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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산물 수출 동향1)

1  개황  
 개황 : 최근 5주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한 1억 

9천 6백만 달러(물량 전년 동기 대비 18.0% 감소)

� 2016년� 23주� 수산물�수출� :� 4천� 2백만�달러로�전년�대비� 22.4%�증가

�최근� 5주� 수출�동향� :� 23주부터�다시�증가세로�전환

주 기간
물량 금액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합계 65� 48� △26.0� 198� 196� △0.8�

19 05.06~05.12 13� 9� △34.9� 46� 35� △24.5�

20 05.13~05.19 10� 15� 47.4� 38� 46� 22.2�

21 05.20~05.26 13� 6� △48.7� 38� 33� △13.1�

22 05.27~06.02 16� 10� △37.9� 42� 40� △3.7�

23 06.03~06.09 13� 8� △38.3� 35� 42� 22.4�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최근 5주 수산물 수출 동향 】       
                                     (단위 : 천 톤, 백만$, %)

1) 최신 수출 동향 정보 제공을 위해 최근 5주 동안의 수출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별 수출 동향 자료의 경우 잠정
치 자료로 추후 통계 값이 변화될 수 있으니, 수출 동향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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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동향  
� ○�증가 : 미국·멕시코·프랑스·이탈리아
� ○�감소 : 일본·중국·홍콩·태국

구분
국가명(전년�대비�증감률)

상위� 5개�수출국1) 증감액�상위� 3개국2)

증가�국가 미국(5.1%↑)
멕시코(3,540%↑),�프랑스(56.3%↑),�

이탈리아(68.2%↑)

감소�국가
일본(6.1%↓),�중국(7.2%↓),�

홍콩(23.5%↓),�태국(34.4%↓)
일본(6.1%↓),�태국(34.4%↓),�홍콩(23.5%↓)

   주 : 1) 2016년 수출액 기준 상위 5개 수출국임
       2)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감액이 큰 상위 3개국으로 상위 5개 수출국과 중복될 수 있음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주요 수출 증감 국가(19~23주 누적) 】
 

<� 증가�국가� >

� 미국� :� 전년�동기�대비� 5.1%�증가한� 2천� 3백만�달러�기록

� � ○� (증가)� 이빨고기,� 굴,� 참치�등� 수출�증가

� � ○� (감소)� 김� 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3,079� 21,806� 2,303� 22,923� △25.2� 5.1�

증가

품목

이빨고기 106� 2,677� 184� 4,967� 73.3� 85.5�

굴 351� 2,258� 403� 2,808� 14.9� 24.4�

참치 69� 1,050� 122� 1,389� 77.5� 32.3�

감소

품목

김 445� 6,652� 244� 5,312� △45.1� △20.1�

게살 111� 801� 49� 432� △55.7� △46.1�

멸치 47� 548� 20� 285� △57.9�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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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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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 전년�동기�대비� 3,540%�증가한� 4백� 9십만�달러�기록

� � ○� (증가)� 참치�수출�증가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13� 134� 3,642� 4,879� 27,757.0� 3,539.7�

증가품목 참치 0� 0� 3,640� 4,8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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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멕시코 품목별 수출 동향(19~23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프랑스� :� 전년�동기�대비� 56.3%�증가한� 5백� 5십만�달러�기록

� � ○� (증가)� 참치�수출�증가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333� 3,514� 425� 5,494� 27.5� 56.3�

증가품목 참치 251� 2,947� 411� 5,221� 63.8�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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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프랑스 품목별 수출 동향(19~23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이탈리아� :� 전년�동기�대비� 68.2%�증가한� 3백� 8십만�달러�기록

� � ○� (증가)� 참치�수출�증가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812� 2,276� 747� 3,829� △8.0� 68.2�

증가품목 참치 676� 1,963� 582� 3,177� △13.9�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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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이탈리아 품목별 수출 동향(19~23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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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국가� >

� 일본� :� 전년�동기�대비� 6.1%�감소한� 7천� 1백만�달러�기록

� � ○� (증가)� 김,� 바지락,� 전복�등� 수출�증가

� � ○� (감소)� 굴,� 참치,� 게살�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17,887� 75,825� 12,568� 71,174� △29.7� △6.1�

증가

품목

김 270� 5,178� 521� 12,063� 93.0� 133.0�

바지락 1,658� 4,449� 2,301� 6,682� 38.8� 50.2�

전복 83� 2,701� 168� 4,911� 101.9� 81.8�

감소

품목

굴 1,945� 14,228� 727� 4,141� △62.6� △70.9�

참치 2,688� 20,917� 2,161� 17,430� △19.6� △16.7�

게살 614� 4,983� 398� 3,888� △35.2�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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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일본 품목별 수출 동향(19~23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중국� :� 전년�동기�대비� 7.2%�감소한� 3천� 3백만�달러�기록

� � ○� (증가)� 참치,� 삼치,� 넙치�등� 수출�증가

� � ○� (감소)� 오징어,� 대구,� 김� 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16,730� 35,767� 10,655� 33,186� △36.3� △7.2�

증가

품목

참치 238� 886� 1,681� 2,995� 606.2� 238.2�

삼치 913� 2,524� 1,414� 4,187� 54.8� 65.9�

넙치 346� 837� 258� 1,973� △25.6� 135.9�

감소

품목

오징어 9,811� 7,984� 1,046� 1,840� △89.3� △77.0�

대구 1,056� 3,103� 580� 1,813� △45.1� △41.6�

김 282� 6,886� 217� 5,602� △22.9�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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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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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 전년�동기�대비� 23.5%�감소한� 8백� 5십만�달러�기록

� � ○� (증가)� 게,� 굴,� 넙치�등� 수출�증가

� � ○� (감소)� 김� 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288� 11,141� 372� 8,520� 28.9� △23.5�

증가

품목

게 31� 1,060� 56� 1,563� 77.4� 47.4�

굴 132� 2,372� 133� 2,821� 0.3� 19.0�

넙치 1� 24� 34� 119� 3,697.5� 404.2�

감소품목 김 30� 863� 18� 508� △41.0�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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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홍콩 품목별 수출 동향(19~23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태국� :� 전년�동기�대비� 34.4%�감소한� 7백� 6십만�달러�기록

� � ○� (증가)� 김� 등� 수출�증가

� � ○� (감소)� 참치,� 임연수어�등� 수출�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9,057� 11,706� 806� 7,681� △91.1� △34.4�

증가품목 김 279� 3,863� 383� 6,657� 37.5� 72.3�

감소품목
참치 7,487� 6,215� 45� 151� △99.4� △97.6�

임연수어 71� 247� 0� 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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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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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목별 동향

� ○�증가 : 참치·김·전복
� ○�감소 : 굴·오징어·해삼

구분
품목명(전년�대비�증감률)

상위� 5개�수출�품목1) 증감액�상위� 3개�품목2)

증가�품목 참치(7.0%↑),�김(26.7%↑),�전복(121.6%↑) 참치(7.0%↑),�김(26.7%↑),�전복(121.6%↑)

감소�품목 굴(44.1%↓),�오징어(47.9%↓) 굴(44.1%↓),�오징어(47.9%↓),�해삼(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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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주 누적) 】
 

<� 증가�품목� >

� 참치� :� 전년�동기�대비� 7.0%�증가한� 4천� 5백만�달러�기록

� � ○� (국가별)� 프랑스·멕시코�증가,� 일본�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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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16,152� 42,230� 13,246� 45,171� △18.0� 7.0�

국가별

일본 2,688� 20,917� 2,161� 17,430� △19.6� △16.7�

멕시코 251� 2,947� 411� 5,221� 63.8� 77.1�

프랑스 0� 0� 3,640� 4,840� - -

품목별

냉동�피레트

(참다랑어�이외)
1,916� 19,114� 1,772� 20,409� △7.5� 6.8�

냉동�가다랑어 9,346� 8,264� 7,226� 10,431� △22.7� 26.2�

냉동�황다랑어 3,755� 7,518� 3,132� 7,789� △16.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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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치 수출 동향(19~23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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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전년�동기�대비� 26.7%�증가한� 3천� 8백만�달러�기록

� � ○� (국가별)� 태국·일본�증가,� 중국�감소

� � ○� (품목별)� 마른김�증가,� 조미김·기타김�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1,790� 30,099� 1,879� 38,146� 5.0� 26.7�

국가별

태국 270� 5,178� 521� 12,063� 93.0� 133.0�

일본 279� 3,863� 383� 6,657� 37.5� 72.3�

중국 282� 6,886� 217� 5,602� △22.9� △18.6�

품목별

조미김 1,190� 21,609� 913� 19,264� △23.3� △10.9�

마른김 594� 8,382� 964� 18,848� 62.5� 124.9�

기타김 2� 51� 2� 32� △36.4�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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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수출 동향(19~23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삼치� :� 전년�동기�대비� 67.9%�증가한� 5백� 6십만�달러�기록

� � ○� (국가별)� 중국,� 일본,� 베트남�증가

� � ○� (품목별)� 냉동�삼치�증가,� 신냉�삼치�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1,099� 3,346� 1,795� 5,618� 63.3� 67.9�

국가별

중국 913� 2,524� 1,414� 4,187� 54.8� 65.9�

일본 99� 557� 168� 792� 68.9� 42.3�

베트남 58� 199� 187� 548� 224.0� 175.0�

품목별
냉동�삼치 1,190� 3,495� 1,950� 6,109� 63.8� 74.8�

신냉�삼치 77� 398� 46� 358� △1.2�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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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치 수출 동향(19~23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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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품목� >

� 굴� :� 전년�동기�대비� 44.1%�감소한� 1천� 1백만�달러�기록

� � ○� (국가별)� 홍콩·미국�증가,� 일본�감소

� � ○� (품목별)� 냉동�굴·기타조제(통조림�이외)� 굴·통조림�굴� 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2,660� 20,570� 1,448� 11,491� △45.6� △44.1�

국가별

일본 1,945� 14,228� 727� 4,141� △62.6� △70.9�

홍콩 132� 2,372� 133� 2,821� 0.3� 19.0�

미국 351� 2,258� 403� 2,808� 14.9� 24.4�

품목별

냉동�굴 1,687� 11,689� 1,022� 6,271� △39.4� △46.4�

기타조제

(통조림�이외)
450� 5,246� 219� 3,921� △51.4� △25.3�

통조림�굴 357� 2,507� 192� 1,200� △46.4�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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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 수출 동향(19~23주 누적) 】       
                                     (단위 : 톤, 천$, %)

� 오징어� :� 전년�동기�대비� 47.9%�감소한� 7백� 3십만�달러�기록

� � ○� (국가별)� 뉴질랜드�증가,� 중국·미국�감소

� � ○� (품목별)� 조미�오징어�증가,� 냉동�오징어·건조�오징어�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13,569� 13,935� 3,218� 7,259� △76.3� △47.9�

국가별

중국 9,811� 7,984� 1,046� 1,840� △89.3� △77.0�

뉴질랜드 702� 1,449� 681� 1,522� △3.1� 5.0�

미국 955� 1,458� 476� 1,247� △50.2� △14.5�

품목별

냉동�오징어 13,498� 13,122� 3,146� 6,525� △76.7� △50.3�

조미�오징어 34� 416� 35� 397� 4.7� △4.4�

건조�오징어 19� 294� 16� 180� △15.5�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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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수출 동향(19~23주 누적) 】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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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삼� :� 전년�동기�대비� 52.2%�감소한� 3백� 2십만�달러�기록

� � ○� (국가별)� 중국�증가,� 홍콩�감소

� � ○� (품목별)� 염장염수장�해삼·건조�해삼�증가,� 기타(통조림�이외)� 해삼�감소

품목명
2015년 2016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59� 6,631� 29� 3,167� △49.9� △52.2�

국가별
홍콩 52� 6,257� 25� 2,788� △52.8� △55.4�

중국 2� 266� 2� 289� △5.3� 8.5�

품목별

기타�해삼

(통조림�이외)
53� 6,443� 20� 2,435� △62.5� △62.2�

염장염수장�해삼 1� 28.6� 7 573.9� 959.9� 1,909.2�

건조�해삼 0� 71.3� 0� 115.4� 52.1�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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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삼 수출 동향(19~23주 누적) 】       
                                     (단위 : 톤, 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