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모니터링(싱가포르 / 2022년 6월)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말레이시아 닭고기 수출 부분적 재개
◦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닭고기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내수용 닭고기 공급차
질을 이유로 6월 1일부터 닭고기 수출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6월 14일부터 일부 농
장에 살아있는 Kampung Chicken(말레이시아 토종닭의 일종)과 Black Chicken의
수출을 허용하는 공식 문서를 발행해줌
◦ Kampung Chicken과 Black Chicken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서민음식인 치킨
라이스나 일반적인 닭요리에 사용되는 닭고기(broiler chicken)보다 고급으로 더
비싼 금액대에 거래되며 싱가포르에서 유통되는 닭고기의 약 30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함
◦ 일반 닭고기(broiler chicken)의 수출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지만 관련 산업 종
사자들은 이번 부분적 완화 조치를 긍정직인 신호로 보고 반기고 있음
* 출처 : 2022년 6월 15일, The Straits Times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consumer/malaysia-partially-lifts-chicken-banto-allow-exports-of-kampung-and-black-chicken
□

시사점

◦ 말레이시아 닭고기 수출금지의 부분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반 닭고기인
Broiler chicken의 정상적인 수출이 재개될때까지 싱가포르는 계속해서 생 닭고
기 유통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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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수입원의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한국 농축한품의 싱가포르 수출
기회가 더욱 많이 열리게 될 전망

2. 싱가포르 정부, 닭고기 수입 어려움에 따른 관련산업 종사자들에 지원
◦ 말레이시아로부터 생닭을 수입해오는 유통업자, 치킨라이스판매 업자 등의 소
상공인들은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닭고기가 2주 치의 재고밖에 남지 않아 비지니
스를 접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함
◦ 싱가포르 환경부장관 Grace Fu는 닭고기 공급부족이 장기화 될 경우 관련 소
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약속함
◦ 또한 약 15억달러의 관련 예산의 일부로 닭고기 도축장 인부들의 세금 6월
한달치를 경감해 주기로 함
* 출처 : 2022년 6월 11일, 2022년 6월 21일, The Strait Times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consumer/malaysia-partially-lifts-chicken-banto-allow-exports-of-kampung-and-black-chicken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11-chicken-slaughterhouses-to-get-1-monthforeign-worker-levy-waiver-amid-malaysian-export-ban
□

시사점

◦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여러 식량안보 사태를 Covid-19때와
같은 재난사항으로 보고 관련 소상공인과 업체들의 비지니스 보호를 위해 다각
도로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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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싱가포르 식품청 2021년도 농식품통계자료 공식발표
◦ 싱가포르 식품청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싱가포르
농식품 통계자료(SgFS)를 공식 발표
◦ 핵심내용
1. 싱가포르 식량안보 : 싱가포르는 식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식량안보의 주
요 전략은 수입원을 다양화하여 글로벌유통환경과 기후 변화에도 탄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야 함
2. 로컬 생산을 통한 식량의 탄성 강화 : 싱가포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식품을 생산하여 수입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싱가포르 식품청은 “30 by 30”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식품의 30%를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2030년까지 갖추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
3. 식품 안전성에 대한 리스크 기반의 접근 : 싱가포르는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과학적인 위험관
리 접근을 통해 관리하여 지난 3년동안 연간 10만 인구당 26건 이하의 식품관련 질병 사고율
을 보여주고 있음

◦ SgFS에 관한 자세한 내용 참조

(www.sfa.gov.sg/publications/sgfs)

* 출처 : 2022년 4월 8일, SFA (www.sfa.gov.sg)
□

시사점

◦ 싱가포르는 공간 및 자원 부족으로 인해 식품 유통에 있어서 글로벌 트렌드
에 민감하게 타격을 받음
◦ 지난 3년 간 Covid-19와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에 위협을
느끼고 자국 내 식량 생산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30 by 30” 프로젝트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팜, 품종계량 등 기술계발에 많은 투자를 하며 브루나이
등 여러 나라와 농식품기술협약 등을 체결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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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시아 최대 닭배아배양시설 2023년 싱가포르에 정식 오픈
◦ 싱가포르 배독 푸드시티 인더스트리허브에 건설중인 약 3만 스퀘어핏 넓이의 시설
에 2023년 아시아 최대 닭 배아배양시설이 들어설 것임을 공식 발표
◦ 닭 배아배양시설은 알에서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시설으로 이 시설은 6천 리터의
바이오리액터(생물반응시스템)을 수용하여 연간 45,000kg의 닭고기 생산이 가능할 것
으로 전망됨
◦ 50여 명의 연구원,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이 시설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어 현재까
지 미국에 있는 한 시설 다음으로 큰 규모임
* 출처 : 2022년 6월 10일, The Strait Times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environment/asias-largest-cell-cultured-chickenfacility-to-be-up-and-running-in-bedok-from-2023
□

시사점

◦ 싱가포르는 식품 공급 자급량을 늘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과 시설을 이용하여 좁은 공간 대비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중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수출증명서 워터마크 프린트에 관한 규정
◦ 2019년 12월 11일부터 수출증명서에 보여지는 워터마크 형식에 대한 신규
규정이 적용되어 2020년 5월 1일부터 SFA(Singapore Food Agency)에서 진행
해왔던 워터마크 인쇄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수출업체는 워터마크 규정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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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증명서를 인쇄해야 함
◦ COVID-19으로 인한 신규 규정 시행은 연기되어 2022년 5월 1일부터 일괄적
으로 적용되어 수출업체는 워터마크 규정에 맞는 프린터를 준비하여 워터마크가
포함된 수출증명서를 인쇄해야 함
◦ 규정에 맞는 프린터 목록 :
https://licence1.business.gov.sg/feportal/web/help-internet/watermark-printers-compatibility-list

◦ 워터마크 인쇄 메뉴얼 :
https://licence1.business.gov.sg/feportal/web/help-internet/print-certificate-with-watermark

* 출처 : 2022년 4월 8일, SFA (www.sfa.gov.sg)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circular-self-printof-watermark-document.pdf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circulars/2022/circular-on-self-printing-ofexport-certificates-issued-in-watermark-format-wef-1-may-2022.pdf

워터마크 인쇄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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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소류 세관신고 누락한 수입업자에 벌금형
◦ 2021년 11월 우드랜드 국경에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436kg의 채소가 발견
된 것에 대해 불법 수입 혐의로 법원은 싱가포르 수입업체 TSYT Pte Ltd와 수입업
자에게 각각 S$4,250(약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 수입 라이센스를 가진 수입업체에 의해 정식 절차를 통해 들어오지 않은 농식
품은 불법 수입으로 간주, 과일 및 채소의 불법 수입은 최대 $10,000(약 900만원)
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출처 : 2022년 4월 14일, SFA (www.sfa.gov.sg)

3. 무면허 시설에서 식품 포장 진행한 업체에 벌금형
◦ 법원은 식품 스낵류 유통업체 Mia Food Pte Ltd에 무면허 시설에서 식품을 재
포장한 혐의로 S$3,000(약 2백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함
◦ 2021년 5월 싱가포르 식품청은 약600kg의 과자류가 미인가 시설에서 재포장
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재포장 된 모든 제품을 회수함
◦ 무면허 시설에서의 식품포장은 위생과 관련해 식품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
며 모든 식품 포장시설은 싱가포르 식품청의 위생안전기준에 따른 면허를 소지해
야 함
◦ 불법 식품포장은 최대 S$5,000(약 4백6십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며 재발의 경우
S$10,000(약 9백만원)의 벌금형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출처 : 2022년 3월 16일, SFA (www.sfa.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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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관문제사례 관련

1. 살모넬라균 검출로 유명 브랜드 초콜렛 전량 회수
◦ 아일랜드 식품안전청은 벨기에산 킨더 서프라이즈 초콜렛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전량 회수 조치함
◦ 해당 제품이 싱가포르에도 수입된 것을 확인한 싱가포르 식품청은 유통업체들
을 통해 전량 회수 조치
◦ 살모넬라균은 병원성 박테리아로 기성제품에서는 잘 검출이 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섭취시에는 복통, 열,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킴
◦ 4월 6일 첫 회수 조치에 이어 다른 킨더 제품들도 조사한 결과 살모넬라균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제품 9종류가 추가로 더 발견되어 전량 회수 조치함
제품

사진

원산지

- 제품명 : Kinder Surprise
- 유통기한 : 2022년 7월 11일,

벨기에

2022년 10월 7일
* 출처 : 2022년 4월 13일, SFA (www.sfa.gov.sg)

2. 미국산 땅콩버터에서 살모넬라 세프텐베르그 균 검출
◦ 미국 식약청은 Jif 땅콩버터가 살모넬라 세프텐베르그균에 오염된것을 발견하
고 조사에 착수, 전량 회수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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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식품청은 해당 제품이 수입업체 DKSH South East Asia Pte Ltd를
통해 싱가포르에 수입되었음을 확인하고 리콜 조치를 시행
◦ 살모넬라균은 병원성 박테리아로 기성제품에서는 잘 검출이 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섭취시에는 복통, 열,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킴으로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
비자들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함
제품

사진

원산지

- 제품명 : “Jif” Peanut Butter
미국

- Lot codes : 1274425 부터
2140425까지

* 출처 : 2022년 5월 24일, SFA (www.sfa.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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