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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산물 수출 동향1)

1  개황  
 개황 : 최근 5주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한   

  2억 2천 2백만 달러(물량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

� 2016년� 50주�수산물�수출� :� 4천� 3백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30.9%�증가

�최근� 5주� 수출�동향� :� 41주차부터�증가세�전환�후� 50주�현재까지�유지

주 기간
물량 금액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합계 59� 65� 9.5� 193� 222� 15.1�

46 11.11~11.17 9� 10� 13.8� 35� 42�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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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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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태국·홍콩
� ○�감소 : 중국·베트남·이란·탄자니아

구분
국가명(전년�대비�증감률)

상위� 5개�수출국1) 증감액�상위� 3개국2)

증가�국가 일본(23.3%↑),�미국(4.6%↑),�태국(156.5%↑) 일본(23.3%↑),�태국(156.5%↑),�홍콩(43.2%↑)

감소�국가 중국(0.8%↓),�베트남(10.6%↓) 이란(62.4%↓),�베트남(10.6%↓),�탄자니아(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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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주 누적) 】
 

<� 증가�국가� >

� 일본� :� 전년�동기�대비� 23.3%�증가한� 8천� 3백만�달러�기록

� � ○� (증가)� 오징어,� 참치,� 고등어�등� 수출�증가

� � ○� (감소)� 성게,� 한천,� 꽁치�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9,883� 67,714� 13,597� 83,464� 37.6� 23.3�

증가

품목

오징어 4� 42� 587� 3,680� 14,960.3� 8,623.6�

참치 3,357� 26,606� 3,427� 29,560� 2.1� 11.1�

고등어 37� 216� 443� 1,604� 1,099.0� 643.7�

감소

품목

성게 16� 1,368� 6� 596� △58.6� △56.4�

한천 31� 820� 19� 551� △37.9� △32.8�

꽁치 191� 276� 24� 126� △87.6�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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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일본 품목별 수출 동향(46~50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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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전년�동기�대비� 4.6%�증가한� 2천� 3백만�달러�기록

� � ○� (증가)� 오징어,� 굴,� 꽁치�등� 수출�증가

� � ○� (감소)� 이빨고기,� 멸치,� 미역�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2,832� 22,408� 3,037� 23,439� 7.2� 4.6�

증가

품목

오징어 612� 1,205� 675� 2,367� 10.3� 96.5�

굴 118� 749� 239� 1,393� 103.1� 86.0�

꽁치 46� 93� 241� 317� 419.9� 242.1�

감소

품목

이빨고기 130� 3,329� 89� 2,837� △31.1� △14.8�

멸치 50� 681� 20� 294� △60.4� △56.9�

미역 183� 786� 87� 425� △52.4�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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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태국� :� 전년�동기�대비� 156.5%�증가한� 2천만�달러�기록

� � ○� (증가)� 참치,� 게살,� 김� 등� 수출�증가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6,038� 7,919� 13,724� 20,310� 127.3� 156.5�

증가품목

참치 4,780� 3,127� 13,091� 14,349� 173.9� 358.9�

게살 0� 0� 17� 412� 845,720 41,192,500�

김 250� 3,666� 215� 4,020� △14.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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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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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 전년�동기�대비� 43.2%�증가한� 7백� 4십만�달러�기록

� � ○� (증가)� 전복,� 굴,� 이빨고기�등� 수출�증가

� � ○� (감소)� 해삼,� 김� 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240� 5,188� 497� 7,429� 107.4� 43.2�

증가

품목

전복 0� 0� 37� 924� 412,188� 276,474�

굴 43� 448� 72� 1,349� 67.8� 201.3�

이빨고기 11� 290� 22� 657� 94.4� 126.9�

감소

품목

해삼 11� 1,316� 6� 767� △42.4� △41.7�

김 31� 788� 26� 618� △17.2�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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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홍콩 품목별 수출 동향(46~50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감소�국가� >

� 중국� :� 전년�동기�대비� 0.8%�감소한� 3천� 2백만�달러�기록

� � ○� (증가)� 명태,� 삼치,� 어란�등� 수출�증가

� � ○� (감소)� 김,� 오징어,� 임연수어�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10,292� 32,341� 9,664� 32,067� △6.1� △0.8�

증가

품목

명태 31� 69� 2,964� 3,535� 9,408.2� 5,052.0�

삼치 1,184� 3,092� 2,140� 5,827� 80.7� 88.5�

어란 85� 395� 248� 2,378� 189.8� 501.3�

감소

품목

김 257� 8,462� 191� 5,127� △25.4� △39.4�

오징어 2,527� 3,366� 184� 571� △92.7� △83.0�

임연수어 334� 858� 25� 77� △92.6�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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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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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전년�동기�대비� 10.6%�감소한� 1천� 1백만�달러�기록

� � ○� (증가)� 어란,� 낙지,� 새우�등� 수출�증가

� � ○� (감소)� 참치,� 오징어�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8,319� 12,258� 5,297� 10,953� △36.3� △10.6�

증가

품목

어란 216� 1,308� 294� 2,394� 36.2� 83.0�

낙지 -� -� 35� 217� - -

새우 0� 0� 22� 168� 725,066.7� 97,587.2�

감소

품목

참치 5,854� 6,573� 3,354� 5,617� △42.7� △14.6�

오징어 447� 1,039� 52� 187� △88.4�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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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이란� :� 전년�동기�대비� 62.4%�감소한� 1백� 6십만�달러�기록

� � ○� (감소)� 참치�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3,234� 4,212� 1,085� 1,585� △66.5� △62.4�

감소품목 참치 3,234� 4,212� 1,085� 1,585� △66.5�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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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탄자니아� :� 전년�동기�대비� 90.3%�감소한� 14만� 달러�기록

� � ○� (감소)� 고등어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1,565� 1,395� 161� 136� △89.7� △90.3�

감소품목 고등어 1,472� 1,242� 161� 136� △89.1�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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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탄자니아 품목별 수출 동향(46~50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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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목별 동향

� ○�증가 : 참치·오징어·게살·전복·어란·굴
� ○�감소 : 김·성게·임연수어

구분
품목명(전년�대비�증감률)

상위� 5개�수출�품목1) 증감액�상위� 3개�품목2)

증가�품목
참치(26.0%↑),�오징어(13.0%↑)

게살(28.8%↑),�전복(52.5%↑)
참치(26.0%↑),�어란(183.6%↑),�굴(98.6%↑)

감소�품목 김(10.7%↓) 김(10.7%↓),�성게(56.4%↓),�임연수어(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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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주 누적) 】
 

<� 증가�품목� >

� 참치� :� 전년�동기�대비� 26.0%�증가한� 6천� 8백만�달러�기록

� � ○� (국가별)� 일본·태국�증가,� 베트남�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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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22,564� 53,876� 25,495� 67,887� 13.0� 26.0�

국가별

일본 3,357� 26,606� 3,427� 29,560� 2.1� 11.1�

태국 4,780� 3,127� 13,091� 14,349� 173.9� 358.9�

베트남 5,854� 6,573� 3,354� 5,617� △42.7� △14.6�

품목별

냉동�피레트

(참다랑어�이외)
2,011� 20,981� 1,965� 22,170� △2.3� 5.7�

냉동�가다랑어 14,489� 12,976� 16,577� 18,689� 14.4� 44.0�

냉동�황다랑어 4,345� 8,077� 4,294� 9,704� △1.2�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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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치 수출 동향(46~50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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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 전년�동기�대비� 13.0%�증가한� 8백� 7십만�달러�기록

� � ○� (국가별)� 일본·미국·포르투갈�증가

� � ○� (품목별)� 냉동�오징어·조미�오징어·건조�오징어�증가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4,613� 7,675� 1,926� 8,670� △58.3� 13.0�

국가별

일본 4� 42� 587� 3,680� 14,960.3� 8,623.6�

미국 612� 1,205� 675� 2,367� 10.3� 96.5�

포르투갈 50� 258� 162� 838� 223.4� 225.2�

품목별

냉동�오징어 4,522� 6,617� 1,789� 7,119� △60.4� 7.6�

조미�오징어 65� 776� 83� 1,068� 27.9� 37.7�

건조�오징어 11� 191� 17� 241� 63.8�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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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수출 동향(46~50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게살� :� 전년�동기�대비� 28.8%�증가한� 7백� 8십만�달러�기록

� � ○� (국가별)� 일본·미국·벨기에�증가

� � ○� (품목별)� 붉은대게살·냉동(훈제-기타)� 게살�증가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733� 6,053� 690� 7,795� △5.9� 28.8�

국가별

일본 562� 4,760� 542� 5,936� △3.6� 24.7�

미국 93� 689� 77� 813� △16.8�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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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붉은대게살 720� 5,977� 638� 7,007� △11.3� 17.2�

냉동(훈제-기타)�게살 3� 18� 21� 434� 707.9� 2,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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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살 수출 동향(46~50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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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 :� 전년�동기�대비� 52.5%�증가한� 6백� 9십만�달러�기록

� � ○� (국가별)� 일본·중국·홍콩�등� 증가

� � ○� (품목별)� 활신냉�전복·냉동�전복·통조림�전복�등� 증가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136� 4,522� 229� 6,897� 69.1� 52.5�

국가별

일본 134� 4,460� 156� 4,866� 16.8� 9.1�

중국 0.0� 0.0� 32� 984� - -

홍콩 0.0� 0.3� 37� 924� 412,188� 276,474

품목별

활신냉�전복 132� 4,415� 200� 6,165� 51.4� 39.6�

냉동�전복 1� 44� 25� 537� 1,671� 1,107�

통조림�전복 0.1� 1.8� 3.0� 159.4� 3,988.6� 8,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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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복 수출 동향(46~50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어란� :� 전년�동기�대비� 183.6%�증가한� 5백만�달러�기록

� � ○� (국가별)� 베트남·중국·일본�등� 증가

� � ○� (품목별)� 냉동(명란)·냉동(명란�이외)� 등� 증가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330� 1,774� 577� 5,030� 75.1� 183.6�

국가별

베트남 216� 1,308� 294� 2,394� 36.2� 83.0�

중국 85� 395� 248� 2,378� 189.8� 501.3�

일본 1� 4� 33� 231� 2,820.5� 6,425.8�

품목별
냉동(명란) 278� 1,658� 537� 4,325� 93.3� 160.9�

냉동(명란�이외) 51.3� 108.6� 36� 666� △29.8� 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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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란 수출 동향(46~50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10 -

� 굴� :� 전년�동기�대비� 98.6%�증가한� 5백� 4십만�달러�기록

� � ○� (국가별)� 일본·홍콩·미국�등� 증가

� � ○� (품목별)� 냉동�굴·기타조제�굴(통조림�이외)·통조림�굴� 증가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317� 2,721� 647� 5,405� 103.9� 98.6�

국가별

일본 77� 595� 214� 1,571� 178.5� 164.0�

홍콩 118� 749� 239� 1,393� 103.1� 86.0�

미국 43� 448� 72� 1,349� 67.8� 201.3�

품목별

냉동�굴 123� 845� 314� 1,908� 155.1� 125.8�

기타조제�굴

(통조림�이외)
63� 943� 80� 1,699� 27.2� 80.3�

통조림�굴 102� 650� 155� 836� 52.2�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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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 수출 동향(46~50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감소�품목� >

� 김� :� 전년�동기�대비� 10.7%�감소한� 2천� 9백만�달러�기록

� � ○� (국가별)� 일본�등� 증가,� 미국·중국�등� 감소

� � ○� (품목별)� 조미김·건조김�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1,799� 32,345� 1,446� 28,877� △19.6� △10.7�

국가별

미국 497� 7,268� 368� 6,953� △26.0� △4.3�

중국 257� 8,462� 191� 5,127� △25.4� △39.4�

일본 218� 4,312� 210� 5,094� △3.5� 18.1�

품목별

조미김 1,336� 25,926� 1,082� 22,512� △19.0� △13.2�

건조김 461� 6,392� 360� 6,293� △21.9� △1.5�

기타(건조,냉장,냉동�이외)김 2� 14� 3� 71� 76.9� 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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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수출 동향(46~50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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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게�전년�동기�대비� 56.4%�감소한� 6십만�달러�기록

� � ○� (국가별)� 일본�감소

� � ○� (품목별)� 염장염수장�성게·활신선냉장�성게�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16� 1,368� 6� 596� △58.6� △56.4�

국가별 일본 16� 1,368� 6� 596� △58.6� △56.4�

품목별
염장·염수장�성게 13� 1,132� 5� 464� △60.0� △59.0�

활신선냉장�성게 3� 233� 1� 131� △51.4�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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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게 수출 동향(46~50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임연수어� :� 전년�동기�대비� 64.9%�감소한� 3십�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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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 1,016� 149� 357� △61.2� △64.9�

국가별

일본 24� 54� 95� 149� 300.1� 176.2�

태국 24� 86� 24� 115� 0.0� 33.1�

중국 334� 858� 25� 77� △92.6� △91.0�

품목별 냉동�임연수어 384� 1,016� 149� 357� △61.2�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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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연수어 수출 동향(46~50주 누적) 】       
                                     (단위 : 톤, 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