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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산물 수출 동향1)

1  개황  
 개황 : 최근 5주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한   2

억 3천만 달러(물량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

� 2016년� 48주�수산물�수출� :� 4천� 2백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1.1%�증가

�최근� 5주�수출�동향� :� 41주차�증가세�전환�후� 48주�현재까지�유지

주 기간
물량 금액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합계 66� 69� 5.4� 191� 230� 20.4�

44 10.28~11.03 13� � 10� � △18.6� 34� 42� 23.2�

45 11.04~11.10 10� � 14� � 50.8� 33� 46� 41.3�

46 11.11~11.17 9� 10� � 13.8� 35� 42� 20.2�

47 11.18~11.24 21� � 20� � △7.2� 48� 58� 21.1�

48 11.25~12.01 14� � 15� � 9.6� 42� 4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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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태국·베트남
� ○�감소 : 미국·이란·필리핀·대만

구분
국가명(전년�대비�증감률)

상위� 5개�수출국1) 증감액�상위� 3개국2)

증가�국가
일본(29.9%↑),�중국(9.1%↑),�태국(111.9%↑),

베트남(17.4%↑)
일본(29.9%↑),�태국(111.9%↑),�중국(9.1%↑)

감소�국가 미국(3.5↓) 이란(77.2%↓),�필리핀(71.3%↓),�대만(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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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주 누적) 】
 

<� 증가�국가� >

� 일본� :� 전년�동기�대비� 29.9%�증가한� 8천만�달러�기록

� � ○� (증가)� 오징어,� 참치,� 김� 등� 수출�증가

� � ○� (감소)� 성게,� 왕게,� 우뭇가사리�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10,546� 61,970� 13,314� 80,482� 26.2� 29.9�

증가

품목

오징어 4� 52� 830� 4,427� 19,894.8� 8,382.6�

참치 3,029� 22,056� 2,856� 25,797� △5.7� 17.0�

김 153� 3,245� 213� 4,996� 39.5� 54.0�

감소

품목

성게 9� 768� 5� 471� △46.5� △38.7�

왕게 7� 142� - - △100.0� △100.0�

우뭇가사리 78� 476� 51� 353� △35.1�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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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일본 품목별 수출 동향(44~48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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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전년�동기�대비� 9.1%�증가한� 3천� 4백만�달러�기록

� � ○� (증가)� 삼치,� 참치,� 전복�등� 수출�증가

� � ○� (감소)� 오징어,� 김,� 어묵�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9,449� 31,185� 11,317� 34,022� 19.8� 9.1�

증가

품목

삼치 972� 2,408� 2,334� 5,579� 140.0� 131.7�

참치 618� 2,108� 2,789� 4,567� 351.6� 116.6�

전복 - - 53� 1,638� - -

감소

품목

오징어 2,752� 3,247� 256� 696� △90.7� △78.6�

김 266� 8,637� 237� 6,311� △10.8� △26.9�

어묵 401� 2,520� 339� 2,011� △15.5�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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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태국� :� 전년�동기�대비� 111.9%�증가한� 2천� 5백만�달러�기록

� � ○� (증가)� 참치,� 김,� 게살�등� 수출�증가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10,002� 11,681� 16,409� 24,749� 64.0� 111.9�

증가

품목

참치 8,319� 5,732� 15,630� 17,308� 87.9� 201.9�

김 298� 4,427� 301� 5,510� 0.9� 24.5�

게살 - - 17� 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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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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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전년�동기�대비� 17.4%�증가한� 1천� 5백만�달러�기록

� � ○� (증가)� 참치,� 어란,� 새우�등� 수출�증가

� � ○� (감소)� 오징어,� 명태�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8,705� 12,680� 6,828� 14,891� △21.6� 17.4�

증가

품목

참치 6,381� 7,273� 5,147� 9,460� △19.3� 30.1�

어란 216� 1,310� 294� 2,411� 36.0� 84.0�

새우 0� 0� 45� 336� 1,485,066� 195,168�

감소

품목

오징어 605� 1,498� 26� 102� △95.7� △93.2�

명태 260� 458� 132� 128� △49.1�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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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감소�국가� >

� 미국� :� 전년�동기�대비� 3.5%�감소한� 2천� 4백만�달러�기록

� � ○� (증가)� 오징어,� 꽁치,� 굴� 등� 수출�증가

� � ○� (감소)� 이빨고기,� 김,� 미역�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3,517� 24,524� 3,190� 23,670� △9.3� △3.5�

증가

품목

오징어 1,142� 1,707� 593� 2,130� △48.1� 24.8�

꽁치 52� 116� 439� 536� 740.1� 362.0�

굴 181� 1,153� 250� 1,562� 37.9� 35.4�

감소품목

이빨고기 130� 3,329� 65� 2,056� △49.9� △38.2�

김 607� 7,845� 367� 7,428� △39.6� △5.3�

미역 201� 825� 110� 488� △45.3�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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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미국 품목별 수출 동향(44~48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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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 전년�동기�대비� 77.2%�감소한� 9십� 1만� 달러�기록

� � ○� (감소)� 참치�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3,074� 3,982� 729� 908� △76.3� △77.2�

감소품목 참치 3,074� 3,982� 727� 858� △76.4�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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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필리핀� :� 전년�동기�대비� 71.3%�감소한� 6십� 6만� 달러�기록

� � ○� (감소)� 참치�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2,384� 2,288� 657� 656� △72.4� △71.3�

감소품목 참치 1,682� 1,426� 129� 187� △92.3�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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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대만� :� 전년�동기�대비� 26.4%�감소한� 3백만�달러�기록

� � ○� (감소)� 삼치,� 김� 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759� 4,137� 327� 3,044� △56.9� △26.4�

감소품목
삼치 73� 218� - - △100.0� △100.0�

김 92� 1,806� 74� 1,615� △19.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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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대만 품목별 수출 동향(44~48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7 -

3  품목별 동향

� ○�증가 : 참치·오징어·게살·전복
� ○�감소 : 김·한천·전갱이·이빨고기

구분
품목명(전년�대비�증감률)

상위� 5개�수출�품목1) 증감액�상위� 3개�품목2)

증가�품목
참치(37.0%↑),�오징어(28.8%↑),�

게살(45.5%↑),�전복(66.3%↑)
참치(37.0%↑),�삼치(90.4%↑),�전복(66.3%↑)

감소�품목 김(0.7%↓) 한천(53.3%↓),�전갱이(20.9%↓),�이빨고기(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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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주 누적) 】
 

<� 증가�품목� >

� 참치� :� 전년�동기�대비� 37.0%�증가한� 7천� 3백만�달러�기록

� � ○� (국가별)� 일본·태국·베트남�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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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26,100� 53,362� 30,431� 73,104� 16.6� 37.0�

국가별

일본 3,029� 22,056� 2,856� 25,797� △5.7� 17.0�

태국 8,319� 5,732� 15,630� 17,308� 87.9� 201.9�

베트남 6,381� 7,273� 5,147� 9,460� △19.3� 30.1�

품목별

냉동�피레트

(참다랑어�이외)
2,134� 22,356� 2,085� 24,923� △2.3� 11.5�

냉동�가다랑어 17,737� 15,163� 19,489� 21,630� 9.9� 42.6�

냉동�황다랑어 4,808� 8,921� 6,818� 13,964� 41.8�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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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치 수출 동향(44~48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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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 전년�동기�대비� 28.8%�증가한� 1천� 2백만�달러�기록

� � ○� (국가별)� 일본·미국·스페인�증가

� � ○� (품목별)� 냉동�오징어·조미�오징어·건조�오징어�증가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5,542� 8,952� 2,736� 11,534� △50.6� 28.8�

국가별

일본 4� 52� 830� 4,427� 19,894.8� 8,382.6�

미국 1,142� 1,707� 593� 2,130� △48.1� 24.8�

스페인 73� 365� 289� 1,461� 294.7� 300.7�

품목별

냉동�오징어 5,456� 7,876� 2,601� 10,114� △52.3� 28.4�

조미�오징어 62� 802� 83� 1,016� 33.7� 26.7�

건조�오징어 9� 168� 31� 268� 235.7�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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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수출 동향(44~48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게살� :� 전년�동기�대비� 45.5%�증가한� 7백� 6십만�달러�기록

� � ○� (국가별)� 일본·미국·벨기에�증가

� � ○� (품목별)� 붉은대게살·훈제냉동�게살�등� 증가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622� 5,238� 692� 7,623� 11.3� 45.5�

국가별

일본 481� 4,200� 529� 5,672� 10.0� 35.1�

미국 68� 496� 65� 663� △4.9� 33.7�

벨기에 38� 285� 44� 461� 13.9� 62.1�

품목별
붉은대게살 609� 5,185� 656� 7,052� 7.6� 36.0�

훈제냉동�게살 1� 11� 19� 426� 1,302� 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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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살 수출 동향(44~48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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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 :� 전년�동기�대비� 66.3%�증가한� 7백� 5십만�달러�기록

� � ○� (국가별)� 일본·중국·홍콩�증가

� � ○� (품목별)� 활신냉�전복·냉동�전복�증가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129� 4,521� 245� 7,519� 90.5� 66.3�

국가별

일본 128� 4,482� 160� 5,015� 25.3� 11.9�

중국 - - 53� 1,638� - -

홍콩 0.0� 0.1� 28� 742� 924,233.3� 608,450.8�

품목별
활신냉�전복 120� 4,150� 224� 6,882� 86.2� 65.8�

냉동�전복 7� 313� 17� 494� 150.3�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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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복 수출 동향(44~48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감소�품목� >

� 김� :� 전년�동기�대비� 0.7%�감소한� 3천� 2백만�달러�기록

� � ○� (국가별)� 태국�증가,� 미국·중국�감소

� � ○� (품목별)� 마른김�증가,� 조미김�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1,898� 32,207� 1,567� 31,988� △17.5� △0.7�

국가별

미국 607� 7,845� 367� 7,428� △39.6� △5.3�

중국 266� 8,637� 237� 6,311� △10.8� △26.9�

태국 298� 4,427� 301� 5,510� 0.9� 24.5�

품목별
조미김 1,465� 26,133� 1,128� 24,320� △23.0� △6.9�

마른김 429� 6,003� 437� 7,637� 1.9�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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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수출 동향(44~48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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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천� :� 전년�동기�대비� 53.3%�감소한� 7십� 7만� 달러�기록

� � ○� (국가별)� 일본·미국�등� 감소

� � ○� (품목별)� 실한천�증가,� 분한천�등� 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63� 1,647� 29� 770� △54.0� △53.3�

국가별
일본 47� 1,273� 19� 550� △60.6� △56.8�

미국 13� 314� 6� 138� △50.9� △56.0�

품목별
분한천 53� 1,408� 23� 554� △56.2� △60.6�

실한천 7� 204� 6� 216� △15.2�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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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천 수출 동향(44~48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전갱이� :� 전년�동기�대비� 20.9%�감소한� 3백만�달러�기록

� � ○� (국가별)� 일본·나이지리아�등� 증가

� � ○� (품목별)� 냉동�전갱이�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5,625� 3,812� 3,749� 3,017� △33.4� △20.9�

국가별
일본 608� 1,153� 716� 1,585� 17.8� 37.5�

나이지리아 - - 2,930� 1,325� - -

품목별 냉동�전갱이 5,625� 3,812� 3,749� 3,017� △33.4�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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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갱이 수출 동향(44~48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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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고기� :� 전년�동기�대비� 7.3%�감소한� 3백� 9십만�달러�기록

� � ○� (국가별)� 싱가포르·홍콩�등� 증가,� 미국�감소

� � ○� (품목별)� 냉동�이빨고기�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164� 4,211� 127� 3,905� △22.8� △7.3�

국가별

미국 130� 3,329� 65� 2,056� △49.9� △38.2�

싱가포르 23� 593� 40� 1,193� 71.7� 101.2�

홍콩 11� 290� 22� 657� 94.4� 126.9�

품목별 냉동�이빨고기 164� 4,211� 127� 3,905� △22.8�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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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빨고기 수출 동향(44~48주 누적) 】       
                                     (단위 : 톤, 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