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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킷은 밀가루를 주원료로 반죽하여 여러 

모양의 틀에 구워낸 마른 과자이다. 비스킷이라는 

말은 북미와 유럽에서 서로 다른 것을 지칭한다. 

북미 비스킷은 베이킹 소다를 넣어 부풀린 작고 

부드러운 빵을 말한다. 비스킷의 표면은 발효되지 

않은 상태의 딱딱하고 편평한 것이 특징이다. 

 

웨이퍼는 바삭하고 달콤하면서도 얇고 편평한  

비스킷으로 아이스크림 장식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웨이퍼는 쿠키 사이 크림과 함께 맛을 

내기도 한다. 보통 웨이퍼는 일정한 모양을 

내지만 식품 제조업체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Kit Kat, Coffee Crisp 같은 쵸코릿 

바가 그러하다. 

 

인도네시아도 세계 시장에 경쟁하기 위해 HS 코드 

1905(빵, 페이스트리 케잌 등)의 비스킷과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다. 몇몇 제품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하고 있다. 

 

비스킷과 웨이퍼 제품은 2015 년 수출액이 

290 억에 달했다. 독일이 34 억 달러로 최대 

수출국이며, 캐나다가 20 억 달러에 달한다. 

인도네시아는 16 위, 한국은 25 위를 차지했다.     

 
World’s Export  
      Unit by (thousand US dollar) 

No Country 2015 

 World 29,624,237  

1 Germany     3,456,638  

2 Canada     2,038,333  

3 United States of America     1,984,227  

4 Belgium     1,966,882  

5 Italy     1,910,263  

...   

16 Indonesia 430,397  

25 South of Korea 286,563  
Source Trademap.org  

인도네시아는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이미 여러 

나라로 수출하고 있으며, 2015 년에는 430,000 

달러에 이르는 수출 성과를 가져왔다. 

 
 

 
Indonesian’s export Destination 

Unit by (thousand US dollar) 
No Country 2015 

 World 430,397 

1 China 139,867 

2 Vietnam 58,785 

3 Thailand 36,660 

4 Philippines 28,306 

5 United State of America 18,678 

...   

10 South of Korea 9,597 
Sources: UN COMTRADE statistics. 

인도네시아에서 수출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달콤한 

비스킷, 웨이퍼 및 빵, 페이스트리, 코코아를 함유 또는  

미함유한 제품등이 있다. 

 

한국의 비스킷과 웨이퍼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국 시장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는 한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도 

점점 두 제품의 수출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한국으로  비스킷과 웨이퍼를 수출하는 나라의 

목록이다. 

 

South Korea’s import from world 
No Country 2015 

 World 289,865 

1 United State of America 68,987 

2 Malaysia 42,366 

3 China 41,103 

4 Italy 17,909 

5 Japan 15,644 

...   

7 Indonesia 12,812 
Source Trademap.org in US $ thousand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의 비스킷과 웨이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예를 들면 Khong Guan 비스킷, 

Redondo 웨이퍼 스틱, Tango 웨이퍼 스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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