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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수산 리포트
새우 양식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 새우 양식 관행, 문제를 야기하다.a)

- 동남아시아 국가에 있어 수산업은 단백질 섭취의 원천이자 소득 창출의 한 요소이다. 

그 중에서도 새우 산업은 고수익 산업 중 하나로, 많은 국가들이 앞 다투어 새우 양

식장을 확보해왔다. 그 결과,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새우 생산은 날

이 갈수록 증대되었고, 양식된 새우는 주요 선진국들에 수출되었다.

- 문제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맹그로브 숲은 파괴되었고,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배출수 

등으로 주변 강이 오염되는 등 주변 환경은 파괴되었으며 새우들은 질병에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새우 양식업은 대표적인 수산업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지만, 다양한 

지역에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새우 폐사, 수입국의 통관 거부)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자료 : UN Comtrade (2017.09.22. 검색) 

<그림 1-1> 새우의 국가별 교역 동향

￭ 생태양식 투자 확대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다.b)

- 질병 발생으로 인한 통관 거부, 친환경 수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 계층의 확대는 업

계로 하여금 생산 단계에서부터의 품질 관리 강화를 모색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개

별 생산업체들은 품질관리를 위해 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연구 기술을 접목하는 등 

보다 나은 생산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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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노력을 하는 업체 중 대표적인 업체에는 민푸(Minh Phu)가 있다. 민푸는 

1992년 설립된 베트남 최대 수산물 생산 및 수출업체로 베트남 100대 기업에도 포

함될 만큼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다. 주요 수출 품목은 새우로, 최근 맹그로브 숲에서

의 생태 양식을 통한 블랙 타이거 새우 생산을 늘리기 위해 맹그로브 숲에 대한 투

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푸의 르반 쾅 회장은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생태 양식된 블랙타이거 새우

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며 생태 양식을 통한 새우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민

푸가 투자하고 있는 양식 방법은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최근 주류가 되었던 집약

적인 양식 방법에서 탈피하여 자연에 생산을 맡기는 오래전 양식 방식으로의 회귀라

고도 볼 수 있다.

￭ 새로운 양식에 대한 접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c)
- 민푸는 수출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양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생산적인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전 20여개의 양식장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해 본 결과, 엄격한 수질 및 폐기

물 관리, 그리고 단계적 수확 방식(연간 수확시기를 3차례에서 5차례로 증가)은 질병

으로부터의 위험을 해소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더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생산체제 개편은 모든 업체에 적용하기에는 어려

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양식 체재를 갖추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환경 친화적인 소비 트렌드에 맞춰, 보다 정밀한 생산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
다.a)b)c)

- 세계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양식 산업 발전을 통한 생

산성 증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나 동시에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

심 증대는 ‘양’과 ‘질’ 어떤 하나도 포기할 수 없게 만든다.

- 또한 주요 수산물 수입국은 자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식품현대안

전화법(FSMA) 개정 및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IMP) 시행, 일본은 식품안

전기본법에 근거한 모니터링 검사 계획 수립, 중국은 국가표준(GB) 개정 등 진입 장

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1) 연간 새우 생산은 1ha당 5만 톤 가량이 생산될 정도로 크게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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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생태 양식을 통한 경쟁력 제고의 성공 여부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글로벌 규범에 발맞춰 환경 친화적인 수산물을 생산하는 동시에 생산성마

저 놓치지 않는 생산 체제의 정비는 우리 수산업이 ‘벤치마킹’할 요소 중 하나이다. 

보다 정밀한 생산기반 정비를 통해 우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수출 경쟁력’

을 강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해외시장분석센터 한기욱 연구원

(hankiuk@kmi.re.kr / 051-797-4902)

참고자료 a) http://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monthyear=9-2017&day=5&id=93690&
l=e&country=0&special=0&ndb=1&df=0 (2017.09.22. 검색) 

b)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7/08/29/vietfish-2017/#8579/ (2017.09.22. 
검색) 

c)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7/09/18/minh-phu-chairman-new-farming-me
thod-will-allow-vietnam-to-hit-10bn-exports/ (2017.09.2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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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복 생산 회복에 따른 가격 하락 지속세

￭ 2017년 9월 누적, 한국산 전복의 對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99.7%가 감소한 
14만 달러를 기록하였다.a)
- 지난 2016년, 중국 내 극심한 전복 생산 부진(전년 대비 50% 감소)으로 수급 불균형

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6월부터 활·신냉 전복을 중심으로 對중국 수출을 본격

화하였으나, 올해 중국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9월 누적 수출금액은 99.7%가 감소한 

14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9월 
누적

2016년 - - - - 208 2,603 3,883 2,226 3,065 11,984

2017년 104 - - 2 - - - - 40 142

<표 1-1> 우리나라의 對중국 활전복 수출 동향

주 : HS 8단위 기준 03078100(신선냉장 전복)으로 집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 10. 02. 검색)

￭ 2017년, 중국의 전복 생산량이 회복세를 보이다.b)c)

- 중국은 2016년의 생산 부진을 겪은 이후 양식 기술 개선 및 지역 간 이동식 양식 등

을 통해 생산량을 회복하고 있으며, 올해도 양성물량을 늘릴 예정으로 파악된다. 

- 푸젠성 주요 전복 양식 지역인 푸티안시(莆田)에서는 해양어업기관과 연계하여 전복 

표준화 양식 기술의 추진, 전복 양식 시범구 구축, 양식 모델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올해 총 600톤의 생산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둥성 용성시(荣成市)의 칭어탄(青鱼滩) 부두에서는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푸

젠성으로부터 전복 총 6,000만 마리를 운송해 양성하고 있으며, 태풍이 잦은 남부 지

역에 비해 산둥성은 비교적으로 자연 환경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2016년 생산량 감소

에 큰 영향을 미쳤던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생산 회복에 따라 전복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d)
- 2016년 전복 수급 부족으로 6월 산둥성 웨이하이 도매시장의 전복 도매가격은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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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78.7%가 상승한 41,755위안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 3월부터 생산량이 회복됨

에 따라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9월 기준 도매가격은 21,407위안으로 전년

대비 12.2%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15년 22,271 19,681 16,228 15,538 17,955 23,479 23,306 20,717 24,860 27,104 23,479 21,925 21,379

2016년
(A) 22,443 22,443 24,860 28,658 35,219 41,952 25,896 22,616 24,688 27,622 27,795 30,730 27,910

2017년
(B) 28,313 24,515 24,515 24,342 28,486 29,004 22,443 19,681 21,407 - - - 26,529

<표 1-2>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 수산물 도매시장 활전복 가격 동향

주 : 1위안=172.64원(2017.10. 09.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임 
자료 : 중국 신농촌왕(中国新农村网)

￭ 한국산 전복의 수출 다변화를 위하여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 지난해 중국 내 전복 생산 부진에 따라 한국산 전복 수출이 증가했던 점을 통해, 한

국산 전복과 중국산 전복 간에는 대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중국

의 생산량 회복에 따라 한국산 전복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전년 같은 수출 증가 

상황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 지난해와 같은 수출 증가 현상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중

국 시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수출 상품의 다양화, 한국산 전복의 인지도 확대 

등 경쟁력 제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해외시장분석센터 황산산 연구원

(shan0202@kmi.re.kr / 051-797-4909)

참고자료 a) http://www.dzwww.com/shandong/sdnews/201612/t20161216_15287546.htm 
(2017.10.09. 검색)

b) http://www.ptxw.com/pub/ptweb/news/xw/mszx/201703/t20170302_1624
76.htm (2017.10.09. 검색)

c) http://news.163.com/photoview/00AP0001/2255436.html#p=CKG7OSN000A
P0001 (2017.10.09. 검색)

d) http://nc.mofcom.gov.cn/channel/gxdj/jghq/index.shtml (2017.10.0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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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제품의 이중 품질(Dual Quality) 기준으로 EU 국가 간 
식품 공급 차별 논란
￭ 똑같은 포장의 동일 제품, EU 국가별 상이한 주요 성분 함유율로 열등한 품질

에 대한 소비자 불만 증가하다.a)
- 한 제조사에서 똑같은 포장과 상품명으로 출시했으나 국가별로 상이한 품질의 제품이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이 EU 회원국 간 ‘이중 식품(Dual food)’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 이 가운데 생선살을 막대 모양으로 잘라 빵가루를 입혀 튀긴 피시핑거(fish finger) 

제품이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EU 내 잘 알려진 제조사의 피시핑거 제품 중 슬로바

키아에 유통된 제품의 라벨에는 어육 함유량이 58%로 표시된 반면, 오스트리아 국경 

인접국가에서 판매되는 제품에서 65%로 표시되어 있음이 발견됐다. 이는 수산식품뿐

만 아니라 커피, 음료, 잼 등 식품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소비자의 동등한 권리 보호를 위해 회원국 간의 식품 인종차별(food apartheid)은 
허용되지 않는다.a)d)

- 생산업체는 현지 취향에 맞춰 성분 함유량이 회원국마다 다를 수 있고, EU 단일시장 

규정에 따라 성분을 레이블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한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EU 회원국 간의 평균 소득 수준을 고려, 상대적으로 저소득국가로 분류되는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한편, EU 소비자위원회는 EU 단일 시장 전반에 동일한 제품을 제공해야하며, 회원국 

사이의 차별은 허용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는 슬로바키아,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 

등 주로 동유럽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품질이 서유럽에 시판되는 제품보다 열등한 것

으로 드러나면서 동·서유럽 간의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다.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이를 위반할 경우 EU 소비자 불공정 관행법(Directive on 

Unfair Commercial Practices)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는 이를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도입할 계획은 없지만, 기존의 소비자 보호 규

정을 토대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해 소지가 있는 관행을 저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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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uropean Commission Justice and Consumers (2017.10.10. 검색)

<그림 1-3> 이중 품질 기준 문제 대응을 위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실행계획

￭ EU 회원국 간의 식품 교역 분쟁 방지를 위해 투명한 식품 공급망 구축이 필요
하다.b)
- 이에 유럽집행위원회는 9월 26일 이중 품질 제품에 적용되는 소비자법을 바탕으로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거짓 없이 정확하고 충

분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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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회원국 간의 식품 공급 차별은 국가 간 교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단일 경제 협력체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된 식품 공급망 구

축을 통해 회원국의 식품 업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시장분석센터 이슬비 연구원

(sblee@kmi.re.kr / 051-797-4588)

참고자료 a) http://ec.europa.eu/newsroom/just/item-detail.cfm?item_id=604475 (2017.1
0.10. 검색)

b) https://www.theguardian.com/inequality/2017/sep/26/european-commissio
n-food-companies-inferior-products-eastern-europe (2017.10.10. 검색)

c) http://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monthyear=9-2017&day=2
9&id=93957&l=e&country=0&special=&ndb=1&df=0 (2017.10.10. 검색)

d) https://www.ft.com/content/7ea1327c-96e3-11e7-a652-cde3f882dd7b (2017.
10.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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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식품 안전에 대한 총체적 점검 필요
￭ 수산물 수출업체, 연어에 가짜 라벨을 부착하여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a)

- 최근 영국에서는 수출용(러시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제품을 유통시키고자 가짜 

라벨을 부착하여 수익을 챙긴 업자에 대한 기소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동 회

사는 판사로부터 가짜 라벨을 부착하여 발생한 수익(200,000파운드)과 300시간의 사

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 에버딘 지방의회 상업팀 책임자(Andrew Morrison)는 “효과적인 이력추적은 식품안

전 요건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라벨과 문서를 부정하게 변경하여 수산물 제품 

이력추적을 속이는 행위는 식품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영국 소비자, 식품안전법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c)

- 영국 보험사(NFU mutual)가 발표한 식품사기보고서(Food Fraud Report 2017)에 따르

면 설문 응답자의 72%가량이 영국 내 식품 사기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

자 1/3은 5년 전에 비해 제품이나 소매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아졌다고 전하였다.

- 기만행위가 우려되는 품목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적색육(red meat)으로 전체 

비중의 18%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13%가 가금육(poultry), 8%가 백색육(white 

meat), 생선 순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전체응답자의 46%가 2013년 말고기 파동2)과 같이 미디어에서 크게 다루어진 

식품 기반 사건이 소비자의 신뢰도를 낮추는 데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응답하였다.

- NFU mutual의 소매 전문가(Frank Woods)는 “식품 사기는 영국 식품 업계에 매년 

120억 파운드 가량의 막대한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식품위생등급 표시 의무화를 통한 식품 안전성 제고에 힘을 기울이다.c)d)

- 영국 지방정부협의회(LGA)는 영국 내 모든 외식업소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

위생등급 표시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다. 

- 협의회는 브렉시트(Brexit) 이후에도 식품안전을 규제하는 EU 규정을 유지해야한다

고 전하면서도 정부에 이러한 규정을 강화할 기회라고 언급하였다.

2) 2013년 유럽의 ‘말고기 스캔들’은 테스코, 리들, 알디 등 영국의 대형마트 4곳에서 유통된 쇠고기 버거에 말

고기가 섞인 것으로 드러나 영국에서만 1,000만 개 이상이 수거되었으며, 이 스캔들 악의적으로 유통시키고자 

제품 라벨과 서류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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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의 환경보건팀은 외식업소에 대한 식품 관리, 조리방법 등을 바탕으로 0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 업체의 경우 법적으로 등급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영국은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낮을 경우에 소

비자에게 점수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영국 식품기준청(FSA) 청장 또한 식품위생등급 표시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

힌 가운데, 위생등급표시 의무화를 폭넓은 규제 체계 개선의 필요 요소로서 이미 인

정하고 있는 바이다. 

- 웨일즈의 경우, 식품위생등급제 평가 도입으로 위생 기준 수준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

으며 ‘준수 미흡(poorly compliant)’업체 비율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총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영국의 식품 생산과정, 조리과정 등과 소비자의 낮은 신뢰도는 영국뿐만 아니라 국내

외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어 전반적인 식품 산업에 대한 안전성 점검이 

대두되고 있다.

- 미국, 중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인 유럽연합(영국 포함)의 식품 안전

과 관련한 규제가 나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업체들 또한 

식품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시장분석센터 정현기 연구원

(hupo1638@kmi.re.kr / 051-797-4905)

참고자료 a) http://www.bbc.com/news/uk-scotland-north-east-orkney-shetland-412
38515 (2017.09.12. 검색)

b) http://meatinfo.co.uk/news/fullstory.php/aid/21695/Public_confidence_i
n_food_safety_low.html (2017.09.07. 검색)

c)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sep/09/force-food-outlets-to-
display-hygiene-ratings-in-england-lga-says (2017.09.09. 검색)

d) https://www.food.gov.uk/news-updates/news/2017/16524/food-hygiene-r
ating-scheme-central-to-modernisation-plans (2017.09.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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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새우를 중심으로 수산물 수출 확대 전망

￭ 전 세계 높은 새우 수요로 인도 수산물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a)c)d) 

- 인도산 새우가 전 세계 수산물 구매자들의 선호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코노믹 타임

즈(Economic Times)는 2016-17년(2016.4~2017.4) 인도의 수산물 수출이 미화 58

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2017-18년(2017.4~2018.3) 인도의 수산물 수출은 미화 60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 또한 FAO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상위 5위 새우 수출국은 인도, 베트남,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태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도가 44만 톤의 새우 수출로 

전년 대비 14.5% 증가한 수치를 보여 전 세계 최대 새우 수출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 한편 인도 수산물 수출협회(Seafood Exporters Association of India, SEAI) 부회장

인 케니 토마스(Kenny Thomas)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물 수출의 약 70%가 

새우이며, 인도 내 새우 양식업체들이 자국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을 위한 흰다리 새

우(vannamei)의 생산량을 확대하면서 전체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토마스 부회장에 따르면, 특히 미국 시장의 경우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질병 등으로 인한 새우 공급량 감소에 따라 인도산 새우가 지난 몇 년간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도는 최근 미국 내 3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태

국(29%)을 누르고 최대 수출국의 위치를 점하게 됐다.

￭ 인도의 새우 수출, 에콰도르를 위협하다.b)

- 이처럼 인도의 엄청난 발전은 역사적으로 對미 주요 새우 수출국 중 하나인 에콰도르

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콰도르의 새우 생산업체인 손가(Songa)의 CEO인 

로드리고 라니아도(Rodrigo Laniado)에 따르면, 미국이 매년 더 많은 양의 흰다리 새

우를 수입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생산업체들은 기존 블랙타이거 새우에서 빠른 성

장력을 보이는 흰다리 새우로의 대량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덕분에 인도 전

체 생산량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70%가 증가했다. 이 때문에 미국 내 에콰도르산 

새우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 또한 어너 배리(Urner Barry)의 분석가인 앙헬 루비오(Angel Rubio)는 현재 인도의 

對미 새우 수출량은 한 때 태국의 최대치보다 훨씬 많다며, 아직 인도의 최대 새우 생

산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의 수출 증가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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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산 새우, 항생제 사용은 수출 확대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d)e)

- 이런 와중에 인도의 새우 부화장 및 양식장에서의 항생제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인도

에서 수출된 새우에서 항생제인 니트로푸란(nitrofuran)과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이 검출되면서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특히 인도의 세 번째로 큰 시장인 EU의 주요 수입국들이 2016년 10월부터 검사 빈

도를 10%에서 50%로 증가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은 제품에 항생제 및 기타 유해 물

질 등의 유무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FAO, 인도의 수산물 수출 실적이 꾸준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다.c)d)

-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까지의 수산물 시장 상황을 분석한 FAO의 

글로브피쉬(Globefish)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가 칠레에 이어 올해 뛰어난 실적을 올

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 언론사인 비즈니스 스탠다드(Business Standard)는 

유럽연합(EU)이 인도산 수산물 수입의 전면 금지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FAO의 전망은 인도의 수출업체들에게 유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그리고 전 세계적인 새우 수요 증가에 힘입어 인도에서는 새우 양식 생산량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기존 양식장들의 생산량 증가와 동시에, 인도 전역에서 특히 연안 

지역을 위주로 많은 양식장들이 신설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6-17년도 생산량 45만 톤에서 2017-18년도 5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도양식협회 전문가인 무스카루판(S. Muthukaruppan)은 말했다. 

- 이처럼 수산물 수출강국으로서의 인도의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전 세계의 수요 증가

에 더해 양식 어종의 다양화, 인프라 시설 증대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각화된 전

략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수산업은 이번 유럽연합(EU)에서의 이슈 

또한 국가 및 업체 차원에서 잘 대응하여,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 품질 확보를 위한 

지속적 관리 및 개선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시장분석센터 박혜진 연구원

(phj3112@kmi.re.kr / 051-797-4912)

참고자료 a)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demand-for-shrimp-may-push-i
ndia-s-seafood-exports-over-usd-6-billion-despite-eu-problems (2017. 10. 09. 검색)

b) http://www.intrafish.com/marketplace/1359011/indian-shrimp-exports-threate
n-key-ecuadorian-market (2017. 10. 09. 검색)

c) http://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monthyear=10-2017&day=4&
id=94069&l=e&country=0&special=&ndb=1&df=0 (2017. 10. 10. 검색)

d) http://www.business-standard.com/article/economy-policy/india-to-outperform
-in-shrimp-exports-in-2017-un-report-117100300519_1.html (2017. 10. 10. 검색)

e) http://www.domain-b.com/economy/trade/20171004_exports.html (2017. 10.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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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따른 러시아 수산물 시장의 변화
￭ 러시아 내 경제위기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 정부 모두 변화하고 있다.a)b)c)

- 러시아 경제위기는 러시아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감소와 이로 인한 유가의 급

락,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한 영향 등으로 201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도 진행 중이며 

이는 수산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러시아 수산청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 1인당 평균 어류 소비는 2013년 21kg에서 

2015년 14kg까지 감소하는 등 수산물 소비 감소를 보였고, 이에 따라 러시아 수산

물 업계는 경제위기로 인한 수산물 소비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신규 품목 도입, 수출

국 다변화 등 수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 

또한 어류 가공 능력을 높이고 수산물 원물뿐만 아니라 완제품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러시아, 어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다.d)e)

- 러시아는 남극 지역에 어업 선단을 확대하려는 계획과 함께 어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기 전략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업 선단 재정비, 가공시설 건설, 수생 생

물 자원 개발, 양식업 역량 강화, 남극 해역 확장 등으로 어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구상되었다.  

- 또한 러시아 수산청은 2030년까지 양식 생산량을 연간 70만 톤까지 끌어 올리려는 

계획을 마련했다. 대상 지역은 러시아 남부 지방 및 중앙 지방으로 이곳은 양식에 적

절한 저수지가 풍부하고, 숙련된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는 인력 자원 또한 풍부하여 

양식 산업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러시아 수산물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최근 러시아는 경제위기 속에서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전략을 구

상하고 있다. 자국의 수산가공산업 프로젝트의 확대를 위해 인근 수산물 수출경쟁국

인 한국과 일본에게도 투자를 확대할 경우 자국 내 수역의 어획 쿼터를 늘려주는 방

안까지 검토하는 등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에서는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수

산물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 신규 품목 개발, 양식 수산물 비중 확대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자국 수산업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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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변화하고 있는 수산물 시장에 발맞춰 수산물 수출시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수산업의 역량 강

화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해외시장분석센터 양이석 연구원

(yys1860@kmi.re.kr / 051-797-4909)

참고자료 a)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7/09/22/russian-trading-firms-d
iversify-as-financial-crisis-hits-fish-consumption/ (2017.10.09. 검색)

b)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7/09/15/eying-antarctic-push-ru
ssia-announces-1-2bn-investment-in-fishing-sector/ (2017.10.09. 검색)

c) KOTRA Global Strategy Report 16-001 (2017.07.13. 검색)
d) http://www.fishnotice.com/news?idnews=407156 (2017.07.20. 검색)
e) http://www.seafoodnews.com/Story/1055842/Russia-Dangles-More-Polloc

k-Allocations-if-Koreans-Invest-in-Russian-Processing(2017.07.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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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물·수산식품 수출 동향3) (9월 속보)

개    요
□  ’17년(1월~9월) 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한 17억 4천만 달러

- (상위 5위 수출국) 일본(10.2%↑), 중국(0.2%↑), 미국(18.0%↑), 태국(35.7%↑), 베트남(5.6%↑)

- (상위 5위 수출품)4) 참치(5.5%↑), 김(50.3%↑), 오징어(24.4%↓), 굴(3.2%↑), 넙치(15.2%↑)

9월 누적 월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10월 1일 기준, 9월 자료는 잠정치)

<그림 2-1>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 추이 

□ (국가)일본, 미국, 태국 등, (품목)참치, 김, 굴, 넙치 등 수출 증가
- 주요 수출국(일본, 미국, 태국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태

국으로의 수출이 35.7%로 크게 증가한 반면 중국은 보합세

- ’17년 9월 누적 수출은 오징어, 전복을 제외한 참치, 김, 굴, 넙치, 이빨고기 등 주요 수

출 품목의 수출 호조로 전체적으로 증가

3) 수산물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원자료를 이용해 KMI가 자체적으로 분류한 기준을 참고로 산출

하였으며, 발표 전월 시점 잠정치로 추후 발표되는 확정치와 차이가 날 수 있음

4) 기타 어류 등 품목명을 알 수 없는 기타 분류 품목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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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국가별 수출 동향(9월 누적) <그림 2-3> 품목별 수출 동향(9월 누적)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10월 1일 기준, 9월 자료는 잠정치)

주요국 수출 동향
① 일본 : 전년 동기(1월~9월) 대비 10.2% 증가한 5억 9천만 달러 수출

- (증가) 참치(6.5%↑), 김(56.2%↑), 전복(6.7%↑), 굴(23.6%↑) 등

 ∙ 참치 : 7~8월 황다랑어 어획량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로 집중되

던 냉동 피레트 물량이 어가가 높은 일본으로 수출이 증가

 ∙ 김 : 자국산 김 품질 저하 및 고가격으로 한국산 김 수요 증가5)

 ∙ 전복 : 11~14미 정도의 업무용(도시락 재료 등) 수요 꾸준히 증가

 ∙ 굴 : 자국 내 재고 소진에 따른 공급량 부족으로 수입 증가

- (감소) 붕장어(6.0%↓), 바지락(12.2%↓), 넙치(3.9%↓) 등

 ∙ 붕장어 : 국내 붕장어 작황 부진6) 및 수출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감소

 ∙ 바지락 : 생산량 감소7)로 인해 전반적인 수출 물량 확보 애로

 ∙ 넙치 : 일본 자국 내 생산 부진으로 한국산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 확보 

부족 등으로 전체 수출은 감소

5) 對일본 마른김 수출금액(9월 누적 기준) : (’16) 35.7백만$ → (’17) 65.2, (17/16) 82.9%↑

6) 붕장어 국내 생산량(8월 누적) : (’16) 17,466톤 → (’17) 15,378톤, 12.0%↓

7) 바지락 국내 생산량(8월 누적) : (’16) 8,775톤 → (’17) 6,843톤,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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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1월~9월) 월별

주 : 품목은 1월에서 9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10월 1일 기준, 9월 자료는 잠정치)

<그림 2-4>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산물 수출 추이

② 중국 : 전년 동기(1월~9월) 대비 0.2% 증가한 2억 9천만 달러 수출
- (증가) 김(37.4%↑), 대구(78.1%↑), 게(153.0%↑) 등

 ∙ 김 : 중국 내 방사무늬김 생산이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공 원료인 마른김 수출 증가

 ∙ 대구, 넙치 : 냉동 대구 및 냉동 넙치의 수입 재수출이 증가8)

- (감소) 전복(98.8%↓), 오징어(24.2%↓), 명태(70.8%↓) 등

 ∙ 전복 : 중국 내 전복 생산이 회복되면서 한국산 전복에 대한 수요 감소

 ∙ 오징어 : 냉동 오징어 중심으로 수출 감소

품목별(1월~9월) 월별

주 : 품목은 1월에서 9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10월 1일 기준, 9월 자료는 잠정치)

<그림 2-5>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산물 수출 추이

8) 9월 기준, 對중국 대구 수출의 86.8%, 넙치 수출의 77.4%가 수입 재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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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국 : 전년 동기(1월~9월) 대비 18.0% 증가한 2억 1천만 달러 수출
- (증가) 김(22.6%↑), 이빨고기(39.1%↑), 굴(23.3%↑) 등

 ∙ 김 : 미국 현지 시장의 제품 다양화로 조미김, 스낵김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이빨고기 :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생산량이 유지되면서 미국 내 꾸준한 수요 및 높은 

수출 가격 등으로 수출이 집중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9.1% 증가

 ∙ 굴 : 하프셀 굴(냉동굴)과 통조림(밀폐용기)에 대한 수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

비 수출이 증가

- (감소) 오징어(29.6%↓), 어묵(2.0%↓), 게(22.0%↓) 등

 ∙ 오징어 : 연근해산 오징어 생산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 수요가 높은 일본, 

태국 등으로 수출이 집중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

품목별(1월~9월) 월별

주 : 품목은 1월에서 9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10월 1일 기준, 9월 자료는 잠정치)

<그림 2-6> 우리나라의 對미국 수산물 수출 추이

④ 태국 : 전년 동기(1월~9월) 대비 35.7% 증가한 1억 8천만 달러 수출
- (증가) 참치(22.2%↑), 김(41.%↑) 등

 ∙ 참치 : 세계적으로 원료용 참치(가다랑어) 생산이 감소하면서 어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

데, 우리나라는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생산량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對태

국 수출액은 증가세를 유지

 ∙ 김 : 태국 현지 스낵김 판매 단가 상승으로 인해 내수 소비는 다소 위축되었으나, 태

국산 스낵김 수출 실적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원료용 김에 대한 수요는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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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1월~9월) 월별

주 : 품목은 1월에서 9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10월 1일 기준, 9월 자료는 잠정치)

<그림 2-7> 우리나라의 對태국 수산물 수출 추이

⑤ 베트남 : 전년 동기(1월~9월) 대비 5.6% 증가한 7천 2백만 달러 수출
- (증가) 어란(56.2%↑), 김(49.6%↑) 등

 ∙ 어란 : 수입 재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출이 증가

 ∙ 김 : 한국산 조미김에 대한 높은 수요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

- (감소) 오징어(60.0%↓), 꽁치(75.8%↓) 등

 ∙ 오징어 : 최근 어획되고 있는 연근해산 오징어가 일본, 태국 등으로 수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베트남 수출량이 감소

 ∙ 꽁치 : 수입 재수출이 감소

품목별(1월~9월) 월별

주 : 품목은 1월에서 9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10월 1일 기준, 9월 자료는 잠정치)

<그림 2-8>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산물 수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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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 수출 동향
① 참치 : 전년 동기(1월~9월) 대비 5.5% 증가한 4억 3천 5백만 달러 수출

- (국가별) 일본(6.5%↑), 태국(22.2%↑), 프랑스(20.9%↑), 이탈리아(14.3%↑), 베트남(1.0%↑)

- (품목별) 냉동 피레트(14.9%↑), 냉동 가다랑어(9.7%↓), 냉동 황다랑어(12.7%↑), 냉동 황새치(7.3%↑), 

통조림(4.0%↑)

   ∙ 다랑어의 경우, 6~7월 생산량이 급증했으나 8월 감소세를 보이며 수출 상승세 둔화

   ∙ 냉동 피레트 : 일본(횟감용), 프랑스 및 이탈리아(스테이크용) 등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

   ∙ 냉동 황새치 : 5월부터 증가한 어획량이 수출에 영향을 주어 증가세로 전환, 전년 동

기 대비 수출량 7.8%, 수출액 7.3% 증가

국가별(1월~9월) 월별

주 : 국가는 1월에서 9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10월 1일 기준, 9월 자료는 잠정치)

<그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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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980 411,854 132,159 434,544 △18.9 5.5

냉동 피레트 15,407 175,155 15,912 201,228 3.3 14.9

냉동 가다랑어 108,497 127,214 75,034 114,933 △30.8 △9.7

냉동 황다랑어 29,762 61,333 30,735 69,116 3.3 12.7

냉동 황새치 3,922 21,474 4,226 23,050 7.8 7.3

통조림 1,410 7,901 1,398 8,215 △0.8 4.0

기타 3,982 18,777 4,854 18,001 21.9 △4.1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10월 1일 기준, 9월 자료는 잠정치)

<표 2-1> 참치 품목별 수출 동향(9월 누적)
(단위: 톤,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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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김 : 전년 동기(1월~9월) 대비 50.3% 증가한 4억 1천 3백만 달러 수출
- (국가별) 일본(56.2%↑), 중국(37.4%↑), 미국(22.6%↑), 태국(41.4%↑), 대만(87.4%↑)

- (품목별) 조미김(25.5%↑), 마른김(94.5%↑)

   ∙ 주요 김 생산국인 중국과 일본의 김 작황 부진으로 김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

데, 국내 김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가격 대비 고품질인 한국산 마른김에 대한 수요 

증가로 수출가격이 전년 대비 33.9% 상승

   ∙ 일본 : 자국 내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 단가 상승과 더불어 자국산 김 품질 저하 및 

원료용 재고 부족으로 한국산 김에 대한 수요 증가

국가별(1월~9월) 월별

주 : 국가는 1월에서 9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10월 1일 기준, 9월 자료는 잠정치)

<그림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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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73 274,702 17,294 412,930 23.8 50.3

조미김 8,555 176,418 9,352 221,373 9.3 25.5

마른김 5,394 97,990 7,871 190,584 45.9 94.5

기타 24 295 72 972 197.4 229.7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10월 1일 기준, 9월 자료는 잠정치)

<표 2-2> 김 품목별 수출 동향(9월 누적)
(단위: 톤,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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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오징어 : 전년 동기(1월~9월) 대비 24.4% 감소한 6천 6백만 달러 수출
- (국가별) 중국(24.2%↓), 일본(35.2%↑), 미국(20.7%↓), 태국(1486.5%↑), 베트남(60.0%↓)

- (품목별) 냉동오징어(25.9%↓), 조미오징어(48.8%↑)

   ∙ 연근해산 오징어 생산이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수입쿼터가 증대된 일본 및 신규 

활로가 개척된 태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양상

   ∙ 냉동 오징어의 수출은 감소(중국·미국), 조미 오징어의 수출은 증가(일본·미국·캐나다)

    * 오징어 원양 및 연근해 생산량(8월 누적) : (’16) 62.7천톤 → (’17) 90.2천톤, 43.7%↑

    * 냉동 오징어 수출가격(9월 누적, $/kg) : (’16) 2.0 → (’17) 3.1, 52.1%↑

국가별(1월~9월) 월별

주 : 국가는 1월에서 9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10월 1일 기준, 9월 자료는 잠정치)

<그림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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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98 87,112 19,584 65,859 △51.0 △24.4

냉동오징어 39,132 79,882 19,057 59,170 △51.3 △25.9

조미오징어 323 3,803 371 5,660 15.1 48.8

건조오징어 160 1,880 0 0 △100.0 △100.0

밀폐용기 281 1,253 155 1,025 △44.7 △18.2

기타 102 293 0 3 △99.7 △98.9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10월 1일 기준, 9월 자료는 잠정치)

<표 2-3> 오징어 품목별 수출 동향(9월 누적)
(단위: 톤,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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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굴 : 전년 동기(1월~9월) 대비 3.2% 증가한 5천만 달러 수출
- (국가별) 일본(23.6%↑), 미국(23.3%↑), 홍콩(47.1%↓), 말레이시아(14.5%↓), 대만(16.4%↓)

- (품목별) 냉동(11.8%↑), 밀폐용기(18.5%↑), 기타조제굴(33.1%↓), 신선냉장(50.7%↑)

   ∙ 주요 품목의 수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기타조제품(건굴)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

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50.0백만불 수출

   ∙ 그 외 냉동, 밀폐용기, 신선냉장 수출이 증가하면서 일본, 미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하

였으나, 對홍콩 수출은 감소

   ∙ 일본 : 재고 소진에 따른 공급량 부족으로 한국 및 미국으로부터 굴 수입 증가 추세

   ∙ 미국 : 하프셀 굴(냉동굴)과 통조림(밀폐용기)에 대한 수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

국가별(1월~9월) 월별

주 : 국가는 1월에서 9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10월 1일 기준, 9월 자료는 잠정치)

<그림 2-12> 우리나라의 굴 수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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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6,424 48,674 7,773 50,214 21.0 3.2

냉동굴 4,342 26,747 5,080 29,912 17.0 11.8

밀폐용기 1,155 7,780 1,542 9,220 33.4 18.5

기타조제굴 699 12,309 641 8,228 △8.3 △33.1

신선냉장 213 1,578 458 2,377 115.3 50.7

기타 14 261 51 476 267.8 82.3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10월 1일 기준, 9월 자료는 잠정치)

<표 2-4> 굴 품목별 수출 동향(9월 누적)
(단위: 톤,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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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넙치 : 전년 동기(1월~9월) 대비 15.2% 증가한 4천 9백만 달러 수출
- (국가별) 일본(3.9%↓), 중국(77.7%↑), 미국(0.2%↑), 캐나다(63.7%↑), 베트남(1,279.6%↑)
- (품목별) 활어(1.1%↓), 냉동(74.7%↑)

   ∙ 활 넙치 수출(일본, 미국)은 감소, 냉동넙치류 수출(중국)은 증가
   ∙ 일본 : 일본산 활 넙치 공급 감소에 따라 한국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수

출 물량 확보 부족으로 전체 수출이 소폭 감소
   ∙ 중국 : 냉동 넙치(냉동 가자미류)의 재수출 증가로 對중국 넙치 수출이 증가
   ∙ 캐나다 : 판매용 활 넙치 수출이 허가됨에 따라 수출이 증가9)

국가별(1월) 월별

주 : 국가는 1월에서 9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10월 1일 기준, 9월 자료는 잠정치)

<그림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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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5 43,278 4,515 49,842 11.1 15.2

활어 2,054 31,570 1,973 31,227 △3.9 △1.1

냉동 1,658 8,353 2,055 14,594 24.0 74.7

기타 354 3,356 487 4,020 37.7 19.8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년 10월 1일 기준, 9월 자료는 잠정치)

<표 2-5> 넙치 품목별 수출 동향(9월 누적)
(단위: 톤, 천 달러, %)

9) 9월 18일부터 캐나다로 4종의 ‘판매용 활어’(넙치, 우럭, 참돔, 능성어)에 한해서 수출이 허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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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 수입 수산물 통관 현황10)

일   본 
□ 對세계 통관거부
❍ ’17년 9월, 일본 수입 수산물 통관 거부 실적은 15건으로 집계

- 일본 후생노동성의 수입식품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9월 통관 거부 실적(공표일 9월 29

일 누적 기준)에 따르면, 새우, 오징어 등을 포함한 총 15건의 거부 사례가 발생

 ∙ 품목별로는 오징어, 새우가 각각 3건씩이며 기타 수산물 9건으로 집계

- 총 8개 국가의 수산물·수산식품이 통관 거부되었는데, 이 중 중국이 6건으로 가장 많은 가

운데 베트남, 태국이 각각 2건, 노르웨이, 미얀마,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1건 순 

- 9월 품목별 통관 거부 사유는 성분규격 부적합이 대부분으로, 주로 대장균 군 양성 반응 

및 세균 수 초과로 확인

 ∙ 대장균 군 양성 반응이 가장 많은 8건이며 다음으로 세균 수 초과가 5건 순이며 이 밖에 

푸라졸라돈, 엔로플록사신 검출이 각각 1건씩 집계

 ∙ 한국산 어육 제품이 성분규격 부적합 원인(대장균)으로 1건 오사카에서 통관거부 사례가 발생

국가별 지역별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11) (검색일 : 2017. 09. 29.)

<그림 3-1> 일본 수입 수산물 통관거부 실적(´17년 9월) 

10) 주요 국가가 발표하는 최신 수입 통관 거부 실적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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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관련 최신 뉴스
❍ 일본 후생노동성, GM 연어(AquAdvantage® Salmon)와 관련하여 2017

년 수입식품 모니터링 계획 일부 개정
- 최근 미국기업이 개발한 유전자 변형 연어(일본에서는 안전성 미심사 대상)가 파나마에서 

양식되어 캐나다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됨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은 8월 31일부로 

각 검역소에 ‘2017년도 수입식품 모니터링 계획(輸入食品等モニタリング計画)’에서 GM 

연어(AquAdvantage® Salmon)와 관련한 내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따라서 해당 유전자 변형 연어의 검사방법이 2017년 8월 31일부로 ‘안전성 미심사 변형 DNA 

기술 응용식품의 검사방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파나마 및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연어 및 그 

가공품(연어 플레이크 등)이 주요 대상이며 그 밖에도 검사 건수, 방법 등이 개정되었다.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bu/20170831.pdf)

검색일 : 2017. 08. 31.

❍ 일본 농림수산성,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
- 후생노동성은 2012년부터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国民健康・栄養調査)’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2016년 10~11월 간 이루어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주요 영양 및 식

생활에 대한 결과로 식염 섭취량은 평균 9.90g을 섭취하는 가운데 남성은 10.8g, 여성은 

9.2g으로 10년 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채소 섭취량은 평균 276.5g으로 남성은 283.7g, 여성은 270.5g으로 식염과 마찬가지로 10

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남녀 모두 20대가 가장 섭취량이 작았으

며 반면 60대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 아침식사의 결식률12)은 전체 평균 남성이 15.4%, 여성이 10.7%로 나타났으며 연령 계층

별로 살펴보면 남녀 20대가 각각 37.4%, 23.1%로 가장 결식률이 높았다. 

- 이 외에도 간접 흡연 기회가 가장 높은 곳은 음식점(42.2%)로 가장 높았으며, 65세 이상 고령자

의 저영양 경향 비율은 남성(12.8%)보다 여성이 22.0%로 높아 10년 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http://www.mhlw.go.jp)

검색일 : 2017. 09. 21.

11)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yunyu_kanshi/ihan/index.html

12)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 정제 등으로 영양소 보급, 드링만의 경우, 과자, 과일, 유제품, 기호 음료 
등의 식품만을 먹는 경우의 합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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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 對세계 통관거부
❍ ’17년 8월, 미국 수입 수산물 통관거부 실적은 153건으로 집계

-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의 8월 통관거부 실적에 따르면, 어류가공품, 다랑어, 틸

라피아, 만새기, 멸치, 새우 등을 포함한 총 153건의 수입 수산물 거부 사례가 발생

 ∙ 품목별로는 어류가공품 95건, 다랑어 13건, 틸라피아 10건, 만새기 7건, 멸치 6건, 새

우 4건, 소금 3건 등으로 확인

- 총 19개 국가의 수산물·수산식품이 통관 거부되었는데, 이 중 미얀마 94건, 중국 11

건, 한국 10건, 베트남 8건, 필리핀 6건, 스페인 5건, 스리랑카 4건 등의 순으로 집계

 ∙ 한국의 경우 멸치가 6건(비위생적 제조), 명태 2건(성분), 어류가공품(비위생적 제조)

과 다랑어(라벨링/포장)가 각 1건씩으로 확인

- 거부 사유는 비위생적 제조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분(금지, 기준치초과) 30

건, 식품 변질 19건, 라벨링/포장 18건, 서류미비 2건으로 확인(거부사유 중복)

국가별 거부 사유

자료 : 미국 식품의약국(FDA) (검색일 : 2017. 09. 27.)

<그림 3-2> 미국 수입 수산물 통관거부 실적(´1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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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관련 최신 뉴스
❍ 美 FDA,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수산제품을 만든 수산물 가공업체 고소

-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열악한 위생 상태에서 제조된 수산식품의 품질 문제를 들어 LA에 위치
한 수산물 가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오
염된 수산물 제품을 유통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일반 포장, 진공 포장, 
즉석 식품, 훈제 생선 등을 제조·유통하는 이 회사는 제품이 오염될 수 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 하에서 가공을 해왔다고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다.

- FDA는 이 업체의 가공시설을 여러 차례 검사한 결과, 피고인들이 여러 다른 결함 가운데 수산식
품 HACCP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진공 포장 생선을 포함한 수산제품의 리스테리아균
(Listeria monocytogenes)과 보톨리눔 독소(Clostridium botulinum toxin)를 적절히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 상에서도 2016년 1~2월과 7~8월 FDA의 환경 샘플 분석 결과, 
이 업체의 전 가공 시설의 여러 곳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산식품 
HACCP 규정은 모든 수산물과 수산제품 가공업체가 수산물 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 위험 요소의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 위험 분석을 수행하거나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 : http://www.latimes.com/local/lanow/la-me-ln-adulterated-fish-complaint-20171004-story.html

http://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l=e&id=94166&ndb=1

검색일 : 2017. 10. 12.
 

❍ 미국 시애틀-킹 카운티, 생굴 섭취 후 비브리오 감염자 발생
- 최근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Officials)은 지난 6월부터 시애틀-킹 카운티(Seattle-King Coun 

y) 지역의 여러 식당과 마켓에서 생굴을 섭취한 뒤 비브리오균(Vibriosis) 감염 증상과 일치하는 
복부 경련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시애틀-킹 카운티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판정자는 2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 하지만 해당 당국은 레스토랑이 직접적인 바이러스 출처가 아님을 밝히고, 비르리오균의 경우 굴
이 자라는 소금기가 있는 기수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며, 식당으로의 배달 과정 전후 온도 위반
으로 비브리오가 성장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연간 비브리오 감염 피해자가 미국 내 약 8만 명이며 이 중 사망자 수는 
약 1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애틀-킹 카운티에서는 지난 십 년 간 연간 비브리오 감염 사례
가 20건에서 90건 사이로, 5년간 연평균 발생 건수는 30건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시애틀 킹 카
운티 공중 보건국에서는 비브리오균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한 정보들을 소비자들에 제공하고 있다.

자료 : http://www.foodsafetynews.com/2017/07/raw-oyster-consumption-continues-as-do-vibriosis-outbreaks/#.WXFJnTaQyUl

검색일 : 2017. 09. 24.



29

E   U 
□ 對세계 통관거부
❍ ’17년 9월, EU 수입 수산물 통관거부 실적은 18건으로 집계

- EU는 식품 및 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의 9

월 통관 거부 실적에 따르면, 새우, 새치류, 연어, 랍스터 등을 포함한 총 18건의 거

부 사례가 발생

- 품목별로는 새우 5건, 새치류 4건, 정어리 1건, 연어 1건, 기타 7건13)으로 확인

- 총 11개 국가의 수산물·수산식품이 통관 거부되었는데, 이 중 알제리 3건, 베트남 3

건, 인도네시아 2건, 칠레 2건, 인도 2건 등의 순으로 조사

- 거부 사유는 중금속 기준치 초과 7건, 부적절한 운송 온도 관리 5건, 유해물질 검출 

4건, 미승인 식품 첨가물 1건, 기타 1건 등으로 확인

- 이로 인해 이행된 조치로는 회원국 반입 통제 6건, 제품 폐기 4건, 시장 및 소비자 

리콜 2건 등으로 조사

국가별 거부 사유

자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식품 및 사료 신속경보시스템(검색일 : 2017. 10. 10)

<그림 3-3> EU 수입 수산물 통관거부 실적(´17년 9월) 

13) 메기, 서대, 가리비, 오징어, 헤이크 등 수산물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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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관련 최신 뉴스
❍ 유럽연합, 스페인산 히스타민 오염 참치에 주의 경고

- EU 여러 국가에서 히스타민 오염 참치를 섭취한 약 105명의 소비자들이 인후통, 발
진, 두통,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식중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유럽연합은 스페인 
정부에 즉각 대응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이미 EU 식품 및 사료 신속경보시스템
(RASFF)을 통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문제를 통보했으며, 기준치 이상의 
히스타민이 함유된 스페인산 참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 동 사건의 발단은 해동된 참치가 활 참치로 둔갑하여 판매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참치
는 EU 규정에 따라 가공, 유통, 조리 전에 냉동되지 않은 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채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 스페인 소비식품안전영양청(AECOSAN)과 민병대(La Guardia Civil)의 수사에 따르면, 
약 7개 로트의 배치번호(Batch)가 납품 시 제공된 서류와 제조사 보관용 서류가 불일
치한 것으로 밝혀졌고, 레이블 정보의 일부도 거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치 살이 
선홍색을 띠도록 인위적으로 사탕수수 뿌리 추출물 등 아초산염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
첨가물을 주입함으로써 발색효과를 더해 더욱 신선해보이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 https://elpais.com/elpais/2017/09/25/ciencia/1506362871_011819.html

검색일 : 2017. 10. 11.

 

❍ 단일 제조사의 똑같은 포장 제품, EU 국가 내 상이한 성분 함유율로 품질 논란
- 하나의 제조사에서 같은 포장과 상품명으로 출시되었으나 국가별로 품질이 상이한 제

품들이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중 식품(Dual food)’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 유명 제조사의 피시핑거(Fish finger) 제품이 논란의 중심이 된 가운데, 이 제품 중 

슬로바키아에 유통된 제품의 라벨에는 어육 함유량이 58%로 표시된 반면, 오스트리

아 국경 인접국가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65%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제조사는 현지 취향에 맞춰 성분 함유량이 회원국마다 다를 수 있고, EU 단일시장 

규정에 따라 성분을 레이블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한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소비자위원회는 시장 전반에 동일한 제품을 제공해야하며, EU 소비자 불공정 관행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는 이를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도입할 계획은 없지만, 기존의 소비자 보호 규정을 토대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해 소지가 있는 관행을 저해할 예정이다. 

자료 : https://www.ft.com/content/7ea1327c-96e3-11e7-a652-cde3f882dd7b

검색일 : 201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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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목할 만한 보고서
<2016 주요국 수산물 수입 동향>

(공)저 :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 주요 내용 

- KMI 해외시장분석센터에서는 국내 수출 업계의 해외 

수산물 시장 수요의 흐름에 맞추어 국내 수산업계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주요 수산물 수입국의 

최신 수입 동향을 확인 할 수 있는 「2016 주요국 

수산물 수입 동향」을 발간하였다.

- 본 자료집에서는 최근 3년간('14~'16) 주요 국가의 

수산물 수입 동향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국은 중국, 일본, 미국 등 18개국으로 해당국의 

최근 3년간의 국가별·품목별 수입 정보를 제공한다.

∙ 목차

 1. EU(28개국)

 2. 노르웨이

 3. 대만

 4. 러시아

 5. 말레이시아

 6. 미국

 7. 브라질

 8. 스페인

 9. 이탈리아

 10. 인도네시아

 11. 일본

 12. 중국

 13. 칠레

 14. 캐나다

 15. 태국

 16. 프랑스

 17. 호주

 18. 홍콩

<2016 중국 지역별 수산물 수입 동향>
(공)저 :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 주요 내용 

- KMI 해외시장분석센터에서는 수산물 수요 증가로 수

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지역별 수산

물 수입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2016 주요국 수

산물 수입 동향」을 발간하였다.

- 본 자료집은 중국 수입 상위 10개 지역의 최근 3년

('14~'16) 통계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주요 지역은 

칭다오, 다롄, 상하이, 광저우 등 10개 지역으로, 국가

별, 품목별, 운송수단, 개별HS코드별 정보를 제공한다.

∙ 목차

 1. 개황

 2. 칭다오

 3. 다롄

 4. 상하이

 5. 광저우

 6. 황푸

 7. 푸저우

 8. 샤먼

 9. 선전

 10. 톈진

 11. 창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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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수산물 시장 조사 보고서>
<米国・サンフランシスコ ベイエリアにおける水産物市場調査報>

((공)저 : 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

∙ 주요 내용 

-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출국의 집중도가 높은 편

이므로 수출을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해 새로운 수출 시

장과 품목 발굴이 필요하다.

- 고소득자와 아시아계 주민 비율이 높고, 미국 대표 지

역인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 수산물 

수출 확대 가능성을 살펴본 시장 조사 보고서이다.

∙ 목차

 1. 조사 내용

 2. 조사 결과 및 고찰

  1) 미국 수산물 시장 개요

  2) 미국 소비자 수산물 소비 동향

  3)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시장 개요

  4) 일본산 수산물 유통, 물류 경로

  5) 미국 소비자의 취향과 소비 행동

  6) 외식 산업 보급·사용 상황

  7) 일본산 수산물 수출 확대 고찰

 3. 부록

<태국 참치 통조림 가공업의 발전, 2015>
<Improvements at Tuna Fish Factories in Thailand, 2015>

(공)저 : Finnwatch

∙ 주요 내용 

- 태국의 수산식품 가공 기업인 유니코드(Unicord Public 

Co., Ltd)사와 타이 유니온 매뉴팩처링(Thai Union 

Manufacturing)사에 대한 보고서이다.

- 세계 굴지의 통조림 가공 기업의 발전 비결을, 공장 노

동 환경 개선과 MOU 활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

하고 파악할 수 있다.

∙ 목차

 1. 개요 (Introduction)

 2. 타이 유니온 그룹의 노동 환경 개선 (Working Conditions 

At Thai Union Manufacturing Have Improved)

 3. 유니코드사의 2 생산 체계 하의 노동 환경 개선과 MOU 

노동자들에게서 파생된 새로운 문제점 (Improvements 

In Working Conditions At Unicord 2 Factory, But 

New Problems Arise Related To Mou-Workers)

 4. 공장 노동 환경 요약 및 개선을 위한 제안(Summary 

Of Working Conditions At The Factories And 

Suggestions To Impro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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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러시아 참치캔 해외시장맞춤보고서>
(공)저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주요 내용 

- 러시아는 신 시장으로 유망 받고 있는 국가로 연간 참

치 캔 수입액은 1,600만 달러이다. 러시아 소비자들은 

참치 샐러드 형태로 참치를 소비하고 있으며 주로 하이

퍼마켓, 슈퍼마켓에서 구매하고 있다.

- 태국이 러시아 참치 캔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가운데, 우리나라 참치 캔은 아직까지 러시아 시장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 러시아의 참치 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현

지 참치 생산량은 낮아 참치 수입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러시아 시장 진출

과 관련해 관심이 요구된다.

∙ 목차

 1. 시장 통계

 2. 시장 트렌드

 3. 경쟁제품 현지조사

 4. 경쟁사 분석

 5. 유통구조 현황

 6. 유통업체 현황

 7. 통관 및 검역 정보

 8. 인증 정보

 9. 라벨링 정보

 10. 위생요건 정보

<2017년 중국 온라인 간식 소비 추세 보고서>
<2017年中国线上零食消费趋势报告>

(공)저 : CBNData

∙ 주요 내용 

- 중국의 간식시장은 중국 온라인 식품시장의 성장 원동

력으로서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 이에 CBN Data에서는 중국 간식시장의 개요와 주요 

소비자 및 성장 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최근 전자

상거래에서 가장 핫한 베스트셀러 제품 등의 정보를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고 있다.

∙ 목차

1. 산업 개요 (行业概况)

2. 간식의 주요 소비자, 젊은 여성 (年轻女性消费者是休

闲零食主力)

3. 유통 채널 추세 : 모바일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간식 

시장 성장의 원동력 (渠道趋势 ： 移动端与跨境电商驱动增长)

4. 히트 수입 식품 및 베스트셀러 분석 (进口食品成为热
门-进口食品爆款解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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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 수산물 업계를 위한 독일 수산물 시장 첫 걸음 >
<Germany: First Activity on German Seafood Market for Sea Fish Industry Authority>

((공)저 : British Embassy Berlin, UK Trade&Investment)

∙ 주요 내용 

- 독일 수산물 시장은 수입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

면서 EU 국가 외 전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시장으

로 떠오르고 있다. 연간 수산물 소비량도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소비 가격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미

루어 볼 때 동 시장 진출 기회를 확인해 볼만한 가

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본 보고서는 독인 현지 수산업계, 교역 데이터베이

스를 토대로 하며, 소비자 설문을 통한 독일 소비자

의 수산물 소비행태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목차

1. 요약 (Executive Summary)

2. 독일 수산업 산업동향 (Matching Profile)

 (1) 수산물 교역 환경 (The Trade Environment)

 (2) 수산물 산업 동향 (The Seafood Sector)

 (3) 수산물 소비 트렌드 (Consumer Trends)

 (4) 영국수산물 점유율 및 수출 시장 진출기회 (UK Share 

and Export Opportunities)

3. 독일 수산물 교역 환경 (Doing Business Profile)

 (1) 수산물 공급 구조 (The Supply Structure)

 (2) 수산물 도매 유통 채널 (The Retail Channel)

 (3) 식품 서비스 산업 채널 (The Food Service Channel)

 (4) 주요 관련 규정 및 관세 (Key Regulations and Ta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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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년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
□ 수산식품 현지화지원(비관세장벽 자문)(aT)
￭ 수산식품 현지화지원은 해외 현지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현지 법률 및 

통관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수산식품 수출을 돕는 사업이다.
- 주요 대상은 한국 수산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로, 현지 수출을 위한 비관세장벽 

및 애로사항 자문을 100% 지원해준다. 자문 서비스 가능 분야(내용)는 지역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장기간의 연구·분석이나 심층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자문대상 범위에

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한도는 업체당 연간 10백만 원 한도 내 최대 10건이다.

- 수산식품 현지화지원 대상지역은 한국 수산식품 주요 수출거점 18개국이며, 현지화 자

문기관 네트워크 구성은 76개로 해외 현지의 로펌, 관세사무소, 컨설팅업체 등을 활용

하여 법률, 통관, 검역 등 애로해소 및 라벨링 제작, 등록 지원을 통한 원활한 수산식

품 수출을 도모한다.

￭ 해외 현지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산물은 품목의 특성상 위생·안전성과 관련하여 여타 다른 품목에 비해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품목이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식품안전성 이슈는 수출업체에 통관애로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애로사항 발생 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이 지원 
사업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수산식품 주요 수출거점 18개국의 해당 자문기관을 통해 통관, 관세, SPS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수출 자문을 통해 관련 업계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 2017년 수산식품 현지화지원 사업은 주로 미국, 중국,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들

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다양한 업체들이 자문을 얻고 있다.
- 수산식품 현지화지원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해마다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

이다. 또한 기존에 수혜를 받은 업체도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업계에 많
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업계의 현지화지원 사업 활용은 주로 통관 전반에 걸친 통관절차 및 통관 필요서류 
준비 등에 많은 자문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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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수산식품 현지화지원(비관세자문)

사업개요
· 해외 현지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현지 법률 및 통관정보 등을 제

공함으로써 원활한 수산식품 수출 지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현지 수출을 위한 비관세장벽 및 애로사항 자문 100%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10백만원 한도내 최대 10건

· 지원분야 : 

 * 자문 서비스 가능 분야(내용)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장기간의 연구·분석이나 심층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자문대상 범위에서 제외

지원분야 지원(자문) 내용

법률일반 · 계약서 작성 자문, 상표권 및 특허출원, 현지법인 설립 등

통관
· 통관절차 및 통관 필요서류(품목기본정보, 세금 등)

· (중국) 수출가능여부, 제품 사전 검토 등

관세 · 관세율(일반 관세 및 FTA 협정관세), HS코드 분류 등

SPS · 식품관련 법령 및 위생·검역 기준, 검사 및 인증기관 정보 등

기타 · 기타 현지 비즈니스(통역 및 차량대여 알선 등) 지원 정보

지원대상

· 한국 수산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현지 바이어 및 유통업체는 해당 지역 관할 aT지사를 통해 신청

대상지역

· 한국 수산식품 주요 수출거점 18개국

- [동아시아] 중국, 대만, 홍콩, 일본

- [동남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인도

- [미주] 미국, 캐나다, 브라질 [중동] 아랍에미리트 [유럽]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 대상지역은 수출업체 수요 및 현지여건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음

추진절차

수출업체

(바이어)

⇒

해외 aT

⇒

해외 자문기관

⇒

해외 aT

온라인 

지원신청

접수내역 

자문기관 전달

신청업체와 

해외지사에 

자문내용 답변

자문실적관리 

및 조치내역 

본사 통보

신청방법

·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지원사업신청 → 수산식

품 현지화지원(비관세장벽 자문) → 신청하기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 

검토 및 정산승인

 * 해양수산부의 모든 수출지원사업은 수산물 수출정보포털 홈페이지(www.kfishinfo.net)의 수출활

용정보 → 수출지원사업소개 → 수출지원사업신청 란에서 모집공모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

도록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Q&A

Q. 신청서류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A. 현지화지원사업(비관세장벽해소) 자문 신청서(온라인 입력), 무역통계정보 제

공 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관련 사업자 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관련 사업자 등록증은 신청업체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우편으로 직접 제출하셔야합니다.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무역통

계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은 필수적이나 기존 제출업체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http://global.at.or.kr
http://www.kfishinf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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