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2

Contents
1. 현안 리포트 / 2
  ∙ EU  제품환경발자국 제도 도입 동향/ 2
2. 수산물･수산식품 수출 동향(’16년 12월) / 6
  ∙ 개  요 / 6
  ∙ 주요국 수출 동향 / 7
  ∙ 주요 품목 수출 동향 / 10
3. 해외 시장 이슈 / 16



☎ 1644-64192

□ 유럽 연합은 자원 효율적인 소비시장이 향후 2050년까지 유럽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인식하고 녹색제품 단일시

장 설립을 추진

- 녹색제품 단일시장(Single Market for Green Products)이란 제품의 환경부하 정보를 통일

된 방법론에 따라 산정해 제품에 표시‧유통하는 것으로, 기업들의 친환경적 활동을 소

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함

- EU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친환경 인증제도가 존재하지만  친환경, 녹색이라는 용어

의 깊이가 사라지고 그 뜻이 모호해져 오히려 소비자의 신뢰저하와 기업들의 불공정한 

녹색주장 관행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 제품의 환경 부하 수준을 측정할 공통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제품환경발자국 제도를 도입 중으로, 현재 분야별 시범 사업 추진

-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PEF)은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에 기반을 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 평가방법으로, 제품의 원료

조달부터 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와 관련된 정보를 제품에 

부착해 소비자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주도적 녹색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데 목적

을 둠

∙ PEF는 제품환경발자국, OEF는 조직환경발자국(Organization Environmental Footprint)으

로 PEF는 제품과 서비스, OEF는 기업, 회사 등 조직의 행위와 관련된 전 과정에서 발생

하는 환경부하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임

- PEF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전혀 새로운 방법이라기 보다는 ISO 기준, ISCD 

Handbook, Ecological Footprint Standars, GHG Protocol, BPX 30-323-0, PAS 2050, 2011 등 

※  수산물·수산식품 소비를 둘러싼 다양한 트렌드 중 EU에서는 자원·환경과의 공존이 가능한 소비를 지향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MSC·ASC 인증, 에코라벨링 등은 이에 관련된 대표적 제도이다. 

     EU 소비자의 가치 지향적 소비는 계속 확산되는 추세로, 최근에는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산물·수

산식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 수 있게 표시한 ‘제품환경발자국 제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對EU 수산물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호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Ⅰ 현안 리포트 (EU 제품환경발자국 제도 도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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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국제기준들을 통합‧보완하는 방안으로, 특히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표시된 환

경 영향 평가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 제품별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제품 분야별로 단일한 기준

에 따라 결과가 산정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분야별 기준이 PEFCR(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Category Rules)로 현재 수산을 포함한 25개 분야별 PEFCR 개발

을 시범 사업(PEF Pilot Program)이 추진되고 있음

□ 수산물 제품환경발자국 시범 사업, 2020년 시행 목표로 개발 진행

- 수산물 제품환경발자국 시범 사업(이하, 수산물 시범 사업)은 노르웨이가 주축이 된 기

술사무국에서 2020년 시행을 목표로 개발 중임

∙ 연어 양식에 특화된 국가, 관련 기관이 기술사무국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기술사무국은 노르웨이 수산업 협회(FHL), 유럽 양식생산자 협회(FEAP), 유럽 사료

생산자 협회(FEFAC), 노르웨이 수산양식 연구소(SINTEF), 노르웨이와 프랑스의 연

어 가공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음

※ 참고로 對 EU 수출 경쟁국인 일본은 IT장비와 관련된 시범 사업의 기술사무국으로, 중국은 

종이중간체, 태양전지, 세제 등 3개의 시범 사업의 기술사무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 대상 어종, 어획또는 양식 “식용 어류와 연체동물류”로 예상

- 2017년 1월 현재까지 확인된 적용 대상 어종은 해수면 어류와 내수면 어류, 양식어류와 

어획된 어류를 포함한 활, 신선·냉장 또는 냉동 상태의 어류와, 활, 신선 또는 냉장 상태

의 이매패류를 포함한 연체동물류(mollusks)이며, 냉동되지 않은 갑각류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제품환경발자국 제도 적용의 기능단위는 “섭취 가능한 수산물 1kg 및 그 1kg에 필요한 

포장”임

- 섭취 가능함이란 생선의 경우 생선살, 간, 어란을 포함하며, 연체동물의 경우 껍질과 건

강상 섭취하지 않도록 권고되는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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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적용�대상�어종은�유럽연합의�경제활동분류/제품통계분류(NACE/CPA)를�참고하여�업데이트될�예정임

자료� :� PEFCR� Fish� for� Human� consumption� Pilot,� European� Commission� (2014)

□ 제도 적용 범위, 어획·양식~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 포함 전망

- 수산물에 관한 제품환경발자국 제도의 적용범위는 수산물의 어획/양식, 양륙, 보존행위

(냉동, 건조, 염 등)를 포함한 가공행위, 유통, 수산물이 원료가 되는 다른 식품의 생산, 

소매, 소비, 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함

※ 양식 사료의 환경발자국은 사료에 관한 제품환경발자국 제도에서 별도로 규정됨

대상 어종 미대상 어종
03.0  어류 및 기타 어류 가공품

03.00  어류 및 기타 어류가공품03.00.1  어류, 활03.00.12  활 어류, 해수면, 비양식 03.00.13  활 어류, 내수면, 비양식03.00.14  활 어류, 해수면, 양식 03.00.15  활 어류, 내수면, 양식 03.00.2  어류, 신선 또는 냉장03.00.21  신선 또는 냉장 어류, 해수면, 비양식03.00.22  신선 또는 냉장 어류, 내수면, 비양식03.00.23  신선 또는 냉장 어류, 해수면, 양식03.00.24  신선 또는 냉장 어류, 내수면, 양식03.00.4  연체동물류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류, 활, 신선 또는 냉장 

03.00.3  갑각류, 비냉동 03.00.31  갑각류, 비냉동, 비양식 03.00.32  갑각류, 비냉동, 양식

10.20  가공 및 보존처리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류 10.20.1  어류, 신선, 활 또는 냉동10.20.11  어류 필렛 및 기타 생선살(다짐육 포함), 신선 또는 냉장10.20.12  어류 간과 알, 신선 또는 냉장 10.20.13  어류, 냉동10.20.14  어류 필렛, 냉동 10.20.15  생선살(다짐육 포함), 냉동 10.20.16  어류 간과 알, 냉동 10.20.2  어류, 그 외 가공 또는 보존처리10.20.21  어류 필렛, 건조, 염장, 또는 염수 (훈제 미포함)10.20.22  어류 간과 알, 건조, 훈제, 염장 또는 염수10.20.23  어류, 건조(염장 포함) 또는 염수10.20.24  어류 (필렛 포함), 훈제  10.20.25  어류, 그 외 가공 또는 보존처리 (가공된 생선요리 제외)10.20.26  캐비어와 캐비어 대용품

표� 1.� 수산물�제품환경발자국�대상�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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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EU 내 수산물에 대한 전과정영향목록(LCI) 데이터베이스 구축 진행

- 수산물에 대한 제품환경발자국 제도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가운데 시범 사업 개

발 시 필요한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개발 계획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수산물 시범 사업 기술사무국은 기존 기술사무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과정영향 평가

(LCA) 데이터와 각종 공식 통계, 논문, 생산자 자료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수산분야 

기초자료 구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힘

□ 국내 환경성적표지제도, 對 EU 수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검토 필요

- 우리나라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두고 

있으나, 환경성적표지 제도의 적용대상은 주로 산업자재와 공산품 위주임

- PEF제도는 기존 유사제도(MSC‧ASC 등)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메이저 유통업체

를 중심으로 제품 구매의 기본요건으로 활용되기도 한 점, 이에 더해  소비자의 선택권

을 뒷받침해 제품 경쟁력 강화의 요건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동

향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함

자료� :� PEFCR� Fish� for� Human� consumption� Pilot,� European� Commission� (2014)

그림� 1.� 수산물�제품환경발자국�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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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16년 (1월~12월) 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0.6% 늘어난 21억 3천만 달러

    * 금년도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0.6% 증가한 1.8억 달러

-  (상위 5위 수출국)   일본(10.9%↑), 중국(20.4%↑), 미국(4.1%↑), 태국(28.5%↑), 베트남(9.2%↑)

-  (상위 5위 수출품)2) 참치(17.6%↑), 김(15.8%↑), 오징어(18.2%↑), 전복(71.8%↑), 굴(35.4%↓) 

<그림 3> 수산물 수출 추이
(12월� 누적) (월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2월 15일 기준)
<그림 4> 수출 증가 국가 <그림 5> 수출 증가 품목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2월 15일 기준)

1) 수산물 수출액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원자료를 이용해 KMI가 자체적으로 분류한 기준을 참고로 산출함
2) 기타어류 등 기타 분류 품목은 제외함

Ⅱ 수산물·수산식품1) 수출 동향(’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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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일본,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등 (품목) 참치, 김, 오징어, 전복 등 수출이 증가

-  ’16년 12월 누적 수출은 일본,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해당국의 수요 증가, 생

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 신규 수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증가

-  참치, 오징어, 김, 전복 수출은 엔고로 인한 對일본 수출 여건 개선, 신규 시장 개척, 주

요국의 수급 불균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주요국 수출 동향
① 일본 : 전년 동기(1월~12월)대비 10.9% 늘어난 7억 4천만 달러 수출

- (증가) 참치(9.5%↑), 김(53.0%↑), 붕장어(14.3%↑) 등

- (감소) 굴(64.2%↓), 삼치(22.4%↓), 피조개(19.5%↓) 등

<그림 6> 對일본 수산물 수출 추이
품목별(1월~12월) 월별

주 : 품목은 1월에서 12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2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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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국 : 전년 동기(1월~12월) 대비 20.4% 증가한 3억 8천만 달러 수출

- (증가) 김(2.7%↑), 삼치(37.0%↑),  참치(48.1%↑) 등

- (감소) 오징어(19.5%↓), 넙치(6.4%↓), 어란(35.6%↓) 등

<그림 7> 對중국 수산물 수출 추이
품목별(1월~12월) 월별

주 : 품목은 1월에서 12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2월 15일 기준)

③ 미국 : 전년 동기(1월~12월) 대비 4.1%증가한  2억 4천만 달러 수출

- (증가) 이빨고기(23.8%↑), 오징어(9.6%↑), 넙치(11.1%↑) 등

- (감소) 김(1.7%↓),  굴(9.3%↓), 참치(1.1%↓) 등

<그림 8> 對미국 수산물 수출 추이
품목별(1월~12월) 월별

주 : 품목은 1월에서 12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2월 15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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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태국 : 전년 동기(1월~12월) 대비 28.5% 증가한 1억 8천만 달러 수출

- (증가)  참치(23.6%↑), 김(44.7%↑), 이빨고기(178.6%↑) 등

- (감소) 임연수어(81.3%↓), 미역(36.7%↓), 대구(73.5%↓) 등

<그림 9> 對태국 수산물 수출 추이
품목별(1월~12월) 월별

주 : 품목은 1월에서 12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2월 15일 기준)

⑤ 베트남 : 전년 동기(1월~12월) 대비 9.2% 증가한 9천 8백만 달러 수출

   - (증가)  어란(106.3%↑), 오징어(30.8%↑), 김(34.6%↑) 등

   - (감소) 참치(8.2%↓), 명태(2.0%↓), 꽁치(35.1%↓)  등

<그림 10> 對베트남 수산물 수출 추이
품목별(1월~12월) 월별

주 : 품목은 1월에서 12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2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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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 수출 동향
① 참치 : 전년 동기(1월~12월)대비 17.6% 늘어난 5억 8천만 달러 수출

- (국가별) 일본(9.5%↑), 태국(23.6%↑), 프랑스(9.4%↑), 베트남(8.2%↓), 이탈리아(58.7%↑)

- (품목별) 냉동 피레트(16.4%↑), 냉동 가다랑어(21.2%↑), 냉동 황다랑어(37.0%↑),
                냉동 황새치(15.4%↑), 통조림(9.2%↓)

<그림 11> 참치 수출 추이
국가별(1월~12월) 월별

주 : 국가는 1월에서 12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2월 15일 기준)

구� � � 분
2015년(A) 2016년(B) 증감률(B/A) 품목별�수출�비중(’1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223,009� 489,601� 225,036� 575,851� 0.9 17.6

냉동�피레트 18,184� 187,603� 19,282� 218,292� 6.0 16.4

냉동�가다랑어 152,953� 142,719� 147,125� 172,954� △3.8 21.2

냉동�황다랑어 36,368� 65,699� 43,246� 89,994� 18.9 37.0

냉동�황세치 4,526� 23,582� 4,995� 27,216� 10.4 15.4

통조림 1,308� 8,318� 1,248� 7,550� △4.6 △9.2

기타 9,669� 61,679� 9,140� 59,846� △5.5 △3.0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2월 15일 기준)

<표 5> 품목별 참치 수출 동향(12월 누적)
                                      (단위 : 톤,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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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김  : 전년 동기(1월~12월)대비 15.8% 늘어난 3억 5천만 달러 수출

- (국가별) 일본(53.0%↑), 미국(1.7%↓), 중국(2.7%↑),  태국(44.7%↑), 대만(19.4%↑)

- (품목별) 조미김(5.6%↑), 마른김(44.7%↑)

<그림 12> 김 수출 추이
국가별(1월~12월) 월별

주 : 국가는 1월에서 12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2월 15일 기준)

구� � � 분
2015년(A) 2016년(B) 증감률(B/A) 품목별�수출�비중(’1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17,694� 304,868� 17,835� 353,026� 0.8 15.8

조미김 12,438� 224,272� 11,404� 236,908� △8.3 5.6

마른김 5,218� 79,959� 6,400� 115,681� 22.6 44.7

기타 38� 637� 31� 436� △18.4 △31.5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2월 15일 기준)

<표 6> 품목별 김 수출 동향(12월 누적)
                                      (단위 : 톤,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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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오징어 : 전년 동기(1월~12월)대비 18.2% 늘어난 1억 1천만 달러 수출

- (국가별) 중국(19.5%↓), 일본(1213.6%↑), 미국(9.6%↑), 베트남(30.8%↑), 남아프리카공화국(125.2%↑)

- (품목별) 냉동오징어(19.1%↑), 조미오징어(4.1%↓), 건조오징어(25.4%↑), 밀폐용기(63.2%↑) 

<그림 13> 오징어 수출 추이
국가별(1월~12월) 월별

주 : 국가는 1월에서 12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2월 15일 기준)

구� � � 분
2015년(A) 2016년(B) 증감률(B/A) 품목별�수출�비중(’1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72,709� 95,334� 46,774� 112,711� △35.7 18.2

냉동오징어 71,809� 85,925� 45,611� 102,309� △36.5 19.1

조미오징어 523� 5,859� 465� 5,618� △11.0 △4.1

건조오징어 186� 2,254� 260� 2,827� 40.0 25.4

밀폐용기 116� 714� 278� 1,165� 140.2 63.2

기타 75� 582� 159� 792� 112.5 36.0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2월 15일 기준)

<표 7> 품목별 오징어 수출 동향(12월 누적)
                                    (단위 : 톤,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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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복 : 전년 동기(1월~12월)대비 71.8% 증가한 6천 6백만 달러 수출

- (국가별) 일본(24.9%↑), 중국(1,143,342.8%↑), 홍콩(993.4%↑), 미국(13.5%↓), 대만(6969.8%↑) 
- (품목별) 활·신냉전복(72.0%↑), 냉동전복(64.3%↑), 밀폐용기(116.3%↑)

<그림 14> 전복 수출 추이
국가별(1월~12월) 월별

주 : 국가는 1월에서 12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2월 15일 기준)

구� � � 분
2015년(A) 2016년(B) 증감률(B/A) 품목별�수출�비중(’1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1,125� 38,568� 2,301� 66,240� 104.5 71.8

활·신냉전복 1,078� 36,463� 2,188� 62,709� 102.9 72.0

냉동전복 36� 1,700� 96� 2,794� 167.2 64.3

밀폐용기 4� 177� 8� 384� 109.8 116.3

기타 8� 227� 10� 353� 30.4 55.8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2월 15일 기준)

<표 8> 품목별 전복 수출 동향(12월 누적)
                                      (단위 : 톤,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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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굴 : 전년 동기(1월~12월)대비 35.4% 감소한 6천 2백만 달러 수출

- (국가별) 일본(64.2%↓), 미국(9.3%↓), 홍콩(50.7%↑), 말레이시아(5.6%↑), 중국(3.6%↑)

- (품목별) 냉동굴(46.6%↓), 기타조제굴(6.8%↑), 밀폐용기(36.7%↓) 

<그림 15> 굴 수출 추이
국가별(1월~12월) 월별

주 : 국가는 1월에서 12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2월 15일 기준)

구� � � 분
2015년(A) 2016년(B) 증감률(B/A) 품목별�수출�비중(’1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 체 12,673� 95,861� 8,025� 61,912� △36.7 △35.4

냉동굴 8,492� 59,011� 5,113� 31,513� △39.8 △46.6

기타조제굴 1,041� 15,301� 931� 16,338� △10.6 6.8

밀폐용기 2,377� 15,692� 1,515� 9,935� △36.3 △36.7

기타 763� 5,857� 466� 4,125� △38.9 △29.6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2월 15일 기준)

<표 9> 품목별 굴 수출 동향(12월 누적)
                                      (단위 : 톤,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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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수출 증감 품목
① 대구 : 전년 12월 대비 142.9% 증가한 3백 4십만 달러 수출

- (국가별) 중국(203.9%↑)

- (품목별) 냉동 대구(19.5%↑), 냉동 대구 피레트(435.8%↑), 건조·염장 대구(666.6%↑) 

<그림 16> 대구 수출 추이
국가별(12월 기준) 월별

주 : 국가는 1월에서 12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2월 15일 기준)

② 명태 : 전년 12월 대비 124.1% 증가한 2백 1십만 달러 수출

- (국가별) 중국(280.0%↑)

- (품목별) 냉동 명태(41.0%↑), 건조·염장 북어(14.8%↑), 냉동 명태 피레트(49.1%↑)

<그림 17> 명태 수출 추이
국가별(12월 기준) 월별

주 : 국가는 1월에서 12월까지 누적 수출액 순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년 12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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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중국(China)
호주, 전복(鮑魚) 생산 규모 확장으로 중국 시장 정조준
(澳洲鮑魚擴大生産規模瞄准中國市場)

中國水産頻道, 2016년 12월 13일
∙  호주 해양 전복 양식 회사(澳大利亞海洋鮑魚養殖公司)(OGA)는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호주산 전복(鮑魚)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Western Australia(大西澳)지역의 생산 
규모를 늘리고 있음

∙  호주는 전복(鮑魚)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특히 중국 소비자들의 호주산 고급 전복(鮑魚)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편임 

∙  호주 해양 전복 양식 회사(澳大利亞海洋鮑魚養殖公司)에서는 2019년까지 전복(鮑魚) 
생산량이 연간 1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Western Australia 
Esperance(埃斯佩朗斯)부근에 두 번째 전복(鮑魚) 양식장을, Southern Australia Port 
Lincoln(南澳的林肯港)에 세 번째 전복(鮑魚) 양식장을 설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중국(China)
해삼(海參) 가격 상승으로 관련 산업 경기가 호조세로 전환
(海参价格筑底回升 行业步入景气上升期)

海易網, 2016년 12월 14일
∙  소비자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내 해삼(海參)에 

대한 인식이 점차 고급 사치품에서 일반 소비재로 변화하고 있으며 소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산둥(山東) 웨이하이(威海) 수산물 시장의 데이터에 따르면 해삼(海參) 가격은 4주 연속 
1킬로그램 당 130위안이 넘어섰는데, 이는 작년 7월의 가격보다 63% 상승한 수치임

∙  해삼(海參)양식 기술 발전으로 인해 현재 “북삼남양(北參南養)” 및 “동삼서양(東參西養)” 
양식 모델이 구축되어 있어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해삼(海參) 산업 
경기와 관련이 높은 중국 외식산업이 작년부터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삼(海參)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Ⅲ 해외시장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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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Thailand)
태국 방콕에 가다랑어(skipjack) 가격이 급상승
(Bangkok skipjack prices rising at ‘frightening’ pace)

www.undercurrentnews.com, 2016년 12월 22일
∙ 2016년 11월 말에서 12월에 사이에 태국으로 수입된 가다랑어의 가격은 톤당 

1,570달러(화물비용 및 가격 포함) 수준이었지만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참치업체 인터뷰에 따르면 12월 초까지는 동일하게 톤당 1,570달러를 유지되다가  이후 

몇 차례까지는 톤당 1,570달러에 거래되었으나, 이후 1,6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함

∙ 참치통조림 제조업체는 이 같은 기이한 가격 상승 현상은 무역 중개상들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물가격 상승이 완제품인 통조림 가격 상승을 유발해 통조림 
제조업체의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밝힘

∙ 올해 12월에 발생한 가격 상승은 지난 16년 동안 단 한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적 
없는 유례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북중미] 

미국(U.S.A)
알래스카만 대구(Pollock) TAC 축소로 미국의 대구 생산량 감소 조짐
(Council cuts Gulf of Alaska pollock TAC reducing US supply)

www.undercurrentnews.com, 2016년 12월 12일
∙ 12월 11일, 북태평양어업관리위원회(North Pacific Fisheries Management Council)는 2016년 

2억5천8백만 톤이었던 대구의 TAC를 2017년 2억9백만 톤, 2018년에는 1억7천3백만 톤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 결정은 알래스카만 대구의 ABC(Acceptable Biological Catch, 
생물학적 허용 어획량)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려진 조치임 

∙ 알래스카만 대구는 미국의 총 대구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데, 2016년 13억4천만 톤이었던 
동베링해의 TAC가 2017년 13억4천5백만 톤으로 약간 증가한 데 비하면 알래스카만 대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

∙ 알래스카 대구 생산자 그룹의 프로그램 매니저 팻 새너한(Pat Shanahan)은 “2017년 알래스카만 
대구 쿼터가 줄어들었고, 다른 요인들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대구의 총 공급량은 작년에 비해 
약간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함

∙ 대구(Pollock)의 TAC 축소에 이어 위원회는 2017~2018 태평양대구(Pacific cod)의 쿼터도 
지정했는데, 알래스카만과 동베링해 모두에서 태평양대구의 TAC가 축소되어 가격상승이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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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U.S.A)
FDA, 제3자 인증기관 승인기준에 관한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FDA Issues Guidance for Industry about Model Accreditation Standards for Third-Party 
Certification Bodies)

fda.gov, 2016년 12월 7일
∙ FDA는 작년 11월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이하 FSMA)의 제3자 인증 

프로그램과 관련된 최종규정을 통해 승인기관(Accreditation body)과 제3자 인증기관(Third-Party 
Certification Body)의 역량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 요건을 규정하였는데, 지난 2016년 
12월 7일, 제3자 인증기관의 승인 기준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됨

∙ 제3자 인증 프로그램은 FSMA의 해외 식품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중 하나로, 해외 
식품업체가 미국 식품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제3의 기관이 증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임

∙ 이에 따르면 FDA는 승인기관을 승인하고, 승인기관에 의해 승인된 제3자 인증기관이 해외 
식품업체를 점검함. 즉, FDA가 해외의 제3자를 통해 해외에 있는 식품시설의 현장 점검을 
함으로써,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 최종규정에 따르면 제3자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승인을 받은 시설만이 향후 VQIP(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 자발적 수입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제3자 인증 
프로그램이 對미 식품 수출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유럽]

폴란드(Poland)
유로화 및 즈워티(폴란드 화폐) 약세로 폴란드의 연어 수출 증가세
(Weaker Euro, Local Currency Boosts Polish Salmon Exports, December 19, 2016)

SEAFOODNEWS.COM, 2016년 12월 19일

∙ 유로화와 즈워티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폴란드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폴란드 농업부에서는 2016년 폴란드의 수산물 수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한 17억 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낮은 임금과 즈워티의 약세, 이에 더해 유럽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연어 소비(1인당 0.85kg) 
선호로 인해 폴란드는 유럽연합의 선도 연어 수출 국가로 자리잡고 있음. 금년 연어 수출은 총 9억 
2천만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7천만 유로 가량 증가한 실적임

∙ 이에 따라 많은 연어 수입국(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들이 연어 수출 강국인 노르웨이산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보다 폴란드로부터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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