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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산물 수출 동향1)

1  개황  
 개황 : 최근 5주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2억 8백만 달러(물량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

� 2016년� 52주�수산물�수출� :� 4천� 3백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11.4%�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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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52주�감소세�전환

주 기간
물량 금액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합계 66� 58� △11.5� 202� 2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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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12.23~12.31 19� 9� △52.6� 48� 43�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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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필리핀
� ○�감소 : 중국·이란·미국

구분
국가명(전년�대비�증감률)

상위� 5개�수출국1) 증감액�상위� 3개국2)

증가�국가 일본(20.0%↑),�태국(102.4%↑),�베트남(4.9%↑) 일본(20.0%↑),�태국(102.4%↑),�필리핀(67.3%↑)

감소�국가 중국(12.5%↓),�미국(5.5%↓) 중국(12.5%↓),�이란(56.8%↓),�미국(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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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증가한� 7천� 3백만�달러�기록

� � ○� (증가)� 참치,� 굴,� 전복�등� 수출�증가

� � ○� (감소)� 소라,� 새조개,� 김� 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8,555� 61,174� 10,951� 73,403� 28.0� 20.0�

증가

품목

참치 2,467� 20,967� 2,693� 23,959� 9.2� 14.3�

굴 58� 448� 258� 1,780� 344.8� 297.5�

전복 154� 5,029� 191� 6,145� 23.9� 22.2�

감소

품목

소라 323� 1,435� 243� 983� △24.8� △31.5�

새조개 12� 451� 5� 222� △58.4� △50.9�

김 264� 5,319� 223� 5,130� △15.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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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4%�증가한� 2천� 2백만�달러�기록

� � ○� (증가)� 참치,� 게살,� 갈치�등� 수출�증가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11,280� 10,821� 14,924� 21,898� 32.3� 102.4�

증가품목

참치 10,449� 7,272� 14,461� 17,399� 38.4� 139.3�

게살 0� 0� 17� 412� 845,870� 41,19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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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베트남� :� 전년�동기�대비� 4.9%�증가한� 1천� 1백만�달러�기록

� � ○� (증가)� 참치,� 어란,� 김� 등� 수출�증가

� � ○� (감소)� 오징어,� 연어�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5,070� 10,259� 4,807� 10,761� △5.2� 4.9�

증가

품목

참치 2,336� 3,393� 2,893� 4,687� 23.8� 38.1�

어란 216� 1,307� 290� 2,369� 34.6� 81.3�

김 20� 461� 38� 730� 87.1� 58.3�

감소

품목

오징어 640� 1,713� 62� 210� △90.3� △87.7�

연어 150� 456� 30� 203� △80.3�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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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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 전년�동기�대비� 67.3%�감소한� 3백� 1십만�달러�기록

� � ○� (증가)� 참치�등� 수출�증가

� � ○� (감소)� 김� 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2,086� 1,855� 2,412� 3,103� 15.7� 67.3�

증가품목 참치 1,793� 1,413� 2,268� 2,703� 26.5� 91.3�

감소품목 김 32� 199� 10� 128� △67.6�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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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필리핀 품목별 수출 동향(33~37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감소�국가� >

� 중국� :� 전년�동기�대비� 12.5%�감소한� 3천� 2백만�달러�기록

� � ○� (증가)� 삼치,� 대구,� 명태�등� 수출�증가

� � ○� (감소)� 김,� 오징어,� 참치�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13,124� 36,683� 8,487� 32,115� △35.3� △12.5�

증가

품목

삼치 1,800� 4,710� 2,660� 7,863� 47.7� 66.9�

대구 345� 1,113� 890� 3,383� 158.1� 203.9�

명태 544� 455� 1,523� 1,860� 180.0� 309.0�

감소

품목

김 290� 8,961� 188� 5,281� △35.0� △41.1�

오징어 2,028� 2,912� 252� 813� △87.6� △72.1�

참치 1,637� 2,734� 259� 1,383� △84.2�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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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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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 전년�동기�대비� 56.8%�감소한� 1백� 5십만�달러�기록

� � ○� (감소)� 참치�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2,860� 3,534� 1,045� 1,525� △63.4� △56.8�

감소품목 참치 2,860� 3,534� 1,045� 1,525� △63.4�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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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 :� 전년�동기�대비� 5.5%�감소한� 2천� 2백만�달러�기록

� � ○� (증가)� 굴,� 이빨고기,� 오징어,� 굴� 등� 수출�증가

� � ○� (감소)� 김,� 참치,� 미역�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3,201� 23,534� 2,560� 22,239� △20.0� △5.5�

증가

품목

굴 109� 738� 218� 1,294� 99.0� 75.4�

이빨고기 86� 2,152� 82� 2,606� △4.9� 21.1�

오징어 684� 1,275� 406� 1,722� △40.7� 35.0�

감소

품목

김 474� 7,923� 368� 6,720� △22.3� △15.2�

참치 133� 1,176� 93� 577� △30.0� △50.9�

미역 171� 787� 90� 416� △47.6�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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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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목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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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품목명(전년�대비�증감률)

상위� 5개�수출�품목1) 증감액�상위� 3개�품목2)

증가�품목
참치(26.2%↑),�삼치(36.7%↑),�

넙치(23.3%↑),�전복(44.3%↑)
참치(26.2%↑),�삼치(36.7%↑),�전복(44.3%↑)

감소�품목 김(17.9%↓) 김(17.9%↓),�오징어(41.3%↓),�임연수어(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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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증가한� 6천� 3백만�달러�기록

� � ○� (국가별)� 일본·태국·프랑스�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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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24,163� 50,269� 25,333� 63,431� 4.8� 26.2�

국가별

일본 2,467� 20,967� 2,693� 23,959� 9.2� 14.3�

태국 10,449� 7,272� 14,461� 17,399� 38.4� 139.3�

프랑스 275� 3,445� 380� 5,193� 38.0� 50.7�

품목별

냉동�가다랑어 17,389� 13,602� 16,744� 19,917� △3.7� 46.4�

냉동�피레트

(참다랑어�이외)
1,745� 17,923� 1,617� 17,423� △7.4� △2.8�

냉동�황다랑어 3,388� 6,421� 4,453� 9,148� 31.5�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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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치 수출 동향(47~51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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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치� :� 전년�동기�대비� 36.7%�증가한� 8백� 9십만�달러�기록

� � ○� (국가별)� 중국·일본�등� 증가,� 대만�감소

� � ○� (품목별)� 냉동�삼치�증가,� 신냉�삼치�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2,571� 6,501� 2,909� 8,884� 13.1� 36.7�

국가별

중국 1,800� 4,710� 2,660� 7,863� 47.7� 66.9�

일본 135� 711� 177� 789� 31.7� 10.9�

대만 101� 296� 19� 61� △81.3� △79.5�

품목별
냉동�삼치 2,486� 6,080� 2,865� 8,666� 15.2� 42.5�

신냉�삼치 85� 421� 44� 218� △48.1�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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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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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넙치� :� 전년�동기�대비� 23.3%�증가한� 8백� 1십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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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 6,569� 758� 8,097� 42.5� 23.3�

국가별

일본 296� 3,618� 338� 4,220� 14.2� 16.6�

중국 128� 1,103� 243� 1,899� 90.0� 72.3�

미국 75� 1,511� 76� 1,585� 0.9� 4.9�

품목별
활�넙치 361� 5,015� 399� 5,502� 10.6� 9.7�

냉동�넙치 152� 1,215� 333� 2,165� 118.7�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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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넙치 수출 동향(47~51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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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 :� 전년�동기�대비� 44.3%�증가한� 7백� 7십만�달러�기록

� � ○� (국가별)� 일본·홍콩·중국�증가

� � ○� (품목별)� 활신냉�전복·냉동�전복·통조림�전복�증가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160� 5,360� 238� 7,733� 48.3� 44.3�

국가별

일본 154� 5,029� 191� 6,145� 23.9� 22.2�

홍콩 5 267 33� 839� 630.3� 214.7�

중국 -� -� 9� 203� - -

품목별

활신냉�전복 154� 5,047� 209� 6,626� 35.6� 31.3�

냉동�전복 5� 267� 25� 562� 459� 110�

통조림�전복 0� 4� 3.0� 159.4� 4,150.3� 4,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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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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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소�품목� >

� 김� :� 전년�동기�대비� 17.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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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3� 34,368� 1,434� 28,211� △21.8� △17.9�

국가별

미국 474� 7,923� 368� 6,720� △22.3� △15.2�

중국 290� 8,961� 188� 5,281� △35.0� △41.1�

일본 264� 5,319� 223� 5,130� △15.6� △3.5�

품목별

조미김 1,373� 27,712� 1,109� 22,637� △19.2� △18.3�

건조김 459� 6,596� 320� 5,475� △30.3� △17.0�

기타(건조,냉장,냉동�이외)김 2� 24� 2� 53� 57.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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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감소한� 5백� 1십만�달러�기록

� � ○� (국가별)� 미국·포르투갈�증가,� 중국�감소

� � ○� (품목별)� 냉동�오징어·조미�오징어·건조�오징어�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4,514� 8,528� 1,187� 5,058� △73.7� △40.7�

국가별

미국 684� 1,275� 406� 1,722� △40.7� 35.0�

포르투갈 50� 258� 162� 838� 223.4� 225.2�

중국 2,028� 2,912� 252� 813� △87.6� △72.1�

품목별

냉동�오징어 4,400� 7,406� 1,104� 4,111� △74.9� △44.5�

조미�오징어 78� 790� 45� 505� △42.0� △36.1�

건조�오징어 17� 219� 13� 207� △25.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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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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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연수어� :� 전년�동기�대비� 72.3%�감소한� 28만� 달러�기록

� � ○� (국가별)� 태국·미국�등� 증가,� 중국�등� 감소

� � ○� (품목별)� 냉동�임연수어�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394� 1,026� 100� 284� △74.6� △72.3�

국가별

중국 335� 849� 68� 142� △79.6� △83.3�

태국 24� 87� 24� 115� 0.0� 31.7�

미국 2� 14� 8� 27� 294.6� 94.9�

품목별 냉동�임연수어 394� 1,026� 100� 284� △74.6�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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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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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