배 이상 많은 14억 달러로 증가하 다. 청과물은 수입 물량

이 농산물 체의 6%에 불과하다. 그러나 청과물의 평균 수입 가격이 톤

당 872달러로 농산물 체 평균인 388달러에 비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수입 액은 농산물 체의 14%를 차지한다. 체 수입 농산물  수입 

청과물이 차지하는 비 은 수입 물량이 동기간 2.2%에서 6.3%로, 수입 

액은 1995년 8.1%에서 2007년 14.2%로 증가하 다. 

  청과물 수입은 2000년   이후 매우 빠르게 증가하 다. 2000년  

까지의 수입 증가는 수입 가격 하락에 힘입은 바 크다. 수입 청과물의 평

1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개방은 1978년 5월 수입자유화 기본방침으로 75개 품목

의 수입이 자유화되고 1978년부터 1979년까지 87개 품목이 추가 개방되면서 시

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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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단가는 1995년 톤당 1,030달러에서 2003년 톤당 700달러 수 까지 하

락하 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청과물 수입은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서도 

수입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에서 수입 품목이나 상품 형태 등의 

수입 구조가 개방 기와 비교하여 질 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 분 1995 2000 2003 2005 2006 2007

농산물

 (A)

수입액

수입량

단  가

5,538

20,003

277

5,105

23,114

221

6,213

24,301

256

7,397

24,766

299

8,117

25,142

323

10,089

25,974

388

청과물

 (B)

수입액

수입량

단  가

447

434

1,030

536

680

789

786

1,121

701

997

1,281

779

1,213

1,498

810

1,429

1,638

872

비 율

(B/A,  

%)

수입액

수입량

단  가

8.1

2.2

453.7

10.5

2.9

357.0

12.7

4.6

273.8

13.5

5.2

260.5

14.9

6.0

250.8

14.2

6.3

224.7

표 2-1.  농산물과 청과물 수입 액  물량 추이

단 : 백만 달러, 천 톤, 달러/톤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 청과물 세 체계

  청과물 수입과 유통 체계는 세  수입 리 체계에 의해 직 으로 

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UR 상 결과에 따라 모든 농산물에 한 수

입제한 등의 조치가 세로 환되면서 부분의 품목이 양허 세2 용

상으로 환되었다3.

2
 다자간 상을 통해 국제 으로 공인된 세로 일정 세율 이상은 세로 부과

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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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의 양허 세율은 분포의 폭이 넓고 다양한 세율이 설정되어 있

다. 우리나라는 UR 상에서 종량세 도입을 인정받아 68개 품목에 해서

는 종가세와 종량세  세액이 높은 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선택세가 시행

되고 있다.

  채소류의 경우 국내 농업에 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고추, 마늘, 양

는 각각 270%, 360%, 135%로 고율 세가 용되고 있으며 세할당

(TRQ)4과 시장 근세율이 결정되어 있다<표 2-2>. 고추는 고율 세로 인

해 국 무역을 제외하고는 주로 세가 낮은 냉동 고추의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5. 마늘은 주로 탈피된 깐마늘 는 냉동 깐마늘이나 다진 마늘 형태

로 수입되고 있다. 신선 깐마늘은 고율 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격이 

높은 시기에 수입되기도 한다. 이 밖에 신선 당근의 경우에는 비교  낮은 

세와 우수한 품질로 인해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  

고르게 반입되고 있다.

  과일 에서는 감귤을 제외하면 고율 세 용 품목이 없다. 바나나에 

한 양허 세율은 90%이며, 오 지는 50%로 양허 세율과 시장 근세율

이 동일한 상태이다<표 2-3>. 이 외에 포도, 키 , 인애 도 45% 는 

그 이하의 비교  낮은 세로 수입되고 있다.

3
 양자간 상인 자유무역 정(FTA)과 련하여 세 조건 등 구체 인 설명은 

생략한다. 
4
 TRQ제도는 세할당제도 는 율 세수입쿼터제도 등으로 번역된다. 이 제

도는 어떤 품목의 수입이 설정된 쿼터물량 이내일 경우 낮은 쿼터 내 세율

(in-quota tariff)이 용되고, 이를 과한 수입에 해서는 상 으로 매우 높

은 쿼터밖 세율(out-quota tariff)이 용되는 이  세구조이다.
5
 수입된 냉동고추는 다른 수입 농산물과는 달리 건조  분쇄 과정을 거쳐 시장

에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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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 품명
양허
세
(%)

종량세1)

(원/kg)

시장
근세율2)

(%)

2004
TRQ
(톤)

고
추

고추류(기타/신선/냉장)
고추류(건조/ 쇄 는 분쇄않은 것)
고추류(건조/ 쇄 는 분쇄한 것)
고추류(냉동)
고춧가루 양념장

270

27

45

6,210

-

-

50

-

-

7,185

-

-

마
늘

마늘(신선/냉장/탈피/건조/기타)
마늘(냉동)
마늘(조제장처리)

360

27

36

1,800

-

-

50

-

-

14,467

-

-

당
근

당근(건조)
당근(냉동)
당근(신선/냉장)
당근(일시 장처리)

54

27

41

45

905

-

-

-

-

-

-

-

-

-

-

-

양
양 (신선/냉장/건조)
양 (냉동)
양 (조제장처리)

135

27

54

180

-

-

50

-

-

20,645

-

-

배
추

배추(기타/신선/냉장)
임배추

27

27

-

-

-

-

-

-

김
치

김치(냉동한 것 제외) 20 - - -

표 2-2.  주요 수입 채소의 세 체계

주: 1) 양허 세와 종량세  높은 액을 세로 정함.

    2) TRQ 물량에 해 부과하는 율 세임.

구 분 품 목 명
양허 세
(%)

시장 근세율
1)

(%)
2004 TRQ
(톤)

오 지 오 지(신선/건조)  50 50 57,017

바나나 바나나(신선 는 건조)  90 - -

포도 포도(신선한 것)  45 - -

키 키 푸르트(신선)  45 - -

인애 인애 (신선/건조)  45 - -

감귤 감귤(신선/건조) 144 50 15

표 2-3.  주요 수입 과일의 세 체계

주: TRQ 물량에 해 부과하는 율 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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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일류 수입 동향

  과일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과일류 수입액은 8억 5,000만 

달러로 2000년에 비해 144.1% 증가하 다<그림 2-1>. 과일류 수입량은 

2007년 81만 톤으로 2000년 비 75.7% 증가하 다. 한 과일류의 수입 

가격 수 은 꾸 히 상승하고 있는데, 2007년 수입 단가는 톤당 1,050달러 

로 2000년과 비교하여 38.7% 상승하 다.

-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백만불, 천톤

0.00

0.20

0.40

0.60

0.80

1.00

1.20

$/kg

수입액 수입량 수입단가

그림 2-1.  연도별 과일류 수입 동향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3.1. 품목별 동향

  많이 수입되고 있는 과일은 오 지와 바나나이며 이들의 2007년 수입액

은 오 지가 1억 8,000만 달러, 바나나가 1억 7,000만 달러로 과일류 수입

액의 41%를 차지하고 있다<표 2-4>. 다음으로는 포도 수입액이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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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수 인 8,600만 달러이며 키 와 인애 도 각각 7,000만 달러와 

6,800만 달러이다. 이들 5  품목의 수입액 합계가 과일류 체 수입액의 

67.4%를 차지하고 있다.

  한 2007년 수입물량 기 으로 살펴보면 바나나가 31만 톤으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오 지, 인애 , 포도, 키  등의 순이

다. 이들 5  과일의 수입물량 역시 과일류 체 수입물량의 73.4%를 차지

하고 있어 그 비 이 매우 크다.

  과일류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특징을 알 수 있다. 먼  표  수입 품목인 바나나와 오 지의 경우, 

수입액 증가율이 과일류의 평균 증가율보다 낮다. 특히 오 지는 수입 물

량이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에는 16만 톤을 상회하 으나, 그 이후 감소

하여 2007년에는 11만 톤으로 2000년에 비해서도 은 수 이 되었다. 

한 오 지, 바나나, 포도, 인애 , 키  등의 5  품목이 체 수입 과일

에서 차지하는 비 도 감소하 다. 이와 조 으로 버 , 망고 등의 신규 

품 목
2000(A) 2005 2007(B) 증감률(B/A)

 액 물 량  액 물 량  액 물 량  액 물 량

오 지 116,013 139,603 162,435 161,494 179,301 110,544 54.6 -20.8

바나나 75,250 184,212 114,837 253,974 170,659 308,252 126.8 67.3

포  도 31,104 20,285 52,977 33,417 85,695 45,859 175.5 126.1

키  8,647 5,228 53,313 26,715 69,831 34,658 707.6 562.9

인애 19,382 32,240 48,992 65,678 68,310 93,710 252.4 190.7

버  5,139 2,134 13,154 2,845 36,221 5,745 604.8 169.2

망  고 1,310 421 2,208 762 5,892 1,616 349.8 283.8

기  타 92,546 75,986 167,642 147,587 235,766 208,070 154.8 173.8

계 349,391 460,109 615,558 692,508 851,675 808,454 143.8 75.7

표 2-4.  과일류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단 : 천 달러, 톤,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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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품목의 증가율은 크게 늘고 있는데, 향후 이들 신규 품목이 과일류 

수입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키 , 버 , 망고 등 수입 증가율이 높은 품목의 공통 은 수입 단가가 

타 품목보다 높다는 이다. 한편 기존의 주요 수입 과일인 오 지와 바나

나는 물량 증가율이 낮지만 단가는 지속 으로 상승하 다. 이상과 같은 

상은 과일 수입에 있어서 고가의 신규 수입 과종이 증가하고 고냉지 재

배, 고당도 등 고품질 과일6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일류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을 종합해 보

면, 과일류 수입은 수입 품목이 다양화되고 고 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단된다. 이는 최근  세계 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FTA

의 향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칠 의 FTA 체결은 포도, 키  등 

칠 산 과일에 한 수입 증 를 래하 지만7, 뉴질랜드 등 타 국가에서

의 수입 증가 상을 동시에 고려하면 근본 으로 국내 소비자의 과일 소

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수입 패턴도 바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2. 상품형태별 동향

  과일류는 수입되는 형태에 따라 신선․건조, 냉동, 일시 장, 식 ․ 산

조제, 잼류․주스, 기타 가공 등으로 구분된다<표 2-5>. 2007년 상품형태

별 과일류 수입액을 살펴보면 신선․건조 형태가 과일류 체 수입액의 

64.3%로 가장 많고, 주스와 기타 가공 형태가 각각 17.1%와 15.1%의 비

을 차지한다. 수입물량 기  역시 신선․건조 형태의 비 이 69.2%로 가

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가공 18.1%, 주스 9.4%의 순으로 나타난다. 

6 를 들면, 고산지바나나, 골드키 , 골드 인애  등이다.
7 

청과물의 경우, 지 까지 맺은 FTA  2004년부터 발효된 한․칠  FTA가 계

세를 용한 포도, 10년간 세 철폐를 실시하는 키  등의 수입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최세균․김윤식(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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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형태별 증가율은 신선․건조 형태의 수입 액이 2000년 비 

194.5%로 가장 크게 증가하 다. 한 수입물량 증가율에 비해 가격 상승

률이 훨씬 높다. 이는 키 , 버 , 망고 등 고가 신선 과종의 수입 증가와 

고랭지, 고당도 등 동일 품목의 품질 고 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기타 가공과 냉동 형태의 수입 증가율도 크게 증가하 다. 그러나 

식 ․ 산조제 형태는 감소하고 그 비 도 매우 작다.

구 분
2000(A) 2005 2007(B) 증감률(B/A)

액 물량 액 물 량  액 물 량  액 물 량

신선/ 

건조

185,894

(53.2)

330,010

(71.7)

391,781

(63.6)

487,339

(70.4)

547,436

(64.3)

559,122

(69.2)
194.5 69.4

냉동
6,026

(1.7)

8,157

(1.8)

15,651

(2.5)

16,728

(2.4)

22,326

(2.6)

21,958

(2.7)
270.5 169.2

일시

장

79

(0.0)

54

(0.0)

501

(0.1)

198

(0.0)

129

(0.0)

96

(0.0)
63.3 77.8

식 /

산조제

119

(0.0)

37

(0.0)

96

(0.0)

19

(0.0)

19

(0.0)

3

(0.0)
-84.0 -91.9

잼류
2,603

(0.7)

1,064

(0.2)

2,683

(0.4)

1017

(0.1)

3,752

(0.4)

1,191

(0.1)
44.1 11.9

주스
99,509

(28.5)

64,677

(14.1)

103,800

(16.9)

76,145

(11.0)

145,390

(17.1)

76,366

(9.4)
46.1 18.1

기타

가공

50,648

(14.5)

54,338

(11.8)

99,070

(16.1)

109,988

(15.9)

128,297

(15.1)

146,678

(18.1)
153.3 169.9

계
349,391

(100.0)

460,109

(100.0)

615,558

(100.0)

692,508

(100.0)

851,675

(100.0)

808,454

(100.0)
143.8 75.7

표 2-5.  과일류 상품종류(형태)별 수입 동향

단 : 천달러, 톤,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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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별 동향

  과일류는 주로 필리핀과 미국에서 수입된다<표 2-6>. 2007년 필리핀으

로부터의 수입액은 2억 9,500만 달러로 체 수입액의 30.4%를 차지하며 

미국은 2억 3,300만 달러로 체 수입액의 27.3%를 차지한다. 필리핀과 미

국 양 국의 수입과일 시장 유율을 합하면 57.3%에 달한다. 필리핀과 미

국 외에도 국, 칠 , 뉴질랜드의 유율이 각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꾸 한 증가세에 있다. 이 외에 이란에서는 석류 등이, 이스라엘에서는 감

귤류(citrus)를 심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과일류 최  수입 상국인 필리핀으로부터는 주로 바나나와 인애  

등의 열  과일이 수입된다<표 2-7>. 미국으로부터는 오 지, 포도, 몬 

등 아열   온  과일이 수입된다.

수입액 수입량

국가 2000 2007 증감률 국가 2000 2007 증감률

필리핀 103,980 258,835 148.9 필리핀 222,834 424,954 90.7

미국 116,393 232,907 100.1 미국 133,460 123,380 -7.6

국 19,694 72,793 269.6 국 22,815 102,954 351.3

칠 11,142 62,711 462.8 칠 7,178 34,262 377.3

뉴질랜드 7,772 59,036 659.6 뉴질랜드 4,507 27,288 505.5

라질 40,365 44,139 9.4 라질 33,206 21,430 -35.5

이란 1,636 21,012 1,184.4 타일랜드 9,000 18,581 106.5

타일랜드 6,062 18,708 208.6 이란 1,398 8,855 533.4

이스라엘 468 10,965 2,243.0 스페인 5,271 6,416 21.7

스페인 6,435 9,173 42.6 이스라엘 364 5,778 1487.4

기타 35,444 61,396 73.2 기타 18,949 34,556 82.4

계 349,391 851,675 143.8 계 458,982 808,454 76.1

표 2-6.  수입 상국별 과일류 수입 액  물량 동향

단 : 천 달러, 톤, %

  주: 국가 순서는 2007년 수입액  수입량 기  순 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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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A) 2005 2006 2007(B) 증감률(B/A)

액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필리

핀

바나나 73 180 115 254 145 280 170 307 132.8 71.3

인애 15 25 42 57 51 69 62 88 312.5 245.4

미국

오 지 73 103 126 126 129 126 118 78 61.6 -24.3

포도 12 7 19 11 19 11 26 14 116.7 100.0

몬 5 4 5 4 6 5 9 5 80.0 25.0

표 2-7.  수입 상국별 과일류 주요 수입품목 동향

단 : 백만 달러, 천 톤,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3.4. 계절별 동향

  과일류 수입의 계 별 동향을 악하기 해 월별 수입액 비 을 살펴

보았다<그림 2-2>. 그 결과 과일의 월별 수입이 2000년에는 주로 4∼5월

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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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07년에는 3∼6월에 이루어져 수입시기가 확 되고 있다. 한 이

로 인해 과거와 비교하여 월간 편차가 감소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오 지와 포도의 수입은 2∼3월에 증가하 으며 키  

수입은 6월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채소류 수입 동향

  채소류 수입은 과일류에 비해 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2-3>. 2007년 채소류 수입액은 5억 8,000만 달러로 2000년 비 208.6% 

증가하 으며, 2007년 채소류 수입 물량은 83만 톤으로 동기간 277.3% 증

가하 다. 

  수입 채소류의 평균 수입 단가는 2007년에 톤당 695달러로 2000년과 비

교하여 18.2% 낮아졌다. 그러나 2003년 이후부터는 미미하지만 소폭의 상

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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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연도별 채소류 수입 동향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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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품목별 동향

  채소류 수입은 과일류와 달리 특정 품목에 집 되어 있지 않고 비교  

다양한 품목에 분포되어 있다<표 2-8>. 채소류 수입 증가는 평균 수입가격

이 하락하는 가운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품목별 수입 

비 을 살펴보면, 채소류 체 수입에서 큰 비 을 차지하는 품목은 김치, 

고추, 마늘, 당근, 양  등이 많으며, 이들은 김치와 양념 채소류라는 공통

성을 갖는다. 이들 품목은 수입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품목이기도 하다.

  김치 수입은 2000～2007년간 액 기 으로 548배, 물량 기 으로 465

배나 증하 다. 김치 수입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면서 김치의 원료로 수

입되던 배추의 수입은 크게 감소하 다. 이는 2000년 에 들어 국내 김치 

제조업체들이 국에 김치 공장을 많이 설립하 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

다.

품 목
2000(A) 2005 2007(B) 증감률(B/A)

 액 물 량  액 물 량  액 물 량  액 물 량

김치 202 473 51,340 111,459 110,842 220,306 54772.3 46476.3

고추 10,815 6,346 51,598 83,126 84,732 137,396 683.5 2065.1

채소종자 30,980 2,125 38,380 2,281 44,739 2,318 44.4 9.1

당근 5,060 11,430 29,235 73,206 37,467 89,440 640.5 682.5

마늘 9,123 10,530 21,244 42,152 31,772 51,013 248.3 384.5

토마토 21,835 28,422 29,808 39,851 36,191 43,157 65.7 51.8

양 2,299 6,069 8,536 41,181 12,874 30,602 460.0 404.2

오이 7,818 8,739 7,684 17,663 8,980 19,592 14.9 124.2

생강 1,848 7,005 5,210 11,868 4,164 11,903 125.3 69.9

배추 1,671 11,353 247 1,369 544 2,059 -67.4 -81.9

기타 95,609 127,645 137,952 163,414 204,654 222,646 114.1 74.4

계 187,260 220,137 381,234 587,570 576,959 830,432 208.1 277.2

표 2-8.  채소류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단 : 천 달러, 톤,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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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주요 수입 품목이었던 고추와 마늘은 수입 가격이 하락하 으며 

수입량은 빠르게 증가하 다. 이는 과거에 신선 형태로 수입하던 것을 냉

동 등의 형태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당근, 양  등의 수입도 지

난 7년간 각각 4～5배, 6～7배로 빠르게 증가하 다.

4.2. 상품형태별 동향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채소류는 과일류에 비해 수입되는 형태가 다양하

구  분
2000(A) 2005 2007(B) 증감률(B/A)

액 물량 액 물 량  액 물 량  액 물 량

신선/ 

냉장

24,434

(13.0)

70,859

(32.2)

76,774

(20.1)

180,049

(30.6)

110,019

(19.1)

215,273

(25.9)
350.3 203.8

냉동
8,321

(4.4)

11,912

(5.4)

56,042

(14.7)

116,260

(19.8)

105,304

(18.3)

194,668

(23.4)
1,165.5 1,534.2

일시 장
8,835

(4.7)

34,785

(15.8)

8,574

(2.2)

30,341

(5.2)

11,607

(2.0)

39,994

(4.8)
31.4 15.0

건조
44,390

(23.7)

22,920

(10.4)

48,752

(12.8)

28,069

(4.8)

60,009

(10.4)

25,864

(3.1)
35.2 12.8

식 /

산조제

11,076

(5.9)

12,106

(5.5)

13,386

(3.5)

18,033

(3.1)

17,903

(3.1)

21,104

(2.5)
61.6 74.3

주스
1,634

(0.9)

683

(0.3)

5,495

(1.4)

1,889

(0.3)

11,981

(2.1)

2,951

(0.4)
633.2 332.1

종자용
30,980

(16.5)

2,125

(1.0)

38,380

(10.1)

2,281

(0.4)

44,739

(7.8)

2,318

(0.3)
44.4 9.1

기타가공
57,476

(30.7)

64,477

(29.3)

125,905

(33.0)

195,014

(33.2)

208,569

(36.1)

315,778

(38.0)
262.9 389.8

계
187,260

(100.0)

220,137

(100.0)

381,239

(100.0)

587,570

(100.0)

576,959

(100.0)

830,432

(100.0)
208.1 277.2

표 2-9.  채소류 상품종류(형태)별 수입 동향

단 : 천 달러, 톤,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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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신선․건조, 냉동, 일시 장, 식 ․ 산조제, 주스, 종자용, 기타 가공 

등으로 구분된다<표 2-9>. 2007년 수입 채소류의 상품형태별 수입액은 신

선․냉장 형태가 1억 1,000만 달러로 체 채소류 수입액의 19.1%에 불과

한 반면, 기타가공 형태가 36.1%로 더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한 형

태별 수입 물량은 기타가공, 신선․냉장, 냉동 순이다.

  채소류 상품형태별 수입은 냉동 형태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 다. 냉동 

채소 수입은 2000년과 비교하여 액 기 으로 12.7배, 물량 기 으로 

16.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 채소의 수입이 증한 데에는 냉동 

채소의 가격 하락, 냉동․해동에 유리한 품종 채택, 냉동․해동 설비 보  

 기술 발  등이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추는 냉동 고추, 기타 소스, 김치의 형태로 수입되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표 2-10>. 마늘의 경우 역시 냉동 형태로 수입되는 물량의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 품목이 냉동 형태의 채소류 수입을 주도하고 

있다<표 2-11>. 그러나 냉동 형태의 채소 수입량이 19만 톤인데 비해 냉동 

고추와 냉동 마늘의 수입량은 6만 톤 수 이므로 다른 채소에서도 냉동 형

태의 수입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형 태 2000 2003 2005 2006 2007

냉동고추
1)

1,032 12,355 16,115 25,673 22,480

혼합조미료
2)

5,826 5,070 4,914 5,218 5,368

기타소스3) 14,880 28,423 29,010 33,225 37,880

고추장 16 29 65 88 140

김치
4)

30 2,154 6,809 8,940 11,959

표 2-10.  고추의 상품형태별 수입 실 (연산기 : 8월～익년 7월)

단 : 톤

  주: 1) 냉동 고추는 빙  아래로 냉각한 홍고추임.

  주: 2) 혼합조미료는 고추, 마늘, 양 , 생강 등을 향신료를 혼합하여 단순가공하거나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한 물질임.

  주: 3) 기타소스는 혼합조미료를 소스로 가공한 제품임.

  주: 4) 김치는 고춧가루 3% 함유로 용함.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정보센터(원자료는 한국무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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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2000 2003 2005 2006 2007

깐마늘․통마늘 269 17,913 12,073 16,696 12,546

냉동마늘 7,665 25,363 25,973 35,096 43,185

산조제마늘 5,052 8,249 5,505 6,658 9,018

건조마늘 13,949 2,747 4,201 2,664 3,088

표 2-11.  마늘의 상품형태별 수입 실 (연산기 : 5월～익년 4월)

단 : 톤

  주: 냉동․ 산조제마늘, 건조마늘은 신선마늘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정보센터(원자료는 한국무역 회).

4.3. 국별 동향

  채소류 수입액은 국이 2007년 기  4억 달러로 체의 69.3%, 미국이 

6,300만 달러로 체의 10.9%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두 국가의 유율이 

체의 80% 수 에 달한다<표 2-12>. 채소류 수입량은 국이 85.7%, 미

국이 5.8%로 두 국가가 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입

액 기 으로는 일본, 뉴질랜드, 타일랜드 등의 순으로 많으며, 수입물량 기

으로는 뉴질랜드, 타일랜드, 베트남 등의 순으로 많다. 특히 뉴질랜드에

서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단호박인데, 단호박 수요가 늘어나

는 데다 뉴질랜드가 남반구에 치하고 있어서 국내산과 출하 시기가 뚜렷

이 구분되기 때문이다.

  수입국별로 수입이 가장 많은 국으로부터는 김치, 고추, 마늘 등 양념

채소류 심으로 수입이 되고 있다<표 2-13>. 특히 김치 수입은 지난 7년

간 액 기 으로 600배, 물량 기 으로는 400배 이상 격히 증가하 다. 

한편 국 다음으로 채소류 수입이 많은 미국으로부터는 스 트콘과 토마

토의 수입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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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액 수입량

국 가 2000 2007 증감률 국 가 2000 2007 증감률

국 77,403 399,978 416.8 국 142,996 711,571 397.6

미국 49,138 63,127 28.5 미국 44,459 48,120 8.2

일본 17,189 22,322 29.9 뉴질랜드 1,634 19,431 1,089.2

뉴질랜드 1,798 16,053 792.8 타일랜드 7,861 15,804 101.0

타일랜드 6,033 13,148 117.9 베트남 579 9,148 1,480.0

이탈리아 3,540 10,549 198.0 이탈리아 2,660 6,638 149.56

베트남 1,770 8,814 398.0 랑스 126 3,042 2,314.3

랑스 638 7,053 1,005.5 칠 810 2,821 248.2

네덜란드 1,534 5,402 252.2 터키 7,566 1,875 -75.2

말 이시아 8,911 5,305 -40.5 스페인 1,624 1,768 8.9

기타 19,306 25,208 30.5 기타 9,822 10,214 4.0

계 187,260 576,959 208.1 계 220,137 830,432 277.2

표 2-12.  채소류 수입 상국별 수입 액  물량 동향

단 : 천 달러, 톤, %

  주: 국가 순서는 2007년 수입액  수입량 기  순 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구분
2000(A) 2005 2006 2007(B) 증감률(B/A)

액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국

김 치 0.2 0.5 51 111 88 178 111 220 62492.7 47039.0

고 추 10 6 50 79 59 103 81 131 710.0 2,083.0

마 늘 9 11 21 42 32 44 32 51 255.6 363.6

양 2 4 8 40 14 37 12 29 500.0 625.0

미

국

스 트콘 25 24 25 23 23 19 26 21 4.0 -12.5

토마토 10 11 14 16 15 16 15 15 50.0 36.4

표 2-13.  채소류 수입 상국별 주요 수입품목 동향

단 : 백만 달러, 천 톤,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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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계절별 동향

  채소류의 월별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과일류와 마찬가지로 계 성이 다

소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4>. 채소류의 수입은 2000

년의 경우 8월과 12월에 집 되고 5월에는 었으나, 최근에는 월별 편차

가 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채소류 수입이 8월과 12월에는 감소

한 반면 9～10월은 증가하 다. 이는 채소류 수입 증가를 주도하는 김치와 

양념채소류가 연  소비되면서 수입 기간도 확 되고 있기 때문이다.

5. 청과물 수입 동향의 특징

5.1. 과일류 수입의 고급화․다양화

  과일류 수입 동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고 화 경향이다. 

0.0

2.0

4.0

6.0

8.0

10.0

12.0

14.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2000년 2007년

그림 2-4.  채소류 월별 수입액 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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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단가가 지속 으로 상승하고 있다. 키 , 버 , 망고 등 새롭고 단가

가 높은 품목이 수입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바나나, 인애  등 기존 

품목도 고산지 바나나, 고당도 인애  등으로 고 화하고 있다8. 둘째, 

다양화․다변화 경향이다. 수입 품목은 기존의 오 지, 바나나, 인애  

심에서 포도, 키 , 버 , 망고, 석류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수입 품목

이 다양화되면서 수입국도 필리핀과 미국 심에서 칠 , 뉴질랜드, 이란, 

국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셋째, 생과 심이다. 과일은 주로 생과 형

태로 수입되고 있다. 다만 최근 곶감 등 생과를 냉동한 형태로의 수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넷째, 주년화 경향이다. 기존에 수입이 집 되던 

4～5월과 8월 비 은 감소하고 2～3월, 6월, 10～11월 비 이 증가하는 등 

계 성이 완화되어 연  평 화되는 경향이 있다.

5.2. 중국으로부터 냉동․가공품 중심의 채소류 수입 

  채소류 수입 동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냉동품 심이다. 

수출국의 냉동 시설 보 과 국내 해동 기술 향상으로 냉동 고추, 냉동 마

늘 등 냉동 채소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가공품 심이다. 

김치나 탈피 등 가공품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셋째, 국산 김치와 

양념류 채소 심이다. 주 수입 품목인 김치, 고추, 마늘, 양 , 당근 등이 

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국산이 수입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8
 수입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키 의 경우에도 골드 키  등 고품질 상품

이 등장하 다.



수입업체의 청과물 거래 실태  제3장

1. 청과물 유통 개요

  국내산 청과물과 수입 청과물의 유통경로는 기본 으로 크게 다르지 않

다<그림 3-1>. 수입 청과물은 산지가 국내가 아닌 해외이므로 상품을 수입

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며 수입품의 상품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특정 유통

경로를 거치는 정도가 달라진다. 수입 청과물은 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수

입업체가 유통 과정에 개재된다(<그림 4-3> 참고). 국내산 청과물이 국내 

생산자(조직), 산지 수집상(유통인) 등의 기 (주체)이 산지 출하를 담당하

듯이, 수입업체는 수입 청과물을 국내 시장에 공 하는 첫 번째 유통 기

인 것이다.

  수입업체가 조달한 수입 청과물은 일반 으로 도매시장을 거치거나, 가

공공장이나 간상9․납품업체를 거쳐 유통된다. 품목에 따라서는 직  재

래시장, 소매상, 형유통업체10, 소형 소매 11, 가공공장, 식자재 납품

업체, 외식  식업체 등에게 매되기도 한다<그림 3-1>. 수입 청과물

은 도매시장을 주요 경로로 하지만 품목이나 수입품의 상품 형태에 따라 

 9
 간상이란 도매시장내 도매상을 제외한 트럭상 등 소규모의 간상인을 가리

킨다.
 10

 백화 , 할인 , 기업형 수퍼마켓(체인) 등 규모 소매업체를 가리킨다.
11

 형유통업체나 재래시장을 제외한 단독 수퍼마켓, 소형 포 등의 소매 포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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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로별 비 이 달라진다. 

그림 3-1.  국내 청과물(국산  수입산) 유통경로

2. 청과물 수입업체 황

  본 연구에서는 청과물 수입업체의 황과 거래실태를 악하기 해 

세청의 통  자료를 분석하고 수입업체를 상으로 면  조사를 실시하

다. 세청의 통  원자료는 최근 5년간 청과물 수입업체의 일별 수입량, 

수입액, 원산지, 그리고 업체 주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가

지고  수입업체 수, 지리  분포, 매출액 규모 등을 분석하 다.

  수입업체에 한 조사내용은 회사유형, 취  품목 수 등의 업체 운

황, 수입 청과물의 유통, 유통체계 개선 방향의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

다. 조사 상은 주요 수입 품목을 선정하여, 과일에서는 오 지, 바나나, 

포도, 키 , 채소 에는 고추, 당근, 마늘을 수입하는 업체로 정하 다.



100만$ 이하
55%

101~1000만$
29%

1001만$ 이상
16%

그림 3-2.  조사 응답 수입업체의 취 액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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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업체 수 비율

과일만 취 11  30.5

채소만 취 15  41.7

과일․채소 모두 취 10  27.8

계 36 100.0

표 3-1.  청과물 취 품목별 응답업체 황

단 : 개, %

  조사에 응한 업체는 총 36개로 주로 면 조사를 실시하 으며, 일부 업

체에 해서는 화와 팩스를 통해 조사하 다. 응답업체  취 액 악

이 가능한 31개 업체의 2007년 취 액 분포는 <그림 3-2>와 같다. 응답업

체들은 연간 취 액이 100 만 달러이하가 체의 55%, 101～1,000만 달러

이하가 29%, 1,001만 달러 이상이 16%로 구성되었다. 세청 원자료상의 

모집단 구성이 동일 구간에서 각각 92%, 7%, 1%이므로, 응답업체의 구성

이 모집단에 비해 취 액 구간별로 고른 분포를 나타낸다.12 

12
표본수가 고 조사 조의 문제로 소규모 업체의 비율이 모집단에 비해 다. 

즉 조사 상업체들은 다소 규모화된 업체들이 상 으로 많이 포함되었다. 그

러나 취 액 기  모집단 비율은 100만 달러 이하가 26%, 101～1,000만 달러

가 35%, 1,0001만 달러 이상이 40%로 고른 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

서는 수입업체의 공통  특징을 도출하는 데 의미를 두며, 업체 규모나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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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 업체  31%는 수입 과일을, 42%는 수입 채소를 취 하며 나머지

는 과일과 채소를 모두 취 하는 업체다<표 3-1>.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일을 취 하는 21개 업체  바나나를 취 하는 업체가 18개, 포도를 취

하는 업체는 14개 업체이다. 한 채소를 수입하는 업체는 고추를 취 하

는 업체가 9개, 당근을 수입하는 업체가 8개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2.1. 청과물 수입업체 수

  WTO 출범, FTA 체결 등에 의한 시장 개방으로 청과물 수입이 증가함

에 따라 청과물을 취 하는 수입업체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재 청

과물 수입업체 수는 720개소로 5년 인 2003년 비 51% 증가하 다<표 

3-2>. 이  채소 수입업체는 631개소로 체의 88%를 차지하여 과일 수

입업체 수에 비해 월등히 많다.

  청과물 수입업체의 업체당 평균 수입액과 수입량은 과일취  업체 평균

이 각 연 170만 달러, 110만 톤으로 채소취  업체 평균의 각 5배, 3배 수

이다. 한편 업체당 평균 수입 액이 반 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평

균 수입량은 채소류가 크게 증가하고 과일류는 반 로 약간 감소하 다. 

과일류 평균 수입량이 감소한 것은 량으로 수입하는 오 지 수입량은 감

소하는 한편, 비교  소량으로 수입하는 포도 등의 업체수가 빠르게 늘어

났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과일 수입업체수는 연평균 9%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품목의 연도별 수

입업체 수를 살펴보면, 과일의 주요 품목인 오 지, 포도, 멜론을 수입하고 

있는 업체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표 3-3>. 취 품목별 수입업체수는 오

지는 2006년 93개소까지 증가하 으나 2007년에는 84개소로 감소하 으

며, 포도는 연평균 17%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조직 특성에 따른 특징에 해서는 별도로 언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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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수 업체당 평균 수입액 업체당 평균 수입량

2003 2007 2003 2007 2003 2007

과일류  76  89 1,048 1,700 1,259 1,101

채소류 402 631 1,186 1,321 1,162 1,387

계 478 720 1,323 1,509 1,345 1,490

표 3-2.  청과물 수입업체 수와 수입 규모

단 : 개소, 천 달러, 톤

  주: 1) 세청 통 자료  입수 가능한 품목에 한함.

  주: 2) 업체 수는 같은 부류 내 복 개소수가 제외된 순수 개소수임. 단, 과일류와  채

소류를 함께 수입하는 업체는 복됨.

자료: 세청 통 자료에서 계산.

  과일 수입업체 수가 꾸 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채소 수입업체 수

는 변동이 심하다. 최근 5년간을 볼 때, 채소 수입업체 수는 2003년 1,012

개소에서 2007년 1,064개소로 증가하 다. 그러나 연도별 변동이 심하여 

2004년과 2006년에는 채소 수입업체 수가 증가한 반면, 2005년과 2007년

에는 감소하 다. 즉 채소 수입업체는 시장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는 불안

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품목별 수입업체 수는 냉동고추 267개, 건고추 178개, 당근 149개, 

마늘 112개, 양  103개 등의 순으로 많다<표 3-4>. 이에 비해 쪽 , 무, 

호박 등 수입량이 은 품목의 수입업체 수는 30개소 미만이다.

2003 2004 2005 2006 2007

오 지  72  74  87  93  84

포도  29  34  36  46  53

멜론   0   0   1   4   4

계 101 108 124 143 141

표 3-3.  과일류 주요 품목별 수입업체 수

단 : 개소

  주: 계는 품목별 단순합계.

자료: 세청 통 자료에서 계산.



수입업체의 청과물 거래 실태34

2003 2004 2005 2006 2007

양 (신선, 냉장) 193 98 129 104 103

쪽 (신선, 냉장) 24 20 16 27 17

마늘(신선, 냉장 - 탈피한 것)(깐마늘) 27 46 37 11 19

마늘(신선, 냉장 - 기타)(통마늘) 10 25 11 5 10

마늘(냉동)(냉동마늘) 72 96 86 104 112

속채소(양 , 쪽 , 마늘, 부추 이외 기타/

신선, 냉장)
66 16 5 77 57

양배추(신선, 냉장) 49 40 8 18 47

배추(신선, 냉장) 34 45 11 33 19

당근(신선, 냉장) 136 189 180 184 149

무(신선, 냉장) 0 0 1 9 6

고추류(건조/ 쇄 는 분쇄 않은 것) 156 135 110 228 178

고추류(건조/ 쇄 는 분쇄한 것) 94 79 85 77 55

고추(냉동) 151 259 305 324 267

호박(신선/냉장) 0 0 6 23 25

계 1,012 1,048 990 1,224 1,064

표 3-4.  채소류 품목별 수입업체 수

단 : 개소

  주: 계는 단순합계.

자료: 세청 통 자료에서 계산.

2.2. 수입업체 회사 유형과 지리적 분포

2.2.1. 수입업체의 회사 유형

  청과물 수입업체에 한 조사 결과, 수입업체들은 주로 주식회사의 형태

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5>. 본 조사에 응한 수입업체  주식회사

는 27개로 75%를 차지하며, 개인 기업은 19%로 주식회사 다음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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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그 밖에 본 설문 조사에 응하지는 않았으나 국내에서 활동 인 돌

코리아, 델몬트, 썬키스트는 국내 3  수입 청과물 공 업체로, 국내에 지

사를 두고 수입 청과물을 공 하거나,13 수입업체에 매권을 부여하는 방

법으로 청과물을 공 하고 있다.

단 : 개소, %

　 응답업체 비율

개인기업  7  19.4

주식회사 27  75.0

기타  2   5.6

계 36 100.0

표 3-5.  수입업체의 유형

2.2.2. 수입업체의 지리  분포

  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주소 확보가 가능한 수입업체의 지리  분포를 살

펴보았다<표 3-6>. 부분의 수입업체는 서울, 특히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

장(이하 가락시장) 주변에 치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외산 청과물의 거래 동

향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상품을 납품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이다.

  과일 수입업체는 서울 가락시장 주변에 집 으로 치하고 있다. 오

지, 바나나, 포도 등 공 량이 많은 품목은 경매를 통해 거래되고 있기 때

문에 수입업체들은 시장 상황의 모니터링과 도매법인과의 원활한 거래를 

해 시장과 근이 용이한 곳에 치한다.

  채소 수입업체는 과일 수입업체에 비해 분산되어 있는데, 특히 서울 외 

항구 주변에도 많이 치한다. 를 들어 경기에는 평택, 인천, 그리고 부

산에 수입업체가 분포하고 있다. 한 채소 수입업체는 과일에 비해 출하

13
 돌 코리아(Dole Korea)의 경우 국내 가공, 장, 운송, 안 성 등을 담당하는 5

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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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 가까운 곳에 치하는 경향이 있다. 가공업체, 식  외식업소 등 

수입 채소가 다양한 유통경로를 가지는 만큼 수입업체는 국에 두루 분포

되어 있다. 특히 고추 수입업체는 부분 충청지역에 치하고 있는데, 이

는 충청지역의 지리  근성이 유리하고 고추 주산지로서 건조  가공 

인 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14.

단 : 개소

과  일 채  소 과일/채소 계

서울 34  87 10 131 

경기  6  42  2  50 

인천  0  21  0  21 

부산  3  30  3  36 

경남  0  13  0  13 

경북  1  17  0  18 

남  0  11  0  11 

북  0   4  0   4 

충남  1  16  0  17 

충북  0  15  0  15 

제주  0   1  0   1 

강원  0   2  0   2

계 45 259 15 319

표 3-6.  지역별 수입업체 분포

  주: 경북은 구, 남은 주, 충남은  포함.

자료: 세청 통 자료에서 계산.

14 가공시설에서 국산 고추와 수입 고추가 혼합되는 사례도 자주 나타난다. 



그림 3-3.  과일(좌)과 채소(우) 수입업체의 취  규모별 업체 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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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입업체의 취급 규모와 취급 품목 수

2.3.1. 취  규모

  오 지, 포도, 당근, 고추, 마늘 수입업체를 상으로 2007년 취  규모

별 분포를 분석하 다<그림 3-3>. 과일 수입업체의 연평균 수입액은 183

억 달러로, 채소 수입업체의 30억 달러보다 6배 큰 규모이다. 매출액 분포 

한 과일의 경우 매출액 1백만 달러 이상인 업체가 체의 31%를 차지하

는 반면, 채소는 4%를 차지한다. 이러한 을 미루어 볼 때, 과일 수입업

체가 채소 수입업체보다 규모화되어 있으며, 업체 규모간 양극화가 심화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업체의 수입액 기  상  20개를 살펴본 결과, 과일은 돌코리아, 델

몬트, 썬키스트의 지사가 상  업체 총 수입액의 35%, 형유통업체의 계

열사 수입  직수입이 20%를 차지한다. 채소의 경우, 상  20개 업체 매

출액  식품 취  기업의 계열사가 16%를 차지한다.

자료: 세청 통 자료에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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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취  품목 수

  청과물 수입업체들은 업체당 평균 8개 품목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표 3-7>. 수입업체  과일만을 취 하는 업체가 평균 11개 품목

을 수입하며, 채소 취 업체는 과일 취 업체보다 은 평균 3개 품목을 

수입한다15. 과일 취 업체의 평균 수입품목수가 채소 취 업체보다 많은 

것은 이는 과일 수입업체들은 채소에 비해 비교  규모화되어 미국, 칠 , 

동남아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수입 과일을 취 하며, 채소 수입업체들은 매

년 국내 시장상황에 따라 공 이 부족한 일부 품목의 소량을 필요 시 수입

하기 때문이다.

단 : 개

　 품목 수

과일 수입업체 11.1

채소 수입업체  3.3

과일, 채소 모두 취 하는 업체  9.0

평균  7.8

표 3-7.  수입업체별 평균 취  품목 수

자료: 자체 조사 결과

3. 수입 청과물 거래 실태

3.1. 원물 조달

  수입업체들은 청과물 매입 시 주로 계약서 작성을 통한 서면 계약을 하

15 이러한 사실은 수입업체  가락시장 방문, 면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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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 응답의 49%)<표 3-8>. 산지 거래 상과의 공

 계약서에는 주로 계약기간(contract period), 상품의 등 , 생산 지역 등 

계약 상품(product)에 한 상세 내용, 박스  라벨(box and label), 포장

량(package weight), 포장 비율(hand ratio of package), 재(stowage), 물량

(volume), 품질 리(quality management), 가격(price), 결제(payment), 선

(shipment), 분쟁  재(arbitration) 등이 명시된다.

  서면 계약 외에 구두와 화 혹은 이메일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각각 

18%, 21%로 지 않다. 특히 채소 수입업체가 서면에 의한 계약을 주로 

하는 데 비해, 과일 수입업체의 경우는 구두계약과 서면 혹은 화․이메

일을 함께 이용하는 등 채소 수입업체와 달리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약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업체들은 지(수출국) 생산자 즉, 농장주, 지 수집상, 혹은 청과

물에 한 소유권을 가지는 지 수출 문업체, 소유권은 없으나 개만을 

하는 로커 등 다양한 유통주체를 통해 청과물을 공  받는다. 지 생산

자와 수집상을 통해 청과물을 수입하는 경우, 생산자와 수집상이 가공․포

장시설을 보유하여 직  가공  포장 후 수출하거나 국내 수입업체가 별

도로 가공․포장 업체와 계약한다. 지 수출 문업체는 생산자  수집상

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수입업체와의 계약 시 요구에 맞추어 가공  

포장을 한다. 로커는 수출할 청과물에 한 소유권 없이 개 역할만을 

단 : 개, %

　

과  일 채  소   체

응답
업체

비율
응답
업체

비율
응답
업체

비율

구두 8 18.6 4 17.4 12 18.2

서면 18 41.9 14 60.9 32 48.5

기타( 화, 이메일) 11 25.6 5 21.7 18 27.3

구두+서면+기타 6 14.0 0 0.0 6 9.1

계 43 100.0 23 100.0 66 100.0

표 3-8.  수입업체의 산지 계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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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수입업체로부터 박스 당 1～2 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그 밖에 

델몬트, 돌 등 다국  수출업체들의 매권을 소유한 수입업체들은 모회사

의 농장으로부터 매입한다. 한 국과 필리핀 등을 심으로 수입업체가 

해외 산지에 직  농장을 운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업체의 부분이 생산지의 단일 상과 계약을 맺고 청과물을 매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9>. 수입업체들은 매입시 일반 으로 생산지

의 수출 문업체를 이용한다<표 3-10>. 수출 문업체는 수출할 청과물을 

수입업체의 가공․포장 요구에 맞춰 매하기 때문에 수입업체들의 선호

도가 높다. 부분이 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채소의 경우, 수출 문업체를 

단 : 개소, %

과  일 채  소   체

응답
업체

비율
응답
업체

비율
응답
업체

비율

1개소 25  64.1 17  73.9 42  67.7

2개소 14  35.9  4  17.4 18  29.0

3개소 이상  0   0.0  2   8.7  2   3.2

계 39 100.0 23 100.0 62 100.0

표 3-9.  취 부류별 수입업체의 매입 상업체 수

단 : 개소, %

과    일 채    소     체

응답업체 비율 응답업체 비율 응답업체 비율

지생산자 11  20.8  8  25.8 19  22.6

지수집상  9  17.0  6  19.4 15  17.9

수출 문업체 23  43.4 12  38.7 35  41.7

지 로커  6  11.3  1   3.2  7   8.3

기타(자사농장소유 등)  4   7.5  4  12.9  8   9.5

계 53 100.0 31 100.0 84 100.0

표 3-10.  부류별 수입업체의 원물 매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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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경우 외에 수입업체가 직  산지를 방문하여 지 생산자 혹은 

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과일은 채소에 비해 지 

로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 지와 포도가 로커가 활성화된 

미국으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수입 과일의 경우, 형할인업체의 직수입이 활성화되고 있다. 2008년 

재 오 지, 포도를 직  수입하는 형할인업체가 2곳, 계열사가 형할

인업체의 납품을 해 과일 수입업을 하는 경우가 3곳이다. 직수입을 하는 

형할인업체 혹은 계열사의 수입액 한 년 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를 통해 수입을 하는 경우, 형할인업체의 납품을 한 포장  

기타 작업을 계열사에서 담당하고 있어 취 하기 편리한 장 이 있다. 계

열사 없이 직수입을 하는 형할인업체의 경우, 수입과정  가격, 물량, 

품질의 변동에 따른 험을 고스란히 감당해야하므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할인업체의 직수입 추세가 더 강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다.

3.2. 저장․가공

  수입 청과물은 국내산에 비해 유통 기간이 다소 길기 때문에 신선도의 

유지는 수입업체들의 이익과 직 으로 련된다. 따라서 업체들은 수입 

후 국내뿐만 아니라 지에 장시설을 임 하거나 보유한다(응답업체의 

49%)<표 3-11>. 지에 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과일 수입업체가 

18%, 채소 수입업체는 67%로, 과일보다는 채소를 취 하는 업체가 지 

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과물이 국내에 수입된 후 수입업체들은 체 물량의 66%를 장시설

에 보 하며, 이  66%의 물량은 자체 보유창고가 아닌 임  창고에 

장된다<표 3-12>. 장시설은 지와 같이 과일보다 채소 수입업체의 

장시설 이용비율이 높다. 이는 고추, 마늘 등이 냉동 상태로 수입되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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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개소, %

　
과    일 채    소     체

응답업체 비율 응답업체 비율 응답업체 비율

이용하지 않음  8  72.7  4  33.3 16  48.5

자체보유창고  2  18.2  4  33.3  7  21.2

임 창고  0   0.0  4  33.3  9  27.3

기타  1   9.1  0   0.0  1   3.0

계 11 100.0 12 100.0 33 100.0

표 3-11.  청과물 수입업체의 지 장시설 이용

주: 체 = 과일수입업체+채소수입업체+과일․채소를 모두 취 하는 수입업체.

단 : %

과   일 채   소    체

장하지 않고 직  출하  55.5  27.9  30.9

자체보유창고에 장  12.7  19.3  22.6

임 창고에 장  31.8  45.7  43.7

기타   0.0   7.1   2.9

계 100.0 100.0 100.0

표 3-12.  청과물 수입업체의 국내 반입 후 장시설 이용

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일은 국내에서 재배되지 않는 품목에 한 꾸

한 수요가 있는 반면, 채소는 수요가 있을 때 수시로 매해야 하는 특  

성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수입업체에게 가공  재포장 여부와 그 방법을 물어보았다. 청과물 수

성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입 후 가공  재포장을 하지 않는 업체는 

60%로, 가공  재포장을 하는 업체보다 많았다<표 3-13>. 과일의 경우, 

형유통업체에 납품하기 해 주로 소량 단 로 재포장되며, 채소는 수입

된 냉동 고추의 건조․분쇄 외에는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표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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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개, %

　

과  일 채  소   체

응답
업체

비율
응답
업체

비율
응답
업체

비율

가공  재포장  5  45.5  4  28.6 14  40.0

가공  재포장하지 않음  6  54.5 10  71.4 21  60.0

계 11 100.0 14 100.0 35 100.0

표 3-13.  수입업체의 가공  재포장

주: 체 = 과일업체 수 + 채소업체 수 + 과일․채소 모두 취 하는 업체 수.

단 : 개, %

　
과  일 채  소   체

응답업체 비율 응답업체 비율 응답업체 비율

소량단  재포장 5  83.3 0   0.0  8  61.5

포장지 교환 1  16.7 0   0.0  1   7.7

건조  분쇄 0   0.0 3 100.0  4  30.8

기타 0   0.0 0   0.0  0   0.0

계 6 100.0 3 100.0 13 100.0

표 3-14.  수입업체의 가공  재포장 방법

주: 체 = 과일수입업체+채소수입업체+과일․채소를 모두 취 하는 수입업체.

3.3. 판매

  수입업체는 수입 청과물의 42%를 가락․강서 시장 등의 도매시장에 

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15>. 도매시장은 시장 이용에 한 수수

료를 부담해야하지만 당일 정산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는 이 이 있다16. 도매시장 다음이 재래시장(유사도매시장 포함), 납품업

16
 오 지와 포도 등 상장품목은 수입물량의 반 이상이 도매시장으로 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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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간상) 순이다. 과일 수입업체는 채소 수입업체에 비해 형유통업체

에 한 매 비 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채소 수입업체 한 과일 수입업체와 같이 도매시장 출하 비 이 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산 수입 당근이 공 도매시장의 상

장 품목이라는 에 기인한다. 그러나 과일 수입업체에 비해 그 비 은 다

소 낮은 편이며, 신 재래시장에 출하하는 경우가 많다. 한 채소는 과일

에 비해 가공업체 비 이 15%로 높다. 이는 특히 고추 수입업체가 취 이 

용이하고 렴한 냉동고추를 수입하여, 건조․분쇄를 해 고춧가루 가공

업체에 납품하기 때문이다. 냉동고추와 더불어 냉동마늘도 가공업체로 많

이 매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조사(2005)에 의하면, 수입업체가 매입

한 냉동마늘의 40% 정도가 가공용으로 젓갈공장, 장류공장, 김치공장 등

으로 공 된다. 뿐만 아니라 채소 수입업체는 식․외식업소로의 매 비

이 과일보다 높은데, 이는 냉동마늘의 60%, 냉동 다진마늘의 부분이 

식당․외식업소의 양념용 등으로 공 되기 때문이다. 기타 채소류는 가공

업체 특히 라면제조업체의 계열사가 수입을 하여 마늘과 고추 등의 원료를 

공 한다.

단 : %

과일 채소 체

도매시장  50.2  26.8  42.1

재래시장(유사도매시장 포함)  16.7  23.2  19.0

납품업체( 간상)  12.6  13.2  12.8

가공업체   0.2  15.2   5.5

식․외식업소   3.0   5.5   3.9

형유통업체  10.1   1.1   7.0

소형 소매   4.0   0.0   2.6

자사계열사   1.1   4.5   2.3

기타   2.0  10.5   4.9

계 100.0 100.0 100.0

표 3-15.  청과물 수입업체의 매처별 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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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업체는 수입 청과물을 국내에 유통시키는 첫 단계의 주체로서, 이들

의 매가격 결정은 국내 수입 청과물의 가격 형성에 큰 향을 미친다. 

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가장 많은 37%가 시장의 수요와 공 에 따라 개인

인 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하 다<표 3-16>. 다음으로는 

형 수입업체의 출하가격이나 공 도매시장의 낙찰 가격, 이 (지난 시즌과 

년 동기) 시세 등을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 수입업체가 수요공 에 한 개인  단으로 가격을 결정한다는 

응답이 60%로 압도 으로 많은 반면, 채소 수입업체는 기 가격시세와 

기타 방식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기타 방식은 시장 상

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매입원가에 일률 으로 일정마진을 더하는 경우

를 말한다.

단 : 개, %

　

과  일 채  소   체

응답
업체

비율
응답
업체

비율
응답
업체

비율

규모 수입업체 출하가격 0 0.0 2 18.2 5 16.7

국내 도매시장 가격 참고 3 30.0 1 9.1 5 16.7

월 혹은 년도 가격 시세 0 0.0 3 27.3 5 16.7

수요공 에 한 개인 단 6 60.0 2 18.2 11 36.7

기타 1 10.0 3 27.3 4 13.3

계 10 100.0 11 100.0 30 100.0

표 3-16.  수입업체의 매가격 결정

주: 체 = 과일수입업체+채소수입업체+과일․채소를 모두 취 하는 수입업체.

3.4. 위험 관리

  소유권이 이 되는 농산물 유통 과정은 다양한 험을 수반하게 된다. 

를 들어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품질 하, 부패 등의 물리  험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품의 유통과정  상품가치 하락에서 오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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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도 발생할 수 있다. 수입 청과물은 특히 생산 후 장기간 운송, 검역, 

통 의 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입업체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청과물 수입업체들이 유통 과정 상 직면하는 가장 큰 험은 가격변동

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17>. 특히 응답 업체의 53%가 수입 후 

국내 매가격보다는 지의 수입가격 변동이 가장 큰 험이라고 응답하

다. 한 채소 수입업체는 과일 수입업체와 달리 공 주체와의 계약 기 

험이 있는데, 이는 국 수출주체의 계약에 한 인식 부족으로, 계약 후

에도 가격에 따라 일방 으로 수입업체를 바꾸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

다.

  한편, 수입 마늘의 경우 1개 업체가 체 마늘 수입의 약 50%를 차지하

고 있다. 이 업체는 국내산 통마늘을 북한 인력을 이용하여 깐마늘로 가공

한 후 세청의 남북출입국사무소를 거쳐 들어오며, 북한의 일방 인 원료

공  요구와 도로, 수도 등 사회간 자본의 부족으로 인한 험을 지닌다

고 응답하 다. 

  수입업체들은 험에 직면했을 때, 응답업체의 50%가 수입 물량을 조

단 : 개, %

　

과  일 채  소   체 

응답
업체

비율
응답
업체

비율
응답
업체

비율

지 계약 기 

물량확보 어려움
 0   0.0  2  15.4  2   5.9

수입가격 변동  6  54.5  7  53.8 18  52.9

매가격 변동  4  36.4  1   7.7 10  29.4

운반  감모손상  1   9.1  0   0.0  1   2.9

기타  0   0.0  3  23.1  3   8.8

계 11 100.0 13 100.0 34 100.0

표 3-17.  수입업체의 유통과정 상 험

주: 체 = 과일수입업체+채소수입업체+과일․채소를 모두 취 하는 수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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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수입을 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8>. 한 특별한 리방

법이 없다는 업체도 21%나 차지한다. 이와 같이 별다른 리방법 없이 시

장상황을 주시한다는 응답과 무응답의 일부를 고려할 때, 수입업체들은 유

통과정 상의 다양한 험에 해 소극 으로 처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 밖에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복합 으로 응하며, 기

업의 계열사인 수입업체인 경우 수입 련 보험을 통해 험에 처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단 : 개, %

과  일 채  소   체

응답업체 비율 응답업체 비율 응답업체 비율

수입물량 조 3  50.0  5  45.5 12  50.0

매물량 조 2  33.3  0   0.0  2   8.3

장기계약 체결 0   0.0  3  27.3  3  12.5

리방법 없음 1  16.7  1   9.1  5  20.8

기타 0   0.0  2  18.2  2   8.3

계 6 100.0 11 100.0 24 100.0

표 3-18.  수입업체의 험 리 방법

주: 체 = 과일수입업체+채소수입업체+과일․채소를 모두 취 하는 수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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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 경로와 마진

1.1. 수입 과일의 유통 경로

  수입업체는 지의 생산자, 수집상, 수출 문업체, 로커( 개인)로부터 

청과물을 매입한 후 도매시장, 재래시장(유사도매시장 포함), 간상17, 

형유통업체18, 소형 소매 19, 가공공장, 그리고 식  외식업소에 매

한다20. 한 도매시장으로 반입된 청과물은 다시 재래시장, 간상, 형

유통업체 등으로 매된다21.

  수입 과일은 주로 지의 수출 문업체나 농장에서 수입된다. 수입된 청

과물은 주로 도매시장과 재래시장에 매된다<그림 4-1>. 도매시장으로 

반입된 과일은 다시 소형 소매 과 간상에게 매된다.

17 간상이란 도매시장내 도매상을 제외한 트럭상 등 소규모의 간상인을 가리

킨다.
18

 백화 , 할인 , 기업형 수퍼마켓(체인) 등 규모 소매업체를 가리킨다.
19 형유통업체나 재래시장을 제외한 단독 수퍼마켓, 소형 포 등의 소매 포

를 나타낸다. 
20

 수입업체의 청과물 매입처와 매처별 거래 비 에 해서는 3장 3  참조.  
21 도매시장( 도매인)의 수입 청과물 매처별 비 에 해서는 4장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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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과일 수입  국내 유통경로

  주: 선 굵기로 주요 유통경로 표시.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1.2. 수입 채소의 유통 경로

  채소는 수입업체가 매입하는 민간 무역 외에 일부 품목에 한하여 국가

가 매입하는 형태의 국  무역을 통해 수입된다. 이 장에서는 주로 민간 

무역을 심으로 다루기로 한다22.

  국  무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수입권을 가진 주체(농산물은 부분 농

수산물유통공사)의 공매를 통해 도매시장의 도매인이나 가공공장에 주

로 매된다<그림 4-2>. 민간 무역의 경우에는 수입업체가 수출국의 생산

자와 수출 문업체를 통해 농산물을 구입하며, 이를 주로 도매시장과 재래

시장에 출하한다. 도매시장의 도매인 등은 매입한 수입 채소를 주로 재

래시장이나 식자재 납품업체에 매한다.

  채소  냉동 고추는 건고추나 고춧가루 상태로 시장에 유통되기 때문

에 당근, 마늘 등과 구별되는 유통경로를 거친다. 건조 시설을 갖춘 냉동 

22 국  무역에 해서는 제 5장 1 에서 구체 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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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수입업체는 건고추로 가공 후 다음 단계의 유통 주체에게 매한다. 

그러나 시설을 갖추지 않은 냉동 고추 수입업체는 건조․분쇄하는 가공업

체에 매한다. 가공업체는 건고추로 가공 후 이를 다시 도매시장, 일반시

장, 간상, 소형 소매 에 매하며, 특히 식  외식업소에 많이 

매한다.

그림 4-2.  채소 수입  국내 유통경로

  주: 선 굵기로 주요 유통경로 표시.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1.3. 수입 청과물의 유통마진

1.3.1. 과일류

  청과물의 유통마진을 계측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유통경로별 

추 조사와 시 조사를 병행하여 종합 으로 단해야 비로소 정확한 유

통경로  단계별 마진이 계산될 수 있다. 그러나 실 으로 마진 분석을 

해 합한 데이터는 매우 제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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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2007년 3년간의 유통단계별 데이터가 가용한 범 에서 수입 청

과물의 국내 유통단계별 마진을 추정하 다23. 품목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한 한 kg당 수입단가(CIF)→수입업체 매입가격(CIF+ 세 등 

통 비용)→도매시장 반입(경락)가격→ 도매인 매가격→소매상 매가

격에 해당하는 2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한 수입 청과물과 동일

한 국내산 품목의 마진을 정리함으로써 단계별 유통마진의 체 인 경향

을 도출하고자 한다.24

  신선 과일은 통상 수입업체 → 도매시장(도매법인 → 도매인) → 소매

상 → 소비자의 유통과정을 거친다. 오 지 수입업체는 2007년 kg당 평균 

1,315원에 수입하 으며, 여기에 통 을 한 세를 포함한 원가는 1,970

원이다<표 4-1>. 수입업체는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2,320원에 낙찰되

어 도매인에게 매하 다. 이 때 발생하는 유통마진 350원에는 수입업

체의 이윤과 출하를 한 포장재비, 운송비, 하차비, 상장수수료 등이 포함

된다. 도매인은 매입한 오 지를 2,580원에 소매상에게 매하고, 소매

상은 이를 다시 4,330원에 소비자에게 매하 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2005～2007년간 유통단계별 마진을 계산하여 평

균해 보면, 수입 오 지는 출하단계인 수입업체가 매입원가에서 11% 내외

의 마진을 취하고 있으며, 도매단계에서 도매인은 4%, 소매단계에서 

45%의 마진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25 수입업체의 마진  상장

수수료와 시장사용료 등의 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소매단계에서 

마진이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여기서 유통 마진은 특정 유통단계에서 다음 유통단계까지의 유통비용과 유통

주체의 이윤이 포함된 것이다.
24 다만 유통 단계별로 이용 가능한 객 인 가격 데이터는 제약되기 때문에, 이 

범 에서 제한 으로 다루었다.
25 

주 경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매인과 소매상 사이에 간도매상이 개재할 경

우에는 소매단계의 마진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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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원/kg, %

　
수입단가
(CIF)

수입업체 
매입가격

도매시장 
경락가격

도매인 
매가격

소매상 
매가격

가격

2005 1,020   1,529   1,812   1,943 3,837 

2006 961 1,442 2,113   2,132 3,821 

2007 1,315 1,972   2,315   2,580 4,329 

평균 1,098   1,648   2,080   2,218   3,995   

비

2005 26.6 39.9 47.2 50.6 100.0

2006 25.2 37.7 55.3 55.8 100.0

2007 30.4 45.6 53.5 59.6 100.0

평균 27.5 41.2 52.1 55.5 100.0

표 4-1.  오 지 유통단계별 가격

  주: 1) 수입업체 매입가격은 CIF 가격에 세를 더한 것임.

  주: 2) 수입업체 매입가격 이후 단계의 가격은 상품 기 임.

자료: 1) 한국무역 회(www.kita.net).

  주: 2) 가락시장.

  주: 3)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mis.co.kr).

  바나나는 수입업체가 도매시장에 매하는 과정에서 7% 내외의 마진이 

발생하며, 도매인 매에서는 3% 수 의 마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4-2>. 오 지와 마찬가지로 바나나는 유통마진이 가장 큰 유통단

계가 소매단계로 나타났는데, 소매상은 kg당 평균 1,150원에 매입하여 

1,940원에 소비자에게 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 포도와 국산 포도의 유통단계별 가격을 비교하기 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수입업체의 매입가격과 포도 생산자조합의 매입가격을 비교하

다<표 4-3>. 2007년 수입 포도와 국산 포도의 유통단계별 비 을 보면, 수

입업체와 생산자조합의 매입가격은 소매상 매가격의 50%로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수입과 국내산의 도매인 매가격이 차지하는 비 도 74%

로 거의 같다. 

  수입 포도와 국산의 차이는 출하 단계와 도매인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수입 포도의 경우 수입업체의 마진이 20%를 차지하는 반면, 도매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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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원/kg, %

　
수입단가
(CIF)

수입업체 
매입가격

도매시장 
경락가격

도매인 
매가격

소매상 
매가격

가격

2005 471 895 1,223 1,123 1,900 

2006 502 954 983 1,154 1,960 

2007 523 995 1,056 1,183 1,970 

평균 499 948 1,088  1,153 1,943 

비

2005 24.8 47.1 64.4 59.1 100.0

2006 25.6 48.7 50.2 58.9 100.0

2007 26.6 50.5 53.6 60.1 100.0

평균 25.7 48.8 56.0 59.3 100.0

표 4-2.  바나나 유통단계별 가격

  주: 1) 수입업체 매입가격은 CIF 가격에 세를 더한 것임.

  주: 2) 수입업체 매입가격 이후 단계의 가격은 상품 기 임.

자료: 1) 한국무역 회(www.kita.net).

  주: 2) 가락시장.

  주: 3)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mis.co.kr).

마진은 3%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산은 산지조합의 마진이 14%, 도매인

의 마진이 10% 수 이다. 즉 출하 단계(수입업체 는 생산자조합)의 마진

은 수입 포도가 국산 포도보다 크고, 도매단계 도매인의 마진은 국산 포

도가 수입 포도보다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의 경우 수입업

체의 마진이 오 지나 바나나 등 다른 과일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입 포도는 선별이나 소량 단 로 재포장하여 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6. 한편 국산 포도는 수입 포도에 비해 도매 단계에

26 
이용선 외(2003)에 의하면, 포도 수입업체로부터 도매시장으로 72%, 형유통

업체로 23%로 유통되고, 소매 단계에서는 수입 포도의 78%가 형유통업체

(50%)와 소매상(28%)에게서 소비자에게 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자에게 매되는 물량이 주로 소포장 단 이므로 수입업체가 직  는 도매

시장을 통해 유통업체로 매하는 물량의 상당 부분에 해 수입업체가 재포

장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된다.



수입 청과물의 도소매 유통 실태 55

서 재포장하는 경우가 많아 국산 포도의 도매단계 마진이 크게 나타난 것

으로 추정된다.

단 : 원/kg, %

수입단가
(CIF)

수입업체 
매입가격 도매시장 

경락가격
도매인 
매가격

소매상 
매가격

생산자조합매입가(국산)

가  격

2005 1,843 2,673 - - 5,137 

2006 1,833 2,658 - - 5,199 

2007 1,973 2,861 4,029 4,208 5,728 

평균 1,883 2,731 4,029 4,208 5,355   

비  

2005 35.9 52.0 - - 100.0

2006 35.3 51.1 - - 100.0

2007 34.5 50.0 70.3 73.5 100.0

평균 35.2 51.0 70.3 73.5 100.0

국내산

비  

2005 51.5 62.9 71.4 100.0 

2006 52.1 62.5 72.5 100.0 

2007 49.8 64.0  73.5 100.0 

평균 51.1 63.1 72.5 100.0 

표 4-3.  수입 포도 유통단계별 가격

  주: 1) 수입업체 매입가격은 CIF 가격에 세를 더한 것임.

  주: 2) 도매시장 경락가격과 도매인 매가격은 상품 기 임.

  주: 3) 소매상 매가격은 품 기 임.

  주: 4) 국내산 포도는 벨 상품 기 임.

자료: 1) 한국무역 회(www.kita.net).

  주: 2) 가락시장.

  주: 3)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mis.co.kr).

1.3.2. 채소류

  신선 채소는 통상 수입업체 → 도매시장(도매법인- 도매인- 간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의 유통 과정을 거친다. 채소류  양 , 깐마늘, 건고

추의 유통단계별 가격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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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는 도매인 매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양  수입업체의 마진은 

8%, 국산 양  산지유통인 마진은 25% 수 인 것으로 추정된다<표 4-4>. 

국내산의 경우 산지조합의 마진보다는 도매인의 마진이 큰 반면, 수입 

양 는 수입업체의 마진이 도매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깐마늘은 경매 비상장품목으로 경락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나 도매시장의 

반입가격을 사용하여 이를 신하 다. 2007년을 기 으로 수입업체 매입

가격은 도매가격의 86%를 차지하는 반면, 국산 깐마늘업체 매입가격은  

장마늘의 경우 71%, 난지형 마늘은 60%로, 국내산 깐마늘업체가 수입

업체보다 더 많은 마진을 보 다<표 4-5>. 여기에는 국내 깐마늘업체의 인

건비, 임 료 등의 직간 비가 더 높은 도 기인한다.

단 : 원/kg, %

수입단가
(CIF)

수입업체 
매입가격 도매시장 

경락가격
도매인 
매가격

산지유통인 매입가격(국산)

가  격

2005 219 523  - 744 

2006 279 635  - 939 

2007 219 489 550 736 

비  

2005 29.4 70.3 - 100.0

2006 29.7 67.6 - 100.0

2007 29.8 66.4 74.7 100.0

국내산

비  

2005 66.3(45.7) 90.8(62.9) 100.0(69.2)

2006 61.9(42.9) 92.8(64.3) 100.0(69.3)

2007 62.5(38.5) 87.5(53.8) 100.0(61.5)

표 4-4.  수입 양  유통단계별 가격

  주: 1) 수입업체 매입가격은 CIF 가격에 통 제비용을 더한 것임.

  주: 2) 수입업체 매입가격 이후 단계의 가격은  기 임.

  주: 3) 국내산은 상품기 .

  주: 4) 국내산 비 의 (  )는 간도매상 매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비 .

자료: 1) 수입단가, 수입업체 매입가격: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망 2008｣.

  주: 2) 도매시장 경락가격: 가락시장.

  주: 3) 도매인 매가격: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mis.co.kr).

  주: 4) 국내산 유통단계별 비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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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원/kg, %

　
수입단가(CIF) 수입업체 매입가격 도매시장

반입가격깐마늘업체 매입가격(국산)

수입
가격 2007 689 2,558 2,971 

비 2007 23.2 86.1　 100.0

국내산

비  

2005 　68.9 (60.3) 100.0

2006 　66.7 (58.2) 100.0

2007 　70.8 (60.2) 100.0

평균 　68.8 (59.6) 100.0

표 4-5.  수입 깐마늘 유통단계별 가격

  주: 1) 수입업체 매입가격은 CIF 가격에 통 제비용을 더한 것임.

  주: 2) 국내산은 장 깐마늘, (  )은 난지형 깐마늘.

자료: 1) 수입단가, 수입업체 매입가격: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망 2008｣.

  주: 2) 도매인 매가격: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mis.co.kr).

  주: 3) 국내산 유통단계별 비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 건고추는 크게 두 종류로 볼 수 있다. 건조 상태

로 수입되는 상품과 냉동 상태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건조 과정을 거치는 

상품이 그것이다. 건고추의 공매를 제외하고 시 에서 유통되는 수입 건고

추는 거의 냉동 고추다. 이는 앞에서도 설명하 듯이 냉동 고추의 세가 

건고추보다 10분의 1 수 으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수입

업체의 매 단계까지 수입 건고추와 냉동 고추를 구분하여 분석하 다27.

  도매인 매가격을 심으로 봤을 때, 수입업체는 냉동고추를 도매가

격의 12% 수 에서 매입하여 건조과정을 거쳐 96% 수 에서 매한다<표 

4-6>. 반면 산지유통인의 건고추 매입가격은 국산 도매가격의 85%를 차지

한다. 냉동 고추를 수입할 경우 수입업체의 마진은 84%로 국산보다 78%p 

높다. 그러나 가공 마진을 제외하여 동일 조건으로 비교해보면, 건고추의 

출하단계 마진은 수입이 14%, 국산이 7%로 수입품의 마진이 높다. 한편 

도매단계 마진은 냉동 가공(건조) 고추가 4%, 국산 9%로 국산이 높다.

27 
도매가격은 건고추와 냉동고추 가공품이 구별되어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

업체의 건고추 매가격보다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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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원/kg, %

수입업체 매입가격 수입업체 매가격
도매인
매가격건고추 냉동고추 건고추

냉동고추
(가공후)

가 격

2005 7,991 685 8,754 5,510 5,850 

2006 7,964 635 8,727 5,230 5,385 

2007 8,436  - 9,199  - 5,299 

평균 8,130 660 8,893 5,370 5,511   

비 

2005 136.6 11.7 149.6 94.2 100.0

2006 147.9 11.8 162.1 97.1 100.0

2007 159.2 - 173.6 - 100.0

평균 147.9 11.8 161.8 95.7 100.0

국내산

비 

2005   85.1 91.5 100.0

2006 　80.0 89.3 100.0

2007 　88.9 93.3 100.0

평균 　84.7 91.4 100.0

표 4-6.  수입 건고추의 유통단계별 가격

  주: 1) 수입업체 매입가격은 CIF 가격에 세(종량세)를 더한 것임.

  주: 2) 도매인 매가격은  기 임.

  주: 3) 국내산은 상품 화건 기 임.

  주: 4) 수입업체 매입가격은 국내산 산지유통인 매입가격에 해당함.

  주: 5) 수입업체 매가격은 국내산 산지유통인 매가격에 해당함.

자료: 1) 수입단가, 수입업체 매입가격: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망 2008｣.

  주: 2) 도매인 매가격: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mis.co.kr).

  주: 3) 국내산 유통단계별 비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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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 청과물의 도매 유통 실태

2.1. 도매시장의 수입 청과물 취급 현황

  국 도매시장 내 수입 청과물 거래량과 거래액은 2000년에 15만 7천톤, 

1,730억 원이었다<표 4-7>. 그 후 수입 청과물 취 규모는 꾸 히 증가하

여 2007년에는 거래량 35만 7천톤, 거래액 5,250억 원이 되었다. 도매시장 

수입 청과물의 거래규모는 지난 7년간 물량 기  2.3배, 액 기  3.0배로 

늘어났다. 한편 체 수입 청과물  도매시장 경유 거래 비 은 수입 증

가에 따라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여, 최근 3년간 물량 기  21～22%, 액 

기  35～36% 수 에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도매시장을 공 도매시장, 일반법정도매시장, 민 도매시장으로 나 어 

각 시장 형태별 수입 청과물 거래실 을 살펴보았다<표 4-8>. 부분의 수

입 청과물 거래는 공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 도매시장의 거

래 비 은 2000년 체의 96%에서 2005년 99.5%로 도매시장에서 거래되

는 수입 청과물은 거의 부분 공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단 : 톤, 억원

청과물 수입(A)
도매시장 거래
수입 청과물(B)

비 
(B/A, %)

물 량  액 물 량  액 물 량  액

2000 680,000 5,400 157,206 1,729 23.1 32.0

2005 1,281,000 10,000 271,236 3,592 21.2 35.9

2006 1,498,000 12,000 312,643 4,156 20.9 34.6

2007 1,638,000 14,000 357,352 5,251 21.8 34.5

표 4-7.  도매시장의 연도별 수입 청과물 거래 황

  주: 2000년은 7월까지의 실  합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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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톤, 백만원

2000 2005 2006 2007

물 량  액 물 량  액 물 량  액 물 량  액

공 150,503 166,855 269,851 357,416 311,889 414,730 355,507 523,240

일반
법정

5,953 5,269 1,285 1,656 546 611 1,360 1,470

민 750 807 100 89 208 297 485 364

계 157,206 172,931 271,236 359,161 312,643 415,638 357,352 525,074

표 4-8.  시장 형태별 수입 청과물 거래 황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각 연도.

  한편 일반법정도매시장의 거래비 은 0.4%, 민 도매시장은 0.1%에 그

쳐 수입 청과물의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 도매시장  수입 청과물의 거래실 이 가장 큰 곳은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이다. 2007년 재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이 

취 하는 수입 청과물의 규모는 국 공 도매시장의 45%를 한다<표 

4-9>. 가락시장의 경우 2000년과 비하여 거래물량과 거래 액이 각각 2

배 이상으로 증가하 다. 그러나 공 도매시장의 수입 청과물 거래 한 

증가함에 따라 최근 3년간 체 도매시장 거래실 에서 차지하는 비 은 

32～33%로 거의 변화가 없다.

  2004년에 개장한 강서시장의 경우에는 수입 청과물 거래 물량과 액이 

개장 년도에 비해 각각 3배 이상 증가하 으며, 수입 청과물의 거래비  

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부산, 구, 주, 인천, 에 

치한 공 도매시장에서 수입 청과물은 소규모로 거래되고 있다. 서울 지역

의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수입 청과물 유비율이 높은 것은 소비지에 

인 하고 있고, 거래처가 일 이 서울 지역을 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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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톤, 백만원, (%)

공 도매시장 체 서울 가락시장 서울 강서시장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2000 155,503 166,855
56,001

(36.0)

69,097

(41.4)
- -

2002 151,434 222,752
45,542

(30.1)

77,835

(34.9)
- -

2004 232,942 328,806
75,434

(32.4)

116,990

(35.6)

14,545

(6.2)

20,442

(6.2)

2005 269,851 357,416
85,638

(31.7)

116,328

(32.5)

34,840

(12.9)

47,743

(13.4)

2006 311,889 414,730
96,906

(31.1)

138,413

(33.4)
- -

2007 355,507 523,240
112,149

(31.5)

165,738

(31.7)

47,279

(13.3)

68,361

(13.1)

표 4-9.  연도별 서울지역 도매시장의 수입 청과물 거래실

  주: (  )는 공 도매시장 체 실   각 시장이 차지하는 비 을 나타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각 연도.

  서울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2006년 수입 청과물 거래실 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일류의 거래실 이 채소류보다 크다<표 4-10>. 가락시장과 강

서시장 모두 채소류의 경우 당근, 양 , 마늘, 건고추의 거래가, 과일류는 

바나나, 오 지, 인애 , 포도의 거래가 많다. 특히 시장도매인제를 채택

하고 있는 강서시장의 경우, 채소에 비해 수입 과일의 거래실 이 많다. 이

는 과거 등포시장 등지의 과일 상들이 강서시장의 도매인으로 입주하

고, 돌코리아, 썬키스트, 델몬트 등 규모 과일 수입업체들이 국내 유

율을 높이기 해 강서시장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락시장의 2008년 상장 품목과 비상장 품목 지정 황을 살펴보면 상

장거래 품목은 과일 11개, 채소 39개 품목으로 총 50개 품목이며, 상장

외 품목은 과일 27개, 채소 86개로 총 113개 품목이다<표 4-11>. 수입 청

과물  오 지와 바나나는 상장 품목이며 그 외의 청과물은 상장 품목으

로 지정된 품목이라면 국산과 수입 계없이 상장 거래되고 있다. 물론 상

장 외품목도 국산과 수입 품목 계없이 모두 상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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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톤, 백만원, %

서울 가락시장 서울 강서시장

물량 액 물량 액

당근
10,960
(3.5)

8,214
(2.0)

1,847
(5.3)

1,344
(2.8)

양
7,448
(2.4)

5,886
(1.4)

928
(2.7)

729
(1.5)

마늘
7,017
(2.2)

9,446
(2.3)

518
(1.5)

666
(1.4)

건고추
1,120
(0.4)

6,319
(1.5)

220
(0.6)

693
(1.5)

바나나
28,037
(9.0)

24,456
(5.9)

23,026
(66.1)

20,432
(42.8)

오 지
20,182
(6.5)

33,235
(8.0)

6,412
(18.4)

11,715
(24.5)

인애
10,366
(3.3)

11,920
(2.9)

4,526
(13.0)

5,579
(11.7)

포도
4,306
(1.4)

13,791
(3.3)

1,497
(4.3)

4,760
(10.0)

메론
31

(0.01)
81

(0.02)
- -

표 4-10.  주요 도매시장의 수입 청과물 품목별 거래실 , 2006

  주: (  )는 각 시장의 체 실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 을 나타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농수축산물 거래동향 연보, 2007.

부 류 구 분 품 목

과  일

(11개)

일 반(9) 사과, 배, 복숭아, 감귤, 포도, 단감, 떫은 감, 자두, 유자

수 입(2) 바나나, 오 지

채  소

(39개)

서 류(1) 감자

엽채류(13)
배추, 양배추, 부추, 상추, 깻잎, 쑥갓, 시 치, 얼갈이, 아

욱, 근 , 동, 미나리, 열무

과채류(8) 수박, 참외, 토마토, 메론, 딸기, 오이, 호박, 가지

근채류(2) 무, 당근, 수삼

조미채류(6) 풋고추, 붉은고추, 피망, 양 , , 포장쪽

양채류(2) 치커리, 청경채

버섯류(5)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팽이버섯, 싸리버섯

기 타(1) 풋옥수수

표 4-11.  가락시장 청과부류 상장 품목 지정 내역

자료: 가락시장 상장 외품목정산조합.



수입 청과물의 도소매 유통 실태 63

2.2. 중도매인의 수입 청과물 거래실태

  도매인들의 수입 청과물 유통체계를 분석하기 해, 분석 상 품목인 

바나나, 오 지, 포도, 키 , 고추, 마늘, 당근을 취 하는 도매인을 상

으로 면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산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청주 고추도매시장에서 실시되었다.

  수입 청과물의 간 유통실태 조사에 응한 도매인은 총 47명으로, 이 

 수입 과일을 취 하는 도매인이 체 응답의 53%를 차지하는 25명, 

채소를 취 하는 도매인이 22명이다<표 4-12>.

단 : 명, %

　 응답 수 비율

과일 취 25 53.2

채소 취 22 46.8

계 47 100.0

표 4-12.  취  부류별 응답 도매인 황

2.2.1. 취 품목 수와 취  계기

  도매인들이 취 하는 품목을 살펴보면, 수입 과일을 취 하는 도매

인들은 조사 상이 되는 4가지 품목을 모두 취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채소는 당근을 취 하는 도매인들이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건고추와 냉동고추가 11명, 마늘 도매인이 7명으로 나타났다.

  수입 청과물 도매인의 1인당 평균 취  품목 수는 7.5개로 조사되었다

<표 4-14>. 과일의 경우 도매인 1인당 12.8개의 수입 품목을 취 하며, 

채소는 과일보다 훨씬 은 1.5개의 품목을 취 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 장

에서 살펴본 수입업체 조사 결과와도 비슷하다.

  수입 청과물 취  계기로 과일 도매인들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오 지, 바나나, 인애  등의 폼목을 취 함으로써 추가 인 수익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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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명, %

　 응답 수 비율

과일

오 지 25 19.8

바나나 24 19.0

포도 25 19.8

키 25 19.8

소계 99 78.6

채소

건고추 5 4.0

냉동고추 6 4.8

당근 9 7.1

냉동마늘 4 3.2

신선깐마늘 3 2.4

소계 27 21.4

계 126 100.0

표 4-13.  취  품목별 응답 도매인 황

　 응답 수

과일취  도매인 12.8

채소취  도매인 1.5

평        균 7.5

표 4-14.  도매인별 수입 청과물 평균 취  품목 수

보하기 해서라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다<표 4-15>. 반면 채소 도

매인들의 수입품 취  이유는 주로 국내 농산물의 공  비수기에 부족한 

물량을 수입 채소로 보충하기 한 것이 73%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과

일과 채소 구분 없이 향후 수입 농산물의 소비 증가에 의한 매 증 로 

높은 수익 을 창출하기를 기 하는 업체가 체의 30%를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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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명, %

　
과     일 채    소     체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국내 비생산 품목 취 으

로 수익 확보
13 52.0 1 4.5 14 29.8

국내 비수기 물량 보충 2 8.0 16 72.7 18 38.3

높은 수익창출 기

(수입농산물 소비증 )
10 40.0 4 18.2 14 29.8

기타 0 0.0 1 4.5 1 2.1

계 25 100.0 22 100.0 47 100.0

표 4-15.  도매인의 수입 청과물 취  계기

2.2.2. 수입품에 한 선호도

  도매인의 국산  수입의 동시 취  여부를 물어본 결과, 과일 도매

인  수입품만을 취 하는 업체들이 72%로, 부분이 국산을 함께 취

하지 않고 수입 청과물만을 취 한다고 응답하 다<표 4-16>. 반면, 채소

는 조사에 응한 모든 도매인들이 국산과 수입을 모두 동시에 취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 과일을 취 하는 도매인들은 국산보다는 수입을 압도 으로 많

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7>. 이와 반 로 수입 채소를 취 하

는 도매인들은 국산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76%로 더 많다. 과일과 채소

단 : 명, %

　
과   일 채   소    체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수입만 취 18 72.0 0 0.0 18 38.3

국산과 수입 동시 취 7 28.0 22 100.0 29 61.7

계 25 100.0 22 100.0 47 100.0

표 4-16.  도매인의 국산/수입 동시 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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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막론하고 도매인이 수입 청과물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입단가

가 렴하고, 취 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18>. 특히 수

입 청과물은 국산에 비해 규격화와 가공  포장이 잘 되어 있으며, 수입

업체를 통한 클 임28 처리가 잘 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 과일은 가격이 렴하고 취 이 용이하다는  외에 당도가 높아 

품질이 우수하고, 안정 인 로가 구축되어 있다는 이 선호 요인이다. 

채소  냉동고추의 경우, 수입은 국내산과 달리 꼭지를 단하고, 고추씨

를 제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 인 손질이 필요하지 않음을 선호의 이

단 : 명, %

　
과   일 채   소    체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국산 선호 1 5.3 16 76.2 17 42.5

수입 선호 18 94.7 5 23.8 23 57.5

계 19 100.0 21 100.0 40 100.0

표 4-17.  도매인의 국산/수입 선호 여부

단 : 명

응답 수

렴하고 안정된 가격 7

취 용이(규격화, 가공  포장, AS) 6

품질 우수 4

높은 수익성(높은 마진) 4

안정 인 로 4

물량확보 등 공 조  용이 3

계 28

표 4-18.  도매인의 수입 선호 이유

28
 무역 거래에서, 수량, 품질, 포장 따 에 계약 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 매주(賣

主)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일로서, ‘배상 청구’나 ‘구상

(求償)’으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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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꼽았다. 당근은 국산 품질이 국내산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며, 국

산 신선 깐마늘은 결 구가 없고, 알이 굵고 크기가 균일하여 외식업체가 

선호한다.

2.2.3. 매입

  도매인들은 수입 청과물을 주로 도매시장 내 정가․수의매매29(44%)

와 수입업체(32%)를 통해 매입한다30<표 4-19>. 한 시장 내 타 도매인

으로부터 매입한다는 응답도 11%를 차지한다. 그러나 수입 청과물은 품목

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취 되는 비 이나 거래 방식이 매우 다르다. 표

인 도매시장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과일은 바나나, 오 지, 

포도 등 주요 과일이 상장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수 이 안정 이어서 

경매보다는 정가․수의매매에 의한 거래가 지배 이다. 

  수입 과일 도매인들의 주요 매입처는 도매시장이며 정가수의 매매이

며(54%), 수입업체를 통해서 매입한다는 도매인도 27%로 나타났다. 반

면 수입 채소 도매인은 수입업체를 통해 상품을 매입한다는 응답이 49%

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같은 도매시장 내 도매인을 통해서 사는 경우

가 많았는데, 이는 필요시에 소량씩 취 하는 수입 채소 도매인들의 거

래행태를 반 하고 있다. 다음으로 도매시장 경매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매에 입찰하는 방식도 각각 11%를 차지한다. 이런 경우, 자는 도매시

장 상장 품목인 당근이 부분이며, 후자는 신선 마늘, 건고추에 해당한다.

  도매인들은 수입업체와 달리 청과물 매입 시 서면이 아닌 구두 혹은 

화, 이메일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0>. 이는 도매인

29
 상장 품목은 경매, 정가․수의매매 등의 방식으로 거래된다. 정가․수의매매란 

도매법인이 출하자(여기서는 수입업체)와 도매인의 의사를 조정하여 가격을 

제시․결정하는 방식이다. 
30

 비상장품목인 경우에도 해당 거래에 해 도매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도매시

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설자에게 정당하게 신고하지 않은 채, 

도매인들이 수입업체로부터 직  상품을 매입하는 행 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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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매입처와의 오랜 거래로 구두와 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용거

래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단 : %

과  일 채  소   체

수입업체  27.4  48.9  31.6

도매시장 내 도매인  10.6  12.8  11.1

도매시장 경매   5.4  11.3   6.5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54.1   0.0  43.6

농수산물유통공사 공매   0.0  11.1   2.2

시장도매인   1.4   3.9   1.9

기타 간상인   1.1  12.0   3.2

계 100.0 100.0 100.0

표 4-19.  도매인의 수입 청과물 매입

단 : 명, %

　
과   일 채   소    체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구두 39  39.4 10  43.5  49  40.2

서면  1   1.0  1   4.3   2   1.6

기타( 화, 이메일) 43  43.4 10  43.5  53  43.4

구두+기타 16  16.2  2   8.7  18  14.8

계 99 100.0 23 100.0 122 100.0

표 4-20.  도매인의 매입 계약 방식

2.2.4. 선별․ 장

  수입된 청과물은 수입업체와 도매인에 의해 선별, 가공  재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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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 후 다음 유통단계에 매된다. 여기서는 도매인의 선별과 감모나 

변질에 의한 손실 처리31, 가공  재포장, 장 등의 물류활동에 해 살

펴본다.

  일부 도매인은 매입 후 매처와 계약된 일정 물량과 품질을 맞추기 

해 선별작업을 한다. 수입 과일의 경우 도매인은 88%가 선별작업을 

하고 있으나, 수입 채소의 경우 반 이상인 68%의 도매인이 선별 작업

을 하지 않는다<표 4-21>. 

  수입 과일 도매인들은 채소보다 선별 작업을 많이 하지만 선별 시 과

일 손실율은 4%로 채소의 13%에 비해 낮다<표 4-22>. 이러한 손실분은 

수입업체로부터 보상이 되기도 하지만 폐기 처분되어 도매인에게 실질

인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표 4-23>. 

단 : 명, %

　
과일 채소 체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선별 작업함 22 88.0 5 22.7 27 57.4

선별 작업 안함 3 12.0 15 68.2 18 38.3

계 25 100.0 20 100.0 45 100.0

표 4-21.  도매인 선별 작업 여부

단 : %

　 손   실   율

과        일 4.4

채        소 12.9

평        균 5.2

표 4-22.  도매인 선별 시 손실 비율

주: 채소는 8개 업체 응답.

31 시장에서는 ‘로스 처리’라는 말로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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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명, %

　 응답 수 비율

폐기(본인부담)  8  33.3

수입업체와 매입단가 조정  물량보상 14  58.3

기타  2   8.3

계 24 100.0

표 4-23.  도매인의 손실 처리

  도매인들은 발생한 손실분을 수입업체로부터 매입단가를 낮추거나

(58%), 손실분 만큼의 물량을 보상 받는다(33%). 그 밖의 손실 처리 방법

으로는 손실률 5% 미만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 5% 이상일 경우에는 수입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는 방법과 시장 내에서 렴하게 매하는 방법 등이 

있다.

  도매인들의 64%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매인들은 물량 단 를 조

정하기 해 재포장을 하지 않는다<표 4-24>. 물량 단  재포장을 하는 경

우는 과일의 경우가 더 많은데, 이는 규모화된 도매상들이 형유통업체

의 즉시 진열을 한 납품 때문에 소량 단 로 포장하는 경우이다. 조사업

체  매시 재포장한다고 응답한 취 업자 비율은 과일이 38%, 채소는 

28%이다. 과일은 키 , 오 지 등 여러 품목에서 재포장하는 반면, 채소는 

당근이 주로 재포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 과일 도매인들은 자체보유 창고 혹은 임  창고에 장하다가  

출하하는 경우가 많았다<표 4-25>. 특히, 바나나는 후숙 과일로 창고시설

의 이용이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채소 도매인들은 장하지 않는 경우

가 62%를 차지하는데, 이는 도매인들이 국산을 주로 취 하다가 식당 

혹은 식업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 구입 후 즉시 매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 장에서 과일보다 채소 수입업체가 장을 더 많

이 한다는 수입업체의 장활동과는 반 되는 결과이다. 수입업체와 도

매인 조사결과를 종합 으로 분석해보면, 수입 청과물의 장 여부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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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명, %

　
과  일 채  소   체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재포장 36  37.9  5  27.8  41  36.3

재포장 안함 59  62.1 13  72.2  72  63.7

계 95 100.0 18 100.0 113 100.0

표 4-24.  도매인의 물량 단  재포장 여부

주: 품목별 응답에 한 단순 합계.

단 : %

과  일 채  소   체

장하지 않고 직  출하  38.8  62.0  43.6

자체보유창고에 장  54.9  30.4  49.8

임 창고에 장   5.7   7.6   6.1

기타   0.6   0.0   0.5

계 100.0 100.0 100.0

표 4-25.  도매인의 수입 청과물 장

의사결정은 과일의 경우 도매인이, 채소의 경우에는 수입업체가 주로 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2.2.5. 매

  수입 과일 취  도매인은 소형 소매업체에 33.1% 매하며, 다음으

로는 간상 16.7%, 재래시장 14.3%, 형유통업체 12.5%, 식자재 납품업

체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26>. 수입 채소는 과일과 달리 주로 

재래시장에 24.0%로 가장 많이 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식

자재 납품 21.8%, 외식  식업체 20.8%, 가공업체 13.3% 등의 순으로 

매된다. 부분의 수입 채소는 가정소비용으로 매되기보다 량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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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게 업무용으로 주로 매되고 있다.

  이상의 조사결과는 도매시장을 경유한 수입 과일은 주로 소 소매매장

이나 간상 등으로 유통되는 데 비해, 수입 채소는 재래시장으로 팔리거나 

식자재 납품업체나 외식  식업체 등의 업무용으로 유통됨을 나타낸다.  

수입 과일이 소비자에게 직  유통되는 것은 유통업체의 소매매장을 통해, 

수입 채소가 소비자에게 직  유통되는 것은 재래시장을 경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32. 

  도매인은 수입 청과물 매입 시 서면 계약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

이 2%에 그친 반면, 매 계약시 서면을 이용하는 비율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27>. 그러나 매 계약시 역시 구두와 화 혹은 이메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각각 37%, 34%로 가장 많다.

단 : %

　 과 일 채 소  체

재래시장 14.3 24.0 16.4

간상(트럭상 등) 16.7 9.0 15.0

가공업체 2.0 13.3 4.5

외식  식업체 7.0 20.8 10.1

식자재 납품업체 12.4 21.8 14.5

형유통업체(할인 , 슈퍼체인, 백화 ) 12.5 2.5 10.3

소형유통업체(일반 슈퍼마켓) 33.1 2.6 26.3

기타 2.0 6.0 2.9

계 100.0 100.0 100.0

표 4-26.  수입 청과물 취  도매인의 매처

32 
재래시장 내에 고추 등을 고춧가루를 내거나 기름을 짜는 등 가공이 가능한 방

앗간 시설이 많은 도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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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명, %

　
과  일 채  소   체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구두 38  39.2  8  29.6  46  37.1

서면 12  12.4  3  11.1  15  12.1

기타( 화, 이메일) 31  32.0 11  40.7  42  33.9

구두+서면  4   4.1  2   7.4   6   4.8

구두+기타  8   8.2  3  11.1  11   8.9

서면+기타  4   4.1  0   0.0   4   3.2

계 97 100.0 27 100.0 124 100.0

표 4-27.  도매인의 매 계약 방식

  수입 청과물 매가격 결정 시, 도매인의 64%는 시장 수요와 공 에 

한 개인  단을 가장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8>. 다음으로 

타 도매인의 출하가격을 참고한다는 응답이 20%로 많았다. 과일은 채소

와 달리 년도 혹은 월의 시세를 참고하는 경우도 16%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단 : 명, %

　
과  일 채  소   체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타 도매인의 출하가격  5  20.0  4  20.0  9  20.0

년도 혹은 월의 시세  4  16.0  0   0.0  4   8.9

시장 수요와 공 에 한

개인  단
16  64.0 13  65.0 29  64.4

기타  0   0.0  3  15.0  3   6.7

계 25 100.0 20 100.0 45 100.0

표 4-28.  도매인의 수입 청과물 매가격 결정

주: 기타는 원가+일정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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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험 리

  도매인들은 유통과정 상 물량 확보  재고 처리와 같은 물량 조 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응답의 28%)<표 

4-29>. 이는 도매인의  단계인 수입업체가 가격 변동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것과 다른 결과이다. 일부 도매인들은 물량 확보의 어려

움이 아닌 거래선을 유지하기 해 수입업체가 과다 수입한 물량을 감당하

기도 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일 도매인의 25%는 물량 조 의 어려움 외에 

운반  감모  손상과 같은 품질 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일은 신

선제품으로 들어오는 만큼 운반 도 의 상품 손상의 험이 크며, 장시

설 한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채소는 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도매인이 가장 많았으며( 체 응답의 29%), 품질유지가 어렵다는 응답이 

21%를 차지하 다.

단 : 명, %

과  일 채  소   체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물량조 의 어려움

(물량확보  재고처리)
13  29.5 10  26.3 23  28.0

구매가격 변동  5  11.4  7  18.4 12  14.6

로확보  7  15.9 11  28.9 18  22.0

클 임 처리  4   9.1  2   5.3  6   7.3

품질유지(운반  감모  

손상, 장 상 어려움)
11  25.0  8  21.1 19  23.2

기타  4   9.1  0   0.0  4   4.9

계 44 100.0 38 100.0 82 100.0

표 4-29.  도매인의 유통과정 상 험

주: 과일 기타는 도매시장 상장품목의 복잡한 유통구조, 온 장부족, 외상매출  회수

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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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인들은 주로 와 같은 문제를 매입  매 물량을 조 함으로

써 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1%)<표 4-30>. 그러나 특별한 리방법 없

이 시장상황만 주시한다는 응답도 27%를 차지하 다.

단 : 명, %

　
과  일 채  소   체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매입  매물량 조 17  70.8 14  70.0 31  70.5

장기계약체결  0   0.0  0   0.0  0   0.0

리방법 없음
(시장상황 주시)

 6  25.0  6  30.0 12  27.3

기타  1   4.2  0   0.0  1   2.3

계 24 100.0 20 100.0 44 100.0

표 4-30.  도매인의 험 리

3. 수입 청과물의 소매 유통  가공 실태

3.1. 대형유통업체

  조사 결과, 과일 수입업체와 도매인이 형유통업체에게 매하는 비

율이 각각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욱(2008)에 의하면, 형유통

업체의 체 과일 매출  수입 과일의 비 은 25.3%이나 채소는 형유통

업체에서 매되지 않는다. 수입 과일 에는 바나나가 44.4%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며, 다음 오 지(19.2%), 키 (18.4%), 인애 (7.6%), 포도

(4.8%), 기타(석류, 체리 외) 4.0%의 순이다. 수입 농산물은 매입가격과 공

량이 안정 이며, 상품의 표 화와 포장상태가 우수하고, 매입 시 상 

과정이 국내산에 비해 용이하다는 에서 형유통업체로부터 선호된다.



수입 청과물의 도소매 유통 실태76

  김성덕(2006)에 의하면, 형유통업체의 수입 청과물 구입처는 도매시장

이 38.6%, 제스 리, 델몬트, 돌코리아 등 해외 법인의 국내지사가 21.4%,

남품업체(벤더)가 20.0%, 종합상사(오퍼상)가 12.9%, 직수입이 7.1%를 차

지한다. 세계  청과유통업체의 국내지사와 수입업체를 모두 고려할 경우, 

형유통업체는 수입 청과물의 33% 이상을 수입업체를 통하여 매입하는 

셈이다. 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이러한 수입업체들은 주로 규모가 큰 업

체다.

  형유통업체의 수입 청과물 구매 형태는 도매상을 통한 시장 심의 

매입에서 수입업체 직매입 혹은 해외 직수입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자

체 조직이나 계열사를 통한 직매입이 빠르게 증가하 다33. 형유통업체

의 직수입은 오 지, 인애 , 바나나 등 주력 상품의 연  안정 인 공

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질과 가격에 맞춤 공 을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고산지 바나나, 골드 키 , 골드 인애  등 고품질 상

품에 한 매집  상도 형할인업체의 매 략과 함께 과일 직수입

을 진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형유통업체는 수입   계열사를 활용한 직수입을 추진함으로써 시

즌 상품  이슈 상품에 한 해외 조달(global sourcing)을 추진한다. 가령, 

업체들은 선키스트, 제스 리 등 유명 랜드와 략  제휴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아공 오 지, 칠  포도 등을 략  상품으로 채택하

고 있다.

3.2. 급식 및 외식업소

  식업체는 체 매출액의 55～60%에 이르는 식재료 구입비를 감하

33
 유명 형유통업체에 비해 수입 농산물 취  규모가 작은 지방의 소형유통업

체는 주로 지방 공 도매시장을 통해 국산 농산물과 함께 수입 농산물을 조달

한다. 



수입 청과물의 도소매 유통 실태 77

기 하여 낮은 가격의 식재료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식업체는 사업 성

격상 일정량의 식재료를 지속 으로 공 받아야 한다. 이에 한 방안으로 

이들의 수입 식재료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체 식재료  수입 식재료

가 25.5%를 차지한다. 한 식재료의 단가 부담은 수입 식재료에 한 구

매 증가로 이어져, 매출액 규모가 작은 업소일수록 수입 식재료 사용 비

이 높아진다(구용훈(2002) 참조).

  본 연구진의 조사 결과, 수입업체와 도매인의 식  외식업소로의 

매는 과일보다는 채소가 더 많았다. 수입 채소류 에는 마늘, 당근, 고

춧가루 등이 다양하게 쓰이며 부분 국산을 사용한다. 이들은 렴한 

가격과 가격 비 좋은 품질로 일반 소비자보다는 식, 외식업소와 같은 

량수요처에서 선호된다. 수입 과일의 경우, 패 리 스토랑이 증가함에 

따라 바나나, 오 지, 인애 과 같은 열  는 아열  과일에 한 수요

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3.3. 재래시장과 가공공장

  국내에 반입된 수입 청과물은 수입업체에서 직 으로, 혹은 도매인

을 거쳐 재래시장과 가공공장에 공 된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입업체는 체 매입 물량의 19%를 재래시장(유사도매시장 포함)에 매

하며, 6%를 가공업체에 매한다. 이  채소 수입업체가 과일 수입업체보

다 재래시장과 가공공장에 더 많이 납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인의 

경우, 취  물량의 16%를 재래시장에, 5%를 가공업체에 매하며, 도매

인 한 과일보다는 채소가 이 두 곳에 많이 공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업체와 도매인이 재래시장에 공 하는 수입 채소  가장 많은 

품목은 당근이다.  국산 당근은 국산과 비교하여 품질과 가격면에서 우

수하여 수요가 확 되고 있다. 도매인의 경우, 당근 다음이 냉동마늘, 건

고추 순서 으며, 수입업체는 냉동고추도 당근과 함께 재래시장에 많이 공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청과물의 도소매 유통 실태78

  라면과 김치공장 등 가공업체로 채소를 납품하는 수입업체와 도매인

은 냉동고추를 가장 많이 취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공업체로 납품하

는 도매인은 냉동고추 외에 당근을 취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수

입업체는 냉동고추가 압도 으로 많다.

  간단한 재포장 작업 외에 수입 상태 그 로 소비자에게 매되는 과일

과 달리, 재래시장과 가공업체로 납품되는 채소는 가공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 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재래시장 내 소규모 방앗간을 통해 수입 냉동

고추는 국산과 혼합되어 둔갑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과 가공업체

에서 수입 채소의 원산지 표시 문제가 종종 사회  이슈로 등장한다.

4. 수입 청과물 유통의 특성과 문제

4.1. 유통 특성

  수입 청과물은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국내에 공

되기 때문에 국산 청과물에 비해 비교  복잡한 유통 경로를 보인다<그

림 4-3>. 먼 ,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 한 상품이 공 되기 해서

는 국내산 유통과정에는 없는 입항 후 검역․검사와 수입신고가 추가된다. 

한, 국내와 해외의 수입 청과물 시장을 악하여 국내에 필요한 수요만

큼 안정 으로 물량을 공 할 유통주체가 필요한데, 이러한 일을 하는 것

이 바로 수입업체이다. 따라서 수입 청과물은 국내산과 달리 산지와 소비

지 사이에 통 과 수입업체를 거친다. 그러나 이후의 유통단계는 제 3장의 

청과물 유통 개요에서 설명했듯이 국산과 수입 청과물의 큰 차이는 없다.

  수입 청과물의 유통 특성은 크게 과일류와 채소류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입 과일류는 용도가 가정에서 생과로 주로 소비하므로 수

입업체-도매시장-소매상의 경로를 심으로 하는 유통 경로를 갖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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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국내산과 수입 청과물 유통경로 비교

에 비해 수입 채소류는 주로 외식․ 식업소에서 식재료로 사용하거나 가

공공장에서 가공하기 해 사용되므로 유통 경로가 도매시장 뿐 아니라 재

래시장, 가공공장, 납품업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둘째, 수입 과일류의 주요 유통 기 (주체)은 형 과일류 종합 수입업

체, 도매시장( 도매인, 시장도매인 등), 소유통업체, 형유통업체 등인

데 비해, 수입 채소류의 주요 유통 기 은 품목별 세 수입업체, 재래시

장, 납품․ 식업체, 가공공장 등이다.

  셋째, 수입 청과물의 유통 마진은 출하 단계(수입업자)가 도매 단계( 도

매인)에 비해 체로 높다. 출하 단계에서는 수입 청과물의 유통 마진이 

국산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국내외 가격 변동으로 수입 청과물의 출

하 단계의 유통 마진도 변동성을 나타낸다. 수입 청과물의 유통 마진이 출

하 단계에서 높은 경향은 수입 과정에서의 험에 한 리미엄 등이 반

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수입 채소류는 냉동 형태로 들여와 재래시장, 세 가공공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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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식업소 등을 경유하여 재가공 되어 유통되는 비율이 높아 원산지표

시 이행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4.2. 문제점

  수입업체와 도매인에 한 조사 결과, 외국산 청과물 유통체계의 가장 

큰 문제 은 검역  검사의 비효율성, 시장 내 과잉경쟁, 불안정한 수입업

체 구조로 인한 가격하락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31>.

단 : 개소, 명

내 용
수입
업체

도
매인

계

통  
검역․검사

통   검역․검사의 복잡함, 장기화로 인
한 제품 손실

 9 12 21

검역․검사의 객 성 부족  3  3  6

시장상황 미반  기 가격 책정  2 -  2

양호 10  2 12

로확보

과잉공 으로 로확보 어려움 -  3  3

국산과 수입 체시  로확보 어려움 -  1  1

양호  5  2  7

시장경쟁
구조

과잉경쟁으로 수 안정 어려움  7  6 13

형유통업체의 시장진입  3 -  3

수입업체의 담합  독  2  4  6

양호(특히 국내산 공백기)  4  2  6

가격문제

불안정한 수입업 시장구조로 인한 가격하락  5  5 10

수 조 의 어려움  환율변동으로 가격등
락 심함

-  2  2

양호  4  1  5

원산지표시
유통과정  원산지 불법표기 -  2  2

양호  7  6 13

안 성 리
안 성 의심 -  4  4

양호  7  4 11

표 4-31.  수입업체  도매인의 수입 청과물 유통 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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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수입 청과물에 한 검역  검사는 수출국과 국내에서 이 으

로 시행되고 있어 비용과 시간 면에서 두 배가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무

작  정말검사 시에는 기간이 더 장기화되기 때문에 부패성이 있고, 신선

함을 유지해야 하는 청과물 특성 상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수입업체 

간 과잉경쟁과 불안정한 수입업 구조는 공 과잉을 래함으로써 가격을 

하락시킨다는 에서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래 표에 언 되

지 않은 수입 청과물 유통 상의 문제 으로는 공 도매시장 내 세업자들

의 장외거래와 국산보다 높게 부과되는 과다한 하역비, 그리고 외상에 

한 수 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자 부족 등이 있다.

4.2.1. 세하고 불안정한 수입업 시장구조

  세청 통 자료를 바탕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청과물을 한번 이

상 수입한 업체의 평균 존속 기간을 분석하 다. 과일 수입업체의 평균 존

속기간은 2.0년이며, 채소 수입업체의 평균 존속 기간은 과일보다 다소 짧

은 1.7년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존속 기간별로 수입업체 수를 살펴보면, 

체 업체의 59%는 1년 이내 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이상 업

을 지속 으로 하는 수입업체는 체의 18%에 불과하다<표 4-32>. 이는 

청과물 수입시장이 매우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은 과일보다 채

소 수입업체가 상 으로 심하다. 5년 이상 업을 계속하는 업체 비율은 

과일 수입업체가 12%를 차지하는 반면에 채소 수입업체는 4%에 불과하다.

  과일 수입업체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주로 수입하여 

꾸 한 수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규모화된 업체가 지속 으로 업

을 하고 있다. 반면 채소 수입업체는 국내 생산량이 부족하여 가격이 등

할 경우, 수입 채소를 통하여 과 수요분을 보충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

서 국내에 수입 채소에 한 꾸 한 수요가 없고, 생산량 부족 시에만 단

기 으로 시세 차익을 노려 이익을 보고자 하는 세업체들이 시장에 진입

한다.

  한편 매년 꾸 히 청과물을 수입하지는 않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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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입을 하는 업체 수가 체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시세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청과물이 아닌 의류, 수산물 쪽을 국내 반입하다가 청

과물 시세가 좋을 때는 청과물을 수입하는 행태를 보인다.

  2003년부터 5년간 과일 수입업체의 시장 진입․퇴출 여부를 살펴본 결

과, 평균 으로 총 수입업체의 38%가 매년 시장에서 퇴출하며 매년 40%

가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3>. 채소의 경우, 2003년

부터 5년간 평균 채소 수입업체의 퇴출은 체의 49%이며, 매년 체 수

입업체 수의 반 이상인 54%의 새로운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여, 수입시

장의 불안정이 과일보다 심한 것으로 단된다<표 4-34>.

  지 까지 살펴보았듯이 재 수입업 시장은 국내산 청과물 가격이 좋지 

않을 경우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세 수입업체들이 거 몰려, 과잉 공

으로 수입 청과물의 가격을 하락시킨다. 한 이로 인한 자로 다음 해

에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세 

수입업체들이 수입업 시장에 한꺼번에 몰릴 경우, 서로 낮은 가격에 출하

하려는 경쟁을 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해외 산지의 가, 품질 상품의 구

입 증가를 래한다. 수입 과일에 비해 수입 채소의 품질 문제가 자주 거

론되는 것도 이러한 수입업체들의 시장 구조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단 : 개, %

존속
기간

과  일 채  소   체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1년 112  53.6 1,965  59.2 1,077  58.6

2년  42  20.1 1,388  23.8 1,430  23.4

3년  22  10.5 1,127   7.8 1,149   8.1

4년   7   3.3 1, 90   5.5 1, 97   5.3

5년  26  12.4 1, 60   3.7 1, 86   4.7

계 209 100.0 1,630 100.0 1,839 100.0

표 4-32.  수입업체의 존속 기간별 업체 수

  주: 수시 진입/퇴출 업체와 수입량이 없는 업체 제외.

자료: 2003～2007년 세청 통  자료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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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개, %

　
　

퇴  출 진  입

총 업체 수
업체 수

퇴출업체 수
/ 년 총 업체 수

업체 수
진입업체 수

/ 년 총 업체 수

2003 - - - - 76

2004 27 35.5 33 40.2 82

2005 38 46.3 47 51.6 91

2006 32 35.2 38 39.2 97

2007 35 36.1 27 30.3 89

평균 33 38.3 36 40.4 　

표 4-33.  수입 과일의 연도별 수입업체 수 변화

자료: 2003～2007년 세청 통  자료 분석결과.

단 : 개, %

　
　

퇴  출 진  입

총 업체수
업체 수

퇴출업체 수
/ 년 총 업체 수

업체 수
진입업체 수

/ 년 총 업체 수

2003 - - - - 402

2004 202 50.2 445 69.0 645

2005 312 48.4 329 49.7 662

2006 323 48.8 333 49.6 672

2007 337 50.1 296 46.9 631

평균 294 49.4 351 53.8 　

표 4-34.  수입 채소의 연도별 수입업체 수 변화

자료: 2003～2007년 세청 통  자료 분석결과.

  수입업체는 국내에 수입 청과물을 공 하는 첫 번째 유통주체이다. 한 

원활한 유통을 해서는 유통과정 내 모든 주체들이 필요한 물량을 안정

으로 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 수입업체의 시장 

난립은 다음 유통단계인 도매인에게 일정한 물량을 공 하지 못함으로

써 국내 청과물 수 과 유통 측면에서 부정 인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 통상환경과 국내 FTA 추진동향 등을 고려할 때, 청과물 수입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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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체 시장이 

불안정함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시장 진입에 한 업체의 잘못된 단은 

국내외 수입 청과물 수입수요를 정확히 악하고 시장 진입을 결정할 만한 

공유될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수입업체는 시장진입 시 이러한 정보를 정

확하고 신속히 악하여 신 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2.2. 수입업체의 과당 경쟁

  수입업체의 과당 경쟁의 발생 원인이 수입업 시장의 불안정성에 있으며, 

이로 인한 공  과잉으로 수입 청과물의 가격이 왜곡됨은 이미 앞 에서 

설명하 다. 따라서 이 에서는 시장 집 도를 계측함으로써 청과물 수입

업체간 시장경쟁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상  4개 업체의 시장

유비 을 나타내는 집 도 계수(CR4)와 체 업체의 시장비 을 고려하

는 허쉬만-허핀달 계수(HHI)를 계측함으로써 품목별 경쟁 정도를 분석하

기로 한다. 계수 분석에는 세청의 통 자료가 사용되었다.

  수입업체의 과잉경쟁은 품목에 따라 경쟁 정도가 다르며 시기에 따라 

변동하기도 한다. 체로 취 하기 어렵거나 새로 수입되기 시작한 품목의 

시장은 경쟁 정도가 낮은 반면, 수입이 량으로 이루어지는 품목이나 다

루기 쉬운 품목의 경쟁정도는 높은 경향을 보인다<표 4-35>. 세부 품목별

2004 2005 2006 2007 비 고

오 지
CR4 46.7 34.7 34.5 42.5

 경쟁
HHI 0.07 0.05 0.05 0.06

포도
CR4 48.6 47.2 40.6 44.9

 경쟁
HHI 0.08 0.08 0.07 0.07

멜론
CR4 - 96.5 74.9 91.3  독과

 5개 이하 소수업체HHI - 0.93 0.62 0.84

표 4-35.  주요 과일 품목의 시장 집 도

  주: CR4는 집 도계수로 상  4개 업체 유비 의 합, HHI는 허쉬만-허핀달 집

도계수로 모든 업체의 유비 의 제곱의 합으로 계산됨. 

자료: 세청 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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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면, 오 지와 포도 등 주 품목의 시장집 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입 구조가 경쟁 인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멜론은 신규 품목이어서 

소수 업체에 집 되어 있다.

  채소는 본 연구의 분석 상 품목인 냉동마늘, 냉동고추, 당근과 속 채

소는 시장집 도가 낮은, 다시 말해 완  경쟁 인 품목이다<표 4-36>. 이 

 속 채소는 2004년 독  시장이었다가 업체들의 시장진입 증가로 

2004 2005 2006 2007 비 고

양
CR4 74.58 40.56 75.01 37.41

 집 도 변동 심함
HHI 0.45 0.07 0.41 0.05

쪽
CR4 69.42 62.42 65.33 70.21

 다소 경쟁
HHI 0.13 0.14 0.17 0.14

깐마늘
CR4 36.41 40.32 95.67 98.53  독과

 집 도 격히 상승HHI 0.05 0.07 0.67 0.94

통마늘
CR4 92.08 99.24 99.99 97.20

 독과
HHI 0.73 0.94 1.00 0.87

냉동마늘
CR4 42.40 52.36 45.03 42.10  경쟁

 완 경쟁HHI 0.07 0.09 0.09 0.08

속채소
CR4 76.62 95.60 46.03 26.62  완 경쟁

 집 도 격히 하락HHI 0.21 0.32 0.07 0.04

양배추
CR4 87.22 86.15 59.25 39.44  경쟁

 집 도 격히 하락HHI 0.67 0.32 0.12 0.06

배추
CR4 87.19 74.24 50.07 73.41

 다소 경쟁
HHI 0.25 0.16 0.10 0.15

당근
CR4 19.70 20.91 18.65 20.54

 완 경쟁 
HHI 0.02 0.02 0.02 0.02

건고추
CR4 63.19 70.69 46.57 53.83

 다소 경쟁
HHI 0.25 0.38 0.16 0.21

고추가루
CR4 95.90 91.56 83.98 84.26  비경쟁

 집 도 하락 추세HHI 0.45 0.60 0.22 0.21

냉동고추
CR4 16.63 16.58 18.06 19.58

 완 경쟁 
HHI 0.02 0.01 0.01 0.02

호박
CR4 - 95.74 85.71 88.13

 비경쟁
HHI - 0.29 0.30 0.57

표 4-36.  주요 채소 품목의 시장 집 도

  주: CR4는 집 도계수로 상  4개 업체 유비 의 합, HHI는 허쉬만-허핀달 집

도계수로 모든 업체의 유비 의 제곱의 합으로 계산됨. 

자료: 세청 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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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수입 채소류의 품목별 집 도 분포

주: 집 도는 2007년 기 이며 증가율은 2004년 비 수치임. 단, 호박은 2005년 비임.

완  경쟁 으로 변화한 경우다. 해당 네 가지 품목들은 시장진입이 자유

로워 세 수입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 손실이 발생하기가 쉽다. 완

경쟁 이라는 사실과 채소 수입업체의 업 지속기간이 매우 짧다는 사실

은 이들 채소가 특히 과잉경쟁 상태에 있음을 시사한다.

  깐마늘, 통마늘, 건고추, 고춧가루, 호박은 독과  성향이 강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들 품목은 시장진입은 비교  어려우면서 매출액이 큰 소수

의 수입업체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시장집 도의 변동을 보면, 속 채소( ) 외 양배추와 고춧가루는 시장

집 도가 감소하여 경쟁 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깐마늘은 이와 반 의 경

향을 나타낸다. 한 양 는 매년 시장집 도가 크게 변동하여 수입청과물  

수입업에서 가장 불안정한 품목의 하나로 평가된다.

4.2.3. 통   검역․검사상의 애로사항

  FTA 확  등으로 농산물 교역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농산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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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다양성이 확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의 안 성을 유지하기 

한 보다 정 하고 철 한 검역  검사가 요구되고 있다. 를 들어 2008

년 국립식물검역원은 리병해충 34종을 새로이 고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수입 농산물의 안 성 강화를 한 제도  측면을 강화하는 추

세에 있는 반면, 통   검역․검사 과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수입 청과

물 유통업체들의 피해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의 통   검역․검사의 문제 에서 다루기로 한다.

4.2.4. 도매시장 유통의 문제

  수입업체와 도매시장의 거래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거래의 투명성 

즉, 도매시장의 기능에 한 것이다.  수입 청과물 유통에 있어 도매법인

이 수집 기능은 소홀하고 수입업체와 도매인 간의 결제만을 수행하

고 있다는 비 이 있다. 즉 도매시장에서 불필요한 수수료를 발생시켜 유

통비용을 상승시킨다는 지 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도매인들이 수입업체로부터 직

으로 상품을 매입하는 장외거래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악

된다. 이러한 장외거래는 시장내 거래를 왜곡시킨다34. 도매시장의 거래행

태는 도매법인, 도매인, 수입업체 등의 련 주체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가락시장에서는 국산 청과물과 수입 청과물간 하역비 부과 방식이 다르

다. 수입 청과물에 해서는 팔 트 단 의 출하라 할지라도 하역비가 박

스 단 로 부과된다. 즉 하역비가 수입 청과물에 해 더 비싸게 부과되는 

셈이다35. 공 도매시장에서 수입 청과물을 취 해야 한다는 정서 인 이

34 도매시장으로 납품되는 수입 청과물의 가격 결정은 형 수입업체의 향이 

상 으로 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입 청과물의 가격에 수 이 

제 로 반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수입업체들이 도매인들에 해 상

인 우 에 있음을 의미한다.



수입 청과물의 도소매 유통 실태88

유가 반 된 것이라고 하지만 높은 하역비는 도매인에게 가되어 소비

자후생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4.2.5. 불법  유통

  양념채소류는 신선품에 비해 세율이 10분의 1 수 에 불과한 냉동 형

태로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를 국내에서 건조, 분쇄 등의 재가공 과정을 

거쳐 유통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한편 수입 채소류는 재래시장, 세 

가공공장, 외식․ 식업소 등을 경유하여 유통되는 비율이 높다. 양념채소

류는 이러한 수입-유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이행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법 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수입 채소는 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육안으로 국산 채소와 식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신선 상태가 아니라 가공․조리 과정을 거치면 더욱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기 쉬운 문제가 있다. 

를 들면, 국에서 냉동고추를 27%의 낮은 세율로 수입하여 국내 농

의 고추 건조시설에서 건조하고 재래시장 등의 방앗간에서 고춧가루를 

빻아 유통시킨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더라도 이를 식별하거나 감시하기 매우 어려워지는 문

제가 발생한다.

35
 박스 단 로 부과된 하역비는 팔 트 단  부과방식에 비해 팔 트당 두 배 정

도 높게 된다. 



수입 청과물 유통 련 제도 운용 실태  제5장

1. 수입 리제도

1.1. 수입관리제도의 운용 실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련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

산물의 외 없는 세화원칙에 따라 수입 농산물의 국내 시장교란  국

내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었다. 이에 하여 정부는 국내 시장에 향이 큰 

요 농산물에 해서는 시장 근 물량을 설정하여 일정물량만큼 율(양

허) 세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 이 

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입 농산물의 국내 시장 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WTO 농산물 상 합의안을 이행하도록 하 다. 

  우리나라의 세할당(TRQ) 제도는 UR 농업 정문의 이행과정에서 농

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생산자 피해의 최소화  율 세 수입에 따른 

수입차액환수 차원에서 운용되어 왔다. TRQ 수입 리의 한 방법으로 국

무역이 운 되고 있다. 국 무역이란 추천 행기 이 양허 세 용물량

의 부 는 일부의 수입권에 한 독  권리를 부여받아 수입․비축하

여 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TRQ 수입 리의 다른 방식으로 수입권 공매가 있다. 이는 세할당품

목의 부 는 일부물량에 하여 율 세 용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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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하여 낙찰자에게 율 세 수입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수입권의 공

매방식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권의 매는 

지되어 있다. 그리고 낙찰자가 낙찰 받은 물량을 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행보증 으로 제시된 낙찰  총액의 10%는 련 기 에 귀속되

며, 향후 3년간 수입권 공매에 입찰을 지시킬 수 있는 제한 규정이 마련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재 23개 기 에서 농산물 시장 근물량 63개 리품목에 

하여 수입추천  사후 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표 5-1>, 국 무역 

상 농축산물은 11개 품목이며 수입권을 공매하는 농축산물은 13개 품목

이다. 이  청과물은 고추, 마늘, 양 , 생강 등이 국 무역에 의해 수입되

며, 생강, 양 , 오 지, 감귤류가 수입권 공매방식에 의해 수입된다36. 

  이들 품목의 선정 기 은 ① 계  수   가격변동이 큰 품목 ② 국

민생활에 있어 가격안정이 요구되는 품목 ③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증

산유도가 필요한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방법은 입찰규격, 한계물

량, 수입이행기간 등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입기 에 부합한 조건으로 최

구 분 리기 품목수 리품목

국 무역

(직 수입)

농림수산식품부 2 , 보리

농수산물유통공사 9
고추, 마늘, 양 , 팥, 생강, 메 , 

두, 땅콩, 참깨

수입권

공  매

농수산물유통공사 7
참기름, 참깨, 생강, 낙화생, 메 , 

인삼, 양

농 앙회 4 탈지분유, 지분유, 연유, 천연꿀

제주감귤 동조합 2 오 지, 감귤류

표 5-1.  주요 기 별 수입 리 품목

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상 기 (2007-88호, 2007. 12. 31).

36
 양 , 생강, 참깨 등의 품목에 해서는 국 무역과 수입권 공매방식을 겸용하

고 있다. 한편 오 지는 2004년부터 기 세와 양허 세가 같아졌기 때문에 

2004년 이후에는 사실상 수입 리의 의미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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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매입찰에 의하고 있다. 입찰 시기는 품목별 가격  수 동향 등을 

감안하여 운 되는데 참깨, 두, 팥 등 수  상 부족품목은 연  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추, 마늘 등 자 도가 높은 양념류는 성출하기를 피하

여 시행되고 있다. 

  채소류의 국  무역은 양념채소류인 고추, 마늘, 양 를 심으로 시행

되고 있다<표 5-2>. 이들 품목의 총수입량  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 은 

연간 20∼30% 수 에서 차츰 감소하고 있다. 

  2007년의 국 무역 수입량의 비 은 년 비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고추의 국 무역량은 5,600톤으로 고추 수입량의 26%를 차지

하고 있다. 마늘의 수입량은 6만 3,000톤으로 이  국 무역을 통한 수입

량은 1만 3,000톤이며 21%를 차지하고 있다. 한 양 의 경우 국 무역을 

통한 수입이 체 수입량의 30%를 차지하여 양념채소류  국 무역량 비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 : 톤, %

구  분 2005 2006 2007

고  추
1)

총수입량 25,739 28,677 34,990

국 무역량 5,685 5,621 5,576

국 무역비 22.1 19.6 15.9

마  늘
2)

총수입량 53,197 53,525 63,056

국 무역량 14,467 14,467 13,467

국 무역비 27.2 27.0 21.4

양  
3)

총수입량 73,678 49,100 52,354

국 무역량 20,639 20,568 15,639

국 무역비 28.0 41.9 29.9

표 5-2.  주요 품목의 국 무역 비

  주: 1) 건고추, 고춧가루, 냉동고추 수입량에 수율을 용하여 계산한 수치임.

  주: 2) 건조마늘, 냉동마늘, 신선마늘, 탈피마늘, 조제 장처리마늘에 수율을 용하여 

계산한 수치임.

  주: 3) 건조양 , 냉동양 , 신선양 , 조제 장처리양 에 수율을 용하여 계산.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입 청과물 유통 련 제도 운용 실태92

그림 5-1.  국 무역의 수입  유통 단계

  국 무역의 수입  유통 단계를 살펴보면 크게 ①  물품 선   도착 

단계 ②입찰  계약 단계 ③ 지   계약완료 단계로 볼 수 있다<그

림 5-1>. 

  국 무역 수입품이 물품 확인 후 국내에 들어오면 검정  국정검사를 

실시하며 이후 자입찰을 통해 최 가 제시업체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

게 되고 이후 공매, 상장, 직배 등의 형태로 구매자에게 매된다. 공매된 

수입 농산물은 유통공사 → 공매등록업체 → ( 도매인, 가공공장) → 소매

상, 량수요처 등을 거쳐 유통되며, 상장 품목은 유통공사 → 도매시장(

도매인) →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된다. 한편 직배 물량은 실수요

업체 조합이나 단체 등에 직  매되어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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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영무역의 문제점

1.2.1. 국 무역 여건의 악화와 품질 리 미흡

  국 무역은 세인하와 시장 근물량이 확 되는 국제 인 추세로 인해 

국내 매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를 임으로써 국 무역기 의 수입차액

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한 이로 인해 향후 국 무역 운 주체의 경 여건

을 악화시키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 무역은 국가계약법 용에 따른 입찰방식에 의해 구매된다. 따라서 

도입물량 발주 후 물품 도착까지의 시차가 수입권 공매나 실수요자 배정방

식 등 다른 방식에 비해 상 으로 길며, 이는 시장의 물량 공 이 긴

할 경우 수  조  효과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한 일정한 기  없이 

국내 상황만을 고려하여 수입하며 수입  방출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생

산자나 수요자들의 혼란을 래할 수 있다.

  국 무역에 의한 수입 농산물을 공매에 의해 방출시, 최 가 입찰방식을 

통해 낙찰업체를 선정하므로 수입 농산물의 품질 리상에도 문제 이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 품목별로 작황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수입 농산물 구

매규격이 정해지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과 차이가 나 소비자가 구입을 

꺼리고 그 신 외식업소나 가공공장에서 구입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비록 공매가 해당 품목의 수  조 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소비

자의 구매가격 안정에 한 직 인 효과는 을 것으로 평가된다. 

1.2.2. 품목별 문제

  고추와 마늘의 국내외 가격차는 일반 으로 상당히 큰 폭을 지니고 있

다. 만일 국내생산이 증가하여 국내외 가격차가 어들 경우  수 의 

세는 충분한 국경보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추와 마늘 모두 유사 

 체 가공품들의 세가 매우 낮아 최근 들어 수입이 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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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TRQ 리를 통한 생산자보호에 한계가 있다. 한 이들 품목은 

최근 들어 TRQ 이행률이 낮은 가운데에서도 고율의 세가 용되어 수

입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TRQ 리에 하여 무역상 국들로

부터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단된다.

  고추의 경우 수요가 비탄력 이면서도 표 인 농가소득 작목인 을 

고려한다면 가격 안정이 정책 으로 매우 요하다. 그러나 향후 소비는 

차 감소할 것으로 상되며 고춧가루, 혼합조미료, 고추장 등 유사 체

품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TRQ 리를 통한 국내 생산자의 보호

효과는 차 어들 것으로 상된다.

  마늘은 유사품인 산조제  냉동 마늘의 세가 30%로 큰 세격차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산조제나 냉동 형태로 많은 양의 수입이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장  가공기술의 발달로 깐마늘 형태로 수입되고 있으

며, 차 국내 량 소비처도 수입 마늘을 극 활용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국 무역에 의한 TRQ 리는 실효성이 상당히 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양 의 경우에는 매단가가 낮기 때문에 업체 직수입 방식

보다 추가 인 비용 손실이 커 국 무역으로 인한 농안기 의 결손발생 가능

성이 높다.

2. 통   검역․검사제도

2.1. 통관 및 단속 실태

2.1.1. 통  차

  국내로 수입된 농산물은 입항  하역 후 보세창고37에 반입되어 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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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련 법령에 따라 신고 후 검사와 검역이 이루어진다<그림 5-2>. 검사

는 ｢식품 생법령｣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 청에서 이루어지며, 검역은 

｢식물방역법｣에 의해 국립식물검역원에서 담당한다. 한 검사와 검역은 

수입업자의 신고 순서에 따라 순차 으로 이루어지며 검사  검역 후에는 

할세 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를 필한 후 국내 반출이 가능해진다.

그림 5-2.  수입 농산물의 통  체계

37
 세 에 하여 수입 차를 마치지 않은 물품을 보 하는 창고로 보세창고에 보

인 물품은 아직 수입품이 아니기 때문에 세는 물론, 소비세․물품세와 

같은 내국세도 부과하지 않는 특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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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수입항별 수입 황

  통 이 이루어지기  수입 청과물이 어느 항구를 통해 입항되었는지를 

살펴보기 해 2007년 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품목의 도착항 황

을 살펴보았다<표 5-3>. 그 결과 과일류인 오 지와 포도는 주로 부산항을 

통해 입항하고 있으며, 일부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항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비해 채소류 품목은 다양한 항구를 통해 입항되고 있으며, 특히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을 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항 후에는 각 세 을 

통해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조사 결과 지역 내 세 을 이용하지 않고 수입

업자 임의에 따라 보세운송을 통해 타 지역의 세 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

는 것으로 악되었다.

품 목 도착항(건수)

오 지 부산항(3,927), 인천공항(47)

포도 부산항(1,452), 인천공항(24)

냉동마늘 양항(3), 군산항(106), 부산항(366), 인천공항(3), 인천항(346), 평택항(256)

건고추 양항(1), 군산항(6), 부산항(433), 인천공항(6), 인천항(342), 평택항(64)

당근 군산항(1), 부산항(1,456), 인천공항(1), 인천항(981), 평택항(115)

양 부산항(236), 속 항(2), 인천공항(1), 인천항(107), 평택항(130)

표 5-3.  주요 품목별 도착항 황, 2007

자료: 세청 통 자료에서 계산.

2.1.3. 가 신고와 수입

  가 신고와 수입은 수입 농산물의 통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

는 문제 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후에 개될 통   검역․검사의 문

제 에서 다루어지므로 여기서는 간략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가 신고란 수입업자가 높은 세를 부담하며 수입하는 과정에서 부당

한 이득을 취하기 해 수입가격을 인 으로 낮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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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신고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언론 등에서 지 되었

으며, 정부 당국도 그 동안 이를 방지하기 해 지속 으로 노력해왔다. 

  수입은 세 을 거치지 않고 몰래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

근 이러한 수입은 더욱 치 하고 조직 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이

에 한 규제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주요 지역의 세 별 불법농산물 수입

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매년 인천본부세 을 통해 수입되는 불법농산

물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부산본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4>. 이는 에서 기술한 것처럼 과일류  채소류의 주요 품목이 부산항

과 인천항을 통해 입항되고 있다는 사실과도 연 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 

농산물이 불법 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사례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단 : 건, 백만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건수 액 건수 액 건수 액 건수 액

서울본부 81 4,544 69 6,856 66 5,035 71 5,053

인천공항 39 63 25 1,155 29 6,577 61 251

부산본부 143 31,689 75 15,996 100 31,881 114 30,025

인천본부 153 69,714 266 14,786 140 15,362 244 87,938

구본부 12 6,960 6 2,235 2 770 4 1,571

주본부 9 1,327 26 13,191 19 660 24 1,012

계 437 114297 467 54,219 356 60,285 518 125,850

표 5-4.  지역세 별 불법농산물 수입 황

자료: 세청 보도자료,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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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돌가루로 장한 건고추 수입

   

◦주범 J는 국 측 공 업체로부터 건고추 등을 구입하여 선

   — 컨테이  안쪽에는 수품인 건고추를 입하고, 문 쪽에는 이를 은닉하기 

      한 건축용 돌가루를 입함(일명 : 커튼치기).

◦통 책 K는 컨테이 에 입된 물품이 건축용 돌가루인 것처럼 신고하여 통

하는 수법으로 건고추 15톤, 시가 1억 원 상당을 수입함.

 (사례 2) 보따리상 리운반을 통한 마늘 수입

    

◦주범 M은 국에 농산물 무역상을 차려 놓고 지에서 마늘을 구매한 뒤, 보

따리상에게 수고비(kg당 1,000원)를 주고 리운반을 지시함.

◦보따리상 Y 등은 국내 입국 시 소량씩 분산 반입하는 수법으로 마늘 20톤, 시

가 5천만 원 상당을 수입함.

◦수집책 K는 리 운반한 수품을 국내에서 재수집한 뒤, “수입자 : ○○통상”

이란 허  라벨(식품 생법에 의한 한 표시사항)을 부착하여 정상 수입      

품인 것처럼 장함.

자료: 주요 기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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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입 검사 실태

2.2.1. 수입 농산물의 검사 차

  수입 검사는 수입품에 함유된 잔류농약  속 등의 해성분을 검

출하는 단계로서 식품의약품안 청에서 검사 업무를 담당한다. 수입 농산

물의 수입 검사 차 단계는 다음과 같다<그림 5-3>. 

  먼  수입업자가 필요서류를 해당 청에 신고하면 신고된 서류를 검사

상에 따라 서류검사, 능검사, 정 검사, 무작 표본검사로 분류한다. 

이 때 능검사는 장검사를 실시하고 정 검사와 무작 표본검사는 

장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체 채취 후 식품 생검사기 에 의뢰한다. 검사 결

그림 5-3.  수입 농산물의 검사 차

 자료: 식품의약품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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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합 시에는 수입신고필증을 발 하고 세 통  후 국내유통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부 합하다고 정된 경우에는 수입자  할 

세 장에게 통보한 후 반송  폐기의 차를 거쳐야 한다.

  수입검사 기간은 검사 상에 따라 상이하다. 평균 으로 서류검사는 2

일, 능검사 상은 3일, 무작 표본검사는 5일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정

검사는 일반 으로 10일 정도의 검사 기간을 거쳐야 하나 검사 항목에 

따라 길게는 14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한 수입검사는 표본검사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수입 품목별로 1～3kg의 표본을 상으로 한다.

2.2.2. 수입 농산물의 검사 황

  식품의약품안 청의 ｢수입식품등 검사연보｣를 통해 연도별로 수입식품

의 검사 황을 검사 건수, 량, 액별로 살펴보면 검사 건수와 액, 

량 모두 증가하고 있다<표 5-5>. 검사 건수가 2003년 18만 4,000여 건에서 

2007년 26만 9,000 건 수 으로 증가하 으며 부 합 건수는 같은 기간 

1,002건에서 1,448건으로 증가하 다. 연도별 수입식품 검사의 부 합 비

단 : 건, 십톤, 천달러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건수

합 184,297 196,013 214,541 237,617 268,715

부 합 1,002 955 953 922 1448

계 185,299 196,968 215,494 238,539 270,163

량

합 1,111,463 1145,130 1,125,819 1,122,283 1,179,148

부 합 430 316 325 468 747

계 1,111,893 1,145,446 1,126,144 1,122,751 1,179,894

액

합 5,794,883 6,495,154 7,578,763 7,802,856 8,435,693

부 합 6,442 8,528 7,521 9,128 13,567

계 5,801,326 6,503,681 7,586,284 7,811,984 8,449,260

표 5-5.  연도별 수입식품 검사실

자료: 식품의약품안 청, 수입식품등검사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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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체의 1% 미만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수입식품 검사의 부 합 비율

은 37% 수 인데, 이에 비해 매우 낮은 수 이다.

  체 검사 실   검사 종류별 검사 황을 살펴보면 서류검사의 비

이 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6>. 이에 

비해 정 검사를 실시하는 비 은 체의 17% 수 이다. 이상과 같이 수

입 검사가 주로 서류검사에 의존하고 정 검사 비 이 낮다는 이 에서 

지 한 검사 부 합 비 이 낮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단된다.

  수입검사 실 을 품목 유형별로도 살펴볼 수 있다38. 품목 유형  수입 

청과물 품목이 포함된 농․임산물의 황을 보면 검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

고 있지만 부 합 정을 받은 건수도 비슷한 수 을 유지하여 부 합 비

은 거의 변화가 없다<표 5-7>. 이러한 결과는 수입 농산물에 한 서류

검사 주의 검사 체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 : 건,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서  류

검  사

건수 139,487 128,314 146,058 165,007 179,985

비 75.3 65.1 67.8 69.2 66.6

  능

검  사

건수 13,371 29,917 29,414 24,010 27,972

비 7.2 15.2 13.6 10.1 10.4

정  

검  사

건수 29,197 34,507 34,274 38,057 46,104

비 15.8 17.5 15.9 16.0 17.1

무작

표본검사

건수 3,244 4,230 5,748 11,465 16,102

비 1.8 2.1 2.7 4.8 5.9

계
건수 185,299 196,968 215,494 238,539 270,163

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6.  연도별 검사종류별 검사 황

자료: 식품의약품안 청, 수입식품등검사연보, 각 연도.

38
 식품의약품안 청의 수입식품등검사연보에 따르면 품목유형은 크게 농․임산

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는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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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건, %

구 분
계   합 부 합

건 수 비 건 수 비 건 수 비 

2003 28,660 100.0 28,610 99.8 50 0.2

2004 32,316 100.0 32,263 99.8 53 0.2

2005 33,051 100.0 32,965 99.7 86 0.3

2006 35,643 100.0 35,583 99.8 60 0.2

2007 39,277 100.0 39,210 99.8 67 0.2

표 5-7.  연도별 농․임산물 검사 황

자료: 식품의약품안 청, 수입식품등검사연보, 각 연도.

  수입 검사 결과 부 합 정을 받은 주요 품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부

합 정이 미미한 가운데에서도 주로 부추, 무, 양 , 고추, 호박 등 채소

류에서 발생하고 있다<표 5-8>. 한편 과일류에서는 석류, 라임 두 품목을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단 : 건

연 도 품목(건수)

2003 부추/냉동(1), 무/건조(1), 호박/건조(1), 석류/씨(1), 마늘/건조(3)

2004

부추/신선(1), 상추/건조(1), 샐러리/신선,냉장(1), 시 치/신선,냉장(1), 

무/건조(1), 양 /신선,냉장(1), 자두/건조(1), 고추/냉동(1), 생강/신선,냉

장(1), 

2005
부추/신선,냉장(1), 상추/신선,냉장(1), 무/잎(1), 무/건조(1), 양 /신선,냉

장(3), 호박/건조(4), 석류/건조(1), 고추/냉동(2), 생강/신선,냉장(3), 

2006

부추/신선,냉장(3), 무/뿌리(1), 무/건조(1), 호박/신선,냉장(1), 호박/건조

(1), 콩나물/신선,냉장(1), 야/신선,냉장(1), 고사리/건조(1), 라임/냉

동(1)

표 5-8.  연도별 주요 수입검사 부 합 정 품목

자료: 식품의약품안 청, 수입식품등검사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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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입 검역 실태

2.3.1. 수입 농산물의 검역 차

  수입 검역은 수입되고 있는 농산물을 상으로 지 식물인지의 여부 

 유해한 병해충이 부착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수입된 농산물은 국립식물검역소에 수입식물검

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입 지품인지의 여부, 병해충의 부착유무 등에 

그림 5-4.  수입 농산물의 검역 차

자료: 국립식물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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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그림 5-4>. 검사 결과 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는 경

우에는 소독을 실시하거나 폐기 는 반송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 소

독을 실시한 농산물에 해서는 경과를 확인하여 병해충이 완 히 사멸했

다고 단될 때에 증명서를 발 받아 통 이 가능해진다.

  수입 농산물의 검역은 샘 검사로 이루어지며 품목별로 2∼4% 정도의 

물량에 해 검사가 이루어진다. 검역기간은 품목별로 상이하며 병해충 유

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평균 으로 수입 농산물의 검역기간은 병

해충이 없을 경우 1∼2일 정도가 소요되며, 병해충이 있을 경우에는 최  

10일 정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2.3. 수입 농산물의 검역 황 

  수입 농산물의 검역 황을 살펴보기 해 수입검역 실 을 과일류와 

채소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일류의 2007년 검역 건수는 약 

72만 건, 검역 물량은 61만 톤으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표 5-9>. 검

역 건수와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  소독과 폐기를 합한 처분 건수  

처분 수량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검사 건수 비 처분 건수의 비

은 2000년 37%에서 2007년 8.7%로 크게 감소한 반면, 검사 수량 비 처

분 수량의 비 은 같은 기간 29%에서 3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채소류의 경우에는 2007년 검사 건수와 수량이 각각 약 8만 건과 

45만 톤으로 나타나 과일류와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5-10>. 한 처분 건수는 꾸 히 증가하고 있지만 처분 수량은 미미한 수

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과일류에 비해 소독  폐기 등의 처분비

율이 낮은 편이다. 이는 과일류의 식물  특성상 소독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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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건, 톤, %

연도
검사(A)

처분(B)
(소독+폐기)

처분비율
(B/A)

건 수 수 량 건 수 수 량 건 수 수 량

2000 33,689 347,688 12,297 100,533 36.5 28.9

2001 65,112 359,669 16,692 93,860 25.6 26.1

2002 93,852 388,384 24,150 106,677 25.7 27.5

2003 170,107 482,952 27,699 151,442 16.3 31.4

2004 380,059 503,357 42,986 170,933 11.3 34.0

2005 462,295 533,090 49,811 188,578 10.8 35.4

2006 554,896 580,164 58,281 212,550 10.5 36.6

2007 718,137 610,761 62,289 232,738 8.7 38.1

표 5-9.  연도별 과일류 수입 검역 실

자료: 국립식물검역원, 식물검역연보, 각 연도.

단 : 건, 톤, %

연도
검사(A)

처분(B)
(소독+폐기)

처분비율
(B/A)

건 수 수 량 건 수 수 량 건 수 수 량

2000 36,381 120,270 1,585 7,067 4.4 5.9

2001 132,215 141,610 3,047 3,482 2.3 2.5

2002 158,190 246,040 3,854 3,032 2.4 1.2

2003 210,430 339,961 4,738 18,806 2.3 5.5

2004 300,411 376,091 7,220 30,570 2.4 8.1

2005 440,164 388,834 6,204 15,890 1.4 4.1

2006 518,859 446,778 6,461 12,375 1.2 2.8

2007 680,203 447,535 7,852 15,696 1.2 3.5

표 5-10.  연도별 채소류 수입 검역 실

자료: 국립식물검역원, 식물검역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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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입 청과물 통관 및 검역․검사의 문제점

2.4.1. 가신고  불법유통

  재 통  상에 있어서 이 가격 구조의 형성에 따른 수입 농산물의 

가신고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39. 이처럼 가신고를 통한 세탈루의 근본

인 원인은 TRQ 이내 세율(in-quota rate)과 TRQ 과 세율(out-quota 

rate)의 이  세율 구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한 허 신고나 수 

등 수입 청과물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도 문제 으

로 지 된다. 불법 인 유통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원산지 미표시나 둔

갑 매로 야기되는 문제뿐 아니라 안 성 리의 사각 지 가 된다는 면

에서 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세청에 의하면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실시된 ‘불법 수입 농

수산물 특별단속’ 결과 415건에 1,495억원 상당의 불법 농수산물이 발되

었다. 주요 발 품목은 옥수수, 생강, 고추, 김치, 마늘 등이며, 범죄 유형

으로는 가 신고 등 세포탈이 체 발 건수의 81%, 액의 90%를 차

지하 으며, 나머지는 직  수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특별단속 시행

에는 주요 농수산물 수입량이 26% 늘어났으나 시행후에는 33% 었으며, 

특별단속 이후 농수산물 평균 단가는 8개 품목이 50% 이상 상승하고, 10

개 품목은 20～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가 신고의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가 된다40. 

39 우리나라는 세의 부분이 종량세가 아닌 종가세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 신

고하면 그만큼 세를 게 낼 수 있다.
40

 단속 후 수 상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  비교할 수는 없으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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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서류검사 주로 신뢰성 미흡

  앞에서 지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입식품의 검사는 부분 서류검

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서류상으로만 합하다면 통과가 가능하

다. 이는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부 합 농산물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2.4.3. 리부처의 분산과 정보 공유 미흡

  식품검사는 부분 지방 식품의약품안 청이 담당하며 그 외에도 국립

검역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된다. 한 수산물의 경우에는 국

립수산물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연구소 등에서 이루어진다. 이

와 같이 주무부서의 다원화로 인해 검사기 별 정보공유가 제 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2.4.4. 수입업자에 한 리 시스템 부재

  식품 생법 제7조에 근거하여 행 수입업자는 구든지 시․군․구에 

업자 등록을 한 후 자유롭게 수입행 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수입

업자에 한 특별한 리제도가 없다. 이는 수입업의 세화와 불안정성을  

부추길 수 있다.

2.4.5. 수입국 지검역  정보수집 기능의 미흡

  수입업자들은 부분 세하고 교육 부족으로 인해 농산물 안 에 한 

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에 의한 수입국의 지검역  정보

수집 기능이 매우 미약하며 이로 인해 불법 농산물 유통의 증가를 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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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검사  검역에 한 효율성 부족

  국내의 검사  검역은 문 인력과 첨단장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

족하며 기술수  역시 뒤떨어져 있다. 이로 인해 수입 농산물의 통  불합

격률이 우리나라는 1% 미만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이처

럼 검사  검역에 한 효율성의 부족으로 인해 검사 기간의 장기화로 상

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며 이에 한 부담을 수입업체가 떠안고 있는 실

정이다.

2.4.7. WTO 체제에 응한 국제화의 미흡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 수입

을 원천 으로 막을 수 있는 포지티  시스템(positive system) 방식인 반

면, 우리나라는 수입 농산물의 잔류허용검사가 국내 농약 잔류허용 설정기

에 포함되는 농약성분만 허용량 이상 검출되지 않으면 통과시켜 네거티

 시스템(negative system) 방식을 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 정보나 

지 검사  검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경에서 철 한 검사/검역이 필요

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가 간 통상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표 5-11>. 

한 해 농약성분이 수입 농산물에 잔류해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

이 없다는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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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  시스템 포지티  시스템

장   단   장   단   

∙수입 지 품목과 지

역만을 고시함으로

써 수입검역 운용이 

용이함.

∙과학 , 기술  축  

없이 선진국의 선례

에 따라 수입 지 품

목을 선정 가능함.

∙ 지 병해충을 법

근거에 기 함으로

써 투명성이 높아 외

국으로부터의 이의 

제기에 응 용이함.

∙GATT/UR SPS 합

의 결정문에 따라 도

입이 불가피한 험

평가제도를 실질

으로 도입하여 운용

하기 어려움.

∙수입 지 품목에 

해서만 험평가제

도가 용될 수 있어 

험평가제도의 활

용폭이 좁고 조건부 

수입허가를 확 할 

수밖에 없음.

∙  품목,  세계를 

규제품목/지역으로 

한 후 험평가에 따

라 지품목/지역을 

해제함으로써 철

한 검역이 될 수 있

음.(수입허가제 운

용 가능)

∙ 험평가과정에서 

국가의 필요성  국

익의 상응도에 따라 

수입 지 품목을 해

제해 나갈 수 있는 

탄력성이 있음.

∙국내 병해충에 한 

분포조사가 완료되어

야 하고, 해외 병해충

에 한 과학 , 기술

 지식축 이 필요하

며, 이를 평가하는 데 

많은 시간  문 인

력이 있어야 가능함.

∙ 지 병해충의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수입 지 품목에 

해 수출국으로부터 

계속 인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음.

표 5-11.  검사  검역 시스템의 비교

자료: 조흥수․김동민(1995)

3. 원산지표시  리제도

3.1. 원산지표시제도 운용 현황

  원산지표시제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

에게 원산지에 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산물  그 가공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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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시 합리 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1991

년 7월 1일 농산물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하 다. 여기서 원산지란 당해 물

품이 실질 으로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는 가공된 국가를 의미한다. 

3.1.1. 원산지표시 상 품목과 단속 차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상품목은 ｢ 외무역법｣에 의거하여 산업자

원부장 이 공고한 품목으로 재 HS4 단  기  160개 품목으로 지정되

어 있다. 이를 HS10 단  기 으로 분류하면 약 1,500∼2,000여개 품목에 

해당되어 살아있는 동식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포함되는 셈이다.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상 품목 수를 살펴보면 시행 첫 해인 1991

년에는 7개, 1992년 4월에는 85개, 1993년 5월에는 175개 품목을 지정하

다.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상 품목 수는 1990년  반부터 

176~178개를 유지하 으며, 최근에 160개 수 으로 감소하 다<표 5-12>.

연 도 1995 2000 2003 2006 2007

품목 수 178 176 176 160 160

표 5-12.  연도별 수입 농산물 원산지표시 상 품목 수

자료: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농산물품질 리연보, 각 연도

그림 5-5.  원산지표시 반행  발 시 처리 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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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표시 반유형>

(1) 채소류의 허 표시 유형

 가) 수입 당근을 국산으로 허 표시하여 매

 나) 세척과정에서 국산과 수입 당근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허 표시하여 매

 다) 수입 도라지의 껍질을 벗긴 후 국산으로 허 표시하여 매

 라) 수입 도라지의 껍질을 벗긴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장하

여 매

 마) 수입 마른 고사리를 삶은 후 국산으로 허 표시하여 매

 바) 수입 염장 연근을 물에 담가 염분을 제거한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

산으로 장하여 매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의 원산지표시 단속업무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5-5>. 원산지표시 단속반 편성 등 계획수립 → 상업소에 한 단

속․홍보 → 반행  조사  원산지 검정용 시료채취 → 유통과정 추 조

사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검정 의뢰 → 반자 산입력 → 허 표시 행

자 수사  미표시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처분에 한 이의신청 

수처리(30일) → 허 표시 행 자의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  과태료 

부과처분 → 반자 산 리 등이다.

  반행  발 건은 그 반사항에 따라 원산지의 허 표시 행 자와 

미표시 행 자로 구분하여 처리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허 표시  장 매 등의 

경우에는 처리 차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는 1억 원 이하의 벌 형에 

처할 수 있다.

3.1.2. 수입 농산물의 둔갑 매

  농산물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수입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하여 매되는 등 부정유통 행 도 빠르게 늘어나게 되었다. 수입 농산물

의 원산지표시 반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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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공품의 허 표시 유형

 가) 수입 당근을 원료로 사용하여 이유식을 만든 후 원료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 표시하여 매

 나) 수입고추(80%)와 국산고추(20%)를 원료로 사용하여 고춧가루를 만든 후 

원료원산지를 수입(50%)과 국산(50%)으로 허 표시하여 매

 다) 수입 배추를 사용하여 김치를 만든 후 원료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 표시

하여 매

자료: 주요 기사 정리.

  정부는 이러한 행 를 막기 해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감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제 로 규제하지

는 못하고 있다. 특히 발된 농산물의 경우 생상 하자가 없다면 원산지 

표시 후 매가 가능해 단속에 한 실효성에 의문이 발생한다. 한 농산

물은 몇 단계의 유통체계를 거치면 원산지표시가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발

생하게 된다. 따라서 유통체계 개선으로 수입 농산물에 한 장, 출하, 

유통과정을 제어함으로써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

스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3.2.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원산지표시 단속실 을 살펴보면 2004년까지는 조사업소 수  반업

소 수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2006년에 격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5-13>. 그러나 2007년 원산지표시 단속실 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3.2.1. 업태별 단속실

  2007년 원산지표시 반 업체를 업태별로 살펴보면 가공업체가 체의 

35.7%로 가장 많았고 식육 , 수퍼마켓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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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개소, %

구 분
조사업소 수
(A)

반업소 수
(B)

반내역 발비율
(B/A)허 표시 미표시

2000 258,769 7,430 2,777 4,653 2.9

2001 212,457 7,478 3,804 3,674 3.5

2002 197,964 6,427 3,722 2,705 3.2

2003 196,932 6,327 3,755 2,572 3.2

2004 189,669 6,201 3,577 2,624 3.3

2006  78,259 3,634 1,902 1,732 4.6

2007 136,704 4,374 1,723 2,651 3.2

표 5-13.  연도별 원산지표시 단속 실

자료: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농산물품질 리연보, 각 연도.

업 태 개 소 비 (%)

가공업체 1,640  37.5

식육 1,880  20.1

수퍼마켓 1,505  11.5

노 상 1,262   6.0

청과상 1,125   2.9

할인매장 1, 91   2.1

한약상 1, 74   1.7

양곡상 1, 70   1.6

건어물상 1, 61   1.4

기타 1,666  15.2

계 4,374 100.0

표 5-14.  업태별 원산지표시 단속 실 , 2007

  주: 허 표시  미표시를 합한 수치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농산물품질 리연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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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부분 육류에 한 원산지표시 반으로 볼 수 있다. 

  수입 청과물을 주로 취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노 상과 청과상은 

각각 262개소와 125개소가 발되었으며 체의 6.0%와 2.9%의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부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매한 것에 

한 발로 볼 수 있으며 이들 외에 형할인 에서도 이와 같은 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2.2. 품목별 단속실

  2007년 원산지표시 단속실   발비율이 높은 상  10  품목을 살

펴보면 주로 육류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5>. 10

 품목  청과류에 해당되는 품목에는 고춧가루와 당근이 있었으며 각각 

단 : 건, 톤, %

순 품  목 건 수 물량 구성비율

1  돼지고기 1,871 571.8  15.9 

2  떡류 1,516 794.3   9.4 

3  쇠고기 1,392 143.2   7.2 

4  고춧가루 1,285 349.6   5.2 

5  빵 1,258 305.4   4.7 

6  과자류기타 1,122 299.6   2.2 

7  곶감 1,121 13.4   2.2 

8  당근 1,110 15.6   2.0 

9  두부류 1,109 984   2.0 

10  땅콩 1,102 6.3   1.9 

11  기타 2,583 16,996.8  47.2 

합  계 5,469 20,480 100.0

표 5-15.  주요 품목의 원산지표시 단속 실 , 2007

  주: 허 표시  미표시를 합한 수치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농산물품질 리연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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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와 2.0%의 비 을 보이고 있다. 이들 10  품목 외에도 마늘, 건고추, 

포도, 키 , 석류 등의 품목에서 발실 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발실 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도별로 살펴보면 10  품

목에 포함된 청과류의 품목으로 고춧가루, 당근, 마늘, 김치, 오 지 등이 

있었다<표 5-16>. 특히 이  고춧가루는 매년 포함되어 있으며 당근 역시 

200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발비율이 높은 10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이들 품목이 원산지표시 단속의  상 품목이라 할 수 있다. 한 과

일류 품목으로는 2000년에 10  발품목에 포함된 오 지가 유일한 것으

로 나타났다.

구 분  발 품 목(건수)

2000   고춧가루(181), 오 지(104)

2001   고춧가루(356), 당근(167)

2002   고춧가루(122), 당근(108), 마늘(154)

2003   고춧가루(310), 당근(270)

2004   고춧가루(256), 당근(280), 마늘(179), 김치(62)

2006   고춧가루(182), 당근(173)

2007   고춧가루(285), 당근(110)

표 5-16.  연도별 주요 과일  채소 품목의 원산지표시 단속 실

  주: 허 표시  미표시를 합한 수치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농산물품질 리연보, 각 연도.

3.3. 원산지표시제도의 문제점

3.3.1. 련법의 원산지 허 표시 처벌규정 상이

  ｢ 외무역법｣에는 원산지를 허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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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나, ｢농산물품질 리법｣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는 1억 원 이하의 벌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3.3.2. 원산지 단속기 의 이원화

  ｢농산물품질 리법｣에 의하면 원산지표시 조사를 농림수산식품부 장

과 시․도지사의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각 시․도에서는 

인력 부족 등 원산지표시 조사와 련한 많은 애로사항을 안고 있어 잘 이

행되지 못하고 있다.

3.3.3. 소규모 업체에 한 원산지표시 단속의 한계

  불법 수입 농산물의 거래가 행해지고 있는 노 상과 재래시장 등의 소

규모 포에서는 농산물이 주로 산물상태로 거래되고 매자의 신분 확인

이 어려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형할인 이나 도매시장에 

비해 원산지표시에 한 반 행 가 많이 발생한다.

3.3.4.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 미흡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가 미흡하다는 것도 문제 으로 들 수 있다. 원산

지표시 부정유통은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에서는 다양한 수 방법을 활용하여 원산지 부정유

통 신고를 장려하고 있으나 그 실 은 미미하다<표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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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 처 리 내 용

계
화

(인터넷)
구두 우편

서면 
등

계
고발․
입건

과태료 무 의 기타

2000 507 458 28 7 14 518 213 69 160 76

2001 465 417 36 3 9 492 217 63 182 30

2002 601 542 34 9 16 613 276 70 234 33

2003 691 581 41 25 50 719 302 87 309 21

2004 831 630 35 57 109 847 320 84 352 91

2005 624 476 41 29 78 642 174 78 302 88

2006 1,072 856 49 35 132 1,117 235 218 562 102

2007 4,055 1,516 71 1,852 616 4,081 464 1,606 1,853 158

표 5-17.  연도별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신고 처리실

단 : 건

자료: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농산물품질 리연보, 각 연도.





수입 청과물 유통 개선 과제  제6장

1. 개선 방향

  지 까 청과물 수입  국내유통 실태 그리고 련 제도의 운용 실태에 

해 살펴보고 문제 을 지 하 다. 이 장에서는 수입 청과물의 유통 구

조를 개선하기 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수입 청과물의 유통 개

선을 한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첫째, 수입 청과물에 한 불법 거래를 방지해야 한다. 수입 청과물의 불

법 인 거래는 수입 청과물의 정상 인 거래를 방해할 뿐 아니라 국내산 

청과물의 수 과 거래에도 악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수입 청과물에 한 표시와 안 성을 강화하도록 리 체계를 개

선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요구 수 을 악하고 기본 인 안 성이 확보되

도록 응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수입 청과물의 수  안정성과 유통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수입 

청과물에 한 수요와 공 이 균형을 이루고 유통 효율성이 제고됨으로써 

국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효율 이고 방 인 개선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아무리 개

선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비용 비 효과가 크지 못하면 비 실 이다.

  마지막으로, 수입 청과물에 한 국내산 청과물의 유통 상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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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개선 과제

2.1. 통관 

  통계 모형 개선과 기  정보를 수집, 축 함으로써 가 신고를 방지하

여야 한다. 세청에서 가 신고 여부를 통계학  방법에 의해 단하기 

해 2007년 통계 모형을 개발하여 가동 이다41. 이 모형을 개발함으로

써 통 상의 행정이 효율화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신고를 

방지하기 해서는 가신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심으로 품명과 규격 

표 화 품목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신고 여부를 단하기 한 

모형을 지속 으로 개선하고 수출국 지 사정에 한 데이터 등을 확 하

고 축 함으로써 모형의 용 범 를 확 시킬 필요가 있다. 

  수 방지를 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 수에 의해 국내에 

반입되는 농산물은 행정상의 리 상에서 제외되기 쉽기 때문에 국내 유

통을 왜곡시키고 안 성 리가 원천 으로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최

근 가 신고가 어려워짐에 따라 수가 증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 방지를 해 정부는 서울, 부산, 인천, 평택 등 주요 세 에 해 ‘단속 

담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 고발에 의한 감시 시스템

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2. 검사․검역  

  수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수입 검사 시 수입 농산물에 한 성분분석

은 정  검사를 통해서만 그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분 

41 세청은 ｢농수산물 가신고 정보시스템｣의 특허를 획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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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생산자 심

(농림수산식품부)

캐나다-식품검사청(CFIA), 독일-소비자식품보호청(BVL), 

스웨덴-국립식품청(NFA), 랑스-농어업부

소비자 심

(보건복지가족부)
덴마크-수의식품청(DVFA)

독립기 국-식품기 청(FSA), 호주-식품기 청(FSANZ)

자료: 최지  외, 선진국의 식품안 리 체계와 국내 도입방안, 2004.

표 6-1.  주요 국가별 식품안  담부서

형식 인 서류 검사의 비 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검사에 한 신뢰성을 떨

어뜨린다. 따라서 서류 검사의 비 을 낮추고 정  검사  무작  표본 

검사 등의 비율을 높여 보다 자세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검사  검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해 ‘사  검사’를 지원하고 문 

인력과 첨단장비를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수출국 지의 공인검사기

에서 사  검사를 받거나 ‘이력 추 ’이 가능한 수입 물품에 해서는 

국내에서 검사․검역 차를 폭 간소화하는 인센티 를 부여하여 사  

검사가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한편 첨단장비는 산이 가능하다면 단기간

에 확보가 가능하지만 첨단장비를 운용하는 문 인력은 단기간에 확보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  검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한 

자원들을 단계 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검사․검역 담당 기 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검사  검역을 담당하는 

기 을 일원화하고 선진국과 같이 생산(수입) 단계에서부터 소비 단계까지 

이르는 농산물 안 리 행정이 특정 기구에 집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사  검역에 련한 국내 법규를 국제 규격에 일치시켜 

이와 련한 국제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 기존의 네

거티  시스템(negative system)을 보완하거나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포지

티  시스템(positive system)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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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입관리 방식 

  공매용 수입 청과물에 한 구매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공매용 수입 청

과물의 등  규격이 한두 가지 정도로 간단하다. 이를 되도록 국내 규격에 

하여 세분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호가 반 되어 구매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8   

  수입권 공매 등 시장지향 인 TRQ 리방식을 단계 으로 확 해야 한

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등 의 청과물이 수입될 수 있고, 국제 인 통상 마

찰을 피하기 해 시장지향  수입 리방식을 단계 으로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념채소류와 같이 상품 형태만 다른 유사․ 체 품목과의 

세율 격차가 큰 품목들은 수입권 공매제 등 시장지향  수입 리방식을 가

미하는 방식으로 환할 필요가 있다.

2.4. 수입업체 관리  

  청과물 수입업계는 소수의 형 수입업체와 다수의 세업체로 뚜렷이 

구분되며, 수입업체의 사업 지속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수입업계의 세성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과물 수입․유통의 문성

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기 어렵다29. 그러나 형 유통업체나 식품가공업체

는 기업 이미지나 수입품의 안 성을 리하기 쉽지 않아 표면 으로 수입 

사업을 극 추진하지는 않는다. 한편 형 유통․식품업체에서 일반 업체

28 재는 수입 농산물의 농약 잔류 검사가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 에 포함되는 

농약 성분에 해서만 허용량 이상이 검출되지 않으면 통과되는 네거티  시

스템(negative system)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국내에서 사용

되지 않는 해 농약 성분이 수입 농산물에 잔류하더라도 수입 제재를 가할 수 

없다.
29

일본의 경우는 상사 주로 문화되어 있다. 이들은 다수의 국내외 청과물을 

종합 으로 국내 시장에 공 하는 역할을 한다(尾磅(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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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론,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수입 청과물의 품질이나 안 성 등에 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청과물 수입․유통과 련된 정보를 개별 상품에 한 이력추 시스템 

등을 강구해볼 수 있겠지만, 유통 기 인 수입업체에 한 신용 등  등에 

해 평가하여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다. 수입업체의 신청을 받아 신용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가 수입 검사․검역 과정  통  등의 과정에 공유되어 차를 간소

화하는 등의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김완배 외

(2006) 참조). 

  수입업체에 한 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수입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리

가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농산물 발 후 사후 리에 해서도 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수입  단계에서의 안 성 확보를 해 농산물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입 상국 지 검역  정보 수집 뿐 

아니라, 수입 청과물에 한 사  검사를 확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5. 도매시장 유통 개선

  도매시장은 수입 청과물의 도매 유통과정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 

유통 기 이다.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물류를 효율화하여야 

하며, 유통 방식을 개선하려면 시장 참여자의 상충되는 이해 계를 조정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수입 청과물에 해 정가․수의매매에 의한 안정 인 가격으로 거래하

되 부 비용을 가  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실 하기 해

서는 자거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거래를 통하면 거래와 물류가 

분리됨으로써 수수료와 물류 부 비용을 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

의 투명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은 매자에게는 비용 감의 

효과를, 구매자에게는 안정  가격에 의한 물량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시

장 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 청과물 거래 련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수입 청과물 유통 개선 과제124

구체 으로 수집함으로써 시장을 보다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더 나아가 사회 으로는 수입 청과물 수   거래에 한 정확

한 분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경제 주체의 합리 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보다 근본 으로 수입 청과물의 수   유통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

가 있다. 

2.6. 원산지표시 관리 

  원산지 표시에 한 기 간 표시 처벌 규정을 통일하거나 단속기 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표시제도에 한 처벌 규정은 본문에서 기술

한 바와 같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일하여 처벌 규정에 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반에 한 행 는 차 지능화․ 형

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효과 으로 처하기 해서는 문성이 있고 

독립 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 이 담당하도록 일원화하여야 한다. 

최근에 도입된 음식 원산지표시제도는 , 김치, 축산물 등 음식 에서 

사용하는 농산물의 원산지에 한 표시를 품목과 식당 면 에 따라 단계

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의 할 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품질 리원)와 식품의약안 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표시 기 과 

리에서 혼선을 빚는 문제를 래하 다.

  비제도권 시장이나 소규모 업체에 한 원산지 표시 지도․ 리를 강화

하여야 한다. 유사도매시장이나 재래시장 등의 일반 시장은 제도권의 감시

가 상 으로 부족하지만 수입 농산물이 상당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이 경로에 한 원산지표시 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최근에도 원산지 미표시로 상당수 발되고 있음을 볼 때 표시 의무를 

지속 으로 계도하여야 한다. 노 상이나 재래시장과 같은 소규모 포의 

원산지표시 단속실 은 매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재래시장별

로 원산지표시 실태를 평가하고 등 을 구분한 후 그 등 에 따른 체계

인 리와 지속 인 지도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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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업체에 수입 농산물의 취  리 기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냉

동 고추 등의 양념 채소류는 가공업체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산과 혼입되거

나 국산으로 둔갑되는 등 원산지표시 반과 허  매가 성행하는 것으로 

지 된다. 재의 조사사실기록부에 수입 농산물의 사용을 별도로 기록하

여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둔갑 여부 등에 사후 으로 단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음식 에서의 원산지 표시품목을 단계 으로 확 하고 허

표시 반 사범에 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다양한 매

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신고를 활성화하여 유통질서를 확

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단속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2.7. 국내산 청과물의 유통 경쟁력 제고

  수입 청과물에 해 국산 청과물의 유통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확

되고 있는 수입 개방에 한 기본 이며 필수 인 응 방안이다. 유통업

자들이 수입 청과물을 선호하는 이유  선별, 포장 등 물류상의 취 이 

용이하다는 을 들었다. 국내산 청과물도 수입 청과물과 경쟁하기 해서

는 등  표  등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한 국내

에서도 미국의 썬키스트, 돌, 델몬트, 뉴질랜드의 제스 리 등과 같은 형 

유통 기업(조직)을 벤치마킹하여 품질 리와 랜드 마 에 의한 소비

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품목별 조직을 육성하여야 한다.

30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해서도 수입 농산물을 속여 팔지 않도록 상인회의 자

체 인 표시  지자체의 리 노력이 필요하다(이용선 외(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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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출범 이후 청과물 수입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 다. 2007년 기  

청과물 수입액은 1995년 수입액보다 3배 이상 많은 14만 달러이며, 수입량

은 같은 기간 4배 수 인 160만 톤으로 증가하 다. 빠르게 증가하는 수입 

청과물은 소비자의 청과물 소비에서 간과할 수 없는 비 을 차지하게 되었

으며 국내 청과물 유통 체계에도 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증하는 수입 청과물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실태를 악하기 

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청과물 수입 증가의 특징과 요인, 수입 청과물

의 유통 특성과 문제 , 그리고 수입 청과물의 유통 련 제도의 운용 실태

와 문제 을 악하고자 하며, 이를 해결하기 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자 한다. 

  이 연구를 해 표본조사와 사례조사를 실시하 다. 수입업체 36개소와 

도매인 47인에 해 지 면 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 다. 이들 수입업

체나 도매인의 일부와 기타 유통업체에 한 사례 조사를 실시하 다. 

▣ 청과물 수입  유통 특성

  청과물 수입  유통에 한 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그 특성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청과물 수입은 개방 기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다양한 신선 과일을 

심으로 증가하 고, 국산 냉동  가공 채소를 심으로 빠르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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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과일류 수입은 단가가 높은 품목들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동일 품

목에서도 고품질 상품으로 변하는 등 고 화․다양화하고 있다. 채소류 수

입은 국으로부터의 냉동․반가공(1차 가공) 양념 채소류와 김치를 심

으로 크게 증가하 다. 과일이 남반구 등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

가하고, 채소는 수입 기간이 늘어나며 청과물 수입이 주년화하고 있다.

  (2) 수입업체는 청과물의 수입과 국내 유통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 업체수는 과일 취 업체가 채소 취 업체에 비해 은 반면, 업체당 취

규모는 과일 취 업체가 3～5배 크다. 청과물 수입업체의 취 규모는 증

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 부분의 수입업체가 세 규모에 머물러 있

는 반면, 일부 업체들의 규모는 매우 큰 양극화된 분포를 나타낸다. 

  (3) 수입 과일류는 주로 가정에서 생과로 소비되기 때문에 유통경로가 

수입업체 - 도매시장 - 소매업체를 심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수입 채소류

는 주로 외식․ 식업소의 식재료나 가공업체의 가공용으로 사용되기 때

문에 유통경로가 도매시장뿐 아니라 재래시장, 가공공장, 납품․ 식업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수입 청과물의 30～40%가 도매시장을 경유하여 유

통되고 있다. 수입 청과물의 유통 마진은 출하 단계가 도매 단계에 비해 

체로 높다. 

  (4) 수입 과일을 취 하는 도매인은 다양한 종류의 수입 과일만을 

문 으로 거래하는 반면, 수입 채소 취  도매인은 한두 가지 품목에 

해 국내산과 국내산 비수기의 수입품을 함께 취 하고 있다. 도매인이 

수입 청과물을 선호하는 요인은 렴하고 안정된 가격과 규격․가공․문

제 발생 시의 사후 처리 등 취 상의 용이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5) 형유통업체는 수입 과일의 33% 이상을 수입업체에서 매입하며, 

자체 수입 이나 계열사를 통해 해외에서 20% 가량을 직매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형유통업체는 최근 해외 조달(global sourcing)을 증 시키고 

있는 것이다. 수입 채소의 30%는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재래시장에는 방앗간 등 소규모 가공시설이 있어서 이 곳에서 냉동

고추 등의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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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청과물 유통의 문제

   수입 청과물 유통상의 문제 은 수입업체의 세성과 과당 경쟁, 도매

시장의 역할 미흡, 불법  유통 등이다. 

  (1) 세청 통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업체의 사업지속기간은 평균

으로 2년 는 그 이하이며, 5년 이상 사업지속 업체수는 그 비율이 4.7%

에 불과하 다. 수입업체나 도매인 등의 수입 청과물 취  규모가 체

로 세한데다 경쟁이 심하여 과당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시장 집 도 계

수를 계측한 결과, 특히 냉동고추와 냉동마늘, 당근, 양 ,  등 채소류의 

수입업체간 경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도매시장의 수입 청과물 유통이 비효율 이다. 도매법인이 결제 기

능만을 수행한다는 비 이 있으며 일부 도매인은 불법 인 장외거래를 

하고 있다. 수입 청과물은 도매시장을 거치면서 하역비 차별 등으로 물류

비가 추가되는 문제 도 있다. 

  (3) 양념채소류는 주로 외식․ 식업소의 식재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냉동 형태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건조․분쇄 등의 재가공 과정

을 거쳐 유통되고 있다. 양념 채소류는 원산지표시가 이행되지 않는 사례

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수입 청과물 유통 련 제도는 크게 수입 리제도, 통   검역․검사 

제도, 원산지표시제도 등이 있다. 수입 청과물 유통 련 제도의 운용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고추, 마늘, 양 는 율 세할당(TRQ) 품목으로 국  무역에 의해 

수입이 리되고 있다. 이들 세 품목의 수입량　  15～30%가 국  무역

으로 수입되며, 국  무역으로 수입된 물량은 공매, 상장, 직배(직  분배) 

등의 방법으로 매된다. 국  무역에 의한 수입 농산물은 소비자가 원하

는 품질과 다른 경우가 많아 주로 외식업소나 가공공장이 구입하고 있다. 

양념 채소류는 냉동품 등 유사  체 가공품들의 세가 낮아 수입이 

증하고 있다. 따라서 TRQ 리에 의한 생산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 

  (2) 가신고나 수 등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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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주의 검사 과정은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리 부처가 분산되어 있

으며 상호 정보 공유가 미흡하다. 검사․검역을 한 문 인력과 첨단 장

비가 매우 부족하며 기술 수 도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검사․검역 과정

이 철 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 원산지 표시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 을 갖고 있다. 원산지 허 표

시에 한 련법간 처벌 규정이 다르며, 원산지 단속기 이 이원화되어 

있다. 재래시장이나 노 상 등의 소규모 포에 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어려워 반 행 가 많이 발생한다. 원산지 부정유통에 한 신고도 미흡

하다. 

▣ 수입 청과물 유통 개선 과제

  수입 청과물의 유통을 개선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

야 한다. 

  (1) 통  과정의 개선을 해서는 가신고 여부를 단하기 한 통계 

모형을 개선하고 기  정보를 수집하여 축 하여야 하며, 수 방지를 

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검사․검역 과정을 개선하기 해서는 서류 검사의 비 을 낮추는 

반면 정  검사와 무작  표본검사의 비 을 높여야 한다. 사  검사를 지

원하고 문 인력과 첨단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검사․검역 담당 기 을 

일원화해야 하며, 련 법규를 국제 규격에 일치시켜 네거티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포지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수입 리 방식은 수입 청과물의 규격을 국내 규격에 하여 세분화

하고 수입권 공매 등 시장지향 인 TRQ 리방식을 단계 으로 확 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4) 수입 청과물의 유통에 있어서 수입업체의 역할이 요하다. 수입업

체에 한 신용 등 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등의 정보 체계를 도입하는 방

안을 강구해야 한다. 

  (5) 도매시장은 수입 청과물의 도매 유통과정에서 심 인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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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기 이다. 수입 청과물에 해 안정 인 가격으로 거래하되 부 비용

을 가  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해 정가․수의매매에 의

한 자 거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6) 원산지 표시에 한 기  간 표시 처벌 규정을 통일하거나 단속 기

을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재래시장 등 비제도권 시장이나 

소규모 업체에 한 원산지 표시 지도․ 리를 보다 체계 으로 수행할 필

요가 있다. 가공업체의 수입 청과물 취  리 기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음식 에서의 원산지 표시 리를 단계 으로 확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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