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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수산 리포트
중국 신선 식품 전자상거래 시장, 지속적 성장 전망
￭ 신선 식품, 중국 가정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부상

-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중국 소비자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식품에 대한 수요는 
배를 채우는 생활필수품에서 품질, 영양, 다양성 및 편의 등을 추구하는 고차원 수
요로 변화되었다.

- 특히 수산물을 포함한 신선 식품은 특수성으로 인해 고차원 수요 식품으로 소비되는 경
향이 더 높아 향후 신선 식품은 중국 가정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뽑힐 수 있다.

￭ 정책, 법률 및 규정의 개정 등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신선 식품 시장
- 온라인 시장은 소비자의 고차원 수요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의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및 법률, 규정 등에 의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 우선, 농수산물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은 농촌 지역의 인터넷 보급률 제
고, 도로 건설, 전자상거래 전문 인력 육성 단지 구축 및 기업 자본 유도 등의 정책을 
통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불균형을 최소화하여 농촌 지역 전자상거래의 발전 환
경을 개선하고 있다. 

- 먼저 식품안전 국가표준 체제 구축을 통해 신선 식품의 식품안전을 확보하여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온라인 판매상에 대한 감독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국가 법률 측
면에서 철저하게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 또한, 신선도 및 편의성을 유지하는 콜드체인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기업의 현대화 냉
동·냉장 창고 건설 지도, 산업 표준 및 진입 장벽에 관한 표준 등 정책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해 총 거래액이 
2012년 35.6억 위안에서 2015년 497.1억 위안으로 연평균 93%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Research에서 발표한 ‘2016 중국 신선 식품 전자상거래 연구 보고
서’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신선 식품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은 2,366억 위안을 기
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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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12~2018 중국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 및 증가율

           자료 : 「2016 중국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연구 보고서」, IResearch, 2016

￭ “일대일로”, 자유 무역구 등의 정책, 수입 신선 식품 전자상거래 급부상에 영향
- 국내산 신선 식품뿐만 아니라 수입 신선 식품의 전자상거래도 급부상되고 있으며, 조사

에 따르면 201년 53.1%의 인터넷 쇼핑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수입 신선 식품을 구매해
본 적이 있다고 한다.

- 이는 중국의 새로운 무역 형식 추구, 항구 통관 시설 및 조건 개선, “단일 품목 항구” 
구축 등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에 기인한다.

- 또한 2013년에 설립한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로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총 11개의 
자유무역 시범구가 건설되어 보세창고, 통관 수속 감축, 개선된 국제 송금 방식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면서 수입 신선 식품의 전자상거래가 급부상하였다.

￭ 1,2선 도시 및 건조 수산물 중심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수산물 거래
- 온라인 신선 식품 거래액의 증가뿐만 아니라 신선 식품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수산물 

전자상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 콜드체인 시스템은 온라인 수산물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아직 미비한 물류 시스

템으로 인해 건해삼과 같은 건조 수산물 거래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중국 내 물류 발전의 불균형으로 3·4선 도시의 수산물 평균 배송 시간이 1·2선 도시

보다 현저히 지체되어 이에 온라인 수산물의 소비 및 거래액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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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 초보자인 남성 및 젊은층이 수산물 전자상거래의 주요 소비자
- CBNData의 ‘2016 온라인 수산물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주요 수산물 구매 

고객은 남성과 젊은층으로 구매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성의 경우 구매 횟수가 적으나 고품질 수산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레드 크랩, 킹

크랩, 해삼, 섭조개 등과 같은 고급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을 구매의향이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 이와 반대로 구매력이 제한되어 있는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저가 수산물 
혹은 요리가 쉬운 수산 제품을 주로 구매하고 있으며, 새우 제품, 어묵 완자, 게다리, 
어묵, 게살, 어류 제품 등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게살, 제7위의 온라인 선호 수입 수산물 
- 2015년 온라인 수입 수산물 거래액 증가율은 70%로 나타나 수입 수산물 소비시장 

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조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냉동 새우, 덴마크 연어, 캐나다 활게 등은 온라인에서 

가장 선호되는 3대 수입 수산물로 뽑혔으며, 한국 게살은 제7위의 선호 수입 수산
물로 조사되었다. 

￭ 콜드체인 물류, 온라인 수입 수산물의 발전 원동력  
- 중국 콜드체인 시스템의 시작은 다른 신흥국에 비해 늦게 편이나, 2015년 콜드체인 시

스템 시장 규모가 1,500억 위안에 이르렀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전망이 매우 
좋은 편이다.

- 지역 간의 발전 불균형으로 내륙 지역의 수산물 거래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최근 
들어 정부의 기초 시설 구축 및 정책 지원으로 인해 콜드체인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신선 수산물 온라인 시장 발전에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황산산 연구원
(shan0202@kmi.re.kr/051-797-4590)

참고자료 a) http://www.199it.com/archives/554476.html
b) http://www.199it.com/archives/491525.html
c) http://www.cbndata.com/report/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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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산물 최대 수출국에서 최대 수입국으로
￭ 고갈 상태에 이른 중국의 수산자원

- 최근 FAO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국은 7,615만 톤의 수산물 생산량을 기록해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계 제1위의 수산물 생산국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무분별한 남획 및 환경오염 등으로 해양 환경이 크게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 주변의 강과 바다에서 수산자원이 고갈 상태에 이른 상황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이전부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왔다. 우선 
양식업을 크게 신장시켰고, 1990년대 중반부터 서해 일대에서 금어기(期)를 정해 어
획량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는 어선 어획량을 더 늘리지 않는 정책을 채
택했으며, 2003년부터는 감척(減隻) 등의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 하지만 동시에 어선의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동시에 실
시함에 따라 중국 어선들이 대형화되고 엔진 성능이 개선되면서 연안의 치열한 경
쟁을 피해 외해로 진출하기가 수월해졌다. 여기에 중국 중앙 정부의 단속 의지와 
달리 현지 어민 세력을 무시할 수 없는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 어장보호 및 자원회복을 위한 중국 정부의 최근 수산 정책
- 최근 농업부에서는 과거 정부의 노력이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수산 자

원 관리의 국제적인 관행을 따르면서 합리적 수준의 어획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어장 보호 및 자원회복을 위해 중국 수산업 규모를 줄일 때가 됐다며 어획량 규제
와 어선 감척 등 어업 부분의 생산과잉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처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두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첫 번째
는 수산 자원을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 중국 어선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두 번
째는 금어기 적용에 관한 것이다.

- 이에 따르면 중국 어선어업 어획량을 점차 줄여나가 2020년까지 약 천만 톤을 감소
시킬 계획이다. 또한 2만개의 어선 감척도 이루어진다. 고령 어선 교체 및 기존 어선 
개조는 가능하나, 추가적으로 어선을 신규 건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그리고 모든 종류의 어업활동을 대상으로 기존 금어기보다 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적용
되는 어선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금어기는 중국 전역에서 5월 1일부터 시작되어 
최소 3개월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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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對세계 수산물 수입량 꾸준히 증가 추세
- 중국은 여전히 수산물 수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다. 하지만 연간 수입량 증가율이 

8% 이상으로 다른 어느 국가보다 높다. 그리고 경제 발전 및 소득 증가, 도시화 
요인 등으로 소비자들의 수산물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은 필수
재 보다는 사치재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는데, 즉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수요가 
동반 성장한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중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는 유럽보다 높고 북미의 6배에 달한다. 중국의 식량 지
출은 2025년까지 5천억 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수산물로 소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의 어선어업 생산량 감소에 따른 국내 수산물 공급 부족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국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주변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지난 15년간 중국의 수산물 수입 증가 추세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그림 6> 중국 對세계 수산물 수입 현황

                자료 : GTA

￭ 수산물 최대 수입국으로의 변화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 이처럼 중국 정부는 최근 수산물 최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변화해 나가기 위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어획량을 제한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일부 수산물의 수입 관
세를 이미 줄이고 있듯이 향후 추가적으로 시행될 관세 정책이 이를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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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의 수산 책임자인 Yu Kangzhen 차관은 ‘수입의 역할 증가’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수산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입의 역할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전 
세계 수산물 공급량의 1/3을 소비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의 수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
운데,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수산물 수입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 중국의 선진 지역을 중심으로 식문화도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고품질의 식품 및 
건강 지향을 위한 기능성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수산
물 수요 증가에 대비한 對중국 수산물 수출 확대 전략 및 품목의 다양화, 고부가가
치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박혜진 연구원
(phj3112@kmi.re.kr/051-797-4912)

참고자료 a) http://www.seafoodnews.com/Story/1050528/China-Changing-from-Largest-Sea
food-Exporter-to-Largest-Seafood-Importer-With-Government-Support

b) http://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china-plans-to-axe-20-000
-vessels-by-2020-increase-im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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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중국의 수산물 통관 거부 원인, 금지성분 검출이 중심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016년 수산물 통관 거부 사례 148건 집계a)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수출입식품안전국이 발표
한 2016년 식품 통관 거부 사례는 총 3,042건1)으로 이 중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의 사례는 148건으로 전체 통관 거부 사례의 4.9% 차지하였다.

- 對세계 기준, 수산물 통관 거부 사례는 15년 대비 10.8% 감소한 148건으로 최근 3
년간 가장 적은 통관 거부 사례로 2014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7> 중국 對세계 수산물·수산식품 통관 거부 사례

         자료 : http://www.chinatt315.org.cn/bgtai/3list.aspx2)

￭ 2016년 기준, 화동권역 산둥성, 저장성을 중심으로 통관 검역히 진행되었다.b)c)

- 2016년 기준, 對세계 수산물 통관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대만, 일본 등 29개 국가
에서 148건의 통관 거부 사례가 집계되었으며 특히 한국이 가장 많은 46건, 대만
(16건), 일본(12건) 순으로 나타났다.

- 권역별로 살펴보면 통관 거부 건수가 가장 많은 화동권역은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은 화남권역이 58건으로 여전히 수산물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연안 지역 또는 수출
입이 활발한 권역에서 他권역 대비 보다 엄격한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화동권역에서는 산둥성(山東省)과 저장성(浙江省)이 각각 40건, 19건이 발생하였으며 화남권역
의 푸젠성(福建省)과 샤먼시(廈門市)에서 각각 19건, 18건으로 많은 통관 거부 사례를 보였다.

1)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제공한 데이더를 바탕으로 화장품을 제외한 나머지 HS코드 01류
(살아 있는 동물, Live)부터 24류(담배류, Ta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atitutes)까지
의 제품을 식품군으로 분류하였다.

2) 통관 거부 사례 집계는 KMI 해외시장분석센터에서 자체 분류한 수산물·수산가공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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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2016년 2015년 2014년
화동권역 76 52 61
화남권역 58 94 87
화북권역 6 8 27
동북권역 3 2 12
화중권역 2 - -
서북권역 2 2 -
서남권역 1 6 1

<표 1> 권역별 수산물 통관 거부 사례
(건 수)

 자료: http://www.chinatt315.org.cn/bgtai/3list.aspx

￭ 수입 수산물 중 김, 오징어, 새우, 연어 순으로 통관 거부 빈도가 높았다.d)e)

- 품목별로 살펴보면 김류(조미김, 마른김)가 55건으로 37.2% 차지, 통관 거부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오징어(23건), 새우(16건), 연어(9건) 등의 순이다.

- 특히, 김류 수입 통관 거부 사유로 대부분이 금지성분 검출3)(균락 총수 기준 초과 
및 대장균 기준치 초과)이 50건이며, 이 밖에 서류미비 4건, 식품변질 1건으로 집계
되었다.

- 오징어는 금지성분 검출(휘발성 염기 질소 기준치 초과) 12건, 식품변질 및 서류미
비가 각각 10건, 1건이며, 새우 역시 금지성분 검출(식품첨가제 인산염 사용 기준치 
초과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7년 對중국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세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2014년 이후,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수산물 총 수출액은 

377백만 불로 2015년 대비 20.4% 증가한 가운데 특히, 김은 전체 수출액의 18.1%로 
가장 많이 수출한 대표 품목이다.

- 對중 김 수출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한국 김 수출업체들의 新시장 개척, 한중 
FTA 활용,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 등의 이유로 2016년 對중국 김 수출은 2015
년 대비 2.7% 증가한 68.2백만 불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한편 작년 사드(THAAD) 관련 발표 후 한국산 조미김(균락 총수 기준 초과) 통관 
거부 사례가 급증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 중국국가표준(GB 19643-2016) 김에 대한 균락 총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자료 : http://bz.cfsa.net.cn/staticPages/99317CC6-B110-4BAA-9B1A-B0A2F3DE26D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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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올해 1월1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는 공식적으로 조미김 등 최근 일련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애로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

- 2017년 김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업체들은 전략 수립 시에 점차 강화되고 있는 중국 
식품안전법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과 더불어 거부 빈도
가 높은 권역을 우회하는 등의 세밀한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對 중 김 수출 실적 및 통관 거부 추이

 자료 : 1). 조미김 수출액 : http://www.kfishinfo.net/info/
        2). 통관거부 사례 : http://jckspaqj.aqsiq.gov.cn/jcksphzpfxyj/jjspfxyj/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정현기 연구원
(hupo1638@kmi.re.kr/051-797-4905)

참고자료 a) http://jckspaqj.aqsiq.gov.cn/jcksphzpfxyj/jjspfxyj/
b) http://news.foodmate.net/2017/01/413339.html
c) http://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579381
d) http://news.foodmate.net/2017/02/416597.html
e) http://news.qingdaonews.com/qingdao/2016-12/13/content_11867379.htm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
SI
D
ab
cd
ef
_:
M
S_
00
01
M
S_
00
01

10

수출 호재로 다가오는 미국의 수산물 소비 시장 확대
￭ 2015년 미국 수산물 생산, 특정 품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다.a)b)

- 최근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미국해양대기관리
청)에서 「2015 미국 어업보고서(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2015)」를 발표
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 내 수산물 생산, 교역, 소비 등 수산물의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 미국 정부가 해마다 수산업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한 결과 일자리는 180만개까지 늘
어났고 교역을 위한 항구와 수로도 유지 및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수산과학
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 해역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남획을 종식시키
고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 2015년 미국 전역의 어업 종사자들은 98억 파운드(약 4.4백만 톤), 52억 달러 규모
의 어패류를 어획하면서 각각 11.0%, 9.5% 감소하였다. 바닷가재가 6.8억 달러를 
기록하여 생산액 1위를 차지하였고, 게류(6.8억 달러), 새우(4.9억 달러), 연어(4.6억 
달러), 알래스카산 명태(4.4억 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상업용으로 어획된 단일 품
종 중에서는 알래스카산 명태가 전년 대비 4% 상승한 33억 파운드(약 1.5백만 톤) 
생산되어 1위를 차지, 대서양 멕시코만 청어가 16억 파운드(약 0.7백만 톤) 어획되
면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10> 2015 미국 수산업 요약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
SI
D
ab
cd
ef
_:
M
S_
00
01
M
S_
00
01

11

- 알래스카의 더치 하버항은 19년 연속 ‘가장 많은 양의 수산물이 들어온 항구’로 선정
되었는데, 그 규모는 7억 8천 7백만 파운드(약 35.6만톤)로 1억 2천 2백만 달러에 
달한다. 반면 메사추세츠의 뉴베드포드항은 물량은 1억 2천 4백만 파운드(약 5.6만
톤)로 더치 하버항이 소화한 물량에 크게 못 미치지만 3억 2천 2백만 달러라는 금액
을 기록하였다. 이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바다 가리비가 전체 수산물의 약 76%를 
차지한 것 때문이다.

- 미국 서해안 쪽의 해양 조건이 변함에 따라, 태평양 정어리 어업이 거의 사장(死藏)
되고 높은 산성 수치로 인한 게류 어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어획
량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 미국의 수산물 소비 시장, 오랜 침체를 딛고 일어서다.a)b)

- 2015년 미국 소비자는 전년에 비해 1파운드 증가한 15.5파운드(7.0kg)의 수산물을 
섭취하였다. 미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1990년 15파운드, 2000년대 중반부터 
16파운드를 넘어섰으나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4년엔 14.6파운드를 기록
하였다. 15파운드를 넘긴 건 2012년 이후로 4년만이다.

- 품목별로는 전체 수산물의 75% 정도가 냉동 및 신선냉장식품으로 소비되고, 4%가 
통조림 제조에 사용되었다. 통조림 단일 품목은 참치(2.2파운드)가 가장 많이 소비되
었고 연어(0.3파운드), 정어리(0.2파운드)가 뒤를 이었으며 패류와 기타가 각각 0.5
파운드를 차지하면서 총 3.7파운드의 통조림이 소비되었다.

<그림 11> 미국 1인당 어패류 섭취량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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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액은 줄었지만 수입량은 증가, 우리나라의 對미국 수출은 확대되고 있다.
- 2015년 미국의 對세계 수산물 수입액은 2014년에 비해 7.3% 줄어든 195억 달러였던 

반면 수입량은 6.6% 증가한 24백만 톤을 기록하면서, 2012년 12백만 톤을 기록한 후 
3년 간 연평균 25.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줄어든 생산의 부족분을 수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2> 미국의 對세계 수산물 수입 동향

- 동 기간 우리나라의 對미국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출량
은 연평균 4.1%, 금액은 10.3%씩 꾸준히 증가하였다. 품목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김이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하였고, 이빨고기(3.0천만 달
러), 굴(1.8천만 달러), 오징어(1.6천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13> 한국의 對미국 수산물 수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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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되는 미국 수산물 소비 시장, 우리나라도 對미국 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수산물의 수은 함량 위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식

품의약국(FDA)과 환경보호국(EPA)은 임산부, 가임여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은 
함량이 높은 수산물 섭취를 줄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 후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
한 논쟁이 10여년 넘게 진행되어온 결과, 최근 FDA와 EPA에서 최종 권고안이 발표
되었다. 상어, 황새치, 눈다랑어 등 수은 함량이 높은 수산물은 여전히 피해야할 대
상으로 분류되었으나, 궁극적으로 ‘수산물 섭취는 임산부와 유아들의 건강과 성장에 
중요하다’라는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소비자들의 건강 유지를 위
해 매주 8~12온스(227g~340g)의 수산물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최근 미국 FDA의 반입 검역 자료에 따르면 수산식품에 대한 반입 거부 사례가 감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1월 식품 반입사례는 총 1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줄어든 수치이고, 이 중 수산식품의 거부율은 약 70% 감소하였다. 이는 우리나
라의 對미국 수산물 수출 측면에서 좋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 이처럼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산물 섭취를 권장하고 실제로 소비도 늘고 있는 상
황이며, 미국의 對세계 수산물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對미국 수산
물 수출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만큼 미국에 대한 수출 호재는 지속되고 있다. 반면, 
새로 출범한 트럼프 정부가 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는 등 수산물 교역에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고 있다. 특히 FDA가 계획하고 있는 메기목 수입자 검사는 자국산 수산물
을 수입산 수산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
다. 이러한 미국 새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은 우리나라 對미 수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하지만 이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소비시장 규모 측면에서 여전히 미국
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볼 수 있다. 일본과 중국으로 편중되어 있는 수산물 수출 시장
을 봤을 때, 전술한 對미국 수출 호재는 수출 다각화 측면에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국의 수산물 수입 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對미국 수산물 수출 전략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김준업 연구원
(joonup@kmi.re.kr/051-797-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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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a) http://www.noaa.gov/media-release/americans-added-nearly-1-pound-of-seaf
ood-to-their-diet-in-2015

b) NOAA, 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2015
c) http://www.fda.gov/NewsEvents/Newsroom/PressAnnouncements/ucm53736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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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산물, 수입감시 프로그램 시행규칙 시행 
￭ 美 NOAA, 수산물 수입감시프로그램(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에 관한 

시행규칙 발효되었다.
- 미국 매그너슨-스티븐 어업 보존 및 관리법(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r Act(이하, MSA)에 따라 미국 해양대기관리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이하 NOAA)이 제정한 ‘수산물수입감시프로그램(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 시행규칙(이하, 최종규정)’이 2017년 1월 9일 발효되었다. 

- 불법조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및 원산지세탁(Fish fraud)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미국 내 수산물 수입
자에게 수산물의 어획부터 수입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보관·제출하게 하
고 있어, 국내 수출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특정 수산물·수산식품 수입 시 허가·보고·기록물 보관 의무 강화하고 있다.
- 최종규정은 불법조업 및 원산지세탁에 특히 취약한 수산물·수산식품(이하, 대상 

수산물)을 선정하고 이러한 대상 수산물을 수입할 때 허가·보고·기록물 보관 의
무를 강화하고 있다.

- 대상 수산물 수입 시 수입업체는 생산자에 관한 정보(예 : 선박의 명칭, 기국 및 허
가에 관한 증명, 양식시설 명칭), 어획·가공된 수산물에 관한 정보(예 : ASFIS 코
드4), 양륙 시 제품형태 및 양·무게), 어획 및 양륙 장소와 시기에 관한 정보(예 : 어
획지점 또는 양식시설 위치) 등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현재까지 알려진 대상 수산물5)은 전복(abalone), 대서양 대구(Atlantic cod), 태평양 
대구(Pacific cod), 꽃게(blue crab), 왕게(red king crab), 만새기(dolphinfish)(mahi 
mahi), 능성어(grouper), 붉은퉁돔(red snapper), 해삼(sea cucumber), 새우
(shrimp), 상어(sharks), 황새치(swordfish), 참치(tuna)이다. 단, 대상수산물을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가공된 고차가공품은 제외된다.

4) FAO 3-Alpha Species Codes
5) 대상 수산물의 변경 사항은 미 국토안보부, 관세보호무역청(CBP)의 ACE에 대한 수산청보충가이

드(NMFS Implementation Guides for ACE)에 업데이트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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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미 수출 수산물의 이력 정보 요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최종 규정의 발효를 통해 NOAA는 수산물의 유통 경로를 역추적하기에 정보가 충분

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수산물의 수입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내 수입
업체가 환적인, 가공업자, 보관시설, 유통업자 등을 포함해 생산부터 최종 수출에 이
르기까지 관련된 기관·시설의 정보를 수출업체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의 對미 수산물 수출은 주로 김, 이빨고기, 오징어, 굴, 넙치 등이나, 대상 
수산물에 포함된 전복, 참치 등 상당 품목의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 수산물수입감시프로그램은 2018년 1월 1일자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대상 
수산물의 수출업체는 물론이고 생산, 가공, 유통 등 관계자의 대비가 필요하다.

김연수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ykim@kmi.re.kr/051-797-4595)

참고자료 a)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6/12/09/2016-29324/magnu
son-stevens-fishery-conservation-and-management-act-seafood-import-m
onitoring-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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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 참여 수입자에 
신속한 통관·검역 혜택
￭ 美 FDA,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

- 2016년 11월 30일,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
은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 VQIP)에 대
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는 해외 식품 수입업자들이 생산·제조부터 운송, 
유통단계 등의 수입식품의 공급망 안정성과 보안 보장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 이 프로그램은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의 일환으로 시
행되고 있는 제3자 인증(Accredited Third-Party Certification)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외 식품제조시설은 제3의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FDA의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검사 및 평가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고 있다. 실사를 통해 획득한 인증서는 
VQIP 참여 자격 요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 철저한 위생관리 이행과 제품의 안전성 보장에 대한 다양한 혜택 부여
- 이 프로그램은 모든 수입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강제성은 갖고 있지 않지만 

참여하는 수입업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통해 원활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첫째,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 별도의 통관 라인을 개설하여 VQIP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식품들은 특정한 사유 및 법적 위반사항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추가 
검사·검역 및 샘플 표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복잡한 검사·검역에 따른 통관 지
연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참여 수입업자들은 선택한 지역의 세관 또는 제품의 최종 도착 항구(유통 기
준)에서 검사·검역을 포함한 통관절차를 진행하도록 이를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 미국 수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준수하는 수입업자만이 VQIP 참여 자격 
주어져 
- FDA는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 참여 자격에 있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수산물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규정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식품제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 시, 수산물 HACCP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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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적발 기록이 있는 수입업자에게는 추가적인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적발 후 적합 통보를 받기위해 수행한 시행조치 과정도 검토하게 된다.

- 그 외에도 신청 수입업자에 대해 최소 3년간의 수출기록을 제출하여 해당업자의 식품 
안전성 이행 및 관리수준을 엄격하게 검토하는 등 VQIP 등록 자격요건 재평가는 3년
마다 이루어지며,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은 수입업자는 VQIP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효과 및 한계에 대한 냉철한 판단 필요
- VQIP 참여 수입업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참여 신청 시 발생하는 연간 

$16,400이란 부담금(User Fee)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등록비용은 2017년 8월 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의 주요 품목은 조미김, 스낵김, 굴, 오징어, 넙치 등인데, 동 
프로그램은 수산물 원물과 수산가공식품이 모두 포함된다. 

-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은 2018년 발효,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
수 받고 참여 수입업자에 대한 혜택은 당해 연도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국내 수입업자들은 동 프로그램 참여에 앞서 검토를 통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이슬비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sblee@kmi.re.kr/051-797-4588)

참고자료 a) http://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
ntsRegulatoryInformation/UCM448558.pdf

b) http://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
ntsRegulatoryInformation/UCM5256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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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EPA,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의 수산물 섭취 
최종 권고안 발표
￭ 임산부와 유아들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수산물 섭취 권장 기준이 발표되다. 

- 최근 미국의 식품의약국(FDA), 환경보호국(EPA)이 2017년 1월 18일 임산부 등의 
어류 섭취와 관련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수유모,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로, 62개의 수산물을 “Best Choices(주 2~3회 섭취)”, “Good 
Choices(주 1회 섭취)”, “Fish to avoid(피해야 될 수산물)”로 분류하였다. “Best 
Choices”에는 미국에서 섭취되는 거의 9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FDA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의 50%는 주당 2온스 이하로 수산물을 섭취하고 
있어 권장량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FDA는 이번 최종안에서 “수산
물 섭취는 임산부와 유아들의 건강과 성장에 중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수산물 섭취
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 수은 함유량이 낮은 생선은 일주일에 2~3회 또는 8~12온스(227~340g)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있으며, 수은 수치가 낮은 생선으로는 새우, 명태, 연어, 통조
림 참치, 틸라피아, 메기, 대구 등을 꼽았다. 피해야 될 수산물로는 멕시코만에서 잡
힌 옥돔, 상어, 황새치, 청새치, 눈다랑어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 FDA의 수산물 섭취 권고안

자료 : http://www.seafoodnews.com/Story/1047922/FDA-Says-90-percent-of-Fish-Species-are-Bes
t-Choice-for-Pregnant-Women-in-Confusing-Final-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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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FDA와 EPA, 섭취 제안을 권고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다. 
- 사실 지난 수년간 해로운 양의 수은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임산부 및 유아

의 어류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고해왔다. 그러나 미국 최고의 소비자 보호 기관 중 
하나인 FDA는 2008년 12월 13일 심장 건강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어류
를 섭취하도록 제언했다.

- 당시 FDA의 보고서(안)에서는 최신 연구에서 어류 중 수은으로 인한 위해가 기존에 생
각했던 것만큼 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어류에 수은이 함유되어 있다 
하더라도 엄마의 어류 섭취가 태아의 신경발달에 이로운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에 EPA는 FDA보고서가 위해분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연구들로부터 매우 제한
적인 자료를 사용한 모델에서 나온 결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반박해 왔다.

- 그러나 FDA와 EPA는 2014년 6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
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산물 섭취를 더 권장하는 수산물 섭취 권고안(초안)을 발표했
다. 이에 식품업계는 환영했지만, 미국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s)는 수은 노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올바른 어류를 선택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교한 메시지 전달이 요구된다.
- FDA는 최종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모든 소매업자 및 식료품점, 기타 관계자들에게 소

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수산물을 구매할 때 해당 권고안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눈
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에이전시들은 새로운 권고안을 알
리기 위해 공공 및 민간 파트너와 협력하는 소비자 교육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 이에 대해 미국 국립 수산 연구소(National Fisheries Institute)는 수산물 섭취 관련 최
종 지침이 미국 소비자, 특히 임산부에게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한 이유로는 임산부들이 더 많은 어류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교한 메시지를 전달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보고서에는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 예를 들면, 현재 FDA의 Net Effects 보고서는 일주일에 큰 넙치(halibut)의 61온스
(1주일에 15회)를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
은 사례로는 연어를 포함하여 몇 가지가 더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피할 수 있도
록 정교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국립 수산 연구소는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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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수산물 섭취와 관련한 국내외 논란에 종지부를 찍다. 
-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FDA와 EPA의 수산물 섭취 기준 초안(2014년 6월)이 

발표 된 후, 컨슈머리포트에서 “가임기 여성 등을 대상으로 모든 종류의 참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반박(2014년 8월) 하면서 해당문제의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 이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몇 차례 임신 여성의 수산물 안전섭취 요령을 통
해 품목별로 수산물 섭취 권장안을 낸 바 있다. 2014년 8월에는 “임산부 등이 영양
성을 고려해 참치 등을 주 1회 100g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
으며, 2015년 2월에는 “임산부 등은 고등어, 꽁치, 참치캔 등 수은함량이 낮은 일반
어종을 주 400g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 이번 FDA와 EPA의 최종 권고안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산물 섭취와 관련된 논란의 
종지부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산물 섭취와 관련해서 걸림돌이 되
었던 메틸수은 섭취와 관련한 기준 역시 제시되어 있어, 올바른 수산물 소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던 수산물의 이미지를 회복 하
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FDA의 수산물 섭취 기준 분류

    자료 : https://www.fda.gov/Food/FoodborneIllnessContaminants/Metals/ucm531136.htm

한기욱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hankiuk@kmi.re.kr/051-797-4902)

참고자료 a) http://www.fda.gov/NewsEvents/Newsroom/PressAnnouncements/ucm537362.htm
b) http://www.seafoodnews.com/Story/1047922/FDA-Says-90-percent-of-Fish-

Species-are-Best-Choice-for-Pregnant-Women-in-Confusing-Final-Guidance
c) http://www.fda.gov/Food/FoodborneIllnessContaminants/Metals/ucm531136.htm
d) http://www.consumerreports.org/food-safety/safe-fish-for-pregnant-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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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에 의한 식품오염, 지속되는 美 FDA 수산식품 반입 거부
￭ FDA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강한 의지 표명이 현실로 다가오다.a)

- 지난해 미국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FDA)의 수산식품 통
관 거부사례는 2015년 대비 약 20%가 증가한 총 1,682건으로 월평균 168건 수준이
었다. 2016년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만새기(Mahi mahi), 새우(Shrimp), 도미
(Snapper), 다랑어(Tuna), 바닷가재(Lobster)순으로 나타났다.a)

- 이는 FDA가 특정 국가 또는 품목을 표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동시에 2016
년에 공표한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엄격한 검사 진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FDA 수입식품 거부 발생 건수(2015~2017년) 

자료 : http://www.seafoodnews.com/Story/1040081/FDA-Seafood-Refusals-Climb-20-percent-in-October

￭ 수입식품 전체 반입 거부 건수,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감소하다.b)

- 2017년 1월 FDA 수입식품 통관 검사 자료에 따르면, 수산식품에 대한 반입 거부 품
목 수는 최근 2년 대비 감소한 반면 여전히 오물(filth)에 의한 식품 오염이 거부 사
례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지난 1월 수입식품 반입 거부 품목 수는 총 145개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가량 감
소하였으며, 이 가운데 수산식품 거부율은 약 70%로 대폭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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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FDA 1월 수산물 거부 발생 건수(2015~2017년)

자료 : http://www.seafoodnews.com/Story/1049916/FDAs-Monthly-Seafood-Rejections-Down-30-percent-
       from-Last-January-with-Filth-Still-Leading-Cause

￭ 새우류, 살모넬라균 오염에 따른 선적 거부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b)

- 돔의 경우 역시 오물에 의한 식품오염 반입 거부가 대부분으로 2016년 총 70건의 
선적 거부 건수는 올해 1월에 들어 24건으로 감소하였다. 

- 새우 총 17개 품목의 선적 거부 건수는 살모넬라균(Salmonella)에 의한 오염으로 전
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수산물 전체 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멸치와 
오징어는 수입 선적량이 부쩍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FDA가 지난해 급증했던 선적 거부 유형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바탕으로 매해 
더욱 엄격한 기준의 통관 검사·검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 메기목 어류 실사 프로그램이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a)
- 2017년 9월 1일, 미국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주관의 메기목(Siluriformes) 수입자 검사 프로그램
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수입 수산물에 대응하여 자국 내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정책으로 파악되며, 수입량이 급증한 메기목이 그 전초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 위와 같은 정책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근거 없는 프로그램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현재 출범한 트럼프 정부의 지향점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위와 같은 보호 정책은 
메기목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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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메기목(Siluriformes) 어류 실사 프로그램 개정 동향c) 

자료 : 미국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 https://www.fsis.usda.gov/wps/portal/fsis/topics/inspection/siluriformes

￭ 검사·검역 강화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d)

- 미국을 비롯한 수출 대상국의 통관 등 다양한 규제들이 수산물 수출 증대에 있어 걸
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는 물론 국내 수산물 및 식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FDA 
실사 등 안전성 검증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 통관 거부 기록은 추후 FDA 해외식품제조시설 실사 대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에 수반되는 연쇄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실사 후 부적합 
통보를 받는 경우 경고장(warning letter)을 받는 상황에 이르고 적절한 조치가 이행
되지 않을 시, 선적 억류 또는 폐기 등의 법적 조치가 가해질 것이다.d)

- 미국 비관세 장벽 강화 및 자국 산업 보호 정책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업계가 직면
할 對미 수산물 수출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에 
관련 정부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슬비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sblee@kmi.re.kr/051-797-4588)

참고자료 a) http://www.seafoodnews.com/Story/1040081/FDA-Seafood-Refusals-Climb-20-
percent-in-October

b) http://www.seafoodnews.com/Story/1049916/FDAs-Monthly-Seafood-Rejections
-Down-30-percent-from-Last-January-with-Filth-Still-Leading-Cause

c) https://www.fsis.usda.gov/wps/wcm/connect/878aa316-a70a-4297-b352-2d41bec
c8f73/2008-0031F.pdf?MOD=AJPERES

d) http://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UCM3324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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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TPP 탈퇴, 수산부문에 대한 주요국의 평가는?
￭ 美 트럼프 대통령, TPP 탈퇴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하다. 

- 트럼프 미 대통령은 1월 취임 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he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 탈퇴 행정명령에 공식적으로 서명했다. 그는 미 대선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11
월 TPP를 “미국의 잠재적인 재앙”으로 묘사하면서 이러한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했었다.

- TPP는 미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베트남, 페루, 칠레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
국이 참여해 관세 및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맺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버락 
오마바 전 미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무역부문의 유산이었다.

-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다국간 협정(TPP)은 국가의 규모와 상관없이 미
국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협정이 언제나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양자 무역협정 시대로 가고 있다"고 평했다.

￭ 알래스카 수산물 수출산업, TPP 탈퇴에 우려 섞인 시선을 던지다.
- 알래스카 해산물 마케팅연구소(이하 ASMI)에서는 TPP를 활용해 주요 수출 대상국들

의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춤으로서 알래스카의 수산업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받았지
만 이번 탈퇴로 인해 수산물 수출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견을 내놓았
다. 알래스카 수산물 및 수산제품에 대한 국제 관세는 태평양 교역 대상 국가별로 
3~11% 사이로 규정되어있으나, TPP로 인해 즉시철폐 또는 6년에서 11년 사이에 모든 
관세가 폐지되었다. 그러던 것이 이번 탈퇴로 인해 그동안 누려온 관세 및 무역장벽 이
점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평한 것이다. 또한 ASMI는 이번 TPP 탈퇴가 알래스카 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알래스카 수산물 수출업자는 이 지역 수산업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가져다주는 대구와 연어에 대해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수입 관세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TPP는 대구 연육과 어란의 최대 소비국인 일본의 
대구 수입 관세를 4.2%에서 0%로 줄여 지역의 대구 산업에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 수산물 수출업체인 the Freezer Longline Coalition의 관계자는 TPP가 철폐되면서 
일본 시장에서 면세로 들어가는 태국산(불법 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수산물과의 
가격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세계 시장에서 알래스카 수산업의 경쟁력
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 알래스카 수산업계는 행정부가 TPP협정 내 특정 조항을 검토하고, 관세 인하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주요 수출국인 일본과의 양자 간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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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TPP 탈퇴 선언, 국가별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다.
- 미국의 TPP 탈퇴로 발생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국가별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의 경제학자이자 수산부분 전문가인 Dario Chemerinski는 자국 내 
수자원 감소로 원양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과 참치부분(통조
림)에 거대한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태국이 참치 수출 부분에서 입지가 강화될 것
이라는 전망(시나리오)을 내놓았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중국과 태국의 참치 수출 산업은 참치의 최대 소비시장 중 하나인 일본으로의 접근
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예로 들었다.

- 한편, 칠레에서는 미국의 TPP 탈퇴가 오히려 자국의 연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이유로 칠레는 지난 2004년부터 미국과 FTA 협정을 
맺고 있어 이미 관세 등 무역장벽이 많이 해소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TPP 탈퇴
는 오히려 기존 TPP 내 수출 경쟁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 베트남은 미국으로 새우를 비롯한 수산물 수출이 많이 이루어졌다. 새우는 2016년 기
준,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약 4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수출 품목으로 국가적으
로 많은 지원사업과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산업 발전 전략에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무역 질서 개편이 야기한 수산물 교역 흐름(Trade Flow) 변화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여러 국가들에서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후 미-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
하 FTA)의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베트남은 TPP의 대안으로 미·베트남 FTA를 고
려하고 있다고 밝히는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나
아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미국의 TPP 탈퇴는 수산물 교역에 있어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기존 TPP를 활용해 미국과의 수산물 교역에서 해택을 보았던 국가들은 새로운 시
장을 개척하거나 TPP 협정 이외의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재진입할 방안을 모색해
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 미국의 TPP 탈퇴로 유발될 수산물 교역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국가별로 발표되는 
수산물 수출 전략·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 수산물 수
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임과 동시에 일련의 변화들이 우리나라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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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승원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ysw@kmi.re.kr/051-797-4909)

참고자료 a) https://www.adn.com/business-economy/2017/01/28/alaska-commercial-h
alibut-fishermen-get-big-boost-in-catch-limit/

   http://indianexpress.com/article/explained/trump-walks-the-talk-quits-pa
cific-trade-pact-what-happens-now-tpp-deal-4490066

b) https://www.adn.com/business-economy/2017/01/24/trumps-nixing-of-asi
a-trade-pact-disappoints-alaska-fishing-industry/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7/01/24/trump-pulls-out-of-tpp-al
askan-seafood-industry-loses/

c)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7/01/30/us-withdrawal-from-tpp-t
o-boost-rising-power-of-chinese-thai-tuna-firms/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7/01/26/chile-salmon-sales-to-us-
poised-to-grow-even-without-tpp/

   http://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monthyear=&day=9&id=89
860&l=e&country=0&special=&ndb=1&df=0

d) http://www.japantimes.co.jp/news/2017/02/15/business/u-s-urged-japan-r
efer-bilateral-fta-abe-trump-joint-statement-sources/#.WKamYuTauAg

   http://www.straitstimes.com/asia/se-asia/rcep-may-be-a-better-option-th
an-tpp-philippine-daily-inquirer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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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 수산자원 유지·보전, 모니터링에 초점 둔 
HS 6차 개정 단행
￭ 세계관세기구, HS 품목분류표 제6차 개정 단행

-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의 제6차 HS 개정이 단행되
었다. HS 코드 제도는 WCO가 국제무역의 촉진, 무역통계의 용이한 수집·비교·분석, 
국가 간 상이한 분류체계에 의해 야기되는 비용의 절감, 무역서류의 표준화 등을 위
하여 1983년 제정하여 1988년에 발효한 국제협약이다.

- 이 제도는 신상품, 국제무역 패턴의 변화, 사용되는 않는 규정 삭제, 특정 물품의 무
역량 증가, 무역 공동체, 정부 및 국제기구의 요구, 특정 품목에 대한 재정비 검토 
등을 이유로 총 6차례에 거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 수산물 HS 6차 개정, 어종 종류 확대 및 영문 표기 명확화, 가공분류 세분화
- 이번 개정에서는 수산물의 경우 국제 무역규모의 증가를 배경으로 수산물 분야의 모니터

링과 수산 자원의 유지·보전을 위한 수산물 소호의 신설 개정과 주 개정이 이루어졌다. 
- 잉어, 청어, 틸라피아 등 어종 종류가 확대되고, 어류 식용 설육의 경우 어백(魚白), 

어류의 지느러미, 머리, 꼬리, 부레 및 기타로 폭넓게 분류함으로써 모니터링과 수산
물 영문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 갑각류(제0306호)에 대해서는 기존 냉동물 중심 분류 체계에 더해 활, 신선, 냉장을 
추가하고, 패류 및 연체동물은 기존 분류체계에 냉동을 추가하여 분류하였다. 

- 또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간·어란은 제3류에 포함되던 것이 비식용 생산품인 
제5류로 이동되었고, 비식용 어백도 제5류로 편성되었다. 

- 교역량이 크게 증가한 전복의 경우 수정고둥류(Strombus)종을 추가해 범위를 확대
하고 가공형태도 냉동을 추가해 보다 세분화했으며, 갑오징어·오징어의 경우 학명 제
한을 없애 범위를 확대하였다. 잉어에 대해서도 새로운 2종의 품종을 추가해 총 5개 
품종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 HS 개정 정보, 수입관세율 결정, FTA 원산지 결정 기준 등의 주요 잣대로 수
출입업체의 지속적 관심 요구 
- 수입 수산물에 적용되는 관세율(기본세율(잠정세율), WTO협정관세, 각종 FTA 협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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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등), 부가세 면세 여부, 각종 내국세 과세 여부 등은 HS 코드별로 규정된다. 또한 대
외무역법에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과 표시방법도 HS 코드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다.

- FTA 협정에서는 HS 코드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있
어 HS 코드가 협정세율의 기준이 되며, 또한 코드에 따라 통합공고 및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 등이 결정되고, 다양한 법에 의한 수출입 요건 적용 등 모든 관세행정이 
HS 코드 중심으로 규정된다. 수출품의 경우 HS 코드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액이 결
정되어 환금 여부가 결정된다. 

- 이처럼 HS 코드는 수산물 교역업체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WCO의 제6차 
개정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 품목의 변동이 이루어진 만큼 관심이 요구된다.

정현기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hupo1638@kmi.re.kr/051-797-4905)

참고자료 a) www.wcoomd.org
b) www.kfishinfo.net/kor/view.do?no=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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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물·수산식품6) 수출 동향
개    요

□  ’17년 1월 수산물 수출,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한 1억 3천만 달러
- (상위 5위 수출국) 일본(4.9%↑), 태국(172.1%↑), 미국(6.7%↓), 중국(29.8%↓), 베트남(30.0%↓)
- (상위 5위 수출품)7) 참치(4.8%↑), 김(7.4%↑), 오징어(0.1%↓), 넙치(28.3%↑), 붕장어(7.6%↑)

1월 월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2월 15일 기준)

<그림 14>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 추이 

□ (국가)일본, 태국 등, (품목) 참치, 김, 넙치, 붕장어 등 수출 증가
- ’17년 1월 수출은 엔화 환율 회복세(일본), 마른김 및 원료용 참치(가다랑어) 수요 증가

(태국), 오징어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 수출 확대 노력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
월 대비 수출 증가

- 엔고로 인한 對일본 수출 여건 개선, 원료용 제품(마른김, 가다랑어 등) 수요 증가, 주요국
의 수급 불균형 등의 영향으로 참치, 김, 넙치, 붕장어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

6) 수산물 수출액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원자료를 이용해 KMI가 자체적으로 분류한 기준을 참고로 산출함
7) 기타 어류 등 기타 분류 품목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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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17년 1월 수산물 수출 증감 국가<그림 16> ’17년 1월 수산물 수출 증감 품목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2월 15일 기준)

주요국 수출 동향
① 일본 : 전년 동월(1월) 대비 4.9% 증가한 4천 7백만 달러 수출

- (증가) 김(48.2%↑), 붕장어(4.0%↑), 오징어(14,031.8%↑) 등
 ∙ 김 : 수입할당물량 확대, 작황 부진 등 김 수입 가격 상승으로 마른김 중심 수출 증가
 ∙ 붕장어 : 생산 감소에도 불구, 붕장어에 대한 꾸준한 수요로 수출가격 상승
 ∙ 오징어 : 오징어 생산이 급감한 가운데 가격경쟁력이 높은 일본으로의 수출이 증가
- (감소) 참치(20.7%↓), 게살(23.4%↓), 톳(12.2%↓) 등
 ∙ 참치8) :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어장 상황 악화 및 어획량 감소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
 ∙ 게살 : 해양환경 변화 및 자원 감소 등에 따른 어획량 급감으로 수출 감소

품목별(1월) 월별

주 : 품목은 1월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2월 15일 기준)

<그림 17>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산물 수출 추이

8) 횟감용 참치인 황다랑어, 눈다랑어를 주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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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태국 : 전년 동월(1월) 대비 172.1% 증가한 2천 1백만 달러 수출
- (증가) 참치(309.7%↑), 김(32.4%↑),  임연수어 (30.3%↑) 등
 ∙ 참치 : 원료용 참치(가다랑어) 수입 수요 증가 및 어획 감소로 인한 수출 가격 상승 

등의 영향
 ∙ 김 : 김스낵의 원료인 한국산 마른김에 대한 수요 증대 및 수출가격 상승
 ∙ 임연수어 : 전량 수입품 재수출로,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0.3% 증가
- (감소) 전갱이(100.0%↓), 소금(11.2%↓) 등

품목별(1월) 월별

주 : 품목은 1월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2월 15일 기준)

<그림 18> 우리나라의 對태국 수산물 수출 추이

③ 미국 : 전년 동월(1월) 대비 6.7% 감소한 1천 7백만 달러 수출
- (증가) 넙치(22.1%↑), 참치(172.4%↑), 굴(71.3%↑) 등
 ∙ 넙치 : 수출 물류 개선, 화교권 시장 개척 노력 등에 힘입어 활넙치를 중심으로 증가
 ∙ 참치 : 냉동 피레트(참다랑어 외)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72.4% 증가
 ∙ 굴 : 미국의 굴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주 출하기를 맞아 증가
- (감소) 김(19.4%↓),  오징어(9.7%↓), 이빨고기(41.2%↓) 등
 ∙ 김 : 내수 시장의 수요증가, 주요 수출국 가격 상승에 따른 對미 수출은 상대적인 김 

재고 부족 등으로 감소
 ∙ 오징어 :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9.7% 감소
 ∙ 이빨고기9) : 일부 해역에서 이빨고기를 보존관리 조치 품목으로 선정, 총허용어획량

(TAC)이 축소된 가운데 생산이 감소
9) 미국에서는 ‘Chilean sea bass(칠레농어)’라는 명칭으로 일반적인 식료품점에서 구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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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1월) 월별

주 : 품목은 1월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2월 15일 기준)

<그림 19> 우리나라의 對미국 수산물 수출 추이

④ 중국 : 전년 동월(1월) 대비 29.8% 감소한 1천 5백만 달러 수출
- (증가) 삼치(23.7%↑), 넙치(186.7%↑), 꽁치(160.3%↑) 등
 ∙ 삼치 : 삼치 수요 증가10)에 따라 전년 동월에 비해 23.7% 수출이 증가
 ∙ 넙치 : 중국의 냉동 넙치(냉동 가자미류)에 대한 수입 재수출 증가로 전년 동월 대

비 수출이 증가
 ∙ 꽁치 : 중국의 냉동 꽁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수출이 증가
- (감소) 김(26.8%↓), 어묵(13.6%↓), 대구(32.0%↓) 등

품목별(1월) 월별

주 : 품목은 1월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2월 15일 기준)

<그림 20>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산물 수출 추이

10) 삼치는 피레트 가공용(1kg 이상)과 구이용(500g~1kg)으로 나뉘며, 중국 수출의 90%가 가공용으로 활용됨. 중
국 내수용으로는 한국산 삼치가 중국 현지에서 명품 생선이라는 인식이 있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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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베트남 : 전년 동월(1월) 대비 30.0% 감소한 3백 4십만 달러 수출
- (증가) 김(16.1%↑), 명태(1,335.3%↑), 꽁치(242.1%↑) 등
 ∙ 김 : 원료용 마른김에 대한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6.1% 증가
 ∙ 명태 : 냉동 명태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며 수출이 증가
- (감소) 참치(70.9%↓), 오징어(10.6%↓), 낙지(44.7%↓) 등
 ∙ 참치 : 냉동 황다랑어의 수출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냉동 가다랑어의 수요 감

소로 전년 동월 대비 70.9% 감소
 ∙ 오징어 :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수출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0.6% 

감소

품목별(1월) 월별

주 : 품목은 1월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2월 15일 기준)

<그림 21>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산물 수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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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 수출 동향
① 참치 : 전년 동월(1월) 대비 4.8% 증가한 3천 5백만 달러 수출

- (국가별) 태국(309.7%↑), 일본(20.7%↓), 프랑스(21.0%↓), 이탈리아(10.0%↑), 미국(172.4%↑)
- (품목별) 냉동 피레트(13.9%↓), 냉동 가다랑어(46.6%↑), 냉동 황다랑어(2.1%↑), 냉동 황

새치(24.5%↓), 통조림(60.0%↓)

   ∙ 어획량 감소 및 어가 상승에도 세계 최대 참치 통조림 생산국인 태국으로의 원료용 가
다랑어 수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일본 및 EU로의 횟감용·업무용 다랑어 수출은 감소 

국가별(1월) 월별

주 : 국가는 1월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2월 15일 기준)

<그림 22> 우리나라의 참치 수출 추이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률(B/A) 품목별 수출 비중(’17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16,332 33,001 13,033 34,576 △20.2 4.8
냉동 피레트 1,575 15,989 1,270 13,772 △19.3 △13.9

냉동 가다랑어 11,621 7,719 8,220 11,314 △29.3 46.6
냉동 황다랑어 2,378 4,895 2,546 5,000 7.1 2.1
냉동 황새치 375 1,970 289 1,487 △23.2 △24.5

통조림 108 681 48 272 △55.2 △60.0
기타 274 1,747 659 2,731 140.3 56.3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2월 15일 기준)

<표 2> 품목별 참치 수출 동향(1월)
(단위: 톤,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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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김 : 전년 동월(1월) 대비 7.4% 증가한 2천 6백만 달러 수출
- (국가별) 일본(48.2%↑), 미국(19.4%↓), 태국(32.4%↑),  중국(26.8%↓), 대만(20.9%↑)
- (품목별) 조미김(1.7%↑), 마른김(18.0%↑)

   ∙ 고수온으로 인한 일본 김 작황 부진 및 태국의 마른김 수요 증가 등으로 김 수출 증가
   ∙ 일본 : 일본 김 생산 부진에 따른 일본 내 김 시장의 단가 상승으로 한국산 김 수요 증가
   ∙ 태국 : 세계적으로 태국산 스낵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스낵김 원료인 한국산 

마른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중국 : 통관 검역 · 검사 강화 등의 문제로 인해 국내 김 수출 업계의 수출 심리 위축

국가별(1월) 월별

주 : 국가는 1월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2월 15일 기준)

<그림 23> 우리나라의 김 수출 추이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률(B/A) 품목별 수출 비중(’17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1,540 24,071 1,223 25,854 △20.6 7.4

조미김 1,013 16,056 736 16,333 △27.3 1.7

마른김 527 8,009 472 9,453 △10.4 18.0

기타 0 7 15 69 8,599.5 959.3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2월 15일 기준)

<표 3> 품목별 김 수출 동향(1월)
(단위: 톤,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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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오징어 : 1월 누적 5백 4십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1월) 대비 보합세
- (국가별) 일본(14,031.8%↑), 미국(9.7%↓), 베트남(10.6%↓), 태국(신규수출), 중국(96.1%↓)
- (품목별) 냉동오징어(10.9%↓), 조미오징어(546.6%↑)

   ∙ 세계적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수출 가격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이에 따른 수입 
부담 등으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로의 수출이 감소

   ∙ 원양산 오징어의 어획 부진, 연안 저수온 현상 등에 따른 생산 감소 및 재고 물량 소진으
로 수출 물량 감소

국가별(1월) 월별

주 : 국가는 1월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2월 15일 기준)

<그림 24> 우리나라의 오징어 수출 추이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률(B/A) 품목별 수출 비중(’17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3,627 5,389 1,318 5,384 △63.6 △0.1
냉동오징어 3,407 4,517 1,232 4,024 △63.8 △10.9
조미오징어 16 191 68 1,237 316.6 546.6
밀폐용기 169 343 16 100 △90.4 △70.8

기타 35 338 3 23 △92.3 △93.1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2월 15일 기준)

<표 4> 품목별 오징어 수출 동향(1월)
(단위: 톤,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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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넙치 : 전년 동월(1월) 대비 28.3% 증가한 4백 9십만 달러 수출
- (국가별) 일본(11.4%↑), 미국(22.1%↑), 중국(186.7%↑), 베트남(186.8%), 캐나다(48.7%↑)
- (품목별) 활어(17.9%↑), 냉동(765.5%↑)

   ∙ 주요 넙치 수입국(일본,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
   ∙ 일본 : 지난 2~3년 간 엔저 등의 영향으로 일본 넙치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엔화가 회

복세를 보임에 따라 한국산 활넙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된 것으로 풀이
   ∙ 미국 : 활컨테이너를 이용한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활발
   ∙ 중국 : 냉동 넙치(냉동 가자미류)의 재수출 증가로 對중국 넙치 수출이 증가

국가별(1월) 월별

주 : 국가는 1월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2월 15일 기준)

<그림 25> 우리나라의 넙치 수출 추이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률(B/A) 품목별 수출 비중(’17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365 3,781 421 4,851 15.3 28.3

활어 225 3,130 262 3,690 16.3 17.9

냉동 14 68 49 593 250.2 765.5

기타 126 583 110 568 △12.4 △2.6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2월 15일 기준)

<표 5> 품목별 넙치 수출 동향(1월)
(단위: 톤, 천 달러,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
SI
D
ab
cd
ef
_:
M
S_
00
01
M
S_
00
01

38

⑤ 붕장어 : 전년 동월(1월) 대비 7.6% 증가한 4백 8십만 달러 수출
- (국가별) 일본(4.0%↑), 미국(2268.2%↑), 대만(282.4%↑), UAE(신규수출), 캐나다(304.9%↑)
- (품목별) 활어(10.8%↑), 신냉 피레트(2.0%↑), 냉동 피레트(3.0%↑) 

   ∙ 엔화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수출액은 증가하였으나, 근해어선 지정 감척 시행으로 인해 물량 확
보가 어려운 상황

국가별(1월) 월별

주 : 국가는 1월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2월 15일 기준)

<그림 26> 우리나라의 붕장어 수출 추이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률(B/A) 품목별 수출 비중(’17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417 4,501 412 4,842 △1.3 7.6
활어 165 1,809 174 2,004 5.3 10.8

신냉 피레트 147 1,607 138 1,639 △6.5 2.0
냉동 피레트 101 1,067 93 1,098 △8.3 3.0

기타 4 19 8 102 104.5 449.2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2월 15일 기준)

<표 6> 품목별 붕장어 수출 동향(1월)
(단위: 톤,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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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목할 만한 보고서
<Fish to 2050 in the ASEAN Region>

(공)저 : Chan, Chin Yee, Tran, Nhuong,Dao, Danh Chi,Sulser, Timothy B.,Philips, Michael John,Batka, 
Miroslav,Wiebe, Keith D.,Preston, Nigel

∙ 주요 내용 
-  ASEAN지역의 수산업은 2050년 전 세계의 수산물 수요를 충

족시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역 내 식량자원, 교역, 
생계 및 복지의 원천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본 보고서에서는 ASEAN지역의 수산업 동향, 소비, 교역 등
을 알아보고 IMPACT 모형을 통해 2050년 ASEAN지역의 수
산물 교역 및 생산 트렌드를 제시한다. 

∙ 목차
-  ASEAN지역의 수산업 동향
   (Historical trends of fish in the ASEAN region)
-  소비 (Consumption)
-  교역 (Trade)
-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Methods & Results)
-  논의점 및 결론 (Discussion & Conclusions)

<EU consumer habits regarding fishery and aquaculture products>
(공)저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Maritime Affaris and Fisheries

∙ 주요 내용 
-  EU의 수산물 소비가 전반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의 취식율도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 설문조
사(2016년 6월)를 토대로 EU 수산물 소비 행태를 분석하였다.

-  EU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는 냉동에서 신선․냉장 제품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필렛형태의 조리가 간
편한 품목의 선호도가 높게 파악되었다.

∙ 목차
-  EU 소비자의 수산물 및 양식수산물 소비 행태
   (Consumers habits regarding fishery and aquaculture products)
-  EU 소비자의 수산물 및 양식수산물 선호도
   (Rreferences regarding fishery and aquaculture products)
-  EU 수산물 및 양식수산물 제품 관련 정보
   (Information on fishery and aquaculture products)
-  결론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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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Review of Fisheries: Policies and Summary Statistics 2015>
(공)저 : OECD Publishing

∙ 주요 내용 
-  본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수산업 통계자료(생산, 교역, 소비) 

제공 및 전반적인 동향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전망 등을 제시
하고 있다.

-  또한, 주요 수산 위원회의 활동과 개별 국가들의 수산 정책 
동향 등을 담고 있어 주요 국가들의 수산업 관련 정책방향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목차
-  머리말(Foreword)
-  약어(Acronyms)
-  요약(Executive Summary)
-  OECD 국가들의 어선 및 양식어업 동향
    (Recent trends in OECD fisheries and aquaculture)
-  OECD 국가들의 수산 정책 발전
    (Fishery policy developments in OECD countries)
-  국제 수산정책 발전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fisheries policy)
-  OECD국가와 비 OECD국가들의 경제 요약
    (OECD and non-OECD economy snapshots)

<2016年度 日本からの農林水産物・食品輸出に関する各国・地域の制度調査>
(공)저 : ジェトロ (農林水産・食品部 農林水産・食品課)

∙ 주요 내용 
-  JETRO에서 일본 농수산 식품 수출을 촉진하고자 태국에 대

한 농림수산물에 대한 각종 수입 규제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작성된 보고서이다

∙ 목차
-  제 1부 품목별 수입 관련 제도 및 수입 절차
   (第 1 部 品目別の輸入関連制度・輸入手続き)
-  제 1장 수산물   (第 1 章 水産物)
-  제 1절 수산물   (第 1 節 水産物)
-  제 2부 참고문헌   (第 2 部 参考資料)
-  HS코드 (HS コード)
-  식물검역 (植物検疫)
-  식품 의약품 안전청의 수입절차   
    (食品医薬品局での輸入手続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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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年 中国生鲜电商行业研究报告>
(공)저 : iReasearch

∙ 주요 내용 
-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신선 식품의 전자상거래 현황, 주요 기

업 소개 및 향후 발전 추세에 대해 분석하였다. 
-  수산물을 포함한 중국 온라인 시장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으며, 2018년 신선 식품 전자상거래액이 2,365.8억 
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목차
-  중국 신선 식품 전자상거래산업 발전 환경
   (中国生鲜电商行业发展环境)
-  중국 신선 식품 전자상거래산업 발전 현황
   (中国生鲜电商行业发展现状)
-  중국 콜드체인 물류산업 발전 현황
   (中国冷链物流行业发展现状)
-  중국 신선 식품 전자상거래산업 전형적인 기업 사례 분석
   (中国生鲜电商行业企业案例分析)
-  중국 신선 식품 전자상거래산업 발전 문제 및 추세
   (中国生鲜电商行业发展趋势)

<FAIRS Country Report – People’s Republid of China >
저 : OECD

∙ 주요 내용 
-  2015년 중국 식품안전법 발효 이후 활 수산물 등록과 관련된 

AQSIQ 규정을 포함해 관련 세부규정이 다수 제정되었다.
-  본 보고서는 2016년 식품안전법과 관련된 중국의 제도 변화를 

분석하여 미국 수출자들의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목차
-  중국의 식품 안전 관련 기관들 
   (Chinese Food Safety Regulators)
-  식품법 일반 (General Food Law)
-  식품 안전 규정, 규칙 및 기준 
    (Food Safety Regulations, Rules and Standard Structure)
-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 (Food Additive Regulations)
-  농약 및 기타 오염물질 (Pesticides and Other Contaminants)
-  포장 요건 (Packaging and Container Requirements)
-  식품표시 요건 (Labeling Requirements) 
-  시설물 및 제품 등록 요건 
    (Facility and Product Registration Requirements)
-  제품별 규정 및 기준 
    (Product Specific Regulations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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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2015>
(공)저 : David Van Voorhees, Alan Lowther, Michael Liddel, Penny Pritzker, Kathryn D. Sullivan, Eileen 

Sobeck 등
∙ 주요 내용 
-  본 보고서는 미국의 양식, 세계 수산업 상황 등 전반적인 수

산업 환경에 대해 훑어본 후, 미국 수산물의 교역, 생산, 소비, 
가격 등을 심도 깊게 다루고 있다.

∙ 목차
-  개황 (Review)
-  미국의 상업용 수산물 양륙 동향
   (U.S. Commercial Fishery Landings)
-  미국의 해양수산 (U.S. Aquaculture)
-  미국의 여가로서의 수산
   (U.S. Marine Recreational Fisheries)
-  세계 수산동향 (World Fisheries)
-  미국의 가공 수산 식품 생산
   (U.S. Production of Processed Fishery Products)
-  미국의 수산물 교역 (U.S. Foreign Trade)
-  미국의 수산물 공급 (U.S. Supply)
-  미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 (Per Capita Consumption)
-  미국의 수산물 가격 (Prices)
-  색인 (Index)

<KMI 동향분석 VOL. 15>
(공)저 : 김연수, 임경희

∙ 주요 내용 
-  최근 유럽위원회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수산물이 지속가능

한 생산방식으로 어획 또는 양식되었음을 입증하는 제품환경
발자국(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이하 PEF) 제도를 개
발 중이다. 

-  우리나라 수산분야에 적용 가능한 환경영향 평가방법을 수
립하고 그에 필요한 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수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및 국제 
환경 제재에 따른 사전적 대비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수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 해결할 필요가 있다.

∙ 목차
-  EU 수산분야 제품환경발자국 제도 개발 진행
-  수산분야 PEF, 多품목 多업종에 대해 폭넓게 검토 
-  韓 수산분야, 탄소배출량 등에 대한 기초 연구 진행 
-  EU 수출, PEF 제도에 대한 선제적 대비 요구 
-  수산분야 PEF 제도 개발, 중장기적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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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년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
□ 찾아가는 수출상담회(수협중앙회)
￭ 찾아가는 수출상담회는 수산 기업의 자생적 수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이다.
- 수출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매년 반기별로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을 구성하여 현지 

바이어를 직접 방문하여 수출 상담 및 시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중국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요 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협중앙회에서 정부대행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 중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 수출 희망업체, 수출협의회, 생산자단체, 수

산무역협회, 정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2016년 찾아가는 수출상담회 사업에서 현지 수출 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조
미김, 장류, 전복, 고등어, 해삼 등을 중심으로 수출 계약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016년 상반기에는 중국 남경·정주·상해 지역으로 굴, 김, 미역, 전복, 해삼, 멍게  

등, 하반기에는 중국 위해·청도·제남 지역을 중심으로 김, 어묵, 연어, 전복가공품, 간
장게장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사업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사업에서 현지 시장 조사 및 바이어와의 적극적인 수출 상담을 통해 우리나라 주
요 수출품을 중심으로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얻었다.

- 향후 현지 시장 조사 위주가 아닌 한국 수산물·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
고, 업체가 적극적으로 바이어 발굴 및 거래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품목별·지역별 차
별화된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복을 수출하고 있는 A업체는 2016년 찾아가는 수출상담회 사업에서 지원받
아 현지에서 2천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 A업체는 중국으로의 전복 수출을 위한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가운데, 중국 수출 

시 요구되는 HACCP인증, 수출가공공장 등록 등을 선행적으로 진행했다.
-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사업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의 다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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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수출 준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었던 A업체는 2016년 찾아가는 수출상담회 사
업을 지원받아, 현지에서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 향후 A업체는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해 마이크로파 및 진공 복합건조 기술 등을 통해 
건전복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전복 가공품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찾아가는 수출상담회 사업은 중국 내 수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의 많은 관
심과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

2017년 찾아가는 수출상담회 사업 개요
사업개요 · 중국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바이어와의 시장 개척 활동을 통한 對중국 수

출시장 공략
지원내용 · 소요경비 전액 지원

지원대상
· 중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기업, 수출협의회, 

생산자단체, 수산무역협회, 정부, 지자체 등
· 중국 수출가공공장 등록이 완료된 업체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 업체별 세부계획 

접수 ⇒ 사전 설명회 개최 
및 파견 준비 ⇒ 중국 파견

추진계획 · 상반기(4월) : 산동성, 청도 중심 지역
· 하반기(9월) : 상해 중심 지역

신청방법
· 모집공고 : 3월 중, 8월 중
· 모집공고 확인(수협중앙회홈페이지:www.suhyup.co.kr>고객서비스>공지사항) 

⇒ 신청서 작성･온라인 제출 ⇒ 신청업체 평가(서류전형, 계량평가 등) ⇒ 지
원업체 선정 ⇒ 사전 설명회 및 파견 준비 ⇒ 파견

Q&A

1. 업체별로 1명만 참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업체별로 1인 비용만 지원이 가능하며, 추가 인원에 대한 비용을 업체
에서 부담하여 참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수출가공공장등록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접수기간 안에 나올 것 같지

는 않습니다. 접수 기간만료 후 제출하여도 되나요?
(답변) 접수기간 만료 후 제출하는 것은 업체평가 시 제외됩니다.
3. 중국 수출가공공장 등록(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등록)이 안 되어있다면 지

원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바이어 측이 우수한 제품을 보고 즉시 계약을 맺고자 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때문에 공장의 경우는 중국 수출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므로 반드
시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단, 무역상사는 제외됩니다.) 
4. 개척단 활동 후 통역, 시장조사, 자문 등 수출관련 업무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지역의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업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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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증 취득 지원(한국수산회)
￭ 국제인증 취득 지원 사업은 국내외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관세 장벽에 대비하고, 수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프리미엄 및 신규시장 진입 시, 해외바이어 및 소비자의 제품 신뢰 제고를 위해 할

랄, 코셔, ASC 등 국제 인증 취득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할랄, 코셔, ASC, MSC 등 수산물 수출 시 필요한 인증 취득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

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국비 70%, 자부담 30%로 이루어져 있다.
- 수산물 생산자(단체), 수산물·수산식품 제조업체, 수출(예정)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

고 있으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 전반적인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 2016년 국제인증 취득 지원 사업에서는 총 66개 업체에 할랄, 코셔 등을 중심
으로 FDA, USDA, Organic EU, ISO 22000, IS0 9001 등 다양한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여 한국산 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국제 인증 사업은 할랄(APHD, MUI, Warees, JAKIM, KMF), 코셔(KCC, 

STAR-K, SOA), 기타 인증(FDA, USDA, Organic EU, ISO 22000, ISO 9001, ISO 
14001, FSSC 22000) 등 총 66개 업체에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국제 인증을 받은 품목은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매생이 등), 패류(전복, 
조개 등), 어류(멸치, 참치, 조기, 고등어, 꽁치 등), 새우류, 소금 등으로 주로 수출 
초보 기업을 중심으로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업계는 해외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갖출 수 있고, 지
속적인 제품 관리를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국제인증 취득 지원 사업은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김을 수출하고 있는 B업체의 경우 지속적인 수출 성과를 통해 현지 바이어 요
청으로 2016년 국제 인증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 B업체는 말레이시아 등으로 김 수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인증(USDA) 취득 후 

제품을 프리미엄화하여 일반 제품 대비 높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효과를 얻었다.
- 업체 관계자는 최근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SQF 등 인증 

획득을 통해 제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
고하는 등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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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안전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되는 가운데, 2017년 국제인증 취득 
사업은 중국과 미국 등 식품 관련 인증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2017년 국제인증 취득 지원 사업 개요
사업개요 · 국내외에서 요구하는 인증취득 지원을 통한 우량제품 생산으로 사전에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 도모

지원내용

· 할랄, 코셔, Global GAP, ASC, MSC 등 수산식품 수출에 필요한 각종 인증취득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7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업체당 20백만원 이내
· 지원범위 : 심사비, 등록비, 제품 시험비용, 대행사 수수료(서류대행, 번역 등)등 인증

취득 관련 실비 및 인증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
· 지원기한 : ‘17년 내에 인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득기한이 장기간 소요되는 인증에 한해서 차년도 예산에서 소급적용 가능

지원대상
· 양식장, 어가 등 수산물 생산자 및 단체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제조업체 및 수출(예정)업체
* 단, 지자체 및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소금 포함)

선정기준
· 지원대상 업체 선정기준
· 지원대상 인증제도 여부
· 인증대상 품목의 적합성 여부
· 수출실적(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 수출계획 및 수출준비도(수출예정 업체) 등

추진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업체선정 

통보 ⇒ 지원금 
요청 ⇒ 지원금 

지워

추진계획 · 모집공고 전 사전 홍보 및 인증취득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 3월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수시접수)

신청방법 · 모집공고 확인(korfish.or.kr>정보자료실>공고) ⇒ 신청서작성･제출(한국수산회) ⇒ 신
청업체 평가(적격평가) ⇒ 지원업체 선정 ⇒ 사업추진

Q&A

1. 국제인증 지원 자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자격은 국제인증을 신청하신 제품의 HS 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
야 합니다. 따라서 수산물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화장품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 국제인증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업체당 20,000천원 한도로 지원되며 지원율은 취득비용의 70%입니다. 
다만 컨설팅 대행수수료 등 비용은 총 취득금액의 30%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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