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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산물 수출 동향1)

1  개황  
 개황 : 최근 5주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2억 2천 3백만 달러(물량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 2016년� 51주�수산물�수출� :� 4천� 2백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0.9%�감소

�최근� 5주� 수출�동향� :� 41주차부터� 50주까지�증가세�유지,� 51주�보합세�전환

주 기간
물량 금액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합계 68� 69� 1.1� 201� 223� 10.8�

47 11.18~11.24 21� 20� △7.2� 48� 58� 21.1�

48 11.25~12.01 14� 15� 9.6� 42� 42� 1.1�

49 12.02~12.08 8� 9� 15.8� 36� 37� 4.2�

50 12.09~12.15 8� 11� 42.1� 33� 43� 30.9�

51 12.16~12.22 18� 14� △20.0� 43� 42� △0.9�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최근 5주 수산물 수출 동향 】       
                                     (단위 : 천 톤, 백만$, %)

1) 최신 수출 동향 정보 제공을 위해 최근 5주 동안의 수출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별 수출 동향 자료의 경우 잠정
치 자료로 추후 통계 값이 변화될 수 있으니, 수출 동향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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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동향  
� ○�증가 : 일본·태국·미국
� ○�감소 : 중국·베트남·이란

구분
국가명(전년�대비�증감률)

상위� 5개�수출국1) 증감액�상위� 3개국2)

증가�국가 일본(21.5%↑),�태국(204.5%↑),�미국(10.3%↑) 태국(204.5%↑),�일본(21.5%↑),�미국(10.3%↑)

감소�국가 중국(11.9%↓),�베트남(23.1%↓) 중국(11.9%↓),�베트남(23.1%↓),�이란(55.1%↓)

   주 : 1) 2016년 수출액 기준 상위 5개 수출국임
       2)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감액이 큰 상위 3개국으로 상위 5개 수출국과 중복될 수 있음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주요 수출 증감 국가(47~51주 누적) 】
 

<� 증가�국가� >

� 일본� :� 전년�동기�대비� 21.5%�증가한� 7천� 9백만�달러�기록

� � ○� (증가)� 참치,� 오징어,� 게살�등� 수출�증가

� � ○� (감소)� 소라,� 성게,새조개�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9,349� 65,350� 12,239� 79,406� 30.9� 21.5�

증가

품목

참치 2,892� 24,120� 3,211� 28,008� 11.0� 16.1�

오징어 6� 65� 445� 2,164� 7,696.9� 3,234.5�

게살 541� 4,571� 569� 6,101� 5.2� 33.5�

감소

품목

소라 408� 1,817� 315� 1,270� △22.8� △30.1�

성게 15� 1,222� 12� 921� △18.0� △24.6�

새조개 13� 473� 5� 222� △60.0� △53.2�

  주 : 증감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감액이 큰 상위 3개 품목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對일본 품목별 수출 동향(47~51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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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 전년�동기�대비� 204.5%�증가한� 2천� 9백만�달러�기록

� � ○� (증가)� 참치,� 게살,� 갈치�등� 수출�증가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8,597� 9,434� 20,856� 28,730� 142.6� 204.5�

증가품목

참치 7,568� 5,143� 20,362� 23,725� 169.1� 361.3�

게살 0� 0� 17� 412� 845,720� 41,192,500

갈치 -� -� 72� 136� - -

  주 : 증감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감액이 큰 상위 3개 품목임(어종명을 알 수 없는 품목은 제외)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對태국 품목별 수출 동향(47~51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미국� :� 전년�동기�대비� 10.3%�증가한� 2천� 3백만�달러�기록

� � ○� (증가)� 이빨고기,� 오징어,� 굴� 등� 수출�증가

� � ○� (감소)� 김,� 미역,� 참치�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3,280� 20,667� 2,883� 22,788� △12.1� 10.3�

증가

품목

이빨고기 -� -� 63� 2,009� - -

오징어 926� 1,508� 646� 2,373� △30.2� 57.4�

굴 135� 896� 290� 1,730� 114.5� 93.0�

감소

품목

김 537� 7,831� 339� 6,602� △36.8� △15.7�

미역 182� 774� 71� 384� △60.9� △50.4�

참치 85� 946� 89� 618� 4.6� △34.7�

  주 : 증감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감액이 큰 상위 3개 품목임(어종명을 알 수 없는 품목은 제외)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對미국 품목별 수출 동향(47~51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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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국가� >

� 중국� :� 전년�동기�대비� 11.9%�감소한� 3천� 1백만�달러�기록

� � ○� (증가)� 삼치,� 명태,� 어란�등� 수출�증가

� � ○� (감소)� 김,� 오징어,� 왕게�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11,852� 35,321� 8,526� 31,121� △28.1� △11.9�

증가

품목

삼치 1,475� 3,728� 2,380� 6,873� 61.4� 84.4�

명태 544� 455� 1,944� 2,328� 257.3� 411.7�

어란 80� 378� 148� 1,532� 84.7� 305.3�

감소

품목

김 263� 8,331� 187� 5,352� △28.8� △35.8�

오징어 1,674� 2,389� 184� 570� △89.0� △76.1�

왕게 60� 1,259� -� -� △100.0� △100.0�

  주 : 증감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감액이 큰 상위 3개 품목임(어종명을 알 수 없는 품목은 제외)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對중국 품목별 수출 동향(47~51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베트남� :� 전년�동기�대비� 23.1%�감소한� 1천� 1백만�달러�기록

� � ○� (증가)� 어란,� 김,� 새우�등� 수출�증가

� � ○� (감소)� 참치,� 오징어�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9,869� 14,298� 4,987� 10,989� △49.5� △23.1�

증가

품목

어란 216� 1,307� 294� 2,394� 36.2� 83.2�

김 23� 468� 33� 687� 41.9� 46.7�

새우 0� 0� 22� 168� 725,066� 97,587�

감소

품목

참치 7,289� 7,777� 3,155� 5,365� △56.7� △31.0�

오징어 562� 1,492� 62� 206� △88.9� △86.2�

  주 : 증감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감액이 큰 상위 3개 품목임(어종명을 알 수 없는 품목은 제외)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 동향(47~51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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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 전년�동기�대비� 55.1%�감소한� 1백� 6십만�달러�기록

� � ○� (감소)� 참치�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2,860� 3,534� 1,085� 1,585� △62.1� △55.1�

감소품목 참치 2,860� 3,534� 1,085� 1,585� △62.1� △55.1�

  주 : 증감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감액이 큰 상위 3개 품목임(어종명을 알 수 없는 품목은 제외)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對이란 품목별 수출 동향(47~51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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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목별 동향

� ○�증가 : 참치·게살·삼치·넙치
� ○�감소 : 김·오징어·임연수어

구분
품목명(전년�대비�증감률)

상위� 5개�수출�품목1) 증감액�상위� 3개�품목2)

증가�품목
참치(33.6%↑),�게살(37.6%↑),�

삼치(46.9%↑),�넙치(18.2%↑)
참치(33.6%↑),�삼치(46.9%↑),�게살(37.6%↑)

감소�품목 김(15.8%↓) 김(15.8%↓),�오징어(9.1%↓),�임연수어(66.3%↓)

   주 : 1) 2016년 수출액 기준 상위 5개 수출 품목임
       2)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감액이 큰 상위 3개 품목으로 상위 5개 수출 품목과 중복될 수 있음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주요 수출 증감 품목(47~51주 누적) 】
 

<� 증가�품목� >

� 참치� :� 전년�동기�대비� 33.6%�증가한� 7천� 6백만�달러�기록

� � ○� (국가별)� 일본·태국�증가,� 베트남�감소

� � ○� (품목별)� 냉동�가다랑어·냉동�피레트(참다랑어�이외)·냉동�황다랑어�증가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28,218� 56,519� 32,453� 75,514� 15.0� 33.6�

국가별

일본 2,892� 24,120� 3,211� 28,008� 11.0� 16.1�

태국 7,568� 5,143� 20,362� 23,725� 169.1� 361.3�

베트남 7,289� 7,777� 3,155� 5,365� △56.7� △31.0�

품목별

냉동�가다랑어 20,432� 16,943� 22,206� 25,763� 8.7� 52.1�

냉동�피레트

(참다랑어�이외)
1,985� 21,032� 1,935� 21,113� △2.5� 0.4�

냉동�황다랑어 4,099� 7,116� 5,280� 10,731� 28.8� 50.8�

  주 : 2016년 수출액 기준 상위 3개 국가와 품목을 제시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참치 수출 동향(47~51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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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살� :� 전년�동기�대비� 37.6%�증가한� 7백� 9십만�달러�기록

� � ○� (국가별)� 일본·미국·태국�증가

� � ○� (품목별)� 붉은대게살·냉동(훈제△기타)� 게살�증가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691� 5,740� 713� 7,900� 3.1� 37.6�

국가별

일본 541� 4,571� 569� 6,101� 5.2� 33.5�

미국 84� 661� 77� 829� △8.6� 25.4�

태국 0� 0� 17� 412� 845,720� 41,192,500�

품목별
붉은대게살 687� 5,702� 646� 6,950� △5.9� 21.9�

냉동(훈제－기타)�게살 2� 12� 23� 450� 1,327� 3,582�

  주 : 2016년 수출액 기준 상위 3개 국가와 품목을 제시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게살 수출 동향(47~51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삼치� :� 전년�동기�대비� 46.9%�증가한� 7백� 8십만�달러�기록

� � ○� (국가별)� 중국�등� 증가,� 일본·태국�감소

� � ○� (품목별)� 냉동�삼치�증가,� 신냉�삼치�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1,989� 5,317� 2,602� 7,808� 30.8� 46.9�

국가별

중국 1,475� 3,728� 2,380� 6,873� 61.4� 84.4�

일본 149� 776� 165� 756� 10.8� △2.5�

태국 52� 74� 23� 59� △55.3� △19.7�

품목별
냉동�삼치 1,890� 4,832� 2,543� 7,507� 34.6� 55.4�

신냉�삼치 99� 486� 59� 301� △40.5� △37.9�

  주 : 2016년 수출액 기준 상위 3개 국가와 품목을 제시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삼치 수출 동향(47~51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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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넙치� :� 전년�동기�대비� 18.2%�증가한� 6백� 9십만�달러�기록

� � ○� (국가별)� 일본·중국·미국�등� 증가

� � ○� (품목별)� 활� 넙치·냉동�넙치�등� 증가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471� 5,808� 757� 6,868� 60.6� 18.2�

국가별

일본 242� 3,010� 271� 3,310� 11.7� 10.0�

중국 128� 1,103� 302� 1,694� 135.8� 53.6�

미국 70� 1,373� 69� 1,436� △1.3� 4.6�

품목별
활�넙치 302� 4,279� 328� 4,463� 8.5� 4.3�

냉동�넙치 151� 1,210� 404� 2,002� 168.1� 65.5�

  주 : 2016년 수출액 기준 상위 3개 국가와 품목을 제시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넙치 수출 동향(47~51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감소�품목� >

� 김� :� 전년�동기�대비� 15.8%�감소한� 2천� 8백만�달러�기록

� � ○� (국가별)� 미국·중국·일본�등� 감소

� � ○� (품목별)� 조미김·건조김�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1,881� 33,394� 1,373� 28,119� △27.0� △15.8�

국가별

미국 537� 7,831� 339� 6,602� △36.8� △15.7�

중국 263� 8,331� 187� 5,352� △28.8� △35.8�

일본 245� 4,844� 203� 4,832� △17.3� △0.2�

품목별

조미김 1,393� 26,351� 1,060� 22,566� △23.9� △14.4�

건조김 486� 7,005� 309� 5,471� △36.4� △21.9�

기타(건조,냉장,냉동�이외)김 2� 25� 3� 65� 48.6� 160.2�

  주 : 2016년 수출액 기준 상위 3개 국가와 품목을 제시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김 수출 동향(47~51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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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 전년�동기�대비� 9.1%�감소한� 6백� 8십만�달러�기록

� � ○� (국가별)� 미국·일본·포르투갈�증가

� � ○� (품목별)� 건조�오징어�증가,� 냉동�오징어·조미�오징어�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4,208� 7,502� 1,652� 6,821� △60.8� △9.1�

국가별

미국 926� 1,508� 646� 2,373� △30.2� 57.4�

일본 6� 65� 445� 2,164� 7,696� 3,234�

포르투갈 50� 258� 162� 838� 223.4� 225.2�

품목별

냉동�오징어 4,131� 6,620� 1,561� 5,798� △62.2� △12.4�

조미�오징어 51� 643� 50� 592� △2.2� △7.9�

건조�오징어 8� 137� 17� 254� 111.4� 85.1�

  주 : 2016년 수출액 기준 상위 3개 국가와 품목을 제시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오징어 수출 동향(47~51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임연수어� :� 전년�동기�대비� 66.3%�감소한� 34만� 달러�기록

� � ○� (국가별)� 일본·태국�등� 증가,� 중국�등� 감소

� � ○� (품목별)� 냉동�임연수어�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379� 1,000� 142� 337� △62.6� △66.3�

국가별

일본 -� -� 88� 128� - -

태국 24� 87� 24� 115� 0.0� 31.7�

중국 352� 895� 25� 77� △93.0� △91.4�

품목별 냉동�임연수어 379� 1,000� 142� 337� △62.6� △66.3�

  주 : 2016년 수출액 기준 상위 3개 국가와 품목을 제시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임연수어 수출 동향(47~51주 누적) 】       
                                     (단위 : 톤, 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