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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세계 수산물 수입 동향
화남권역1)은 중국 7대 권역 중 제 2위의 수산물 수입 지역으로 전체 수입액의 24.8% 차지

- 2015년 기준, 화남권역의 수산물 수입액이 22억 2천만 달러로 중국 7대 권역(화동, 화남, 화북, 

화중, 동북, 서남, 서북)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입액을 기록

∙ 권역별로는 화동권역이 43억 3천 2백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48.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화남권역(24.8%), 동북권역(20.0%) 등의 순으로 상위 3개 권역의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90% 이상을 차지함 

광둥성, 화남권역 수산물 수입액의 65.9%, 전체 수산물 수입액의 15.4% 차지

- 주요 수입 지역은 광둥성으로 연간 수산물 수입액이 13억 달러 이상으로 화남권역 수산물 수

입액의 65.9%, 중국 전체 수산물 수입액의 15.4%를 차지함

∙ 다음으로 푸젠성(6억 6천만 달러), 하이난성(3천만 달러), 광시좡족자치구(2백만 달러)순

이며, 광둥성과 푸젠성의 권역내 수입 비중이 97.3%로 집중도가 높아 지역별 수입 편차가 

심한 편임

<표 1>  화남권역 수산물 수입 현황

연도별 수산물 수입 추이 지역별
최근 3년 평균

물량 금액
(천 톤) 비중(%) (백만 $) 비중(%)

전체 1,443 100.0 2,087 100.0 

1 광둥성 568 39.4 1,376 65.9 

2 푸젠성 737 51.1 655 31.4 

3 하이난성 62 4.3 30 1.4 

4 광시좡족자치구 76 5.3 26 1.3 

자료：GTA(2016년 10월 11일 기준)

1) 화남권역은 중국 남쪽 해안지역에 위치하며 광둥성(廣東省 광동성, 이하 광둥성), 푸젠성(福建省 복건성, 이
하 푸젠성), 하이난성(海南省 해남성, 이하 하이난성), 광시좡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광서장족자치구, 이
하 광시좡족자치구) 등 3개의 성과 1개 자치구를 포함함

Ⅰ 중국 화남권역 수산물 수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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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남권역의 주요 수산물 수입 대상국은 페루, 미국, 인도네시아 등

- 페루, 미국, 인도네시아 등 수입액 상위 5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57.5% 차지

- 최근 3년간 수산물 수입은 증가세를 보이며, 최대 수산물 수입국인 페루로부터의 수입이 꾸준

히 증가하여 ’15년 5억 달러를 기록함

∙ 페루 외에 인도네시아, 대만, 베트남, 에콰도르로부터의 수입 또한 증가하였으며, 그 중 대

만 수입이 2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함

- 한국은 28위 수입 대상국으로 연간 8백만 달러를 수입해 화남권역 전체 수입액의 0.4%를 차지함

<표 2> 화남권역 수산물 수입 동향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평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천톤) 비중

(%) (백만$) 비중
(%)

전체 1,448 2,002 1,484 2,045 1,396 2,215 1,443 100.0 2,087 100.0 

1 페루 264 440 239 366 278 501 260 18.0 435 20.9 

2 미국 103 270 88 230 80 239 90 6.3 246 11.8 

3 인도네시아 130 216 142 242 157 267 143 9.9 242 11.6 

4 태국 55 138 76 159 45 134 59 4.1 144 6.9 

5 칠레 75 144 59 118 53 134 62 4.3 132 6.3 

6 대만 55 56 107 109 109 110 90 6.3 92 4.4 

7 뉴질랜드 18 87 15 78 17 71 17 1.2 79 3.8 

8 베트남 50 65 54 85 54 80 53 3.6 76 3.7 

9 에콰도르 33 70 21 55 27 87 27 1.9 71 3.4 

10 멕시코 26 67 24 69 20 65 23 1.6 67 3.2 

…

28 한국 7 9 3 7 3 9 4 0.3 8 0.4 

상위 5개 국가 626 1,208 603 1,115 613 1,275 614 42.6 1,199 57.5 

상위 10개 국가 808 1,552 825 1,511 839 1,688 824 57.1 1,584 75.9 

자료：GTA(2016년 10월 1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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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페루, 푸젠성-인도네시아, 하이난성-미국, 광시좡족자치구-영국 중심의 수입구조

- 광둥성의 경우 주요 수입국 중 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은 증가추세를 보이

고 있으며, 특히 페루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남

- 푸젠성의 경우 주요 수입국인 인도네시아, 페루는 증가세, 미국, 칠레는 감소세, 대만은 보합세를 보임

- 하이난성의 경우 주요 수입국 모두 감소세이며 그 중 주요 수입국인 미국의 감소세가 뚜렷함

- 광시좡족자치구의 경우 주요 수입국 중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증가세, 페루와 호주는 감

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 최근 3년간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남

- 권역 내에서 발전도가 높은 광둥성과 푸젠성은 다양한 국가로부터 꾸준하게 수입이 이루어지

고 있는 편이나 상대적으로 하이난성과 광시좡족자치구는 수입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전반

적으로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1> 화남권역 국가별 수입 추이

광둥성 푸젠성

하이난성 광시좡족자치구
자료：GTA(2016년 10월 1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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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입 품목은 어분, 새우, 오징어 등

- 어분 수입이 연간 900 백만 달러 이상으로 전체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새우, 오징어, 연어, 게 등의 순임

- 최근 3년간 수산물 수입은 3.4% 증가하였으며 그 중 연어와 김이 각각 49.7%, 47.5% 증가하

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새우, 오징어, 바닷가재의 수입 또한 늘어남

- 반면, 게, 소금, 넙치의 수입은 지난 3년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국가별 수산물 수입 동향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평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천톤) 비중

(%) (백만$) 비중
(%)

전체 1,448 2,002 1,484 2,045 1,396 2,215 1,443 100.0 2,087 100.0 

1 어분 574 986 537 820 549 973 553 38.4 927 44.4 

2 새우 12 232 12 258 24 303 16 1.1 264 12.7 

3 오징어 70.9 99 90 119 116 158 92 6.4 125 6.0 

4 연어 7 45 20 141 24 168 17 1.2 118 5.7 

5 게 8 87 9 89 8 74 8 0.6 83 4.0 

6 해조류 72 76 83 96 85 75 80 5.6 82 3.9 

7 바닷가재 1.3 24 1.9 36 2.0 34 1.7 0.1 31 1.5 

8 소금 495 26 517 25 416 17 476 33.0 23 1.1 

9 김 0 5 0 12 1 19 0 0.0 12 0.6 

10 넙치 5 9 4 8 2 7 4 0.3 8 0.4 

상위 5개 품목 672 1,448 669 1,426 722 1,676 688 47.7 1,517 72.7 

상위 10개 국가 808 1,552 825 1,511 839 1,688 824 57.1 1,584 75.9 

자료：GTA(2016년 10월 1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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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푸젠성-어분, 하이난성-새우, 광시좡족자치구-연어 등을 주로 수입

- 광둥성의 경우(어분, 새우, 바닷가재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새우, 게, 바닥가재 등 갑각류의 수입 비

중이 높고, 푸젠성의 경우 상위 3개 품목(어분, 오징어, 해조류)의 비중이 약 80%로 품목 집중도가 

높은 편임

- 하이난의 주요 수입품목은 새우로 전체 수입의 99% 가량을 차지 하지만 최근 3년간 수입은 감

소세를 보임

- 광시좡족자치구의 경우, 2014년부터 연어 수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은 감소하고 있음

<그림 2> 화남권역 품목별 수입 추이

광둥성 푸젠성

하이난성 광시좡족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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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한국 수산물 수입 동향
한국산 수산물 김, 어분, 오징어 등을 주로 수입

- 對한국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김, 어분, 오징어 등으로 2013년 이후 김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수

입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김 수입이 2015년 기준 전년 대비 41.4% 증가한 4백만 달러를 기록함

∙ 김이 전체 수입에서 47.4% 차지, 최근 3년간 김 수출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나머지 한국산 

수산물에  수입은 감소 추세임

<표 4> 화남권역  對한국 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 천$,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평균
금액 비중(%)

전체 9,008 7,147 9,015 8,390 100.0

1 김 1,685 4,242 5,999 3,975 47.4

2 어분 2,365 1,550 1,799 1,904 22.7

3 오징어 3,463 870 644 1,659 19.8

4 전갱이 0 226 0 75 0.9

5 소금 21 10 10 13 0.2

상위 5개 품목 7,533 6,898 8,451 7,627 90.9

자료：GTA(2016년 10월 1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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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16년 (1월~11월) 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어난 19억 5천만 달러

    * 금년도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26.0% 증가한 2.0억 달러

-  (상위 5위 수출국)   일본(10.2%↑), 중국(24.9%↑), 미국(5.3%↑), 태국(22.3%↑), 베트남(10.4%↑)

-  (상위 5위 수출품)3) 참치(16.5%↑), 김(19.7%↑), 오징어(23.1%↑), 전복(81.4%↑), 굴(38.3%↓) 

<그림 3> 수산물 수출 추이
(11월� 누적) (월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1월 15일 기준)
<그림 4> 수출 증가 국가 <그림 5> 수출 증가 품목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1월 15일 기준)

2) 수산물 수출액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원자료를 이용해 KMI가 자체적으로 분류한 기준을 참고로 산출함
3) 기타어류 등 기타 분류 품목은 제외함

Ⅱ 수산물·수산식품2) 수출 동향(’16년 11월)



: www.kfishinfo.net 9

(국가) 일본,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등 (품목) 참치, 김, 오징어, 전복 등 수출이 증가

-  ’16년 11월 누적 수출은 일본, 중국, 미국으로의 수출이 해당국의 수요 증가, 생산량 감소로 인

한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증가

-  참치, 오징어, 김, 전복 수출은 엔화가치 상승, 수출 가격 상승, 신규 시장 개척 및 수출여건 개

선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주요국 수출 동향
① 일본 : 전년 동기(1월~11월)대비 10.2% 늘어난 6억 7천만 달러 수출

- (증가) 참치(8.5%↑), 김(59.0%↑), 붕장어(14.4%↑) 등

- (감소) 굴(66.8%↓), 삼치(23.8%↓), 피조개(21.0%↓) 등

<그림 6> 對일본 수산물 수출 추이
품목별(1월~11월) 월별

주 : 품목은 1월에서 11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1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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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국 : 전년 동기(1월~11월) 대비 24.9% 증가한 3억 5천만 달러 수출

- (증가) 김(9.5%↑), 참치(63.6%↑),  삼치(34.4%↑) 등

- (감소) 오징어(16.0%↓), 넙치(12.6%↓), 어란(39.6%↓) 등

<그림 7> 對중국 수산물 수출 추이
품목별(1월~11월) 월별

주 : 품목은 1월에서 11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1월 15일 기준)

③ 미국 : 전년 동기(1월~11월) 대비 5.3%증가한  2억 2천만 달러 수출

- (증가) 김(0.1%↑), 이빨고기(24.0%↑), 오징어(9.7%↑) 등

- (감소) 굴(11.6%↓),  멸치(1.6%↓), 게살(5.8%↓) 등

<그림 8> 對미국 수산물 수출 추이
품목별(1월~11월) 월별

주 : 품목은 1월에서 11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1월 15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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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태국 : 전년 동기(1월~11월) 대비 22.3% 증가한 1억 6천만 달러 수출

- (증가)  참치(13.2%↑), 김(46.6%↑), 이빨고기(178.6%↑) 등

- (감소) 대구(73.5%↓), 미역(35.7%↓), 임연수어(87.7%↓) 등

<그림 9> 對태국 수산물 수출 추이
품목별(1월~11월) 월별

주 : 품목은 1월에서 11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1월 15일 기준)

⑤ 베트남 : 전년 동기(1월~11월) 대비 10.4% 증가한 8천 9백만 달러 수출

   - (증가)  어란(112.7%↑), 오징어(51.3%↑), 김(33.1%↑) 등

   - (감소) 참치(9.7%↓), 명태(1.4%↓), 꽁치(35.3%↓)  등

<그림 10> 對베트남 수산물 수출 추이
품목별(1월~11월) 월별

주 : 품목은 1월에서 11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1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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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 수출 동향
① 참치 : 전년 동기(1월~11월)대비 16.5% 늘어난 5억 2천만 달러 수출

- (국가별) 일본(8.5%↑), 태국(13.2%↑), 프랑스(6.2%↑), 베트남(9.7%↓), 이탈리아(62.9%↑)

- (품목별) 냉동 피레트(18.3%↑), 냉동 가다랑어(18.0%↑), 냉동 황다랑어(37.2%↑),
                냉동 황새치(14.3%↑), 통조림(9.2%↓)

<그림 11> 참치 수출 추이
국가별(1월~11월) 월별

주 : 국가는 1월에서 11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1월 15일 기준)

구� � � 분
2015년(A) 2016년(B) 증감률(B/A) 품목별�수출�비중(’1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200,504 445,784 201,155 519,364 0.3 16.5

냉동�피레트 16,833 173,377 18,074 205,143 7.4 18.3

냉동�가다랑어 136,043 129,737 130,437 153,087 △4.1 18.0

냉동�황다랑어 33,585 60,400 39,670 82,857 18.1 37.2

냉동�황세치 4,302 22,424 4,687 25,636 8.9 14.3

통조림 1,169 7,400 1,112 6,722 △4.9 △9.2

기타 8,572 52,446 7,174 45,919 △16.3 △12.4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1월 15일 기준)

<표 5> 품목별 참치 수출 동향(11월 누적)
                                      (단위 : 톤,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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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김  : 전년 동기(1월~11월)대비 19.7% 늘어난 3억 3천만 달러 수출

- (국가별) 일본(59.0%↑), 미국(0.1%↑), 중국(9.5%↑),  태국(46.6%↑), 대만(26.7%↑)

- (품목별) 조미김(9.0%↑), 마른김(49.0%↑)

<그림 12> 김 수출 추이
국가별(1월~11월) 월별

주 : 국가는 1월에서 11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1월 15일 기준)

구� � � 분
2015년(A) 2016년(B) 증감률(B/A) 품목별�수출�비중(’1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16,154� 275,434� 16,617� 329,608� 2.9 19.7

조미김 11,281� 200,519� 10,484� 218,496� △7.1 9.0

마른김 4,837� 74,324� 6,108� 110,773� 26.3 49.0

기타 36� 591� 26� 339� △27.5 △42.6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1월 15일 기준)

<표 6> 품목별 김 수출 동향(11월 누적)
                                      (단위 : 톤,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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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오징어 : 전년 동기(1월~11월)대비 23.1% 늘어난 1억 9백만 달러 수출

- (국가별) 중국(16.0%↓), 일본(1,426.5%↑), 미국(9.7%↑), 베트남(51.3%↑), 남아프리카공화국(141.9%↑)

- (품목별) 냉동오징어(24.1%↑), 조미오징어(0.3%↓), 건조오징어(28.9%↑), 밀폐용기(69.7%↑) 

<그림 13> 오징어 수출 추이
국가별(1월~11월) 월별

주 : 국가는 1월에서 11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1월 15일 기준)

구� � � 분
2015년(A) 2016년(B) 증감률(B/A) 품목별�수출�비중(’1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69,046� 88,159� 45,759� 108,508� △33.7 23.1

냉동오징어 68,247� 79,717� 44,666� 98,907� △34.6 24.1

조미오징어 457� 5,208� 432� 5,191� △5.5 △0.3

건조오징어 168� 2,036� 247� 2,625� 46.9 28.9

밀폐용기 104� 653� 268� 1,108� 158.3 69.7

기타 71� 545� 146� 677� 105.9 24.1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1월 15일 기준)

<표 7> 품목별 오징어 수출 동향(11월 누적)
                                    (단위 : 톤,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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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복 : 전년 동기(1월~11월)대비 81.4% 증가한 6천만 달러 수출

- (국가별) 일본(28.3%↑), 중국(1,150,677.6%↑), 홍콩(6041.6%↑), 미국(21.9%↓), 대만(6,665.8%↑) 
- (품목별) 활·신냉전복(81.3%↑), 냉동전복(88.5%↑), 밀폐용기(29.1%↑)

<그림 14> 전복 수출 추이
국가별(1월~11월) 월별

주 : 국가는 1월에서 11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1월 15일 기준)

구� � � 분
2015년(A) 2016년(B) 증감률(B/A) 품목별�수출�비중(’1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971� 33,417� 2,121� 60,631� 118.4 81.4

활·신냉전복 930� 31,625� 2,019� 57,350� 117.2 81.3

냉동전복 31� 1,433� 86� 2,702� 176.2 88.5

밀폐용기 4� 174� 5� 225� 34.2 29.1

기타 6� 185� 10� 353� 56.3 90.9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1월 15일 기준)

<표 8> 품목별 전복 수출 동향(11월 누적)
                                      (단위 : 톤,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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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굴 : 전년 동기(1월~11월)대비 38.3% 감소한 5천 7백만 달러 수출

- (국가별) 일본(66.8%↓), 미국(11.6%↓), 홍콩(47.3%↑), 말레이시아(5.5%↑), 중국(1.6%↓)

- (품목별) 냉동굴(48.3%↓), 기타조제굴(3.5%↑), 밀폐용기(38.8%↓) 

<그림 15> 굴 수출 추이
국가별(1월~11월) 월별

주 : 국가는 1월에서 11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1월 15일 기준)

구� � � 분
2015년(A) 2016년(B) 증감률(B/A) 품목별�수출�비중(’1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12,426� 93,604� 7,516� 57,740� △39.5 △38.3

냉동굴 8,401� 58,377� 4,891� 30,155� △41.8 △48.3

기타조제굴 997� 14,427� 838� 14,938� △16.0 3.5

밀폐용기 2,286� 15,131� 1,403� 9,260� △38.6 △38.8

기타 742� 5,669� 385� 3,387� △48.1 △40.3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1월 15일 기준)

<표 9> 품목별 굴 수출 동향(11월 누적)
                                      (단위 : 톤,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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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수출 증감 품목
① 삼치 : 전년 11월 대비 111.8% 증가한 5백만 달러 수출

- (국가별) 중국(150.4%↑), 일본(71.5%↑), 태국(신규수출), 홍콩(신규수출), 캄보디아(1,551.4%↑) 

- (품목별) 냉동 삼치(116.9%↑), 신선냉장 삼치(51.3%↑)

<그림 16> 삼치 수출 추이
국가별(11월 기준) 월별

주 : 국가는 1월에서 11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1월 15일 기준)

② 고등어 : 전년 11월 대비 58.2% 증가한 4백만 달러 수출

- (국가별) 일본(403.0%↑), 가나(163.6%↑), 코트디부아르(신규수출), 나이지리아(77,360.5↑), 미국(368.2%↑) 
- (품목별) 냉동 고등어(53.0%↑), 활·신냉 고등어(139.1%↑), 염장·염수장 고등어(195.7%↓)

<그림 17> 고등어 수출 추이
국가별(11월 기준) 월별

주 : 국가는 1월에서 11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1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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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중국(China)
중국의 온라인 수산물 판매업체 G fresh, 전자상거래업체 타이탄 알리바바 투자 거래 성사
(China's Online Seafood Dealer Gfresh Lands Major Investment Deal with E-Commerce Titan Alibaba)

SEAFOODNEWS.COM, 2016년 11월 3일
∙  중국의 수산물 전자상거래 소매업체 G fresh사는 알리바바(Alibaba)와 

연상투자공사(Legend Capital)로부터 약 2천만 달러의 투자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중국 
수산물 온라인 배송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발표함

∙  G fresh사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선 수산물 배송을 전담하는 업체로 
2014년 이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충칭에서 약 1만 달러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을 
기록함

∙  알리바바(Alibaba)와 연상투자공사(Legend Capital)의 G fresh에 대한 투자는 최근 중국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신선 수산물 유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G fresh사는 이번 투자를 통해 온라인 수산물 시장을 위한 제품 구상, 신규 시장 확대, 
유통 서비스의 혁신 등의 목표를 밝힘

중국(China)
푸젠성(福建) 장저우시(章州市) 동산현(東山縣) : 전복(鮑魚) 종묘 가격 상승 문제 해결

中國水産頻道, 2016년 11월 4일
∙  푸젠성(福建) 장저우시(章州市) 동산현(東山縣) 진성진(陳城鎭)은 어업과 수산물 양식이 

활발한 곳으로 특히 전복(鮑魚) 양식에 있어서, 매년 2억 위안의 생산액을 기록함
∙  최근 2년간, 전복(鮑魚) 종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일부 전복(鮑魚) 묘장에서 계약 

이행기간 이전에 몰래 규격이 크고 생장이 잘된 전복(鮑魚)을 미리 출하함으로써 나머지 
규격이 작은 전복(鮑魚) 묘종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  독단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환급을 강행하거나 중도에 사전계약금을 인상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으며, 이는 진성진(陳城鎭) 전복(鮑魚) 묘종 교역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사건 발생 이후 진성사법소(陳城司法所), 진성파출소(陳城派出所)등의 기관과 
인민조정해결위원(人民調解員), 경찰이 상호 협력하여 2015년 이후에 8건의 전복(鮑魚) 
묘종 매매 분쟁을 조정하였고, 사건에 연루된 금액은 무려 600여만 위안에 달함

∙  전복(鮑魚) 묘종 매매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진성진(陳城鎭) 지역의 원만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전복(鮑魚) 양식 시장의 생산·소비·가격 동향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질 것임

Ⅲ 해외시장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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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Thailand)
EU로부터 불법조업(IUU) 근절을 위한 조치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Thailand Reports Positive Feedback from EU's IUU Inspections)

SEAFOODNEWS.COM, 2016년 11월 17일

∙ 유럽 수산위원회(PECH)대표단은 2016년 11월 1일부터 4일까지 태국을 방문하여 
불법조업(IUU)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국의 후속 조치들을 점검함

∙ 대표단은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한 지휘 센터에서 노동부, 수산부 및 해병대 대표들과 논의를 
가졌으며, 또한 수산 관리 센터 (Fish Marketing Organization)와 사뭇사콘(Samut Sakhon) 지역의 
수산 관리 센터 (Fisheries Management Center)을 방문해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을 점검함

∙ 유럽 수산위원회(PECH)대표단은 태국의 IUU 어업 문제 근절을 위해 많은 부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특히 법 집행, 어업 관리 계획 실행 및 관련 공무원 지침사항 등이 개선된 
것에 대해 만족함

∙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는 관련 기관들에 국제기준에 맞춰 EU의 권고안을 
따르도록 지시하였으며, 불법조업(IUU) 근절과 동시에 이주 노동자 착취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 노동기구 및 비정부기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지시하였음

∙ EU는 2017년 1월 불법조업(IUU) 문제를 다루는 태국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태국(Thailand)
타이유니온(Thai Union), 2017년 1분기에 연어 생산량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 
(中國從越南進口金槍魚總額達1500万美元)

中國水産頻道, 2016년 11월 30일
∙ 태국의 수산물 생산 선도 기업 타이유니온(Thai Union)에 따르면, 높은 원가로 손해를 

보고 있는 연어 사업이 4분기까지 적자를 보다가 2017 1분기에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
∙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타이유니온의 3분기 총 마진은 연어 가격과 참치 가격의 

상승으로 14.1%하락하였으며, 4분기도 높은 원가로 마진 평균이 낮을 것으로 전망함
∙ 타이유니온(Thai Union)의 10월 연어가격은 kg당 63크로네($7.40)를 기록하였고, 지난 

9개월간 평균적으로 kg당 61크로네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1년간 50.8%가 오른 수치임
∙ 타이유니온(Thai Union)은 앞으로 3년에 걸쳐 판매 매출의 5-6%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회사 마진의 신장을 위해 원가통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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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미] 

미국(U.S.A)
제조시설 설비 취약, 약물 잔류, 수산물 HACCP 관련 美 FDA 경고문(Warning letter) 발급
(FDA warning letters: Plant problems, drug residues, seafood HACCP)

www.foodsafetynews.com, 2016년 11월 28일
∙ 지난 11월 28일 FDA는 우크라이나의 청어 수출업체 실사 결과, 수산물 HACCP 설정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위해요소 분석 및 중점관리기준(Critical Control Point)에 의한 심각한 편차가 
발견되었음을 지적하였음

∙ 해당 제품은 기름에 담긴 청어(Herring in oil)로 건강에 무해한 환경 및 조건 하에 준비, 포장 또는 
보관되었음을 증명해야 함. 특히, 청어의 경우 보툴리누스균(Clostridium botulinum)과 
히스타민균(Scombrotoxin) 형성 및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제품군에 해당됨

∙ 덧붙여 FDA는 냉장보관이 요구되는 제품의 준비, 포장, 보관 과정에서 비냉장 온도에 노출되는 
총시간을 산정하여 이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시정 조치로 요구함

∙ 이와 같이 경고장(Warning Letter)를 수령한 업체는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위반사항을 수정·시정해야 함

[남미]

에콰도르(Argentina)
에콰도르와 EU의 새우 및 수산물 수출 관세 인하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성사
(Ecuador Signs Free Trade Deal with EU that Will Ease Tariffs on Shrimp and Seafood Exports)

SEAFOODNEWS.COM, 2016년 11월 14일
∙ 에콰도르는 유럽연합 시장으로 가는 에콰도르산 새우와 수산물 출하 관세 인하를 위해 

유럽연합(EU), 콜롬비아, 페루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왔고, 2017년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임
∙ 협정이 체결되면, 2012년 이후 해마다 약 1000만 파운드씩 증가한 바 있는 에콰도르산 새우 

출하량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2015년, 에콰도르는 EU의 60번째 무역 파트너였던 반면, EU는 에콰도르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였고, EU-에콰도르의 무역 거래량은 492만 달러에 달했음
∙ EU와의 협정으로 에콰도르는 상품 교환 시 부과되는 관세가 낮아질 것이라는 점과 EU에 대한 

에콰도르 새우 수출량이 9월에 30%를 차지한 이후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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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노르웨이(Norway)
對인도 연어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시
(Norwegian Seafood Export Council Plans to Expand Salmon Marketing Efforts in India)

SEAFOODNEWS.COM, 2016년 11월 7일
∙ 노르웨이 수산물 위원회(Norwegian Seafood Council)는 인도시장에 연어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노벨상 기념 
만찬회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인도의 내빈들을 대상으로 인도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춘 연어 
요리법을 선보임

∙ 인도 소비자들이 북유럽 해산물 요리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준비한 인도식 노르웨이 
연어 요리법은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으며, 노르웨이 수산물 위원회는 그동안 
연어를 비롯한 수산물 수출 비중이 낮았던 인도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노르웨이 수산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

∙ 향후 인도에 연어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의 연어 수출 관련 업체들과의 마케팅 협력 의사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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