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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떫은감은 밤, 표고에 이어 임산물 수출에서 요한 품목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한국의 떫은감  가공제품 생산이 증가하면서 몇 년 후 공 과

잉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떫은감의 다양한 가공 상품화와 수출시장 

발굴로 소비확 와 수출증 를 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 이다. 

  싱가포르와 말 이시아는 한국산 단감의 주요 수출국이면서 떫은감 수출

유망국가로 두되고 있다. 특히 한국산 단감과 이스라엘산 탈삽감이 량

으로 소비되고 있고 곶감도 일본과 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시장상황

을 고려할 때, 싱가포르와 말 이시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떫은감과 

그 제품의 주요 수출시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큰 시장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한국과 근거리에 치하며 한국 감의 주요 수출시장

으로 가능성이 높은 싱가포르와 말 이시아의 떫은감 수출확  가능성을 

찾기 해 지조사를 통해 감을 심으로 한 과일류 산업동향을 조사한 

내용이다. 본 보고서가 떫은감의 싱가포르와 말 이시아 시장 개척과 확

를 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2011. 11.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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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9년 한국의 단감 수출은 10백만 달러(US)를 달성하 다. 최근 2007

년～2009년 동안의 단감 수출은 연평균 32.5% 증가율을 보이며 가 른 상

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단감의 품질 향상  주 수출시장인 동남아시

아의 소비수요 확 의 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산 감의 주요 수출국은 

싱가포르, 말 이시아, 홍콩 등이며, 2009년 기  말 이시아 4백 7십만 달

러(US)(44.1%), 싱가포르 1백 5십만 달러(US)(14.2%), 홍콩 1백 3십만 달러

(US)(12.1%)로 각각 수출되었다.

  싱가포르는 자체 인 과일생산의 부재, 근성이 높은 지리  치, 높은 소

득수  등으로 인해 새로운 상품에 한 수요가 높은 early adapter 시장이라 

할 수 있다. 한 싱가포르는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여 각 민족의 선호를 충족

시키는 상품만이 시장 진출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싱가포르는 

동남아 진출을 한 첫 문이며 말 이시아, 태국 등으로의 추가  진출을 

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 감의 최  수출시장인 말 이시아는 자체소비시장도 매우 크고 1990년  

이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동남아시아에서의 상이 강화되어 싱가포르와 더불어 

동남아 진출을 한 문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증 되었다. 더욱이 말 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동남아시아의 표  이슬람 국가로서 말 이시아 농산물 시

장 개척은 여타 이슬람국가의 시장 확 에 기반이 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재 싱가포르‧말 이시아 수입회사들의 한국산 감에 한 인지도는 크

지 않지만 최근 한류로 인한 한국의 인지도 향상으로 향후 수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감말랭이의 경우 수출상 국 소비자들의 선호에 따른 포장방

식과 유통기한 연장 가공방식이 개선된다면 수출확 에 도움이 될 것이다. 

탈삽감의 경우 탈삽기술의 개선과 탈삽시기의 조  등으로 이스라엘산 샤

론감 수 의 신선도가 유지된다면 다른 수출경쟁국의 제품보다 당도와 크

기, 종교 인 문제 등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차    례

제1장 싱가포르 ····································································································1

  1. 국가 개요  농업 동향 ··············································································1

  2. 과일류 생산‧수입 황 ···············································································3

  3. 과일류 유통‧소비 황 ···············································································8

  4. 농산물 검역  수입 차 ··········································································20

제2장 말 이시아 ······························································································23

  1. 국가 개요  농업 동향 ············································································23

  2. 농산물  감 생산‧수입 동향 ··································································25

  3. 과일류 유통‧소비 황 ·············································································31

  4. 농산물 검역  수입 차 ··········································································39

제3장 시사 ······································································································41

참고 문헌 ············································································································43



vi

표  차  례

제1장 

표 1-1.  싱가포르 농산물 생산 황(2008년) ··················································3

표 1-2.  싱가포르 과일류 수입 동향 ·································································4

표 1-3.  싱가포르의 한국산 과일류 수입 동향 ················································5

표 1-4.  싱가포르 감 수입 동향 ········································································6

표 1-5.  싱가포르 주요 단감 수입회사 ·····························································7

표 1-6.  싱가포르 과일류 가격 동향(Takashimaya) ·······································11

표 1-7.  싱가포르 과일류 가격 동향(MUSTAFA CENTRE) ························13

표 1-8.  싱가포르 과일류 당도  가격동향(MUSTAFA CENTRE) ··········14

표 1-9.  싱가포르 과일류 가격 동향(PARAGON) ·········································17

표 1-10.  싱가포르 과일류 가격 동향(LUCKY PLAZA) ······························17

제2장 

표 2-1.  말 이시아 농산물 생산 황(2008년) ·············································26

표 2-2.  말 이시아 과일류 생산 동향 ···························································27

표 2-3.  말 이시아 과일류 수입 동향 ···························································28

표 2-4.  한국산 과일류 수입 동향 ···································································29

표 2-5.  국가별 감 수입 품종 황 ·······························································30

표 2-6.  말 이시아 주요 단감 수입회사 ·······················································30

표 2-7.  말 이시아 과일류 품질  가격 동향(Isetan) ································32

표 2-8.  말 이시아 과일류 품질  가격 동향(TESCO) ·····························34

표 2-9.  말 이시아 과일류 품질  가격 동향(GIANT) ·····························35

표 2-10.  한국산 단감  경쟁과일 매가격 ················································37



vii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1.  싱가포르·말 이시아 치 ·······························································2

그림 1-2.  싱가포르 과일류 매 실태(Takashimaya) ···································12

그림 1-3.  싱가포르 과일류 매 실태(MUSTAFA CENTRE) ····················15

그림 1-4.  싱가포르 과일류 매 실태(PARAGON) ·····································16

그림 1-5.  싱가포르 과일류 매 실태(LUCKY PLAZA) ····························16

그림 1-6.  싱가포르 과일류 당도  무게 ·····················································17

제2장

그림 2-1.  말 이시아 과일류 매 실태(Malaysia Isetan) ···························33

그림 2-2.  말 이시아 과일류 매 실태(TESCO) ········································34

그림 2-3.  말 이시아 과일류 매 실태(GIANT) ········································35

그림 2-4.  말 이시아 과일류 당도  무게 ··················································36





1

제 1 장

싱가포르

1. 국가 개요  농업 동향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로 면 은 707㎢

(서울시의 1.15배)이며 연 고온 다습한 열 성기후(연평균온도 26.8℃, 습도 

84.3%)를 보인다. 수도는 싱가포르(Singapore)로 인구는 약 461만 명(2008년 

기 )이며 국어, 어, 말 이어, 타 어를 사용한다. 종교는 불교 42.5%, 이

슬람교 14.9%, 도교 8.5%이다. 1인당 GDP(2009년 기 )는 3만 7천 달러(US)

이며 화폐는 싱가포르 달러(S$)를 사용한다.

  19세기 까지 싱가포르는 네덜란드의 지배하에 있다가 1819년 1월 국의 

래 스가 조호르 왕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싱가포르의 개발에 착수하 다. 싱가

포르는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의해 령당하 으나 일본의 패망으로 

1946년 국의 직할 식민지가 되었다. 이후 식민당국이 약탈을 행하는 추출(抽

出)무역에서 가공무역으로의 산업구조 환을 한,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기 

해  국민을 상으로 어를 필수 언어로 채택하여 공교육이나 공기업에

서 상용화 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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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싱가포르·말 이시아 치

  싱가포르는 산업화된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제조업 부문이 활발하며 다음으

로 도소매 부문, 사업서비스, 교통통신과 투자서비스업 순으로 발달하 다. 좁

은 토지 면 으로 인해 농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농식품 산업이 차지하는 비

은 3% 정도이며 난 , 채소 재배와 어류를 제외한 농식품 산업 부문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농수산 분야의 GDP 기여율은 0.2%, 종사자 수도 체 인구

의 0.2% 등에 불과하며 식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 자 률이 매우 

낮은 국가이다. 따라서 2009년 8월 싱가포르 국가개발부는 식량자 률을 높이

기 한 2개의 기  신설을 발표하 는데 이는 국내  국외의 생산증  활동

을 통하여 계란의 자 률을 재의 23%에서 2015년까지 30%로, 생선류는 4%

에서 15%로, 채소류는 7%에서 10%로 각각 증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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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생산액 생산량

계란(Hen eggs, in shell) 17,595 20,265

신선 채소류 3,042 16,214

계란(Other bird eggs, in shell) 1,052 1,200

시 치 772 1,890

양상추, 치커리 117 346

소고기 69 33

양배추 68 464

버섯(송로 포함) 39 24

염소고기 24 15

코코넛 11 130

토마토 6 29

신선 과일류 1 10

근류 1 10

표 1-1.  싱가포르 농산물 생산 황(2008년)

단 : 천 달러(US), 톤

2. 과일류 생산‧수입 황

2.1. 농산물 생산 현황

  싱가포르는 국내 소비를 한 계란, 채소 생산과 수출을 한 상용 화분과 어

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곡류와 과일의 경우 생산이 거의 없어 싱가포르에서 매되

는 과일과 채소의 97～98%를 수입하고 있다. 한 싱가포르는 감 재배에 한 

기후가 아닌 고온다습한 열 성 기후로 재 자국 내 감 생산량은 없다.

자료: faostat.fa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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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2005 2006 2007 2008

사과 33,819 38,226 42,423 52,727 

망고, 망고스틴, 구아바 30,313 32,777 33,508 36,698 

배 25,849 27,856 31,816 35,748 

메론(참외) 29,629 20,208 25,553 27,158 

인애 17,001 18,024 20,887 22,223 

탄제린, 만다린. 12,352 14,100 16,761 17,579 

키 12,028 13,640 15,280 17,391 

오 지 12,072 13,003 13,737 16,280 

포도 6,664 7,852 10,344 12,684 

건조 코코넛 3,983 4,584 6,887 8,033 

바나나 4,471 6,317 6,612 6,350 

딸기 7,584 7,136 6,549 6,263 

코코넛 4,590 4,745 4,717 4,756 

표 1-2.  싱가포르 과일류 수입 동향

단 : 천 달러(US)

2.2. 과일류 수입 동향

  2008년 기  싱가포르의 과일  채소류의 수입액은 9억 7천 8백만 달러

(US)로 과실류 수입은 사과가 5천 2백만 달러(US)로 가장 많고 망고, 망고스

틴, 구아바 3천 6백만 달러(US), 배 3천 5백만 달러(US) 순이다. 사과, 망고류, 

배, 인애 , 오 지, 포도, 바나나 등 체 으로 과일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

이다.

자료: faostat.fao.org

  2009년 기  싱가포르의 체 농산물 수입액  한국산 농산물 유율은 

0.44%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2009년 한국 농산물 수입액은 2007년보다 약 

38% 증가한 4천 8백만 달러(US)로 수입 품목은 감, 배, 사과 등 과일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딸기, 인삼, 채소종자, 소스 등이 있으

며 딸기의 경우 2008년 3백만 달러(US)에서 2009년 7백만 달러(US)로 증가하

여 2004년 시범 수출 이후로 증하고 있다. 참외는 ‘Yellow melon’이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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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2008(A) 2009(B) 증감률(B/A)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멜론 1 1 109 217 18,855.0 16,064.2

딸기 367 3,011 1,107 7,019 202.0 133.1

배 324 330 591 561 82.5 69.9

사과 53 118 184 377 247.0 220.5

단감 947 912 1,458 1,471 53.9 61.3

감귤 45 55 55 77 23.9 40.2

포도 67 248 100 401 49.6 61.4

으로 싱가포르에 수입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딸기에 버 가는 인기를 보이고 

있다. 한 인삼류의 경우도 베트남, 태국 등 주변국가로의 인삼에 한 인지도

가 확산함에 따라 수입량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버섯류의 경우에도 품질경쟁

력과 소비자 인지도 제고로 2009년 1백만 달러(US)의 실 을 보이며 매년 크

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동남아 시장의 주요 경합

국인 국, 일본 비 통화가치 하락으로 강화되고 있어 품질 비 가격이 상

으로 낮아진 단감, 딸기, 김치 등의 수출여건은 개선되고 있다.

표 1-3.  싱가포르의 한국산 과일류 수입 동향

단 : 톤, 천 달러(US), %

자료: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통계, 농수산물유통공사

  싱가포르는 자국에서 감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량 부를 수입하고 

있다. 감은 무역통계에서 ‘기타 과일류(HS-Code 081090900)’로 분류되는데 기

타 과일류는 Persimmon(감), Yang Mei(딸기), Nutmeg(육두구 열매), Jojoba(호

호바 열매) 등을 포함하여 정확한 감의 수출입량을 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 일본,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 기타 과일류는 부분 감으로 추정된다. 

  수입되는 감의 품종은 샤론(Sharon)과 부유(Fuyu)이다. 샤론은 이스라엘에서 

수입되는 떫은 감이고 부유는 단감으로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미

국 등에서 수입된다. 2008년 이후 지속되는 멜라민 의혹에 따른 소비기피 풍조

로 감의 최  생산국인 국제품은 재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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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단가

이스라엘 1,118 2,037 1,066 2,169 1,029 1,928 943 1,756 1.86

한국 468 554 398 464 947 912 1,458 1,471 1.01

뉴질랜드 194 587 255 868 197 769 226 715 3.16

호주 254 876 264 957 140 595 135 508 3.76

일본 3 37 5 52 5 66 32 111 3.47

단 : 톤, 천 달러(US)

표 1-4.  싱가포르 감 수입 동향

자료: 64억불 달성을 한 품목별 수출 책  실천계획 2010, 농수산물유통공사

  2008년까지 이스라엘산 감이 액과 물량에서 시장 유율 45%로 1 를 차

지하고 있으며 한국산이 시장 유율 30%로 2 를 차지하고 있다. 2008～2009

년 한국산 단감 수입은 54%의 성장률을 보이며 수입량과 수입액이 격히 증

가하고 있다. 매년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던 이스라엘산 감이 2009년 잠시 주

춤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은 큰 변화 없이 꾸 히 수

입되고 있다. 일본산 수입은 2008년 비 54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규모와 액은 우리나라에 비해 미미한 수 이다. 미국산, 호주산, 뉴질랜드산

은 가격경쟁력이 낮아 한국산이 출하되지 않는 4～6월에 수입이 집 되고 있

으며 일본산은 일본계 유통업체 주로 소량 수입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있는 계로 세  비 세장벽, 쿼터 등 

무역장벽은 없으나 소비세(감 수입시 7% 부과)를 부과하고 있다. 한 2006년 

한국과의 FTA체결, 2009년에는 투자보호 정 등이 발효되어 양국 간 교역에

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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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특징 수출업체

Hupco Pte Ltd
한국, 호주, 뉴질랜드 Fuyu 

수입, Giant 납품
경남무역

Yew Ming Trading 한국 Fuyu 수입
창락

그린빌

Hu Lee Impex 이스라엘 Sharon 수입 -

Fook Huat Tong Kee 국산 수입 -

Kian Seng Fresh Produce
한국, 국산 수입,

Shing Sheng 납품
모닝팜

Benelux Flowers & Food 한국 Fuyu 수입 유니통상

Aries Fresh Pte Ltd 이스라엘 Sharon 수입 -

표 1-5.  싱가포르 주요 단감 수입회사

자료: 64억불 달성을 한 품목별 수출 책  실천계획 2010,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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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일류 유통‧소비 황1

3.1. 유통구조

  싱가포르는 일 부터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정책을 추구하여 무역장벽이 거

의 없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세계 일류 랜드는 물론 국, 동남아산 가제품

을 망라한 세계 상품이 집결하는 거 한 진열 이다. 재 술, 담배, 자동차, 

유류제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이 무 세로 수입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 수입 

된 상품은 내수시장에서 소비되거나 동남아, 서남아, 동은 물론 아 리카 등 

제3국으로 재수출 되며 연간 총수입의 최소 40% 정도를 차지한다.

  유통구조를 보면 부분 수입업체로부터 도매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  소매

업체로 연결되고 있으며 도매상은 주류, 음료, 농산물 등 취 품목이 일부 분야

로 제한되어 있다. 유통구조가 무역업, 도매, 소매 등으로 뚜렷이 구별되어 있

지 않아 수입품이나 국산품에 계없이 부분의 상거래 활동이 수입업자 

는 생산자와 소매상 간 지정 리 을 통한 직  거래 방식으로 단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유통 단계가 복잡하지 않음에 따라 간상의 마진율이 낮은 편이

며 매장의 치(백화 , 아 트 상가)에 따라 마진율이 10～30%의 차이를 보

인다. 

  싱가포르는 자국의 소비자는 물론 연간 7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외국 방문

자를 겨냥하여 소매업이 발달해 있으며 그 형태는 규모 쇼핑몰, 백화 , 양

, 문 , 슈퍼마켓 등 다양하다. 유통분야에는 외국자본이 거 들어와 있는

데, 특히 일본계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싱가포르에 진출한 표 인 외국 유통

기업으로는 Takashimaya, Isetan, Seiyu, Daimaru, Robinson, Courts, Metro 등

이다. 수많은 식 쇼핑센터들이 있지만 시내 곳곳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

1 한국농 경제연구원에서 2011년 1월 24일~28일 까지 실시한 지조사 결과에 근거

하여 작성함.



9

태의 재래시장들도 자리잡고 있어 식 쇼핑센터와 재래시장이 공존하는 

형태이다. 재래시장은 주로 서민층이 많이 사는 아 트 2을 끼고 형성되어 있

다. 쇼핑센터들은 최  번화가인 Orchard 거리를 비롯하여 Marina Square, 

Suntec city 등에 집 되어 있는데 여러 쇼핑센터, 백화 들이 모여 거 한 상

권을 이루고 있다. 

  싱가포르는 부분의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 수입상인이 해

외에서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 후 도매상 는 소매상, 슈퍼마켓 

등에 직  납품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다. 시르 장 도매시장(Pasir 

Panjang Wholesaler Center)이라는 유일한 농산물 도매시장이 운 되고 있으나 

한국의 농산물 경매‧상장‧청과법인 등과 같은 거래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

매시장은 싱가포르 정부기 인 Housing & Development Board(주택공사)가 설

립  소유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에게 모든 상 을 임 하는 방식으로 운

되고 있으며 청소, 건물, 유지보수 리를 제외한 일체의 사업에 해서는 간여

하지 않고 있어 매출액  거래품목에 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형 유통업체인 NTUC FairPrice와 Coldstorage는 업계 1, 2 로서 

2000년 반부터 경쟁 으로 경쟁사 인수합병, 소형 가족형 슈퍼 인수 등을 통

하여 매장을 확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통합구매방식, JIT 경 시스템 도입, 

온라인 주문, 배달제, PB상품 확  등을 실시하고 있다. NTUC FairPrice는 일

부 매장을 고부가가치 상품을 공 하는 NTUC X'tra라는 고  문 소매 으

로 환하고 있다. Coldstorage는 고품질의 호주, 뉴질랜드, 북아메리카, 유럽 

제품들을 범 하게 수입  공 하고 있으며, 규모의 국외거주자 인구에 

인 한 부유한 지역에 매장이 치하고 있다. 한 Jasons Market Place, 

Tanglin Market Place, Paragon Market Place, Jasons The Gourmet Grocer, 

Naturally Market Place 등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는 5개의 문매장을 운 하고 

있다. Shop N Save는 Dairy Farm Group에서 운 하는 가 슈퍼마켓 소매체

인으로 소득층을 목표고객으로 주로 국산과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된 

2 HDB라고 불리며 우리나라의 주공아 트와 비슷한 개념의 정부가 지어  주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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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수입ㆍ공 하며, 싱가포르 내 약 51개 매장이 있다. Giant도 Dairy 

Farm Group에서 운 하는 하이퍼마켓 체인으로 일반 으로 소득층을 목

표고객으로 하며 7개 매장을 운 하고 있다. 이 외에 소득층을 목표고객으

로 하는 싱가포르 지 유통체인 Sheng Siong, 랑스 유명 유통체인 Carrefour 

등이 있다. 2008년부터 Meidi-Ya는 일부 품목에 해 온라인 주문  배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계 3  업체인 Sheng Siong는 정부의 보조 을 받아 산

구매시스템을 연구 에 있다. 

3.2. 유통 현황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무역 개항으로 수입되는 감의 20～30% 정도는 

말 이시아, 루나이, 태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악되고 

있으며 실제 자국 소비물량은 약 2～3천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 수입상이 수입한 감은 도매상 는 소매상, 슈퍼마켓 등에 직  납품되

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다. 감의 주요 유통매장은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등이

며 지 백화   도매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산 감은 부분 10kg 포장박스에 담겨 3단 재 후, 비닐로 체가 합

된 상태로 수입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2kg 소포장 박스를 이용하여 소매 매 

단 로 수입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스라엘산 샤론감은 싱가포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1kg 단 로 량과 개

수(통상 9개)가 표시된 종이팩에 담겨 수입된다. 이러한 1kg 단  소포장은 다

른 단  포장보다 소비량이 상 으로 많아 소매업체에서 선호하고 있다. 

  뉴질랜드산 감은 상자 내부에 과일 운송 시 마찰방지를 하여 난자와 함께  

비닐포장을 하며 장기 보 이 가능하도록 비닐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여 감의 

호흡을 지시킨 상태로 수출한다. 이 게 할 경우 품질유지가 장기간 가능하

다. 비닐포장을 개 하기 에는 반드시 냉장창고에서 보 (수입 후 1～2개월 

보  가능)해야 하지만 시원한 곳에서 2일 이상 보 하게 되면 떫은 맛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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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당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호주산 감은 도매시장에서 2단으로 재

된 포장으로 거래되며 낱개에 개별 랜드 스티커를 부착 후 소매 에서 매

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열 성기후로 연  덥고 습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시설

의 콜드체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감 유통 시 신선

도 하  모양 변형 등 품질유지에 주의해야 한다. 

3.3. 가격 동향

  과일류는 유통매장별로 품질과 가격 수 의 차이가 많이 난다. Takashimaya 

백화 은 최고  매장으로 매 과일류의 색택과 모양, 품질이 고 스럽고 신

선하며 가격도 비싼 편이다. 일본산 딸기의 경우 색택이 매우 우수하며 가격도 

1팩에 20,000원, 멜론은 1개에 134,000원에 매되기도 한다. 한국산 딸기의 경

우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색택율이 일본산만큼 좋지 못하며, 

꼭지부분의 10～20%는 백색을 띄고 있다. 

표 1-6.  싱가포르 과일류 가격 동향(Takashimaya)

품목 색택․모양 가격(S$) 가격(원) 매단

떫은감(이스라엘) 우수 6.5 5,192 1상자(9개)

계림곶감( 국산) 검고 분 생김 2.0 1,560 1팩(7개)

곶감(일본 신쥬산) 보통 19.9 15,920 1kg

곶감(일본산) 우수 88.0 70,400 1kg

사과(핑크 이디) 윤이 남 1.0 760 1개

만다린 신선함 0.5 360 1개

감(일본산) 색택과 신선도 우수 10.9 8,720 1kg

딸기(일본산) 매우 우수 26.0 20,800 1팩(6～7알)

주: 환율 1S$ = 879.3원(2011.02.11. 매매기 )

자료: 싱가포르 수출시장 지조사 결과(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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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싱가포르 과일류 매 실태(Takashimaya)

<곶감(일본산)> <사과(핑크 이디)>

<한국산 딸기> <이스라엘산 샤론감>

<만다린> < 감(일본산)>

자료: 싱가포르 수출시장 지조사 결과(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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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AFA CENTAR 형할인매장의 과일류는 체 으로 품질과 가격 수

이 낮은 편이다. 사과(후지)의 경우 색택 착색률이 낮고 2,300원(5개)에 매

되며, 한국산 딸기는 3,900원(1팩/250g)에 매되고 있다.

표 1-7.  싱가포르 과일류 가격 동향(MUSTAFA CENTRE)

품목 색택․모양 가격(S$) 가격(원) 매단

계림곶감( 국산) 검은색 1.8 1,440 1팩(6개)

사과(후지) 색택 미흡 2.9 2,320 5개

미국사과(후지) 색택 미흡 1.9 1,520 5개

사과( 드딜리셔스) 좋음 2.5 2,000 5개

사과( 드후지) 미흡 1.9 1,520 5개

사과(미국산 로얄갈라) 다소 미흡 1.9 1,520 5개

사과(그린사과) 좋음 2.3 1,800 1kg

감귤(폰깡) 보통 1.5 1,200 1개

리카 다소 미흡 2.2 1,720 1팩(2개)

매향딸기(한국산) 다소 미흡 4.9 3,920 1팩(250g)

골든키 미흡 1.5 1,200 1개

키 미흡 0.6 480 1개

복숭아(노랑) 보통 1.5 1,200 1개

넼타린 다소 미흡 6.9 5,520 1kg

코코넛 - 1.0 800 1/2개

용과 좋지 않음 0.6 480 1개

주: 환율 1S$ = 879.3원(2011.02.11. 매매기 ) 

자료: 싱가포르 수출시장 지조사 결과(2011.1)

  MUSTAFA CENTRE에서 매되는 과일을 직  구입하여 사과, 배, 만다린, 

키 , 골드 키 , 포도, 살구, 자두 등 8개의 품목에 한 당도를 측정하 다. 사

과의 당도는 11.2°Bx, 배의 당도는 11°Bx로 높은 수 은 아니었지만 국산 감

귤의 당도는 12.8°Bx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키 의 당도는 13.7°Bx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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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당도(°Bx) 무게(g) 가격(S$) 가격(원) 매단

사과 11.2 207 1,440 1개

배(황 배) 11.0 395 1.0 2,320 1개

용천만다린( 국산) 12.8 231 3.9 1,520 1kg

키 13.7 66 2,000 1개

골드키 13.3 225 1,520 2개

포도( 드시드 스) 16.8 7.9 1,520 1kg

살구(노랑) 10.3 137 1,800 1개

자두 18.4 3 1,200 1kg

표 1-8.  싱가포르 과일류 당도  가격동향(MUSTAFA CENTRE)

주: 환율 1S$ = 879.3원(2011.02.11. 매매기 )

자료: 싱가포르 형할인매장 매과일 지 측정결과(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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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싱가포르 과일류 매 실태(MUSTAFA CENTRE)

<계림곶감( 국산)> <사과(후지)>

<미국사과(후지)> <사과( 드딜리셔스)>

<사과(그린사과)> <감귤(폰깡)>

자료: 싱가포르 수출시장 지조사 결과(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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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GON에서 매되는 과일류는 체 으로 색택과 모양, 품질이 고 스

럽고 신선하며 가격도 비싼 편이다. 이스라엘산 떫은감은 5,600원(1상자/9개) 

정도에 매되고 있다. 

그림 1-4.  싱가포르 과일류 매 실태(PARAGON)

<떫은감(이스라엘)> <배( 국산 남수)>

< 감( 만산 폰깡)> <Rockmelon>

자료: 싱가포르 수출시장 지조사 결과(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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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색택․모양 가격(S$) 가격(원) 매단

떫은감(이스라엘) 보통 6.5 5,192 1상자(9개)

신고배(한국산) 보통 3.7 2,920 1개

표 1-9.  싱가포르 과일류 가격 동향(PARAGON)

품목 색택․모양 가격(S$) 가격(원) 매단

떫은감(이스라엘) 우수 7 5,592 1상자(9개)

배( 국산 남수) 모양․신선도 우수 4.7 3,720 1팩(2개)

감( 만산폰깡) 색택, 포장 우수 16.9 13,504 1상자(18개)

Rockmelon 매우 우수/(°Bx 10.5) 7.5 6,000 1/2개

속노란 수박 신선도 우수 1.8 1,440 1조각(1/4개)

주: 환율 1S$ = 879.3원(2011.02.11. 매매기 )

자료: 싱가포르 수출시장 지조사 결과(2011.1)

 

  LUCKY PLAZA에서는 이스라엘산 떫은감이 5,192원(1상자/9개)정도에 매되고 있다.

표 1-10.  싱가포르 과일류 가격 동향(LUCKY PLAZA)

주: 환율 1S$ = 879.3원(2011.02.11. 매매기 )

자료: 싱가포르 수출시장 지조사 결과(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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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싱가포르 과일류 매 실태(LUCKY PLAZA)

<떫은감(이스라엘)> <신고배(한국산)>

<용천만다린( 국산)> <키 >

자료: 싱가포르 수출시장 지조사 결과(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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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싱가포르 과일류 당도  무게

<사과> <배(황 배)>

<살구(노랑)> <자두>

자료: 싱가포르 수출시장 지조사 결과(2011.1)

3.4. 감 소비 동향 

  2008년 감 총 수입량은 약 2천 7백 톤으로 국민 1인당 소비량은 약 0.57kg 

정도이다. 싱가포르는 연  과일  채소 등의 소비물량 변화 폭이 거의 없으

나 감의 경우 한국산  이스라엘산이 유통되는 10월에서 2월 사이에 체 소

비물량의 80% 정도가 소비되고 있다. 감은 비교  가격이 비싼 과일로 인식되

고 있어 부분 30～40 의 고소득층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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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은 까르푸, 자이언트(Giant) 등 형할인매장, 백화 , 재래시장  형슈

퍼체인 NTUC FairPrice, Coldstorage, Shop & Save 등의 과일 매코 에서 다

른 과일과 함께 진열‧ 매되고 있어 어디에서나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한국산 감 수입이 없었던 1997년 이 의 경우 하 기에는 뉴질랜드산, 동 기에

는 이스라엘산과 일본산이 시장을 장악하 으나 한국감이 수입 된 이후에는 상

으로 가격이 비싼 일본산은 수입이 거의 단되었으며 이스라엘산의 수입물량도 

감소하 다. 최근 일본산 감은 매우 소량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주로 일본 유통업체 

Isetan, Meidi-Ya 등에서 일본인  외국인 상으로 고가에 매되고 있다.

  한국산 부유단감은 아삭아삭하고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어 일정한 수 의 

선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씨가 있고 이스라엘산 샤론감에 비해 당도가 조  

떨어져서 소비확 에 어려움이 있다. 한국산 감은 2004년 첫 수출시기에 맞춰 

버스 고  행사를 동시에 추진하여 높은 시 지 효과를 보 으나 싱가

포르 감 시장의 45%(2008년)를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산 감에 비해 인지도 

면에서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산 감의 인지도 상승을 해 버스

고,  등 인 홍보 략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산 샤론감은 한국산에 비해 크기가 2/3 정도로 작고 품질은 조  떨

어지나 씨가 없으며 당도가 매우 높고 비교  유통기한(shop-life)이 길어 폭 넓

은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스라엘산은 박스 포장  박스 뒷면에 요리방

법 등을 수록하고 있으나, 탈삽과정에서 ‘화학처리’가 되었다는 인식으로 40  

이상 소비자들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인식한 미국산은 

‘Organic’을 강조하 으나 높은 가격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소비가 많지 않다.

  뉴질랜드  호주산 부유단감은 크기가 큰 편이며 외형상 윤기가 나고 색택

이 우수하여 호평을 받고 있으나, 당도와 과육 씹히는 맛이 떨어질 뿐만 아니

라 유통기간이 짧은 것이 단 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산 감의 일부는 한국인이 국에 진출한 후 한국 품종을 국에서 생산

한 것이다. 국산 감은 타국산에 비해 가격이 렴하며, 수송거리가 짧다는 장

을 이용해 최근 동남아시아 시장(싱가포르, 태국, 말 이시아)으로 수출물량

을 늘리고 있어 한국산 감 수출 증진에 큰 장애로 작용하지만 당도가 낮고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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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고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 수입업체들이 한국산 수입감에 해 가장 큰 문제 으로 지 하는 것

은 포장지 련 부분이다. NTUC FairPrice의 경우, 두꺼운 종이박스로 포장되

어 있는 이스라엘산이나 호주산과 달리, 한국산은 비닐이나 낱개로 되어 있어 

상품을 매장에 진열할 때 상품끼리 조 하게 정돈되지 못하고 서로 묻  있는 

형태로 진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상 으로 짧은 유통기

한(shop-life)과 고르지 못한 품질로 매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수

입 감 시장에서 한국산은 이스라엘산 샤론감을 제외하고는 주요 경쟁국이 없

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에서 지 된 포장방식, 품질과 유통기한 등의 문제가 해

결 된다면 한국산 감의 경쟁력은 증진될 것으로 상된다.

4. 농산물 검역  수입 차

  싱가포르는 국제 교역규모가 국내총생산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며 교역 활성화가 국가의 최 목표이다. 따라서 싱가포르 정

부는 자유무역정책에 을 맞추어 수입 리 제도를 운 하고 있다. 싱가포르

의 수입품목 부분은 수출용 원자재이거나 완제품의 경우 말 이시아, 인도네

시아, 태국 인도 등 주변국가로의 재수출을 한 것이 많다. 이러한 무역구조 

때문에 수입의 증가는 곧 수출의 확 로 연결되기에 싱가포르는 수입에 한 

통제가 거의 없다.

  수입 상 품목의 경우 부분이 무 세이며 일부 수입 지  제한품목의 

설정은 무역장벽 차원이 아닌 사회 안   질서유지 등에 따른 정책  고려에

서 만들어졌다. 수입 련 제도로는 통합 식품안 시스템(Intergrated food safe-

ty system), 식품 리법(Control of Plants Act)  보조 법령, 수출입 리법

(Control of Imports &Exports Act: 수출입허가  수입검사), 세 법(Customs 

Act: 세 의 활동에 한 제반 법규), 식품 매법(The Sale of Food Act: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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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유통  수입 검사 기 )이 있다. 싱가포르의 과일수입은 “Control of 

Plants Act”의 용을 받으며, 수입허가  검역 당국은 Agri-Food & 

Veterinary Authority(AVA)이다.

  통 업무 흐름은 ‘물품 도착 통보(세 →수입자)→TradeNet System(EDI)을 

통하여 통  승인 신청(수입자→세 )→통  승인번호 수(세 →수입자)→

물품 수령 수입검사→통 완료’의 차를 따른다. 통  여부  세 등은 

산시스템을 통해 이미 정 되어 있으므로 세 에서의 검사는 Invoice의 품목

과 실제 통 상 품목과의 일치성 여부만을 간략히 검사하고 있고 실제로는 

검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일부 수입제한 품목의 경우에는 사  샘

링 검사 는 세  통  후 매 에 해당기 에서 별도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통 을 한 검사는 매우 간단하게 실시된다. 통  수속이 

간편하기 때문에 통 만의 별도 행법인은 없으며 모든 운송업체(Forwarding 

Company)가 통  업무를 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무역업무의 활성화를 해 통 수속  수입검사가 요식 행 처

럼 매우 간편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입검사는 무작  샘  사후 검사로 실

시되고 있으며 정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경미한 사항이라도 법규 반에 

따른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 식품 리법(신선과일  채소의 수입  환 )에 

의거, 수입 신선 과일  채소는 지되어 있는 살충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식품 법규에 명기되어 있는 범 나 FAO‧WHO 국제식품규격 원회(Codex)에

서 권고하는 수 을 넘는 살충제 혹은 독성화학 성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싱가포르 검역당국에서 규제하는 농약은 총 114가지이며, 잔류화학물질은  

 Mercury, Cadmium, Selenium 등과 같은 속 이외에 각종 Antibiotic 잔류

량, Oestrogen 잔류량, Mycotoxin 등도 포함하고 있다. 

  남미 열 지방에서 수입된 신선과일과 채소류는 식물 생증명서가 필요하

며, 신선과일과 채소 컨테이 (혹은 박스, 바구니)에는 수입 시 라벨이 붙어 있

어야 한다. 라벨은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제품 내역, 수출 일자  포장 일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수입 후 신선과일  채소는 AVA로부터 정 검사(서류  

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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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말 이시아

1. 국가 개요  농업 동향

  말 이시아의 면 은 39만 3천㎢(한반도의 약 1.5배)로 고온다습한 열 성 

기후의 국가로서 인구는 약 2천 8백만으로 말 이계(62%), 국계(23%), 인도

계(7%) 등이 있으며, 종교는 무슬림 60.4%, 불교 19.2%, 기독교 9.1%, 힌두교 

6.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 이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싱가포르 다음으로 경제 으로 수 이 높

은 나라이며 인구의 61%가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상 층을 형성하고 있다.  

1인당 GDP는(2009년 기 ) 8천 324달러(US)이며 화폐단 는 링기트(RM)를 

사용한다. , 도소매, 융, 부동산 련 서비스 부문 등 서비스업 GDP성장

률이 7.3%로 말 이시아 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 말 이시아 경상수지는 

1997년 이후부터 무역흑자 기조가 지속되어 2009년 304억 달러 무역 흑자를 기

록하고 있으며 원유, 화학제품, 팜오일, LNG 등이 무역 흑자의 주요인이다. 

  말 이시아의 무역은 과거 싱가포르를 통한 계무역에 의존하는 형태 으

나 최근에는 직교역 형태의 무역패턴으로 환되는 추세이며 나아가 인근 인

도네시아, 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등으로 계무역도 확 하고 있다. 체 

인구의 약 23%인 국계(화교)가 상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동남아 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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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는 물론 국 본토, 만, 홍콩 등지의 화교경제권과도 연계활동을 확

하고 있다. 국계는 문화 , 역사 으로 감에 친숙하지만 말 이계와 인도

계는 지 열 과일이 아닌 계로 낯선 과일에 속한다. 그러나 61%의 구매력

을 갖춘 산층이 형성되어 있어 감의 시장 확  가능성이 높다.

  말 이시아 농업생산은 주로 반도지역의 앙산맥, 빈탄산맥을 끼고 있는 연

안  반도 남부의 평야지 , 보르네오 섬의 북부 연안 평야지 에서 이루어진

다. 주요 생산 농산물은 기후 특성으로 인해 팜유, 천연고무, 코코아 등 열  

농작물과 , 코코넛, 사탕수수, 인애 , 원목 등이다. 말 이시아의 농업생

산은 1960년 에 연평균 6.5%씩 증가하 지만 최근에는 한정된 경지면 으로 

인해 연평균 3%로 감소세를 보인다. 따라서 말 이시아는 이를 극복하기 해 

개간 는 간척을 통해 농경지 면 을 확 하고 있다.  다른 농업생산 증가

량 둔화의 이유로는 반 인 농업생산성 향상 속도가 완만하다는 이 지

되고 있다. 특히 작물의 경우 생산성이 1960년 부터 1980년까지는 연평균 3%

가량 증가하 으나 1980년 부터 2001년까지는 오히려 0.76%로 하락하 다. 

반면에 경종작물과 달리 축산물 생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1960년  이

래 연평균 축산물 생산성은 3.7%씩 향상되었다. 축산물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

는 이유로는 새로운 축종의 개발, 특히 가 육의 생산성 향상이 두드러진다. 식

품산업  랜차이즈 산업은 반 으로 양호한 시장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 으로 성장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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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  감 생산‧수입 동향

2.1. 생산 동향 

  임산물과 팜유, 고무가 말 이시아 체 농업생산량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농업생산의 4.5% 가량을 차지한다. 그 밖에 카카오 씨, 채소, 과일 

등도 말 이시아 농산물의 주력 제품이다. 

  야자유(Palm Oil)는 말 이시아 체 농산물 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

으로  세계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다. 말 이시아 야자

유 생산농민들은 팜유의 경쟁력과 수출 활성화를 해 제품에 한 연구 개발 

투자를 확 하는 동시에 야자유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를 개발하는 등 야자유 

용도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채소류 생산은 1990년  반까지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2000년   

감소세를 보인 후 재는 다시 회복세에 있다. 재배면 의 증가와 말 이시아 

정부의 채소농가 규모화 노력으로 1990년  반까지 채소 생산이 증가하 으

나 최근 생산성의 정체로 을 비롯한 과일, 채소와 식량작물의 생산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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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생산액 생산량

팜유 5,369,279 17,734,441 

닭고기 1,162,769 996,870 

Palm kernels 585,446 4,480,000 

천연고무 575,213 1,072,400 

 482,018 2,353,000 

계란 348,006 465,000 

돼지고기 220,862 218,103 

오리고기 160,355 123,183 

Pepper (Piper spp.) 113,077 24,500 

바나나 85,506 600,000 

인애  74,391 384,673 

신선 채소류 46,912 250,000 

Oilseeds, Nes 43,947 150,000 

코코넛 41,187 455,408 

소고기 35,745 17,282 

 Cassava 29,436 430,000 

열  과일류 26,325 230,000 

타바코 25,525 14,000 

볶지 않은 커피콩 23,455 28,690 

코코아빈 21,530 27,955 

표 2-1.  말 이시아 농산물 생산 황(2008년)

단 : 천(US)달러, 톤

자료: faostat.fao.org

  과일 생산은 고온다습한 열 성기후로 인해 바나나, 일애 , 망고 등 열

과일 주이다. 2009년 기  바나나(62만 5천 톤)가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며 

인애 (40만 톤)이 그 뒤를 있고 있다. 체 으로 말 이시아의 과일 생산

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말 이시아는 감 재배에 한 기후가 아닌 고온다습한 열 성 기후로 

재 자국 내 재배지가 없으며 차후에도 상업  재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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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2005 2006 2007 2008 2009

바나나 530,000 530,000 530,000 600,000 625,000

인애 340,000 299,318 316,210 384,673 400,070

Pineapples Cand 62,400 62,400 62,400 62,400 62,400

망고, 망고스틴, 구아바 19,650 26,247 27,270 28,290 24,510

몬, 라임 4,000 4,000 8,676 7,699 8,830

자몽 8,700 8,700 8,676 7,699 8,430

기타 말린 열  과일 953 945 1,008 1,008 1,008

건자두 583 609 660 660 660

오 지 12,000 12,000 12,000 12,000 -

야 72,000 72,000 72,000 72,000 -

수박 132,000 148,909 157,470 166,170 -

표 2-2.  말 이시아 과일류 생산 동향

단 : 톤

자료: faostat.fao.org

2.2. 수입 동향

  말 이시아는 2008년 기 으로 사과(4천 3백만 달러(US))를 가장 많이 수입

하 고 감귤류인 탄제린  만다린(3천만 달러(US)), 배(2천만 달러(US)), 포도

(1천 3백만 달러(US)) 가 그 뒤를 이었다. 사과의 수입액은 2007년 비 56% 

증가하 고 탄제린, 만다린 수입 한 65% 증가하 다. 반 으로 말 이시

아의 과일 수입규모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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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2005 2006 2007 2008

사과 20,243 22,077 27,592 43,301

탄제린  만다린 11,063 12,467 19,153 31,750

배 10,021 10,258 13,551 20,591

포도 10,769 10,580 11,588 13,391

망고, 망고스틴, 구아바 3,917 3,853 4,719 6,818

코코넛 1,798 3,048 4,266 5,754

열  과일류 4,573 5,773 8,706 3,006

몬, 라임 998 981 1,395 2,297

자두 1,374 1,274 1,324 1,741

키 456 504 782 1,663

딸기 790 763 782 825

메론(캔탈로  포함) 120 133 250 519

복숭아 243 319 445 412

인애 216 221 208 404

체리 127 146 257 373

수박 98 70 138 314

베리류 61 96 159 208

바나나 78 110 110 202

건자두 271 202 346 158

Pineapples Cand 209 230 319 141

야 5 15 13 9

표 2-3.  말 이시아 과일류 수입 동향

단 : 천 달러(US)

자료: faostat.fao.org

  2009년 기  한국산 과일류 수입  단감 수입액은 4백 7십 만 달러(US)로 

년 비 28% 증가하 으며 한국산 딸기의 수입액은 99만 달러(US)로 년

비 130% 증가하 다. 한 포도의 수입액도 13만 달러(US)로 년 비 58% 

증가하여 한국산 과일류 수입은 체 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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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2008(A) 2009(B) 증감률(B/A)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딸기 57 432 186 996 229.5 130.3

배 263 212 288 264 9.5 24.2

단감 4,385 3,737 5,396 4,790 23.1 28.2

포도 23 84 38 133 61.1 58.6

표 2-4.  한국산 과일류 수입 동향

단 : 톤, 천 달러(US), %

자료: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통계, 농수산물유통공사

  말 이시아는 자국 내 상업 으로 재배되는 감이 없어 량 수입에 의존하

고 있다.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감에 한 별도의 품목분류는 없으며, ‘기타과

일류 (HS-Code 081090900)’로 통합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감의 수출

입 통계를 얻기는 어렵다. 연간 기타과일류 수입량 4만 톤 , 감의 수입량은 

약 1만 톤 정도로 한국,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 감의 최 공 처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생산하여 유통하는 남아

공화국이 있으며 북반구에 치한 한국, 남반구의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있다.  

  수입되는 감의 품종은 부유(Fuyu), Triumph, Jiro이다. 부유는 한국, 호주, 뉴

질랜드 등에서 수입되며 Triumph는 이스라엘, Jiro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수입

되고 있다. 한국산 부유는 10월부터 익년 1월까지 수입되며, 국산과 이스라엘

산은 싱가포르를 통해 10월부터 익년 2월까지 수입되어 시기 으로 한국산과 

경쟁 계에 있다.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은 4월부터 6월까지 수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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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 특징 수출업체

Eagle Fresh Fruit
GCH group(Giant, Cold Storage),

Econsave  재래식 시장 납품
모닝팜

AQV Fresh Imports Jusco(4pack 소포장 매) 등 납품

경남무역, 동서농산
Khaishen

MBG(과일 문매장)  형유통업체 

납품

Fu Yun Fruit 주로 국산 단감 수입 -

비고 한국산 국산 이스라엘산 호주산 뉴질랜드산

수입시기 10월∼익년 1월 10월∼익년 1월 11월∼익년 2월 4월∼5월 5월∼6월

당도 16∼17°Bx 20∼21°Bx - -

수입품종 Fuyu Fuyu Triumph Fuyu, Jiro Fuyu, Jiro

특징

유통형태 

구분없이 가장 

다양하게 매, 

유통기한이 

짧음

가  가 

시장에 주로 

공 , 유통기한이 

짧음

당도가 아주 

높고, 

유통 기한이 김 - -

표 2-5.  국가별 감 수입 품종 황 

자료: 2009 단감수출연구사업단 말 이시아 시장조사

표 2-6.  말 이시아 주요 단감 수입회사

자료: 64억불 달성을 한 품목별 수출 책  실천계획 2010,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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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일류 유통‧소비 황3

3.1. 유통 현황

  한국산 단감은 ‘수입상 → 도매시장( 는 유사 도매시장) → 소매상( 형유

통매장, 슈퍼마켓, 과일상  등)’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있다. 최근에는 형

유통매장에서 수입회사를 통한 탁구매 방식으로 직  구매하는 경향도 보이

고 있다. 재 수입단감의 30%가 형할인 매장에서 유통되며 나머지 70%는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수입 시기별로는 매년 9월부터 10월까지 국산 감이 유통되고, 11～12월까

지는 한국‧일본산 단감, 11～2월까지는 이스라엘산 감이 유통되고 있다. 한국 

단감은 10월 순부터 서 조생이, 11월부터 익년 1월까지 부유가 수입되어 

매된다. 1월 이후 수입되는 한국산 장단감은 품질이 균일하지 않아 안정 인 

유통이 어려운 실이다. 이스라엘산 감의 유통기한(shop-life)은 5일 정도로 한

국산(2~3일)에 비해 길며 당도도 높지만 한국산에 비해 과육이 무른 편이다. 

뉴질랜드산 감은 7월에 Tesco  재래시장에서 매되고 있고 남아공산인 씨 

없는 감은 8월에 Giant  재래시장에서 매되고 있지만 한국산만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가격이 렴한 소과는 수출포장 그 로 소매상까지 유통되

지만 고가인 ⋅ 과는 소매 에서 재포장 후 매되고 있다.

3 한국농 경제연구원에서 2011년 1월 24일~28일 까지 실시한 지조사 결과에 근거

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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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색택․모양 가격(RM) 가격(원) 매단

곶감( 국 계림) 좋은편․분없음 4.50 1,665 1팩(6개)

사과(미국 워싱턴) 윤이남 2.88 1,066 1개

사과( 국산) 다소 미흡 1.88 696 1개

사과(ROSE 뉴질랜드) 매우 우수 3.50 1,295 1개

한국배(신고) 우수 98.91 36,597 1상자

배(호주) 특이 품종 10.64 3,937 1팩(4개)

골드키 (이탈리아) 우수 9.99 3,696 1팩(5개)

롱간 신선함 7.24 2,679 1개

자두 우수 8.55 3,164 1팩(3개)

청포도(호주) 신선도 보통 8.26 3,056 1팩

딸기(한국산) 다소 미흡 22.99 8,506 1팩

딸기(한국산) 다소 미흡 13.88 5,136 1팩

딸기(한국산) 좋은 편 14.90 5,513 250g

수박(cutting/ 색) 신선함 9.47 3,504 반개(1/2개)

수박(cutting/노랑) 신선함 4.62 1,709 반개(1/2개)

3.2. 품질･가격 동향

  말 이시아 Isetan 백화 의 경우 체 으로 과일의 신선도  품질이 좋으

나 몇몇 과일류의 색택 품질이 다소 미흡하다. 한국산 딸기의 경우 색택 품질

이 미흡한 편이며 가격은 5,000∼8,000원으로 차이가 크다. 국 계림산 곶감

의 경우 다른 유통망을 통해 공 되는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약 1,700원(1팩/6

개)으로 렴하게 매되고 있으나 색택이 검고 당도도 낮아 일본산이나 한국

산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

표 2-7.  말 이시아 과일류 품질  가격 동향(Isetan)

주: 환율 1MYR = 370원(2011.02.11. 매매기 )

자료: 말 이시아 수출시장 지조사 결과(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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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말 이시아 과일류 매 실태(Malaysia Isetan)

<곶감( 국계림산)> <사과(미국 워싱턴산)>

<신고배(한국산)> <배(호주산)>

<딸기(한국산)> <딸기(한국산)>

자료: 말 이시아 수출시장 지조사 결과(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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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색택․모양 가격(RM) 가격(원) 매단

감(용천 폰깡) - 9.28 3,434 4kg

감(용천 폰깡 Large) - 12.88 4,766 4kg

감 좋지 않음 2.48 918 1kg

복숭아(넥타린) 좋지 않음 3.98 1,473 1kg

복숭아(유모계) 좋지 않음 3.98 1,473 1kg

롱간 - 5.28 1,954 1상자

키 (제스 리) - 7.99 2,956 4개

인애 크기 작음 1.98 733 1개

용과 보통 2.68 992 1개

망고 좋지 않음 5.99 2,216 1개

씨없는 수박 좋지 않음 0.98 363 1개

  Tesco는 형할인 으로 다른 유통매장에 비해 품질  가격이 낮은 상품을 

매하고 있다. 상품이 벌크(bulk) 단 로 매되는 경우가 많고 계 에 계없

이 수박, 복숭아, 키 , 감귤 등 다양한 과일류가 매되고 있다. 만다린은 4kg

에 3,400원∼4,800원에 매되고 있고 복숭아는 넥타린, 유모계가 약 1,500원

(1kg) 정도에 매되고 있다. 롱간의 경우 2,000원(1상자)로 렴하게 매되고 

있으나 외 과 품질이 별로 좋지 않다. 

그림 2-2.  말 이시아 과일류 매 실태(TESCO)

< 감(용천 폰깡)> < 감(용천 폰깡 Large)>

자료: 말 이시아 수출시장 지조사 결과(2011.1)

표 2-8.  말 이시아 과일류 품질  가격 동향(TESCO)

주: 환율 1MYR = 370원(2011.02.11. 매매기 )

자료: 말 이시아 수출시장 지조사 결과(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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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색택․모양 가격(RM) 가격(원) 매단

감(만다린 폰깡) - 14.88 5,506 1상자(4kg)

감(만다린 폰깡) 좋지 않음 3.88 1,436 1kg

딸기(한국산) 좋지 않음 28.99 10,726 1팩

석류(스페인산) 좋지 않음 4.69 1,735 1개

코코넛 보통 3.99 1,476 1개

망고 보통 6.59 2,438 1kg

야 - 2.69 995 1kg

< 감(만다린 폰깡)> < 감(만다린 폰깡)>

  Giant 매장의 경우 Tesco 매장보다는 품질이 다소 나았지만 반 으로 좋지

는 않다. 국산 만다린은 약 5,500원(4kg)으로 Tesco 매장보다 높게 매되고 

한국산 딸기는 약10,000원(1팩/200g)에 매되고 있다.

표 2-9.  말 이시아 과일류 품질  가격 동향(GIANT)

주: 환율 1MYR = 370원(2011.02.11. 매매기 )

자료: 말 이시아 수출시장 지조사 결과(2011.1)

그림 2-3.  말 이시아 과일류 매 실태(GIANT)

주: 환율 1MYR = 370원(2011.02.11. 매매기 )

자료: 말 이시아 수출시장 지조사 결과(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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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말 이시아 과일류 당도  무게

<후지사과( 국산)> <신고배(한국산)>

<공리배( 국산)> <포도(BLACK)>

자료: 말 이시아 수출시장 지조사 결과(2011.1)

  2009년 기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감의 주요 규격은 작은 사이즈 

인 3S(120～140g), 4S(110～120g)로 3700원(8개), 낱개로는 개당 462원에 매

되고 있다. 이스라엘산은 4070원(12개)으로 개당 가격은 한국산에 비해 렴하

나 크기는 한국산의 5S(90～110g)와 비슷하여 과일의 크기를 고려하면 오히려 

비싸게 매되고 있다. 국산은 1850원(6개), 개당 가격은 307원으로 이스라

엘산과 비슷한 가격으로 매되고 있다. 남아공산은 개당 736원(Giant), 뉴질랜

드산은 개당 1476원(Tesco)에 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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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감

(부유)

단감

(부유)

사과

(워싱톤,Red)

배

(신고)

키

(골드)

수출국 한국 국 미국 국 뉴질랜드

포장단 낱개 낱개 낱개 낱개 5개/팩

매가격 RM1.79 RM1.39 RM2.29 RM1.79 RM1.20/개

  한국산 단감은 이스라엘산 샤론감, 미국산 사과 (후지, 드 델리셔스), 국

산 사과(후지), 배(동양배[南水,黃金], 국배[鴨梨,香梨], 감귤) 등과 주로 경쟁

한다. 말 이시아 시장에서 국산 감귤이 복을 다고 하여 설날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다. 국산 감귤은 한국산(만다린)과 다른 탄제린 품종으

로 껍질이 두꺼워 열 지방에서 유통이 가능하며 결로 상에 의한 부패를 방지

하기 하여 비닐 등으로 낱개 포장 매된다. 한 황 배 등 국산 조생종배

가 CA 장 후 설날에 맞추어 매되고 있다. 말 이시아 소비자들은 한국산 

신고배를 선호하지만 가격이 높아 소비가 확 되지 못하고 있다. 국산 배는 

한국산 수입 공백기에 다양한 품종을 공 하여 시장 유율을 확 시키고 있다. 

표 2-10.  한국산 단감  경쟁과일 매가격

자료: 2009, 주요 수출국별 단감의 수출경쟁력 조사, 농수산물유통공사

3.3. 소비 동향

  1980년  이후 말 이시아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소득증가로 1인당 연간 식

품소비량이 지속 으로 증 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침체의 향으로 정체 상

태를 보이고 있다. 곡물 소비량은 체 식품 소비량의 약 37%로 , , 옥수

수, 두 등 곡물류가 말 이시아의 식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닭고기와 오리고

기를 심으로 한 육류 1인당 연간 소비량과 바나나, 인애  등 과일 1인당 

소비량은 국제기 에 거의 근 한 수 인 반면, 채소류 소비량은 매우 은 편

이다. 육류, 어류, 수산물의 소비량 증가추세는 말 이시아 국민의 식습  패턴

의 다변화와 소득향상을 반 하고 있다. 연평균 5% 가량의 1인당 소득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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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연간 2.5%에 달하는 인구 성장, 서구식으로 변하는 소비자 선호 등으로 

다른 신흥개도국처럼 녹말 주의 식생활에서 과 축산물을 많이 소비하는 

방향으로 소비 형태가 변하고 있다. 

  말 이시아 인구의 50% 가량이 말 이계이고 25% 정도가 국계이며 나머

지는 인도계이다. 국민의 반 이상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식문화는 종교와 

하게 연 되어 있으며 각 민족은 독특한 식습 을 가지고 있다. 말 이계의 

부분이 무슬림으로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멀리하고 할라 방식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한다. 반면 국계는 돼지고기의 주된 소비자로서 다양한 식습 을 

갖고 있으며 인도계는 고기, 카 와 같은 양념, 빵을 주로 섭취한다. 

  말 이시아 소비자들은 한입에 먹기 좋은 형태와 식감이 아삭한 과일을 선

호한다. 따라서 말 이시아 소비자들은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있는 한국산 

감에 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한번 구매한 소비자는 지속 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iant, Jusco, Coldstorage 등 지 슈퍼마켓에서 수출기간  

특별행사 등을 통하여 한국산 감을 홍보하여 지 소비자들이 단감 맛에 차 

익숙해짐에 따라 매출액도 꾸 히 성장할 것으로 상된다. 하지만 한국산 감

은 온 수송 후 상온 진열 시 과육의 물러짐이 빨라 매에 어려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온에서의 유통기한(shop-life)을 길게 유지하는 하는 

것이 한국산 감 수출확 에 건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산은 샤론평야에서 재

배한 감을 탈삽한 것으로 한국 단감보다는 무르고, 아삭한 면이 은 반면 씨

가 없고 당도(5°Bx 정도)가 높으며 장기보 이 가능하여 재 일정수  이상의 

소비를 확보하고 있다. 재 이스라엘산 샤론감은 약 1kg 상자에 9개(90～

116g) 단 로 포장‧ 매되고 있다. 말 이계의 경우 종교  거부감으로 반

인 감의 수요가 확 되더라도 이스라엘산 샤론감에 한 수요 증으로 연결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나 국계의 경우 당도가 높은 이스라엘산의 주 소비

층으로 꾸 한 수요를 유지할 것으로 상된다. 뉴질랜드산과 호주산의 크기는 

한국산보다 큰 편이고 외양상 윤기가 나고 빛깔이 고와 호평을 받고 있으나 당

도  식감은 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은 가격이 렴하지만 당

도가 낮고 품질이 고르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호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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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산물 검역  수입 차

  말 이시아는 다른 국가와 달리 식품 수출입과 생, 양 뿐 아니라 식품

고  식품실험에 의한 안 까지도 정부에서 리한다. 말 이시아 세청

(Royal Customs)과 세국(Excise Department)은 다른 국가 부서와 연계해 30

개의 법률  규정 내에서 물품의 수입‧수출과 련된 사항을 통제하고 있다. 

한 수출입 세 등 세 을 거둬들이는 징수업무를 담당하기 해 재정부 산

하 ‘Royal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RCED)’를 1967년 설립하 으며 

RCED는 특정 상품의 수출입 방지 등 다른 부서의 법률과 규칙의 배여부에 

해 서로 조하며 리를 담당하고 있다. 알코올음료, 동물  동물성 제품, 

특정 건강  약효 식품, 육류  육류 제품, 식물  식물성 제품, 가 류 제품

을 수입할 때에는 책임 당국의 승인과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말 이시아

로 수입되는 식물  식물성 제품은 유해성 농작물 규정 법안 1981 

(Agricultural Pests and Noxious Plants Regulations 1981)의 지배를 받으며 

행 식물 생 규정을 수해야 한다. 식물 생 증명 신청 (Applications for 

Phytosanitary Certificate)은 검사 시간 4일 까지 검역소에 도착해야 한다. 말

이시아 농산물 수입검사제도는 비교  느슨한 편이며 잔류농약 검사는 보건

사회부에서 담당하고 농업부에서는 병충해 검역을 수행하고 있다.

  재 한국과 말 이시아는 한-ASEAN FTA 체결로 한국에서 말 이시아로 

수출시 세는 없으나 부가가치세  매세가 부과된다. 한-ASEAN FTA 체

결로 30%이던 단감 수입 세는 5%로 인하되었다. 따라서 단감 수입 시 세 

5%와 매세 5%가 부과된다.

   말 이시아에서 생산된 제품은 말 이시아어로 된 라벨을 사용해야 하고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말 이시아어 는 어를 사용해야 한다. 시

리얼, 제빵류, 분유  우유, 과일 주스, 샐러드드 싱, 마요네즈, 청량음료, 두

유, 각종 통조림 제품 등은 양성분 라벨(Nutritional labeling)을 의무 으로 

부착해야 한다. 말 이시아는 무슬림 신도가 체 인구의 반이 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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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이 첨가된 제품이나 돼지고기와 같은 민감한 품에는 라벨 규정이 아주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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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사

  싱가포르는 자체 으로 생산되는 과일이 거의 없고 지리 으로 도 부근에 

치하여 북반구의 국가들 뿐 아니라 남반구의 국가들로부터도 다양한 온 , 

열 과일  농산물이 수입되므로 수입품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한 싱

가포르는 소득 수 이 높아 고품질의 상품을 선호하고 새로운 상품에 한 수

요가 높은 early adapter 시장이라 할 수 있으며, 비록 인구가 작아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다양한 민족이 융합되어 있어 각 민족의 선호도를 충족시키는 

품질을 가진 상품만이 시장 진출에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싱가포르는 동남아 진출을 한 첫 문이며 말 이시아, 태국 

등으로의 추가  진출을 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탈

삽감, 감말랭이 등 한국산 감 상품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하기 

해서는 싱가포르 시장으로의 성공  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말 이시아는 자체 소비시장도 매우 크고 1990년  이후의 경제성장으로 인

해 동남아시아에서의 상이 강화되어 싱가포르와 같은 동남아 진출을 한 

문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증 되었다. 더욱이 말 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더

불어 동남아시아의 표  이슬람 국가로서 말 이시아 농산물 시장 개척은 

여타 이슬람국가의 시장 확 에 기반이 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재 싱가포르‧말 이시아 수입회사들의 한국산 탈삽감, 감말랭이 제품에 

한 인지도는 미미한 수 이지만 주요 수입바이어들에 한 우호 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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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결과와 최근 한류로 인한 한국산의 인지도 제고  국가 선호도 증가에 

따라 향후 수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한국산 탈삽감, 감 말랭이의 수출

증 를 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감말랭이의 경우 동남아 지역의 냉동체인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

온에서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가공방식과 포장방식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지 처럼 냉동제품으로 유통할 경우 냉동체인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비용 상승, 매지역의 제한, 소비자 선호도 감소 등 비용과 매에 있어서 문

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탈삽감의 경우 결국 이스라엘 샤론감과의 경쟁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상온에서 유통기한을 5～7일 정도 유지하는 것이 건이다. 탈삽기술의 개선

과 탈삽시기의 조  등으로 매장 상온상태에서 샤론감 정도의 신선도가 유지

된다면 당도와 크기, 종교 인 문제 등에서 유리한 한국산 감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셋째, 수출상 국 소비자들의 선호에 따른 포장방식과 디자인의 변화가 필요

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소매 을 감안할 때 박스 형태로 포장하는 것이 진열에 

효율 이며, 주로 낱개로 매되므로 소비자 구매편이를 해 소단  포장을 

고려해야 한다. 말 이시아의 경우도 지에서 매되는 과일은 부분 벌크형

태로 수입된 후 소단 로 재포장 되어 매되고 있다. 한 최근 한류 열풍으

로 인해 한국어로의 표기가 제품의 선호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

출포장시 표기 언어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한국 수출업체간 불필요한 출 경쟁을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말 이

시아 시장에서 한국 수출업자간의 출 경쟁으로 덤핑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수입회사들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한국산 단감을 취 상품에

서 제외하려는 분 기가 조성되고 있다. 수출업체의 단일화 혹은 물량 컨트롤

시스템 구축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산 감의 품질

과 가치를 제 로 인정받고 수출 수익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일정 수  이상

의 품질과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조직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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